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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 지역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 경제력 하, 기 인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우리 농 은 해체 기에 처해 있다. 농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

결하기 한 다양한 농 개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을 활성화시

키기 한 하나의 안으로 사회 기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극  육성정책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노력이 만

나면서 여러 역에서 사회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 기업이 가지는 

태생 인 한계에 더하여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은 가용 자원의 부족, 기업

운  역량 부족, 투자자본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년차인 이 연구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문제 을 악하고, 이에 

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유형화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유형화와 유형별 차별  정책 시행의 필요성  방안을 

제시했고, 사회 기업의 성공에 아주 요한 역할을 하는 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악하여 농 지역 사회 기업을 한 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운 방향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농 지역의 사회 기업에 한 실질 조사

를 통해 업종별 사업모델을 모색했다. 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

하기 해 농 지역 사회 기업이 가지는 환경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한 육성방안을 제시하 다.  

  이 보고서가 농 지역의 내발  발 을 지향하는 지역 활동가, 정책담당

자, 사회 기업가, 연구자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극 조하여 주신 사회 기업과 지원조직 계자, 

자문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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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농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한 사회 기업 육성방안 

연구’의 2년차 과제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 농 지역 사회 기업

의 개  실태 분석과 농 지역의 사회 기업 육성을 한 반 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에 한 분석이 부족했

고,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안제시가 미흡했으며,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별 사업모델을 확립하지 못했다. 한 제도개선의 필

요성과 방향을 제시하 으나 구체 인 제도개선 방안과 육성방안을 제시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차년도의 연구는 보다 구체 인 농 지역 사회 기업 실태

에 한 진단과 문제 확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 인 정책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2차년도 연구의 목 은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육성 

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극 인 육성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다. 세부 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목 을 설정하 다. 첫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발 과제를 도출하는 것

이다. 둘째, 농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 함으로써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인

라로서 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한 지역·업종별 네트워

크에 한 실태 분석을 통해 간지원조직의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

으로 사회(시장)에 제공할 것인가 하는 사업모델의 유무와 합성이 사회

기업과 리기업 모두에게 조직의 성패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을 개념화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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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함으로써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사회

기업의 착근과 육성을 해 요구되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극 인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농 지역에 분포하는 184개 사회 기업을 

상으로 인력  조직형태 등 일반 황, 업종  활동내용과 매출액 등 사

업 황, 조직역량, 정책요구 등 기업운 에 한 설문조사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실태 악을 해 44개 간지원조직을 상으로  일반

황, 사회 기업 지원 황, 네트워킹, 지원요구 사항 등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기 해 9개 

분야에서 16개 사회 기업을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병행하 다.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와 유형별 육성 방안 도출

  농 지역 사회 기업이 농 지역 활성화 특히 농 의 내생  발 에 

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들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론화하

기 한 유형화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특성  정책 수요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한 유형화를 시도하

다.

  이를 해 알터(Alter, 2007)의 사회 기업 기본모델과 혼합모델을 농

지역의 사회 기업 유형화에 용하 다. 그 결과 우리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은 ‘사업지원 모델’ ‘ 동조합 모델’ ‘고용 모델’ ‘ 소득계층 시장 모

델’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었다. 이들 유형 간에는 조직형태, 사업 활동, 사회  목 , 애로 , 정책 

수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 을 보이고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모델 별 업종  사업 활동의 특징을 아래의 표로 요약하여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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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사회 기업
유형

비
(%)

기업당
고용
(명)

주요 업종
주요고객  

타깃그룹(비 순)

사업지원 모델 9.0 15.7 농산물유통, 일반제조
지역내 농가 농업기업, 지
역 내외 농업·비농업 기업,

동조합 모델 39.3 22.2 농산물유통, 농업생산 조합원, 일반소비자, 지역주민

고용 모델 18.9 27.0 
사회서비스, 청소· 생·소독, 일
반제도

지역주민, 일반소비자, 공공기

소득계층시장모델 10.9 17.1 
건설 주거, 사회서비스, 문화·
술·

취약계층, 지역주민, 일반소비자

서비스제공지원모델 8.5 18.3 청소· 생·소독, 문화· 술· 취약계층, 지역주민, 일반소비자

서비스 수수료 모델 13.4 30.8 사회서비스, 문화· 술· 지역주민, 취약계층, 일반소비자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 조직  사업 활동 특성>

  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  목 , 정책수요, 그리고 

애로 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표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농 사회 기업
유형

주요 사회  목 애로 정책 수요

사업지원 모델

취약계층지원, 농가  농업활

동 보호·지원, 생태·환경·경  

등 보

시설·설비 투자의 어

려움

인건비 지원 외 활동지

원 등지원 역확

융통성

동조합 모델
취약계층지원,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 지역주민지원
경 문인력 부족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고용 모델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기업운 자  부족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소득계층시장모델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낙

후지역활성화
기업운 자  부족

시장창출지원(공공기  

우선구매 등 보호시장)

서비스제공지원모델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

시장창출지원(공공기  

우선구매 등 보호시장)

서비스 수수료 모델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통·문화· 술 보 과 확산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농  사회 기업의 유형별 사회  목   정책 수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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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육성정책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이를 해서는 첫째,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의 농  

사회 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 지역 사회 기업이 인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  고유의 사회  

목 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넷

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 특성에 합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

하고, 사업체계의 국지화와 사회  경제의 지역  구축이 필요하다.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이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

업모형을 살리면서도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해서는 이들의 역량

을 문 으로 지원해주는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하지만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운 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기반이 

제도 으로나 재정 으로 부족하 고, 사회 기업들을 지원하기에는 인 · 

물  역량 역시 취약하 다. 그에 따라 사회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한 

외부의 지원요구와 실제 사회 기업 련 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는 서

비스 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간지원조직의 역량부족과 더불어 아

직 구조 으로 기  지방자치단체 이하 단계에서는 지역특색에 맞게 사회

기업들을 지원해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사

례를 고찰한 결과, 사회 기업 간조직들은 사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

을 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도 다 목 , 자원혼합, 다 이해당사자 지배구

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 기업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강화를 한 간지원조직의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앙정부· 역자치단체·기 자

치단체 단계에서 공공 부분의 유기 인 역할 분담체계와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을 한 별도의 간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그리고 간  지원

의 활성화를 해 ① 역지자체 단  간지원체제 구축, ②기  지자체 

단 의 장 착형 지원조직 구축, ③농 지역의 사회 기업 지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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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④ 간지원조직의 법 기반 마련, ⑤ 간지원조직

에 한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⑥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의 역할 강화 등

의 세부과제를 제안하 다.

농 지역 사회 기업 사업 모델 평가와 개선방안

  여기에서는 돌 , 교육·의료, 농업연계사업,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선

도  사회 기업의 경험을 비 으로 검토하여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특히 사업의 지속성을 한 시장 확보

와 사회 목  달성의 균형이라는 에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업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 서비스 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정책의 확 로 

시장이 늘어나지만 민간 리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분야에

서 사회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해서는 라이 사이클을 감안한 종합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경 을 통해 높은 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는 농 인구의 감소와 재정상의 이유로 공공

이 공 하지 못하는 역이 늘어날 것이다. 그 지만 민간경쟁시장에서 공

하기도 힘들므로 사회 기업의 활동 역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문

성이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역  공 체계가 필요하다. 

를 들어 방과 후 교육, 돌 교실 등의 문교사를 교육하여 공 하는 시스

템의 확보는 사업의 역화 안에서 가능하다. 

  셋째, 농업연계사업 부문에서 소농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농활동 지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단히 요하다. 그

지만 다수의 농업 련 업체가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단  

작목반이나 농조합법인 등 지역농업과의 구체 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 이와 함께 체로 다각화되어 있는 업종을 문화해야 한다.

  넷째, 생태 이나 문화산업, 귀 자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은 잠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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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의 공 기업 형성의 

어려움을 략 으로 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 지역의 통문화 보

과 공연 술 등 문화산업은 상당기간 경제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

므로 지역의 사회 경제와 지자체의 극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재활용, 청소사업 등은 시장경쟁이 심하며 성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단된다. 그 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획

득,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사회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어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여섯째, 장애인 문 취업체이다. 보호시장에 의존하며 조악한 상품을 

생산한다면 기업의 장기 생존이 어렵게 된다. 장애인의 불가피한 생산성 

하는 고용보조  등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

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한다.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 인재의 육성과 공 , 자본의 조달, 시

장 확보 등 산업  연계, 지역정책 거버 스 측면에서 사회  경제의 네트

워크 역할이 매우 크다. 개별 기업 수 에서의 사업모델의 구축도 요하

지만, 사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는 업종별 네트워크의 형성과  

간지원조직의 존재가 요하다.

농 지역 사회 기업 제도개선  육성 방안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를 분석하

여 정책의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 등 제도  개선방안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농 지역의 활성화를 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 에서 고용노동부가 일

자리 창출을 목 으로 추진하는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지원 속에 양 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형 비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은 도시지역 사회 기업과 여

러 환경  요인으로 차별화가 필요한데 이에 한 특별한 응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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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을 둔 사회 기업 육성정책을 추

진하면서 사회  목 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함으로써 제도 으로 농

지역개발에 한 사회 기업의 기여 가능성을 높 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부처에서 사회 기업 육성정책과 유사한 정책들(행

정안 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  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으로 복 지원 등 비효율 일 가능성이 높다는 

, 다양한 정책에 따른 추진체계의 다기화와 복잡성, 지원 을 받기 해 

견실하지 못한 기업들의 출  등 도덕  해이, 도시와 농 을 구별하지 않

는 일률 인 정책 용 등과 같은 실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도개

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 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정책의 독 , 

여러 부처의 유사정책 복성에서 오는 비효율성, 사회  경제의 등한시, 

지원방식의 다양성 부족, 사회 기업의 공간  분포 등한시, 사회  공헌

에 한 객  단기  미비, 간지원조직 시스템 불비, 추진체계의 다

기화와 복잡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역량 부족, 간지원조직의 

장성 부족을 개선 과제로 지 했다.

  이를 개선하기 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제공동체 육성과 사업체계의 

국지화, 사회  경제의 지역  구축,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차별  

정책과 정책의 다양성, 제2단계 지원방안 마련, ‘사회 기업’ 명칭 사용의 

범용화, 유사한 사회 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육성된 기업들의 사회 기업

화 진, 인건비 차등지원  업종과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 지역 특화  업종 문화, 다양한 사회  목  

발굴  사업화 방안  맞춤형 지원 방안 강구, 간지원조직의 조직 안

정성  기능강화 방안 마련,  간지원조직 운 의 법  근거 마련  농

지역 사회 기업 담 간지원조직 육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운  시

스템 구축  체계화, 사회 기업 정책 담 독립기  설치, 사회 기업진

흥원의 문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 인 개선 방안 외에, 농 지역 사회 기업을 효율 으로 육

성하기 해 필요한 국·지역  네트워크  지역자원 연계, 보호시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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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원, 자본시장 조성, 일반기업과 사회 기업 트 십 확  방안, 홍보

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지원, 교육, 컨설  서비스, 기술개발 연구에 

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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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for Rural Vitalization and 
Job Creation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
tled ‘A study on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for re-vitalizing 
rural areas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research subjects.’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promoting vital-
ization of rural areas. However, rural areas have collapsed due to the de-
crease of population, economic status, and the deficit of fundamental social 
services. Big businesses, which got benefit from opening market, cling to 
the pursuit of their profit maximization and close eyes on social 
responsibility. Recently, several departments of government are implement-
ing various community development policies. 

Interests about the social enterprise as a third alternative have been 
escalated for making structural retardation of rural areas, community vital-
ization, and the increase of people's quality of life better. In particular, so-
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focused on job creation added “the type of community con-
tribution” to it's policy purposes. According to this addition, social enter-
prise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However, 
similar policies have been propelled by several Ministries such as the pro-
motion of village corporation, community business, and farming and fish-
ing community corporation resulted in the problems of efficiency, complex-
ity, and moral hazard of latent policy beneficia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pict the problems of the promo-
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 to find out policy amendment direction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We tried to establish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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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cal base and to find out proper support alternatives based on various ru-
ral social enterprises. We also tried to suggest a proper intermediary sup-
port organization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we tried to set up 
business model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based on business items.

We found out several problems which are needed to be amended 
in order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MOEL's monopolistic certification system, inefficiency resulted from over-
lapping similar policies, ignoranc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the short-
age of the diversity of supports, the ignorance of spacial distribution, the 
unsystematic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diffused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lower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e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amend the policy system. 
Included are fostering project localization, applying different and various 
policy approaches to rural social enterprises, admitting general use of the 
name of ‘social enterprise’, preparing the second stage support system, dif-
ferentiating  supports from the business types and locations of social enter-
prises, depicting more social purposes, strengthening security and function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legal foundation,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institution for social enterprise, and so on.

We also develop som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ing 
and connecting regional resources, affirmative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establishment of special investment fund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the 
expansion of partnership between general businesses and social enterprises, 
the establishment of advertis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ing system for education, consult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se 
alternatives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Researchers: Gyu-Cheon Lee, Nae-Won Oh, Sang-Jin Ma, Kwang-Sun 
Kim,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1.1～2011.10 
e-mail address: gclee@krei.re.kr



xi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내용과 방법 ··················································································19

제2장  사회 기업과 지원정 책  황

1. 사회 기업의 개념과 농 지역 활성화에 한 의의 ······················25

2. 사회 기업 황 ··················································································31

3. 사회 기업 련정책  추진체계 ····················································43

제3장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  과제

1.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의 목 과 방법 ···································59

2. 유형화 기본모델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 ··················63

3.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 ················78

4.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농 지역 사회 기업 발  과제 ················97

제4장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 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 성화

1.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연구의 개요 ·························103

2.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황 ·······················································104

3.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 ······································108

4.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사례와 시사 ·························123

5.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강화를 한 간지원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141

제5장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1. 사회 기업 사업모델 연구의 개요 ··················································151



xiv

2.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업종별 사업모델 분석 ·····························156

3. 사업모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189

제6장  사회 기업 육성 정 책 의  문제 과 제도 개선 방안

1. 사회 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의 문제 ·································203

2. 사회 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방향 ·······························209

3.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 방안 ······················································215

제7장  결  론 ···························································································241

부록1: 부처별 사회 기업 육성 가능 사업 목록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가능 경비 ·············································································245

부록2: 농 지역 사회 기업 실태조사 질문지 ·······································248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실태조사 질문지 ································259

부록3: 인증사회 기업 목록 ·····································································265

참고 문헌 ····································································································279



xv

표  차  례

제1장 

표 1- 1.  Laville 등의 사회 기업 유형론 ·············································9

표 1- 2.  일본 NPO 간지원조직의 역할 ··········································14

표 1- 3.  사회 기업 사업모델 구성요소 ·············································16

표 1- 4.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실태와 발 과제 ····························17

제2장 

표 2- 1.  주요 국가별 사회 기업 정책의 특성 ·································28

표 2- 2.  사회 기업의 기 ·································································29

표 2- 3.  사회 기업 지원 산 추이 ··················································32

표 2- 4.  사회 기업의 매출  이익구조 변화 ·································32

표 2- 5.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 기업 시·도별 분포 ························34

표 2- 6.  한국의 사회 기업 육성정책 ················································42

표 2- 7.  사회 기업의 사회  목  실  유형 ·································45

표 2- 8.  사회 기업의 인증 요건 ························································46

표 2- 9.  사회 기업과 비사회 기업의 차이 ······························47

표 2-10.  사회 기업의 성장 단계별 경  컨설  유형 ····················48

표 2-11.  사회 기업에 한 주요 지원제도 ·······································51

표 2-12.  사회 기업 담조직 황 ····················································56

제3장 

표 3- 1.  국내 사회 기업  유사 조직의 유형구분 ························61

표 3- 2.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를 한 설문조사 개요····················74

표 3- 3.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를 한 기본모델의 용기 과 

단계 ··························································································75



xvi

표 3- 4.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기본 모델별 비 ···································76

표 3- 5.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 조정모델 구성 ··························78

표 3- 6.  정책  구분에 따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 분포 ··· 79

표 3- 7.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별 조직형태 ·······························80

표 3- 8.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규모 ···································82

표 3- 9.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별 모조직 형태 ··························82

표 3-10.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모조직과의 상호지원 계 ·············84

표 3-11.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업종 분포 ················85

표 3-12.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고객 ··························86

표 3-13.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재원 1순 ··············87

표 3-14.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력 트  1·2순 ··88

표 3-15.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사회  목 과 실

         방법 ··························································································90

표 3-16.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향후 사회  목  1순 ····92

표 3-17.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애로 ······················93

표 3-18.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취약분야 ··················94

표 3-19.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지원조직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요 ············································································95

표 3-20.  사회 기업 육성을 한 1순  육성방안 ···························97

제4장 

표 4- 1.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 ·····································105

표 4- 2.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 등 사회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 ··· 106

표 4- 3.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지원 서비스 요구 ······················109

표 4- 4.  농 지역 사회 기업이 주로 교류하는 기  ··················110

표 4- 5.  간지원조직 유형별 교류내용 ···········································111

표 4- 6.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설립경과연수 ························113

표 4- 7.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모기 과의 계 ··················114

표 4- 8.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산  인력 구조 ··············115



xvii

표 4- 9.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조직역량 ·······························116

표 4-10.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117

표 4-11.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서비스 제공방식 ··············117

표 4-12.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교류하는 주요 주체 ·········119

표 4-13.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농업·농  련성 ·················120

표 4-14.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지원요구 ·······························120

제5장 

표 5- 1.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업종 분포 ·····································156

표 5- 2.  돌 서비스 분야 사례기업 개황 ·········································159

표 5- 3.  의료 분야 사례기업 개황 ····················································164

표 5- 4.  주요 교육복지 사업 ·····························································167

표 5- 5.  교육복지 분야 사례기업 개황 ············································168

표 5- 6.  농업 생산·유통·가공 분야 사업과 사회  가치 ···············169

표 5- 7.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사례기업 개황 ·····················172

표 5- 8.  여행바우처 제도의 지원 상과 내용 ·······························175

표 5- 9.  지역개발 분야 사례기업 개황 ············································176

표 5-10.  귀농·귀  지원 정책 ····························································178

표 5-11.  부처별 주택개량사업 ···························································180

표 5-12.  집수리 분야 사례기업 개황 ················································181

표 5-13.  자원재활용 분야 사례기업 개황 ·········································184

표 5-14.  장애인 고용장려  지원 단가 ············································187

표 5-15.  장애인 문 고용 사례기업 개황 ·······································188

표 5-16.  사업 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 ···························195

제6장 

표 6- 1.  사회 기업 육성 제도의 쟁 과 개선 방안 ······················202

표 6- 2.  농어  활성화와 련된 유사사업의 추진체계에 한 의견 ····207

표 6- 3.  사회 기업 지원 정책 순 에 한 의견 ··························216



xviii

표 6- 4.  사회 기업 정책지원 수요와 지원 방안 ····························217

표 6- 5.  사회 기업과 정부지원 정도에 따른 분류 ························219

표 6- 6.  조달청의 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228

표 6- 7.  분야별 지정 황(2010년 12월말 기 ) ······························228

표 6- 8.  우수제품 지정  로지원 황 ·······································229

표 6- 9.  기업과 사회 기업의 연계 형태 ·····································232

표 6-10.  일반기업과 사회 기업의 조직형태별 연계 규모 ············233



xix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Brouard 등의 사회 기업 유형론 ·····································10

제2장 

그림 2- 1.  사회 기업 분포도 ······························································35

그림 2- 2.  마을기업 분포도 ·································································36

그림 2- 3.  농어 공동체회사 분포도 ··················································38

그림 2- 4.  자활공동체 분포도 ······························································40

제3장 

그림 3- 1.  조사·분석 방법과 단계 ······················································62

그림 3- 2.  사회 기업의 운 요소 ······················································64

그림 3- 3.  기업가 지원 모델 사회 기업 ···········································65

그림 3- 4.  시장 개 모델 사회 기업 ··············································65

그림 3- 5.  고용 모델 사회 기업 ························································66

그림 3- 6.  서비스 수수료 모델 사회 기업 ·······································67

그림 3- 7.  소득 계층을 한 시장 모델 사회 기업 ····················68

그림 3- 8.  동조합 모델 사회 기업 ················································69

그림 3- 9.  시장 연계 모델 사회 기업 ··············································70

그림 3-10.  서비스 지원 모델 사회 기업 ···········································71

그림 3-11.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 사회 기업 ··················72

그림 3-12.  혼합 모델 사회 기업 ························································73

제4장 

그림 4- 1.  농 지역 사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력 트 ············112



xx

그림 4- 2.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자체역량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 ················································································118

그림 4- 3.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 강화를 한 지역수  간 

역할 분담 ···········································································141

그림 4- 4.  역지자체 단 의 사회 기업 련 정책의 통합추진 ····143

제5장 

그림 5- 1.  사회 기업 사업모델의 연구 차 ·································154

제6장 

그림 6- 1.  사회 기업과 지역기 의 연계 방안 ·····························224



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세계 인 경제 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난 성장의 한계로 인해 소

득  일자리 창출의 제한, 삶의 질 하, 지역 간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

가 두되었다. 특히, 사회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 의 불균형

이 더욱 심화되어 농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장기  책이 

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 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에 

려 도시지역에 비해 발 의 정도가 격하게 약했다. 세계화에 따른 개방

의 물결은 농업이 주축인 농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개방에 비

해 정부가 농업농 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

진했지만, 농 지역은 여 히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경제력 하, 이에 

따른 기 인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해체 기에 처해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  이윤추구에 집작하고 혜택을 나 려는 사

회  책임을 외면해왔다. 최근에 여러 부처가 농 지역의 지역활성화를 

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 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 지역의 구조  낙후성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제3의 안으로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심

과 기 가 증 하고 있다. 농 지역에서 경제규모의 확 , 주로 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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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했던 소득구조의 변화, 도시와의 균형 잡힌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시 에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은 요한 시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단 가 될 수 있다.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 는 사회  문제에 

한 해결책에 경 기법을 도입한 기업’을 의미하는데, 그 발생 기원은 산

업화와 시장경제로의 환이 심화되어 생산과 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기

에 처하게 된 취약계층이 안경제의 한 형태인 ‘사회  경제(social 

economy)’를 조직하 던 19세기 서구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 사회

에서는 1980~90년 에 높은 실업과 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등의 상황 속에

서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한 안으로 사회  경제의 구체 인 실

천조직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기업에 한 심이 증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90년  말 외환 기 이후 취약계층에 한 일자리 제공

을 심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7년에 

｢사회 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 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으로 추

진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 의 내생  발 략의 구체  

수단으로써 농 의 사회 기업 육성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선진국

의 경우는 농  사회 기업이 농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나 일자

리를 공 하는 역할 외에 보다 포 으로 농  지역경제의 주류 기업부문

(mainstream business sector)을 구성할 수 있다고 단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에 한 사회 기업의 역할에 한 심의 증 는 앙정

부의 련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 기업의 주무부처

로서 일자리 창출에 을 둔 사회 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  목 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함으로

써 농 지역개발에 한 사회 기업의 기여 가능성을 제도 으로 열어놓

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창출과 지역

사회 발 을 도모할 목 으로 2015년까지 3,000개의 ‘농어 공동체회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 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주민 주도의 ‘자

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을 실시하 으며 2011년부터는 이를 계승·포함

한 ‘마을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1,00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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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육성하기 해 2011년에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 기업이나 기타 유사한 기업의 

육성을 통해 농 지역의 활성화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

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는 앙정부의 정책을 효율 으로 추진할 지역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요한 과제다. 정부의 농 지역 개발 정책이 지역

의 자발성에 기 한 공모제나 포 보조 제도로 환되고 있으나 농 지

역에서의 비는 미약한 수 이다. 여기에 사회 기업이 농 지역의 문제

를 해결하는 한 축으로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부침과 같이 사회 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못하여 정부의 유한한 정책  지원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사회 기업은 기업운  경험과 기술의 부족, 정부의 지원

과 기부에 의존하는 취약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조달의 

어려움, 시장의 한계, 인력공 의 한계, 지역네트워크의 부족, 일반기업과

의 연계 부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앙정부의 유사한 정책들의 

추진이 농 지역에서 기업을 운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장 은 있으나 

유사한 사업들의 첩성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단

으로 무분별한 창업과 무늬만인 사회 기업의 사업 확 는 사회 기업의 

견실한 발 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한 사회 기업의 역할에 한 실증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토 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역 을 두었

다.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목 은 농 지역에 소재하거나 농업·농 과 련

된 사회 기업의 운  실태를 악하고 제기된 문제 을 분석하여, 농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기업의 발  방향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년도 연구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개  실태 분석과 농

 사회 기업 육성을 한 반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친 한계

가 있다. 즉,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에 한 분석, 사회 기업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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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 안 제시, 사회 기업 유형별 사업모델 정립 등에 해서는 심층

으로 검토하지 못하 다. 

  이에 따라 2차년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 인 농 지역 사회 기업 실

태에 한 진단과 문제 확인,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 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차년도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발 과제를 도출

하는 것이다. 사회 기업이 단일한 유형과 특성을 지닌 존재이기 보다는  

사회  목 에 따라 다양한 기업 목표를 가지며, 각자의 목표를 실 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활동을 하는 매우 상이한 존재들의 집합

이기 때문에 실질 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해서는 보다 일반화할 수 있

는 유형구분과 각 유형에 따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특성  정책수요를 

도출한다.

  둘째, 농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 되는 농 지역 사회 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한 기본 인 라로서 각종 

간지원조직과 지역·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실태의 분석을 통해 간지

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시장)에 제공

할 것인가 하는 사업모델의 유무와 합성은 사회 기업과 리기업 모두

에게 조직의 성패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 지역 사회 기

업의 사업모델을 개념화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 지

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사회 기업의 착근과 육성을 한 정책이나 제도의 목 을 달성하

기 해서는 비효율 인 제도의 개선, 극 인 육성제도의 모색 등이 요

구된다. 따라서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기업 지원 실태와 지원

체계를 분석하여 정책의 통합, 조정 등 효율성 증진 방안과 육성방안을 모

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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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사회적기업 조직이론에 관한 논의

  사회 기업도 조직의 목 을 실 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지속 으로 

존속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네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앨리슨

(Alison, 1971)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조직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기업은 사회  가치를 실 하면서 경제  가

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에 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

달성기능과 유지기능이 더욱 요하다. 사회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

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개선  육성 방안을 찾는 연구를 해 근 에 깔

린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네 가지 기능은 첫째, 목표달성 기능(goal attainment function)이다. 사회

기업은 정부지원의 당 성 차원의 사회  가치 추구가 기본 목표이며 동

시에 기업으로서의 수익창출이라는 경제  가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응 기능(adaptation function)인데, 사회 기업도 사회는 유기체로서 

항상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응할 수 있어야 존속이 가능하다. 셋째, 

유지 기능(maintainenance function)으로서, 정부의 한정된 기간 동안의 지

원이 종료되거나 최소한의 지원환경에서 사회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

는 기능을 말한다. 넷째, 통합 기능(integration function)인데, 이론 으로 

통합기능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통합되어야 조직으로서 강한 조

직이 될 수 있고 이런 조직이 지속가능성이 높다. 사회 기업은 특히 사회

 가치를 실 하는 것에 을 두기 때문에 조직이 개인이라는 등식이 

다른 기업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모습은 에서 언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조직

으로서 사회 기업이 발 하기 해서는 조직의 소 트웨어가 더욱 성숙해

야 한다. 이에 한 이론  배경은 아지리스(Argyris, 1971)의 성숙·미성숙

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회 기업 내부의 미성숙 조직 요소들(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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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의존  상태, 변덕스럽고 피상 인 계, 단기  안목, 종속  지 에 

만족, 단순한 행동, 자아의식 결여 등)을 성숙 조직 요소(능동  활동, 독립

 상태, 깊고 강한 심, 장기  안목, 등 내지 우월  지 에 만족, 다양

한 행동, 자아의식과 자기 규제 가능)를 가지는 사회 기업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육성 방안이나 제도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을 보여 다.

  어떤 산업분야든 그 산업의 발  단계에서 개별 조직을 강화·유지시키고, 

내부 조직 간 는 산업 외부 세력과의 계를 지원하는 지원서비스가 있어

왔다. 간지원조직(intermediary body)이라 함은 일반 으로 비 리  목

을 띤 조직들을 한 지원서비스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역사 으로 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은 1919년 국에서 설립된 국사

회서비스 의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NCSS)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1970년  말 1980년   조정자로서의 정부가 비 리기구

들을 트 로 인식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 다(임승빈 2009). 공공과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분야에 비 리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별, 활동분야별 는 기능별 역에서 비 리조직 간의 조정  비 리조

직의 역량 강화를 한 정부와 민간의 간단계의 지원 조직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조직을 간지원조직이라 불 다.

   간지원조직1의 개념과 련한 다양한 근이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 로젝트 던 RISO(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Structures in 

Promotion Third System Employment Activities at Local Level)에서는 

간지원조직(Intermediary Support Organisation)을 ‘사회  경제에 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 , 코디네이션, 교류, 이낸싱, 정보, 

로비, 경 ,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 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조직’이라 정의한다(Technologie-Netzwerk 

Berlin e.V., 2001). 한편 日本 內閣府(2002)에서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1 간지원조직과 련하여 국에서는 umbrella body, second tier, secondary or-

ganization, 미국에서는 (non-profit) infrastructure organization, 그리고 일본에서

는 中間支援組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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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원조직(中間支援組織)에 하여 ‘다원  사회에 있어 공생과 동이

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악하여, 인재와 

자 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NPO 간의 계는 물론 의의 의미에서는 각

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 을 코디네이  하는 조직’(강내 , 2008)으로 정

의하고 있다. 국의 자선, 자원 사, 지역개발 조직들 간의 교류 진을 

한 정보사이트인 Volresource(2011)에서는 간지원조직을 ‘어떤 주체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는 특정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2

2.2. 사회적기업 유형화에 관한 논의

  일반 으로 사회 상에 한 유형화는 복잡한 실을 보다 일반화하여 체

계 으로 찰할 수 있게 하는 분석방법이며 구조화된 이다. 유형화는 

복잡한 실에 한 단순화라기보다는 복잡한 실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

고 이론화할 수 있는 기 를 제공한다. 유형화는 사회 기업의 분석에도 

용된다. 사회 기업의 특성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이에 한 이론을 심화

시키기 해서는 사회 기업에 한 유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Brouard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회 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인증제도를 

통한 사회 기업뿐만 아니라 실제  의미에서 사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마을기업, 농어 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등을 정책 으

로 육성하고 있다. 한 2000년도부터 육성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역시 실

질 인 사회 기업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련 정책들은 

부분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에서 조직의 

숫자 늘리기에 했다. 이런 조직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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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y o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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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육성하기 해서는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

한지 등에 한 진지한 연구는 부족하 다.

  사회 기업을 체계 으로 이해하고 특성과 기능에 맞는 발 방안을 도

출하기 해서는 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회  

목 이나 업종, 사업내용 등 단편 인 기 에만 의존하여 사회 기업을 유

형화하고 있다. 련 연구들 한 계 부처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회 기

업 유형화의 폐단을 그 로 답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상인 농 지역 사

회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기업에 한 체계 인 이해와 이론화를 한 

‘사회 기업 유형론’ 개발은 아직 요원한 형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2000년  들어 사회 기업의 특성을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하려는 유형화 연구들이 있어왔다. 표 인 연구로

는 Fowler(2000), Dees 등(2001), Laville 등(2006), Alter(2007), Brouard 등

(2008) 등이 있다.

  Fowler(2000)는 사회 기업을 비정부 개발조직(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s)으로 이해하고 수입(earned income)의 차원에서 

통합 사회 기업, 재통합 사회 기업, 그리고 보완  사회 기업의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합 사회 기업은 해당 기업의 이윤창출을 

한 상업  활동이 사회  혜택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유형이며, 재통합 

사회 기업은 비용을 감하거나 수익을 증가 는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개발조직의  활동들을 추진하거나 창조 으로 개선하는 유형의 

사회 기업이다. 보완  사회 기업은 창출한 수입을 경제 으로는 자립성

이 없는 자체의 사회 로그램을 해 투입하거나 다른 사회 기업의 사회

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의 사회 기업이다.

  Dees 등(2001)은 사회 기업의 유형화를 해 일반 인 동기 목 과 수

단, 주요 이해 당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사회

기업을 순수 박애주의 사회 기업, 복합형 사회 기업, 순수 상업  사

회 기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순수 박애주의 사회 기업은 사회

 임무 주도의 사회 기업으로 사회  가치 창출을 기업활동의 면에 내

세운다. 반면 순수 상업  사회 기업은 시장 주도의 기업으로 경제  가



서 론  99

치 창출을 면에 내세운다. 복합형 사회 기업은 이들 양자의 간 형태

를 의미한다.

  Laville 등(2006)은 두 가지 차원의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크게 네 가지 

사회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 매트릭스의 한 축에는 필요와 기회

라는 차원이 존재하며 다른 한 축에는 시장에 한 계라는 차원이 존재

한다. 앞의 차원은 ‘시 한 사회  필요에 한 사회·경제  응’과 ‘새로

운 기회에 한 사회·경제  응’으로 구성되며, 뒤의 차원은 ‘비시장 기

반의 사회경제’(사회개발)와 ‘시장 기반의 사회경제’(경제개발)로 구성된다.

필요와 기회
시장에 한 계

시 한 사회  필요에 
한 사회·경제  응

새로운 기회에 한 
사회·경제  응

비시장 기반의 사회경제

(사회개발)

)

  - 홈리스 보호소

  - 공동식당

)

  - 아동 돌  서비스

  - 에코 뮤지엄

시장 기반의 사회경제

(경제개발)

)

  - (사회) 재 응 센터

  - 무료 식소

)

  - 노동 동조합

  - 유기농업

표 1-1.  Laville 등의 사회 기업 유형론

  Alter(2007)는 사회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기 해 사회  임무의 특성, 

사업활동과 사회 로그램 간 통합의 특성, 그리고 기업운 과 련된 특성 

등을 다차원 으로 분석하 다. 이들 세 차원은 각각 사회  임무 모델, 기

업활동-사회 로그램 간 통합 모델, 사회 기업 운  모델 등으로 명명되

는데, Alter는 이들 세 차원의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기업의 9가지 기본모

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 기본 모델들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복합모델과 

혼합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Brouard 등(2008)은 사회 기업이 지니는 세 가지 차원의 특성을 기 으

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사회 기업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차

원이란 ⅰ) 재정  자기 충족성의 정도, ⅱ) 신의 정도, 그리고 ⅲ) 사회

 변화의 정도, 즉 사회  변화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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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차원의 매트릭스를 통해 <그림 1-1>과 같이 개념 으로 8가지의 

사회 기업 유형을 도출했다.

그림 1-1.  Brouard 등의 사회 기업 유형론

  이처럼 사회 기업의 유형화는 매우 다차원 인 측면에서 근될 수 있

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  목 이나 사업내용, 업종과 같은 어느 하나의 

단편 인 기 으로 사회 기업의 유형을 구분한다면 사회 기업의 유형화

는 오히려 사회 기업에 한 이해를 제한하고 정책 으로 한 발 방

안을 제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사회 기업의 유형화는 사회 기업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에 한 이론화의 기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선행연구들  보다 

한 유형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농  사회 기업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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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논의

  어떤 산업분야든 그 산업의 발  단계에서 개별 조직을 강화·유지시키

고, 내부 조직 간 는 산업 외부 세력과의 계를 지원하는 지원서비스가 

있다. 간지원조직은 일반 으로 비 리  목 을 띤 조직들을 한 지원

서비스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 기업이 어떻게 발 되어 왔는

가에 따라 지역마다 다소 다르게 근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 기업 

간지원의 역할은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정교하다. 유

럽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활동들은 크게 간지원조직이 일반 으로  

수행하는 ‘기본 활동’과 조직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는 ‘기타 활동’

으로 구분할 수 있다(엄형식, 2011). 기본 활동으로는 신규조직 설립  기

존조직 지원을 한 컨설 , 교육훈련, 재무 련 서비스, 지역네트워크 조

직 등이 있다.

  ① 신규조직 설립과 련한 컨설 :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

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 기업들( 동조합, 민간단체, 자선단체, 신용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과 경우에 따라 일반 자 업  소기업들의 신규 

설립에 한 지원을 핵심 인 사명으로 삼는다. 일반 으로 신규설립 이후

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수립, 마   홍

보, 거버 스, 입지선정, 거래업체 발굴, 법인설립등록, 재원조달, 자 지원 

로그램 신청, 매  랜드 개발, 계약입찰, 사회 기업에 합한 시장 

발굴, 멘토링, 창업패키지 등의 사후 리 심으로 이루어진다. 

  ② 기존 조직에 한 컨설 : 이미 설립된 사회 기업들이 조직 , 경제

 어려움을 겪거나 새롭게 사업규모나 아이템을 확장, 는 경 방식을 

신하고자 할 때에도 컨설 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직상황 진단  갈등

해결, 민주  거버 스 강화, 임직원 훈련 로그램 개발 등도 제공하곤 한

다. 일반기업이나 비 리단체가 사회 기업으로 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컨설 을 통해 지원한다.

  ③ 교육훈련: 창업희망자, 기존 사회 기업 임직원, 일반 시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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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가 등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동조합  사회 기업 련 내용

( 동조합  경 , 회의와 의사결정,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련 제도, 거

버 스, 회원 리, 사회  성과 측정 등), 비즈니스 일반(시장조사, 마 , 

매, 재무 리, 성장 략, 경 신, 고객 리, 회계 리, 펀드 이징, 매출

증 , 로젝트 리, 행사 리, 인사 리 등), 특정주제 련내용(공정무

역, 로컬푸드, 평등과 다양성, 정보통신, 공공서비스 재편, 자원활동, 시민

참여 등), 그리고 인 자원개발(임 워먼트, 능력개발, 워크 구축) 등의 

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재무 련 서비스: 일련의 재원조달과 재무 리에 련된 문제들에 

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간 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로

젝트나 내부에서 운용하는 기 을 통한 직 으로 지원한다. 

  ⑤ 지역네트워크 조직: 사회 기업 간 직 인 교류는 더 다양하고 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지방정부 등 다양한 외부 트

들에 해 사회 기업들이 스스로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임 워먼트의 

주요 수단이다. 특히 지역네트워크 조직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이 제

공하는 서비스 차원을 월하여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스스로 지역사

회에서 기반을 형성해가는 요한 자원동원의 수단이 된다. 지역네트워크

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내부 회원조직의 형태일 수도 있고, 사회 기

업 간지원조직이 지원 는 참여하는 사회 기업의 지역네트워크( 는 

지역연합체) 형태일 수도 있으며, 민 의체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상의 기본활동 외에도 유럽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지역 여건

에 따라 사회 기업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로젝트의 수행 기부터 

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과 으로 로젝트를 운 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일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사회 기업들을 한 공간(사

무실 는 포)을 렴하게 임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로

젝트 방식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지방정부

의 정책으로 반 시킨다. 한 사회 기업들에게 여 리(사회보험  세

처리 포함), 세무 리, 법률서비스, 인력 리, 회계 리, 웹사이트  홍

보물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 으로 안정 인 서비스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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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도 한다.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국가로부터 감사와 감독권

을 임받아 사회 기업들의 사회  성격을 유지, 발 시키기 해 개입하

기도 하고, 사회 기업을 표하여 공공기 , 주요하게 지방정부의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맺기도 한다. 이를 통해, 련 사회 기업들은 작은 규모

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성과 참여  운 을 유지하면서, 규모의 사업능력이 

필요한 공공기 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사회 기업

들이 공 하지 못하거나 기존 활동과 연계하여 생될 수 있는 새로운 아

이템 는 사회 기업들간의 결합기능을 강화시키기 해 요구되는 새로

운 기능을 충족시키기 해 스핀오 3 방식의 창업을 하기도 한다.

  일본의 NPO 간지원조직들은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개, 인

재육성, 상담  컨설 , 네트워크  교류 진, 평가, 정책제안, 조사연구 

등을 주요 역할로 삼고 있다(강내 , 2011).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련한 연구를 통해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크게 사회 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와 지역 내 는 

동종 사회 기업 간 연  그리고 사회 기업의 다양한 외부환경(정부, 지

역 외부 는 타업종)과의 연계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조직 역량 강화: 정보 수집·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컨설

▪지역 내/동종 사회 기업 간 연계: 교류 진

▪외부 자원연계(물 , 인 ): 사회 기업가 발굴  육성, 재정지원, 홍

보와 마 , 재 정부 계

 3 스핀 오 (spin-off)란 기업분할방식의 한 방법으로 경 과 자본이 모회사에서 

완 히 분리되는 시키는 것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다각화된 기업

이 한 사업을 독립 인 주체를 만드는 회사분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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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본 NPO 간지원조직의 역할

역할 세부 내용

네트워크  

교류 진

단체 간의 커뮤니 이션을 하게 하기 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회나 견학회, 그룹 토의 등 의사소통을 도

모한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수집

제공기능

NPO나 행정 등으로부터 NPO의 활동실태나 이벤트 정보 등

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지,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기 으로 정보를 달한다.

상담  컨설  

기능

워크 ·그룹 토론의 방법에 한 상담　그리고 조직, 매니지먼트, 신

규사업을 설립하는 것에 한 반 인 컨설 을 한다.

조사연구기능

마을만들기 제도 등 함의형성 방법의 연구, NPO와 네트워크로

써 실시하는 탁조사 등 간지원조직만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

는 경우가 많다. NPO와 간지원조직도 활동이 성숙해지면 서

로가 연계해서 지역사회나 생활자의 시 으로부터 지역의 문제

를 해결하기 한 ｢정책 제안 기능｣의 기 작업 단계에 필요한 

기능이다.

인재육성  

연수기능

NPO가 장래 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문연수 등을 통

해 NPO와 시민의 스킬을 높이는 것을 도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활동지원  

조성기능

NPO의 설립이나 스태 를 지원하기 해 정보제공이나 상담

업무 외에 문가 견, 자 조성, 사무국 행 등을 한다.

정책제안기능

지역문제해결에 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계하는 ＮＰＯ와 제휴하

고 니즈를 근거로 정책제안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 강내 . 2011. 일본 간지원조직의 황  과제. 제3차 농어  사회 기업 활성

화 포럼: 해외 간지원조직의 운 황과 시사 . 지역재단.

2.4. 사업모델에 관한 논의

  사업모델은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제공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라 , 2010). 사회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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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사회 기업은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가치도 생산하며 양

자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한다는 이 요하다. 합한 사업모델을 갖추

지 못한 기업이 성공하기 어렵듯이, 사회  목 과 경제  지속성을 동시

에 확보할 사업모델의 유무는 사회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Borzaga(2001, 박 석 등 역)는 유럽의 사회 기업에 한 연구를 통해 

사회 기업의 경 모델이 리조직, 통  비 리조직, 공공부문과 달라

야 하는 을 지 하고 다음과 같은 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많은 나라에서 아직 사회 기업이 가진 사회  성격에 한 인식

과 제도  지원이 미흡하다. 둘째, 새로운 조직형태에 부합하는 리더와 

문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와 사자를 잘 조직하고 훈

련하는 등 일하는 사람의 기술향상 로그램에 매진하여야 한다. 셋째, 사

회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 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한 자  

조달의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사회 기업군 안에서 지역 , 국제  

력을 통한 지식의 공유, 자원의 획득 등 규모의 이 을 획득하여야 한다. 

기업의 운 에서 다양한 이해 계자를 인정하고 민주 이고 지역과 연결

한 한 치구조의 확립도 요하다. 

  김 화·김재호(2010)는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의 모형을 비사회 기

업형, 일자리 심형(노동통합형), 서비스 심형(사회통합형), 통합형(혼합

형), 네트워크형 등 5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운 략을 제시하 는

데, 사회 기업의 발 단계 구분에 가깝다.

  라 (2010)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치제

안, 가치창출, 가치확보로 구분하되 사회 기업의 특성을 반 하여 개념틀

을 재구성하 다. 실증을 해 성공한 사회 기업 6곳과 실패한 4곳의 사

례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보완하 다. 사회

기업의 역량과 신성의 구성 요소를 잘 추출하 으나 신기업으로서의 

요구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델 구성요소는 <표 1-3>

과 같다.

  사회  경제의 장 활동가인 김정원(2009)은 사회 기업이 기업으로서

의 존속과 성장을 앞세워 핵심가치인 참여와 책임, 지역 기반, 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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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려지는 것을 비 하고, 사회 기업의 주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 기업의 활동이 지역의 문제를 다

루며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으로써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자신들의 활동을 심에 놓지 말고 지역의 주체들이 연 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사회 기업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해 사업아이템을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를 새

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사회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신자가 되기 한 

노력을 해야 한다.

표 1-3.  사회 기업 사업모델 구성요소

요  소 내   용

가치 제안

∙어떤 고객에 어떤 가치(사회 가치와 경제 가치 양 측면)를 

제공할 것인가

∙시장에서 경쟁 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가치 창출

∙제안한 가치와 경쟁 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내부 가치사슬과 외부 가치네트워크는 무엇인가

가치 확보
∙수익모형과 성장원리는 무엇인가? 로 규모의 경제, 범 의 

경제, 랜차이징, 외부경제 등

* 라 (2010)에서 재구성 

  이인재(2009)는 먼  사회 기업의 과제로 다  이해 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한 근무조건의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한 가격과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문성을 들고 

있다. 그 다음 사회 기업의 성공을 한 7가지 요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업모델의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착안 이라 할 수 있다. 그  몇 가지

를 를 들면 운동의 이 아닐 사업분야에 집 할 것, 기업 운 의 

심을 상품 소비자에게 둘 것, 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제품 

등 변화를 추구할 것 등을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강조 이 조 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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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공을 해서는 사회  목 의 달성과 함께 기업 경 의 지속과 성

장을 한 략이 필요하다는 을 공통 으로 말하고 있다. 

  이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과 련

하여 실태분석 결과와 발  과제를 <표 1-4>와 같이 제시하 다(오내원 

등, 2010).

표 1-4.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실태와 발 과제

분  야 분석 결과와 과제

사회  목  달성

  - 농 지역 개발

∙지역 산업과의 ·후방 연계가 높지만, 다른 사회 기업

이나 일반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약함

∙농 지역 특성에 기반한 로컬푸드, 도농교류, 안여행, 환

경·산림·경  등의 사업 역이 극 개발되어야 함

경제  지속가능성

∙사회 기업이 경제  자립을 이룰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  수입구조를 확보하여야 함

∙재정자립도(총수입  매출액 비 )는 평균 70%로 낮지 

않으나, 외부 수입의 부분(88%)이 정부지원(한시 인 

인건비 심)으로 정책의 변화에 기업의 지속성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임

∙사회 기업의 사회  목  활동이 극 으로 평가되고 

이와 연계하여 비용 직  보 , 보호시장 제공, 바우처 확

 등 다양한 정책지원과 민간의 기부를 확보하여야 함

기업·조직의 역량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 문화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었

으나, 장직원의 역량개발을 한 기회 음

∙사회 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처방을 할 컨설 의 강화

와 간지원 조직의 육성 필요

자료: 오내원 등, ｢농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한 사회 기업 육성방안 연구(1/2

차연도)｣,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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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도개선 및 육성 방안에 관한 논의

  사회 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된 후 제도개선이나 육성방안에 한 다양

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기업의 요건 완화, 사회 기업 재원

조달 방안, 인증제도의 개선, 농어 지역 사회 기업 발 기  조성 등 제

도개선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많다(지역재단, 2009; 기획 산처·숭실

학교, 2006). 정무성(2011)은 사회 기업에 한 자본공 을 확 하거나 

다양화하기 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 에 한 조세감면제도의 필요성

과 자 조달과 배분을 담당하는 자본 개기   평가기 을 육성할 필요

성을 제기했다. 

  양용희(2008)는 사회 기업의 성공  발 을 해 정부, 시장, 사회 기

업의 부문 간 제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곽선화 등(2010)은 사회 기

업 3주년 평가에서 사회 기업의 일반  특성, 지자체와 기업의 연계, 고

용, 사회서비스 제공, 업활동과 매출액 등 사회 기업에 한 성과분석, 

고용구조 등에 한 분석을 하 다. 정선희(2011)는 문성 심의 로보

노 활동을 강화시키기 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 복 등

(2009)은 사회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원칙 마련, 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역할 정립  정비, 평가시스템 구축 등 정책추진 시스템 정비의 필요

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호·박문호(2010)의 연구는 마을공동체사업체의 농업법인 제도화를 

해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한 규정의 신축성이 필요하고, 사업의 

확장에 한 규정화, 출자  경 참여 제한의 완화, 취·등록세  부가가

치세의 세제개선, 농업법인의 사회 기업화, 간지원기 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인 사회 기업에 한 논의이기 때문에 농 지

역 사회 기업이 처한 실  문제에 해서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

다. 이 연구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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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과 방법

3.1.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로써 2차년도의 농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한 사회 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년차 연구  2

년차 연구를 한 논리 개에 필요한 사회 기업의 개념  역할, 사회

기업의 황  지원제도에 해 일부의 요약과 수정·보완을 하 다. 따라

서, 농 지역 사회 기업 경 성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역량, 사회 기

업의 사례 등은 다시 다루지 않았다. 이에 해서는 1차년도 총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차년도 연구는 보다 구체 으로 농 지역 사회 기

업을 육성하기 한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을 두었다.  

  제2년차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 다. 제1과제는 농 지역 사

회 기업의 유형화와 발 과제, 제2과제는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

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제3과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모색, 제4과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을 한 지원  제도개선 방

안으로 하 다. 이 보고서의 구체 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기업과 지원정책 황

  ◦ 사회 기업의 개념  역할

  ◦ 사회 기업의 황

  ◦ 사회 기업 지원제도 

2)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와 유형별 발  과제

  ◦ 사회 기업의 유형화 목 과 기본모델

  ◦ 사회 기업의 주요 황과 특성

  ◦ 사회 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와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정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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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을 고려한 발 과제 

3)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 간지원조직 이론  문제

  ◦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련 제도와 황

  ◦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련 실태와 문제

  ◦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사례와 시사

  ◦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강화를 한 간지원조직 육성  네트워

크 활성화 방안

<총 과제>

농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한 사회 기업 육성방안 연구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세부과제 4>

농 지역 사회 기

업의 유형별 특성

과 발 과제

사회 기업 역량강화를 한 

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

크 활성화

농 지역 사회 기업

의 사업모델 분석

사회 기업과 지원정

책 황

농 지역 사회 기업

의 발 을 한 지원 

 제도개선 방안

4)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모색

  ◦ 업종별 사업모델 분석 

  ◦ 사업모델의 개선 방향과 정책지원 방향

5)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을 한 지원  제도개선 방안

  ◦ 사회 기업 지원제도 분석

  ◦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 과 제도 개선 방안

  ◦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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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3.2.1. 농 지역 사회 기업 실태 조사

  이 연구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실태를 악하기 해 농 지역에 있

는 사회 기업의 실제 운 상황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내용과 

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내용: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운  상황과 의견

  - 연 , 인력, 조직형태 등 일반 황

  - 사업 업종 등 활동 내용과 매출액 등 사업 황

  - 조직 비 과 략, 조직 기술, 구조와 시스템, 조직문화, 외부기 과의 

계 등 조직역량

  - 사회 기업 육성 정책  제도 개선 요구 사항

◦ 조사 상: 농어  시·군에 분포하는 사회 기업 184개소 

◦ 조사 기간: 2011년 6월 1일 ~ 8월 31일

◦ 조사 방법

  - 사회 기업 컨설 업체인 SE 드 센터가 조사 상 기 을 직  방

문하여 면 조사 수행  

3.2.2. 간지원조직 실태 조사

  이 연구는 간지원조직의 일반  실태를 악하기 해 간지원조직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내용과 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실태  의견

  - 간지원조직의 설립시기, 법 지 , 모기 과의 계, 인력, 재정 등 

조직구조

  - 사회 기업 지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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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킹

  - 지원 요구

◦ 조사 상

  - 간지원조직 44개 기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13개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 8개

   ⦁보건복지부 간지원조직 15개

   ⦁민간주도 간지원조직 44개

◦ 조사 기간: 2011년 6월 1일 ~ 8월 31일

◦ 조사 방법

  - 사회 기업 컨설 업체인 SE 트 센터가 조사 상 기 을 직  방

문하여 면 조사 수행 

3.2.3. 사업모델 모색을 한 기업 심층 조사      

  이 연구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자 업종별 사회

기업의 표  사례기업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 다.

◦ 조사내용

  - 사업환경

  - 지원정책과 지원

◦ 조사 상: 농 지역의 사회 기업 187개  9개 분야 16개 기업 상  

  - 기업 유형별로 모집단 비 조사 상은 다음과 같음

   ⦁돌 서비스 41개 인증사회 기업  2개 

   ⦁교육복지 4개 인증사회 기업  1개

   ⦁의료복지 2개 인증사회 기업  2개

   ⦁농업생산·가공·유통 46개 인증사회 기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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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1개 인증사회 기업  1개

   ⦁주거개선 8개 인증사회 기업  2개

   ⦁문화·  15개 인증사회 기업  1개

   ⦁자원 재활용 21개 인증사회 기업  2개

   ⦁장애인 문 고용업체 26개  2개

◦ 조사 기간: 2011년 6월 1일 ~ 9월 30일

◦ 조사 방법: 사례기업에 한 심층 면 조사

3.2.4. 외국 사례조사

  외국의 사례는 유럽을 조사하 다. 지에 있는 한국의 연구자에게 탁

하여 주요 국가별 간지원조직의 황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출

장을 통해 구체 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 조사내용 

  -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황

  -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 한 제도(정책)

  -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사례: 국, 벨기에, 스페인

  

◦ 조사 기간 

  - 원고 탁: 2011년 6월 1일 ~ 2011년 8월 31일

  - 출장 조사: 2011년 9월 4일 ~ 11일(벨기에, 국, 스페인) 

  

◦ 조사 방법: 원고 탁과 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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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기업의 개념과 농 지역 활성화에 한 의의

  사회 기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제3부문, 비 리조직, 자원 사

활동조직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social economy)’를 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  경제의 개념이 사회 기업의 이론  토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조 복, 2008). 즉, 사회 기업은 사회  경제에 이론

 바탕을 둔 표 인 경제활동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경제는 약 200년  산업 명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심화되어가

던 서구 사회의 사회·경제  변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18~19세기 국으로

부터 시작되어 확산된 산업 명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 토지의 박탈로 농 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

경의 공장 노동자로 락했다. 규모 자본에 의한 공장제공업의 발달은 가

내공업의 몰락과 직인층(職人層)의 빈곤화, 공장 노동자들의 궁핍화를 래

하 다. 통사회가 붕괴되면서 이들은 경제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가 제공하던 기 인 사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사회·경제  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19세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기에 

집합 으로 응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다각 으로 추구했다. 이  

안 경제로서의 ‘사회  경제’는 오늘날 사회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  경제는 일종의 ‘이해 당사자 경제’인데, 당시 사회  경제의 

이데올로기  통은 자유주의와 기독교연 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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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자유주의와 기독교연 주의는 주로 특정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곤

란한 상황을 개선하는 실용 ·개량  을 지닌 반면, 사회주의 통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역 수 의 분산된 권력을 통해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

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  이후부터 1970년 에 이르는 기간에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높은 수 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사회 진보가 유토피아  운동

이나 명보다는 경제성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는 신념이 사회 으로 확

산되었다. 자본주의 발 의 황 기라 일컫는 당시에는 량생산과 량소

비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가 확 ·재생산되었으며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를 

지지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 다. 이 시기에는 19세기 사회  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 던 유토피아  념이나 노동자 조직의 명성이 

거의 사라졌다. 그 신 사회  경제는 개량주의 운동, 교회, 그리고 사회

민주당과 정치·사회 으로 연계되어 소비, 은행업, 제조업, 농업 등의 다양

한 역에서 성장하게 된다.

  1970년 부터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경제의 재구조화와 선진국의 경제 

기 결과 1980년 와 1990년 의 높은 실업과 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등

의 상황 속에서 사회  경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들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유럽에서의 사회  경제는 고용과 사회서비스에 한 

필요에 응하는 략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앙정부에 의해 축소 는 

철회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보충하는’ 즉, ‘지역 으로 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들의 생성에 을 두고 있다. 이제 

사회  경제의 의미는 순수한 민간  지역사회 차원의 안경제로서의 의

미보다는 사회문제 리를 한 고비용, 노동자의 조직화, 료주의 구조 

등을 회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기능이 혼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  1970년  이후 서구 자본

주의경제의 기와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지출 감축은 서구사회에서 사회

 경제와 그 표 인 경제조직으로서 사회 기업에 한 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다. 즉, 서구 선진국들은 인즈  복지국가를 포기하고, 

신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는 슘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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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국가(workfare state)로 환하 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공 방식

도 복지혼합이라는 형태로 환하면서 취약계층에 한 복지서비스의 공

,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 등을 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었고 그 

구체 인 실천 조직으로 사회 기업이 성장하 다. 

  국가마다 처한 사회·경제 인 상황이 다르고  지구 인 자본주의경제

의 재구조화에 한 여 와 응 역시 다양하여 사회 기업에 한 개념과 

이해, 그리고 련 정책 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면 이

탈리아는 ｢사회  동조합법｣을 기반으로 사회 기업을 동조합의 형태

로 이해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사회  목  기업, 미국은 자선조직 등을 사

회 기업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 기업 지원정책 역시 국가마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표 2-1>.

  OECD(1999)는 사회 기업에 한 각 국가의 다양한 정책  인식을 인

정하면서도 공통된 분모를 찾아내 사회 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기업은 “다양한 법  형태를 취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통해 조직

되고 사회   경제  목 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회

기업의 목 은 “취약계층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노동시

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공 을 통해 낙후지

역을 재활성화 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한편 사회 기업은 의 정의와 같이 ‘다양한 법  형태’를 취하면서 

‘사회  목 ’과 ‘경제  목 ’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경제의 경제활동 

조직으로 <표 2-2>와 같은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조 복, 2008). 경제  차

원에서 사회 기업은 지속 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매, 높은 자율성, 

경제  험 감수, 최소한의 유  노동자 고용 등의 기 을 만족시켜야 한

다. 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이익의 추구, 시민들의 자발  참여, 의사

결정권의 분산, 제한 인 이윤 배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

 측면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 기업은 주주들의 이윤 창출보다는 사회

 배제로 인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근본 인 목 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 은 구체 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 그리고 이들

에 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실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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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사회 기업 련 정책의 특성

국

∙사회 기업 육성을 한 제3섹터청 설치와 육성 략에 따른 체

계  육성

∙통상산업부(DTI)도 ‘사회 기업 추진단’을 설치하여 사회 기업 

지원

랑스

∙사회 기업 부문 내 통합 장려와 법  구조의 간소화를 통해 다

양한 조직의 사회 기업 환 유도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 기업 지원을 한 경제  장치 설치

독일

∙사회 기업에 한 합의된 장기 비 이 없어 사회 기업의 성장 

부진

∙연방정부 차원의 련 정책이나 법제도 없으며, 지역별로 지방정

부와 노동청 등이 운 비, 인건비 등을 지원

∙정부, 지자체로부터 로젝트 수주를 통해 주로 복지서비스 제

공, 고령자  청소년 련 활동 수행

이탈리아

∙1991년 우럽 최 로 사회 기업 법제화(｢사회  동조합법｣)

∙사회 기업 발 에 도움이 되는 조직  유연성 확보

∙생산자, 이용자, 자원 사자,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 계자의 

참여 보장

∙사회 기업 문지원기  등 유기  지원시스템 가동

벨기에

∙사회  목  기업이라는 명칭이 1995년 법제화

∙기존의 리기업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  목  기업이 

될 수 있음

∙세제혜택( 여세 감면)과 취약계층 고용율을 연동시키는 방식으

로 노동통합기업 지원

미국

∙기업의 자선행 가 사회 기업 발 의 도구로 작용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  규모가 큰 비 리 부문

∙농 지역 동조합이 다양하며 역사가 깊음

∙사회 기업의 한 모델로 종업원 소유제도에 해 정부가 지원

표 2-1.  주요 국가별 사회 기업 정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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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원

①지속 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

를 매하는 활동

사회 기업은 통 인 비 리기 과는 달리 자선사업이나 이익

의 재분배만을 주된 목 으로 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제품의 생

산과 서비스제공에 주력한다. 따라서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

공은 사회 기업을 지속가능  하는 근거가 된다.

②높은 수 의 자율성 사회 기업은 자율  로젝트하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과 조직에 의해 생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 공공보조 에 의

존하지만, 직·간 으로 공공기 과 여타 다른 기 의 통제를 받

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혹은 사업을 자유롭게 마무

리 지을 권리’가 있다.

③상당한 경제  

험 감수

사회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완 히 혹은 부분 으로 사업시

작  경제  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분 공공기 과는 달리 

그들의 운용재정은 재원을 제공하는 회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의존

한다.

④최소한의 유  노

동자

부분 통 인 비 리기 의 경우처럼 사회 기업은 재정·비재

정  자원, 자원 사인력과 유 인력을 모두 활용한다. 그러나 사

회 기업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최소한의 유  인력만 요구한다.

사회  차원

①지역사회 이익을 명

시 으로 추구

사회 기업의 주된 목표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 그룹의 사람

들에게 사하는 것이다. 사회 기업의 주된 특징  하나는 결국 

지역 수 의 사회  책임감을 진시키는 데 있다.

②사민들의 자발  

참여

사회 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한 목표와 필요를 공유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발 이고 역동 인 참여의 결과이며, 진정한 

사회 기업은 이러한 자발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의사결정권이 자본

소유에 기반하지 않

음

일반 으로 ‘한 회원당 한 표’의 원칙을 의미하거나, 어도 그룹 

내 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구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④사회 기업에 의해 

향을 받는 사람

들도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

고객의 변과 참여, 지분참여자의 참여, 민주  경 스타일은 사

회 기업의 특성  하나이다. 많은 경우 사회 기업의 주된 목  

 하나가 민주  활동을 통한 지역차원의 민주주의 확 에 있다.

⑤제한 인 이윤 배분 사회 기업은 강제 으로 이윤배분을 하지 않는 비 리조직이나 

동조합과 같이 제한 으로 이윤을 배분하는 조직과 같이 이윤

극 화를 하는 행 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Borzaga & Defourny,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조 복(2008)에서 

재인용.

표 2-2.  사회 기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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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회 기업의 목 을 이처럼 계층  에서만 바라볼 수 있을

까? 앞서 OECD가 제시한 사회 기업의 목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

기업은 계층  뿐만 아니라 공간  도 포함하고 있다. 즉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낙후지역의 재활성화’는 사회 기업이 추구

해야 할 요한 목 의 하나인 것이다. 사회 기업의 역할에 한 문가

들의 연구 역시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통합, 낙후지역 재활성화, 지역사

회에 한 재화  서비스의 제공으로 요약된다. 사회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  목 이 이러하기에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낙후된 농 지역의 활성

화를 한 사회 기업의 역할에 많은 기 를 하고 있다.

  그 다면 농 에서 사회 기업에 기 할 수 있는 구체  역할은 무엇일

까? 국의 DEFRA(환경식품농 부)는 농  사회 기업의 가치 는 목표

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사회 으로 통합 인 경제의 창출을 돕는 것으

로 규정한다(Skills & Rural Enterprise Division, 2005). 국 환경식품농

부의 앨런 마이클(Alun Michael) 장 은 이를 세분하여 농  사회 기업의 

여섯 가지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 기업이 아니라면 제공되지 

않을 농 지역의 서비스 달이다. 둘째, 농 의 재활성화  경제 개발이

다. 셋째, 농 의 사회  배제  재정  배제에 한 해결이다. 넷째, 커뮤

니티 개발이다. 다섯째, 지방의 역량 구축  권한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농  주민들에 한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에 한 기회 제공이다

(Michael, 2003).

  특히 김 선 등(2010)은 농  사회 기업의 역할과 련해 사회  경제

가 기반으로 하는 자조와 연 의 원리나 사회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

이 내생  발 의 원리와 매우 유사한 에 착안하여 사회 기업이 농

의 내생  발 을 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 연구는 이를 증명하기 해 농  사회 기업의 후방 연계, 사회·경제

 네트워크, 고용 연계, 입지 요인, 추구하는 사회  목  등을 분석하여 

농  사회 기업이 실제 농 의 내생  발 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

증하고 있다.4



사회 기업과 지원정책 황  3131

2. 사회 기업 황

2.1. 사회적기업 정책 성과 

  사회 기업 육성정책에 한 질 인 성과평가를 해서는 충분한 정책

추진 실 자료가 필요하지만  시 에서는 양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

다. 사회 기업 수의 증가, 사회 기업의 자립능력 향상, 정책  지원 강화, 

사회 기업에 한 지자체나 사회 각 계층의 심 증  측면에서 어느 정

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에 한 망은 밝지

만은 않다. 

  모든 역자치단체는 사회 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기업 육

성을 한 근거를 마련했고 구, , 울산, 강원, 충북, 남, 제주를 제

외한  많은 자치단체가 담조직을 두고 있다. 부분의 사회 기업 육성

업무는 경제진흥 련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형 비사회 기업

을 발굴하여 착 사회 서비스 공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 을 통한 지

역사회공헌형 비사회 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  목  실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은 134개소(’07~’09년), 

사회서비스제공형 37개소, 혼합형 77개소, 지역사회공헌형 41개소로 일자

리제공형이 46.4%를 차지하고 있고, 혼합형을 합하면 73%에 달한다(곽선

화, 2010: 29). 지역사회공헌형은 상 으로 낮은 편이지만, 농 지역 사

회 기업은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기업 지원 산은 2009년 비 2010년에 397억원 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은 차 어들고 있으며, 총지원 산 비 간 지원의 

비율은 2007년 2%에서 2010년 27%로 증가하 다<표 2-3>.

4 보다 구체 인 내용은 김 선·권인혜·김창호(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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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사회 기업 지원 산 추이
단 : 백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117,972 97 125,989 90 158,748 84 107,457 72

사회 기업 

(간 )지원
1,836 2 12,224 9 28,036 15 39,585 27

운 비 1,733 1 1,559  1 1,679 1 1,692 1

총계 121,541 100 139,772 100 188,463 100 148,734 100

자료: 김을식 등, 2011, “사회 기업과 정부의 역할,” ｢이슈 &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p.8.

  사회 기업의 경 상황에서 매출액은 기업 수의 증가에 따라 속히 증

가하고 있으나, 업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원 의 감소폭과 거의 일

치한다. 지원 을 포함할 경우에도 사회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고 

있으며, 지원 이 없이는 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단 으로 보여 다

<표 2-4>. 

표 2-4.  사회 기업의 매출  이익구조 변화

구분
액(백만원) 비율(%)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매출액 46,466.7 134,256.8 235,480.2 100.0 100.0 100.0

매출원가 13092.3 55228 109973.2 28.2 41.1 46.7

업이익 2.20 -24,397.1 -55,969.8 0.0 -18.2 -23.8

지원 ( 업외수익) 22,373.5 74,314.1 105,047.9 48.1 55.4 44.6

-정부지원 15,979.6 57,648.4 84,117.0 34.4 42.9 35.7

-기업후원 3,333.0 4,692.6 11,014.2 7.2 3.5 4.7

-모기 지원
3,060.8

2,038.2 2,888.6
6.6

1.5 1.2

-기타지원 9,934.9 7,028.0 7.4 3.0

당기순손익 4,640.60 9,643.20 7,095.70 10.0 7.2 3.0

자료: 김을식 외, 2011, “사회 기업과 정부의 역할,” ｢이슈 & 진단｣. 경기개발연구원,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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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기업 현황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회 기업과 련된 유사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의 사회 기업, 행정안 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 공동체회

사,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있다. 

2.2.1.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한국에서 사회 기업은 ｢사회 기업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  목 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매 등 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술·

  운동 서비스, 산림 보   리 서비스, 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는 활용 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한 동 법은 조직형태, 유 근로자 고용, 사회  목  추구, 의

사결정구조, 일정 기  이상의 업이익, 정   규약, 사회  목 을 

한 이윤의 사용 등에 한 조항을 인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요건

을 갗  기업에 해 일정한 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이 사회 기업을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 사회 기업은 2011년 4월 기 으로 국에 501개소가 분포하고 있

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113개소(22.6%)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11개소(2.2%)로 가장 다<표 2-5>.

  고용노동부는 인증사회 기업 외에 ‘사회  목  실 , 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체 으로 사회 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비사회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사회 기업은 2011년 4월 기 으로 

국에 16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비사

회 기업 지정제 운 지침”에 따라 이러한 비사회 기업을 역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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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이 지정·운 하도록 하 는데, 이에 따른 지역형 비사회 기업도 

국에 53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 등에 의해 

지정된 인증사회 기업, 비사회 기업, 지역형 비사회 기업은 2011년 

4월 기 으로 모두 1,197개소로 국 232개 기 자치단체  204개 지역

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종사자 수는 20,671명에 달한다.

  이들 고용노동부 정책하의 사회 기업(인증, 비, 지역형 비)은 앞서 

제시한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농, 로컬푸트, 농산물 가공 

 일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활동을 개하고 있다.

표 2-5.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 기업 시·도별 분포

단 : 개, %

시·도 기업 수 비율

서울 113 22.6

부산 25 5.0

구 23 4.6

인천 33 6.6

주 16 3.2

11 2.2

울산 16 3.2

경기 89 17.8

강원 31 6.2

충북 23 4.6

충남 17 3.4

북 24 4.8

남 26 5.2

경북 23 4.6

경남 20 4.0

제주 11 2.2

계 501 100

주: 2011년 4월 말 기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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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구분
도시
농촌

사 회 적 기 업  분 포
사 회 적 기 업

(a) 도시-농  지역 분포 (b) 시·군·구별 사회 기업 분포

그림 2-1.  사회 기업 분포도

   주: 고용노동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한 것임

  사회 기업은 도시지역에 집 으로 분포하고 있어, 도시지역 기 자

치단체 당 7.7개소가 분포된 반면, 농 지역은 3.5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형 인 농 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은 평균 1.9개소에 불과하며, 86개 

군지역  사회 기업이 1개소도 없는 곳이 21개 지역(24.4%)에 이르고 

있다. 사회 기업들의 평균 종사자 수가 17.3명으로 부분 소기업이며 

농  사회 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가 15.9명으로 다.

2.2.2. 행정안 부의 마을기업 

  행정안 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권의 정책기조에 따라 2009년부

터 공공부문의 사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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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 다. 이는 소득층, 취약계층, 휴·폐업 자 업자들을 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에 한 임 의 반을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 하여 즉각

인 구매를 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도모한다는 목 으로 추진

되었다. 2010년 7월부터는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환하여 시

범사업으로 추진하 다. 자는 고용창출에 을 둔 반면, 후자는 지역

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

정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011년에는 다

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본격 으

로 추진하고 있다.

도농구분
도시
농촌

마을기업  분포
마을기업수

(a) 도시-농  지역 분포 (b) 시·군·구별 마을기업 분포

그림 2-2.  마을기업 분포도

  주: 행정안 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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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

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 의 기업’을 말한다. 행정안 부는 이러한 마을기업을 3년간(2011~ 

2013년) 1천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

획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조직)는 최장 2년 간 비즈니스 활동을 

한 사업비 등을 연차별로 지원받게 되며 자립능력 향상을 한 융지원 

 경 컨설  등을 지속 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 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 기 으로 국에 470개의 마을

기업이 운 되고 있다. 이들  농 지역에는 53.2%(250개소)가, 도시지역

에는 46.8%(220개소)가 분포하고 있어 공간  분포에 있어서는 도-농간 

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마을기업의 유형별 분포는 도-농간 지

역특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행정안 부는 마을기업을 지역자원 활용

형, 친환경·녹색에 지사업, 생활지원·복지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다.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은 체 312개소  68.9%가 농 에 분포하

고 있지만 친환경·녹색에 지사업 마을기업은 체 71개소  73.2%가, 

그리고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은 체 87개소  81.6%가 도시에 분포

하고 있다. 각 기 자치단체마다 1~2개의 마을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가운

데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7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된 반면 국 18개 기 자

체단체에는 마을기업이 무한 상태이다.

  마을기업 육성은 공식 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동시

에 추구하는 정책사업이지만 실제 기 하고 있는 정책효과는 고용노동부

의 사회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엇이 마을기업이고 무엇이 사회 기

업인지 불분명하므로 정책  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방 장에서는 

두 경제 공동체 조직을 구분할 이유도 없으며,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굳

이 구분하는 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있는 것이 실이다.

2.2.3.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 공동체회사

  농림수산식품부도 농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의 한 형태인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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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회사를 정책 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어 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는 귀 인력이 자발 으로 참여해 기업경 방식을 목하여 지역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

역사회 발 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 조직은 특성별로 농식품산

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형, 복합형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이러한 농어 공동체회사 3,000개소

를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법 으로 지원하기 해 ｢농어 공동체회사육성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 공동체회사 육성을 해 2011년 5월 139개(86

개 군, 53개 도농복합시) 농어  기 자치단체에 한 일제 실태조사 결과 

농어 에 443개의 농어 공동체회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

식품산업형이 40.4%, 도농교류형 39.7%, 지역개발형 4.5%, 복지서비스형  

도농구분
도시
농촌

농어촌공동체회사  분포
기업수

(a) 도시-농  지역 분포 (b) 시·군별 농어 공동체회사분포

그림 2-3.  농어 공동체회사 분포도

  주: 농림수산식품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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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그리고 복합형이 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농어 공동체회사의  

평균 고용인원은 22.9명이며, 복지서비스형이 26.8명으로 가장 크고, 지역

개발형이 15.2명으로 규모가 가장 다. 139개 시·군  33.1%에 해당하는 

46개 지역에는 농어 공동체회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북 

완주군에는 무려 41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당  농림수산식품부는 들녘별 경 체나 자율 리 어업 공동체 등도 농

어  공동체회사에 포함하려 하 으나 이들이 실질 인 기업조직의 형태

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단 때문에 실태조사에서는 제외하 다. 반면 

농어 공동체회사에 포함된 443개 조직 부분은 정부사업이 투입된 마을

단  조직이거나 농조합법인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는 이들 조직  54개소를 선정하여 2년 동안 마 , 기술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4.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이 도입되기  실질 인 의미에서 사회 기업이

라 할 수 있는 형태가 자활공동체이다. 자활공동체의 태동 배경은 1970~80

년 에 개된 민 교회의 주민조직화 활동과 1990년 의 빈민지역 생산

공동체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탈빈곤을 한 자생 인 차

원의 노력으로서 기에 처한 빈곤층의 안  경제의 형태로 1990년  

반 들어 학계와 정부의 심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빈민지역 생산

공동체 운동을 ‘자립지원을 한 생산  복지 시스템’ ‘시혜가 아닌 참여

 5 조사결과 농어  공동체회사의 시·군별 분포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실을 

그 로 반 한 것이기보다 실태조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라 

단된다. 즉,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

고 시·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조사를 시달하면,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어

 공동체회사를 상으로 화 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농어 공동

체회사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조사에 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극성 등에 따라 조사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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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 ‘고용과 교육활동을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시스

템’의 구축을 한 모델로 제도화하 다. 그것이 1996년 시범사업으로 도

입된 ‘지역자활센터’(구 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 )이다.

  지역자활센터는 빈곤층이 참여에 의한 근로를 통해 탈빈곤과 자활(자립

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 빈곤층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

는 청소, 집수리, 농, 간병, 자원재활용의 5  표 화사업을 포함하는 다

양한 경제활동을 개하는 자활사업단이라는 생산공동체에 참여하여 자활

의 기반을 닦고 있다. 특히 자활사업단의 경제활동이 수년에 걸쳐 안정

으로 이루어지면 그 참여자들이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게 된다. 자활공동체

는 경제·조직 으로 독립된 사업체이자 지역 내 빈곤층의 자활이라는 사회

 목 을 달성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활공동체는 빈곤층의 탈빈

도농구분
도시
농촌

자활공동체  분포
공동체수

(a) 도시-농  지역 분포 (b) 시·군·구별 자활공동체 분포

그림 2-4.  자활공동체 분포도

  주: 보건복지부 통계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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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을 돕고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궁극 으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목 을 실천하는 사회 기업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4월 기 으로 자활공동체는 국 1,226개소가 있다. 국 232개 

기 자치단체(시·군·구)  2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1개 이상의 자

활공동체가 운 되고 있으며, 평균 고용자(참여자) 수가 6.6명인 매우 세

한 업체들이 부분이다.6 도시( 도시 자치구, 일반시)와 농 (도·농복합

시, 군) 간 자활공동체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7 도시 자활공동

체의 평균 고용자 수가 6.5명인 데 비해 농  자활공동체의 평균 고용자 

수는 6.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 자치단체 당 자활공동체의 분

포 수에는 도시와 농  간 비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도시에 속하

는 기 자치단체당 자활공동체의 평균 분포는 6.8개소로 나타나지만 농  

기 자치단체당 평균 분포는 4.2개소에 그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실질 인 의미의 사회 기업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인증제도

를 통해 사회 기업이라는 명칭을 독 하 기 때문에 공식 으로 사회 기

업이 되기 해서는 인증 차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는 고용노동부가 주 하는 인증사회

기업의 발굴과 육성정책에 기 를 제공하고 있다. 즉 2007~2009년의 3년 

동안 인증된 사회 기업  26.0%가 자활공동체이다.

2.2.5.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2010년 6개 간지원조직과 업무 약을 체결

하고 10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 기업과 유사한 정책

사업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

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에 근거를 둔 기 (조

합, 비 리법인, 리법인 등)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유형으로 

 6 고용자 수 100인 이상 규모의 자활공동체는 19개소에 불과하다. 

 7 도시는 도시의 자치구와 일반시를, 농 은 도·농복합시와 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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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별로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통, 경 , 산업 등 지역의 생활자

원 활용과 지역의 과제해결에 기반을 둔 사업이다. 

2.2.6. 사회 기업 육성정책 요약

  앞서 제시된 부처의 사회 기업 련 육성정책의 개념, 정책 내용, 목  

 근거법을 요약하면 <표 2-6>과 같다. 

구분

계
부처
(추진
연도)

개념 주요 정책추진 내용 목 근거법

자활
공동체

보건
복지부
(2000)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수 자  차
상 자가 상호 력해 조합 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
로 설립한 조직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설립   
운  지원

∙창업 후 최  1년간 수 자에 한해 시
장진입형 자활근로 임  지원

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
스제공

국민기
생활
보장법

사회
기업

고용
노동부
(2007)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는 일
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
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  목 을 추구하면
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매 등 
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 기업육성법 제정  인증제도  
도입

∙경 ·재정·홍보사업 지원, 사회  일자 
창출에 한 인건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기업 
육성법

마을
기업

행정
안 부
(2010)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
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
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 의 기업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자립
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  일자리 
창출에 을 둔 마을기업으로 변경

∙사업비 지원, 융 지원, 경 컨설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

커뮤니
티비즈
니스

지식
경제부
(2010)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
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
해 비즈니스형태로 해결하는 것

∙2010년 6개 간지원조직과 MOU 체결 
 10개 시범사업 추진

∙8개월간 사업경비 지원

지역 
활성화

-

농어
공동체
회사

농식품
부

(2011)

지역주민 는 귀 인력이 자발
으로 참여해 기업경 방식을 목
하여 지역의 인 ·물  자원을 활용
함으로써 농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하는 조직

∙농  지립기반 구축에 을 둔 지역 
공동체 조직 지원

∙마 , 기술개발, 홍보 등을 한 활동
비 지원(최  2년)

지역 
활성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표 2-6.  한국의 사회 기업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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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범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노력 시동

  부처별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회 기업과 유사한 정책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으나 재까지 통합에 한 시도는 없다. 부처는 각자의 

정책사업 들 에서 성격상 장차 사회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사업

을 발굴·육성, 진입허용  진의 방향으로 확 하려는 계획을 천명하고, 

8개 부와 2개 청에서 총 75개 사업 에서 26개 사업을 가능한 사업으로 

설정하 다<부록 1 부표 1 참조>. 

  사회 기업과 유사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을기업, 농어 공동체

회사, 자활사업 등에 해 발굴·육성  진입허용의 의지를 보인 것은 앞

으로 사회 기업의 역이 넓어지고 농 지역의 심  기업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특히, 농어 공동체회사는 농 지역 사회 기업으로 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농어 공동체회사는 사회 기업으로 가는 단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 기업  마을기업과의 력 등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역이 많다. 진안의 치즈마을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기업

과 같은 목 을 가지고 법인체를 운 하고 있다. 사업 역의 확  등을 통

해 새로운 사회 기업으로 탄생하거나 합병을 통한 사회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

3. 사회 기업 련정책  추진체계 

3.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3.1.1. 사회 기업 인증요건

  첫째, 사회 기업으로 인증받기 해서는 사회 기업육성법 제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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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①에 의거하여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민법이나 상

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법인이나 단체는 사회 기업이 될 수 없다<표 

2-6>. 비 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  달성을 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 으로 독립

되어 자율 으로 운 됨이 객 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 기업으로 인증

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객  확인은 모법인의 정 , 모법인의 공증된 이

사회 의사록 는 운 원회의 의사록, 사업단의 정  등으로 확인하며,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 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차  추

진 일정)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농조합법인 등 농업인의 경우는 상법

상 법인의 인증기 을 용한다. 자활공동체, 비 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

사로 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가 생길 경우 2주간 유  후 

환이 가능하다.  

  둘째, 1인 이상의 유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활동 수행해야 한다. 여기

서 유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련 사업을 수행하기 해 고

용된 비정규직(일용직, 상용직) 근로자, 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

지만, 유 형태가 아닌 자원 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 근로자는 

용 제외 상이 아닌 한 4  보험(국민건강보험, 연 보험, 고용보험, 산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임 수 은 최 임 법에서 정한 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해당기 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표 2-7>에서 보

는 것처럼 일자리 제공형을 포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사회  목  실  

유형 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에 한 일자리 제

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  목  달성 여부에 한 단은 

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사회  목  달성 실 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임원이나 이사 이 외에 근로자 표, 서비스수혜자 표, 보호자

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

해 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인증신청일  6개월 동안의 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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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 , 후원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기 과의 계약을 통한 재회  용역의 제공과 같은 

공공매출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된다. 

  여섯째, 해당 기 의 정 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

 규정) 속에 사회 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표 2-7.  사회 기업의 사회  목  실  유형

유형 목 비고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 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도나 목 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
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 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
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 이 취약계층에 한 일자리 제공과 사
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
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육성 문
원회에

서 결정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 이나 불특정다수를 
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  목 의 실  여

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
로 단하기 곤란한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일곱째,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 의 정 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

투자와 련해서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  목 에 재투자해야 하고, 해산  청산에 한 사항

과 련해서 해산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

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 기업 는 공익  기  등에 기부한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8>은 사회 기업 인증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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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사회 기업의 인증 요건

항 목 내   용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는 비 리 민간단체

유 근로자
의 고용

1명 이상의 유 근로자 고용, 사회보험에 가입, 최 임  이상, 정

규직, 비정규직, 트타임 모두 포함

사회  
목 의 
실

① 근로자  취약계층 고용비율 50/100이상(단, 2013. 12.31까지는 

30/100)

② 체 서비스 수혜자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이 50/100 이상(단, 2013. 12. 31까지는 30/100)

③ 지역사회 공헌: 고용노동부장 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

회  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체 근로자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사람  취약계층의 비율이 20/100 이상일 것

④ 체 근로자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체 서비스 수혜자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100 이상(단, 

2013. 12. 31까지는 20/100)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업활동을 
통한 수익

사회 기업 인증 신청 날이 속하는 달의 직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지출되는 총노무비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 비용)의 30% 이상일 것. 

단, 총수입에서 정부나 지자체의지원 , 보조 , 후원 , 회비 등은 

제외

정   
규약

목 ,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   지배구조의 형

태와 운 방식 등 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재투자

에 한 사항, 출자  융자에 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임면에 

한 사항, 해산  청산에 한 사항 등을 담은 정   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재투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  목 을 하여 사용할 것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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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지역형 비사회 기업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비사회 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하 으나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 하 으며 지역형 비사회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사회 기업은 사회 목  실  업활동을 통한 수

익창출 등 체 으로 사회 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

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한 기업(조직)을 의미하고,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 기업

으로 환이 가능한 기업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 1년 연

장할 수 있으나 최  2년을 과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기업 육성·지원을 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공모를 

거쳐 지정·운 한다. 비사회 기업 지정은 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리  지원은 기 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비사회 기업은 사회 기업

과 법률, 인증조건,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있다<표 2-9>. 

표 2-9.  사회 기업과 비사회 기업의 차이

구분 사회 기업 비사회 기업

법률 사회 기업 육성법 사회 기업 육성 지원을 한 조례·규칙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 근로자 고용 업활동 
③ 사회  목  실
④ 이해 계자가 참여 의사결정  구조 
⑤ 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

비의 30% 이상) 
⑥ 정 ·규약을 갖출 것 
⑦ (상법상회사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

회  목 을 해 재투자

① 조직형태 
② 유 근로자고용을 통한 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 ) 
③ 사회  목  실
④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  목 을 해 재투자 

지원
내용

① 경 컨실  
② 공공기  우선구매 
③ 시설비 등 지원 
④ 세제 지원 
⑤ 사회보험료 지원 
⑥ 문인력 채용 지원 
⑦ 인건비 지원 
⑧ 사업개발비 지원 
⑨ 모태펀드 

① 경 컨실  
② 공공기  우선구매
③ 인건비 지원 
④ 사업개발비 지원 
⑤ 모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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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회 기업 지원 제도

가.  경 지원

  경 지원의 표 인 것은 경 컨설 으로 ( 비)사회 기업에게 ‘경

컨설 ’을 제공하여 사회 기업가의 경 마인드를 제고하고 컨설  필요

를 충족시켜 ( 비)사회 기업의 자립경  토 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경 컨설 은 사회 기업의 성장수 에 따라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

립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에 맞는 컨설 을 제공한다. 2011년도 기

컨설 은 고용센터에서 운 지원  실무 리를 담당하며, 기업의 창업

단계에 해당하므로 기본 인 회계·노무 리 등 경 에 한 기본 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표 2-10>.

표 2-10.  사회 기업의 성장 단계별 경  컨설  유형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

기 컨설

(경 진단)

문컨설

멘토링형 컨설 로젝트형 컨설

회계·노무 리

경 반

( 로개척, 시장진입 등을 한 

정보제공, 문제  진단 등)

특정분야

(마 , 홍보, 업 략, 디자

인, 직무분석  성과평가 등)

회계법인 권역별 

지원기
진흥원 등록 컨설 기   컨설턴트

300만원 이하 300-1,000만원(자부담 10%) 300-2,000만원(자부담 20%)

자료: 고용노동부

  기 컨설  지원 상은 비사회 기업과 신규 인증 사회 기업이며,  

문컨설 은 인증 사회 기업을 상으로 성장단계에 제공하는 멘토형 

컨설 과 자립단계에 제공되는 로젝트형 컨설 으로 구분한다. 멘토형 

컨설 은 문멘토나 사회 기업가가 기업 반의 실태를 악해 주고, 애

로사항  문제 을 개선해주는 자문형 컨설 이며, 로젝트형 컨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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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한 분야별 컨설 으로 사회기업진흥

원에서 운 지원  실무를 리한다<표 2-10>. 

나.  재정지원

  사회 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 되

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

분 무료( 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 )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

리를 제공하기 해 ( 비)사회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사업주 부담  

분 4  보험료(’11년 기  1인당 월 98만원)를 지원하며, 사업 참여 연차별

로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를 차등 지 한다.

다.  기타 지원

  (1) 사업개발비 지원: 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로

개척을 한 홍보·마 , 제품의 성능  품질개선 비용 등을 보조하는 

등 경제 , 사회  목 을 극 으로 실 하기 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

의 결과물 도출을 목 으로 한다. 지원한도 액은 인증사회 기업 7천만

원 이내, 비사회 기업 3천만원 이내이다. 사업개발비는 사업개발비, 연

구비, 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사업개발비는 략분야 사업 발굴, 모델개발 

련 사업개발비, 시장진입 확 를 한 홍보, 마 , 부가서비스 개발, 

새로운 상품 개발, 고객 리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연구비는 서비스, 

매 련 시장 수요 조사, 랜드 개발, 사업 확장 등을 한 연구 용역비

이며,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는 고용보험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만 인정하여 지원한다.

  (2) 시설·운 비 부: 사회 기업의 설립·운 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

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  등을 지원한다. 미소 융재단,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포럼, 함께일하는재단, 사람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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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자를 통해 1~2억원 이내, 5~6년, 연리 2~4% 수 으로 출한다. 

소기업청 정책자  지원은 창업기업지원자 과 재창업자 으로 구분하

여 지원한다. 시설자 으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 , 정보화 진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 , 공정설치에 소요되

는 자 , 유통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 , 사업장 건축자 , 임차보

증  등을 지원하고, 운 자 으로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기업

경 에 소요되는 자 을 지원한다. 출 리는 공공자 리기 의  출

리에서 0.6% 차감한 수 이며, 출기간은 시설자 은 8년 이내(거치기

간 3년 이내 포함), 운 자 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30억원(운 자 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 자 은 7억원)이다<표 2-11>. 

  (3)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타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근거하여 사회 기업에 하여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며, 사회 기업 

육성  지원 강화를 해 사회 기업에 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

다. 그 외 경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 비)사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

고, 이들을 문자원 사자와 연계하여 성공 인 경 지원을 제공할 수 있

도록 로보노를 효율 으로 리 운 함으로써 건 한 사회 기업 육성

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경 자문  멘토링, 교육  워크 , 세미나, 온

라인 자문, 견근무 등의 문가를 지원한다. 특히, 법률분야 문상당, 

디자인 제작지원 기획 공모, 식 련 메뉴개발 교육 등의 역에서 사회

기업과 문가들 간의 효과 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지속 인 사회참여를 유도하

여 민간역량을 제고하고 궁극 으로 지역발 을 견인한다.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3년 이상의 문지식이나 실무경력을 보유한 은퇴자, 경력

단 여성, 공분야가 있는 청년 등이며, 공헌 활동 시 약간의 활동비와 매 

시간당 2,000원 상당의 나눔포인트(교통카드, 건강검진권, 문화상품권, 온

리상품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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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사회 기업에 한 주요 지원제도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지원 상

비
사회
기업

사회
기업

경 지원

◦ 사회 기업 설립(인증)  운 에 필요한 경 ·세무

노무·회계 등 경  컨설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사회 기업: 연간 10～20백만원, 3년간 총 

20～30백만원

 - 비사회 기업: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 기업의 설립·운 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

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  등 지원
- ○

세제지원

◦ 사회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비 리법인 사회 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기부 의 법인소득의 5% 범  내에서 손  산입 처리
- ○

사회보험료
◦ 일자리사업 미참여 기업의 사업주 부담 4  사회보

험료 일부 지원 (4년간, 1인당 79천원)
- ○

재정

지원

문인력

채용

지원

◦ 사회 기업이 략기획, 회계, 마  등 사업 운

에 필요한 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150만원 한도 (3년간, 기 당 3명, 수혜기 에 자부담 

부과: 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

( 비)사

회 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 사회 기업  비사회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

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11년 1인당 월 980천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연차별 차등 지원

 - 비사회 기업: 1년차(100%), 2년차(90%), 3년차 70%)

 - 사회 기업: 1년차(90%), 2년차(80%), 3년차 (70%)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 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  등 

경  능력 향상을 한 사업비 지원

* 고용노동부 80%, 자자체 20%로 매칭, 사회 기업 은 

7천만원, 비 사회 기업은 3천만원 한도

○ ○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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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사회 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가.  사회 기업 인증  비사회 기업 선정  

  한국사회 기업진흥원과 지정된 민간지원기 이 상담, 컨설   형식

인 요건심사와 장실사를 담당하며, 사회 기업 운  지원  리와 

지원기  조를 해 인증사회 기업에 문컨설 을 제공한다. 사회 기

업 인증을 한 추천은 앙부처와 역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역자치단

체는 비사회 기업 육성 업무를 총 한다. 고용노동부는 소 원회와 

문 원회를 통해 사회 기업에 한 인증심사를 거친 후 인증을 한다. 고

용센터는 비사회 기업과 신규 인증사회 기업에 한 컨설 을 담당하

며, 지역형 비사회 기업에 한 심사와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나.  재정지원  기타 지원

  재정지원 등 지원 련 업무는 역자치단체가 모집공고와 신청· 수를 

하고, 기 자치단체와 권역별지원기 이 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업수행기

과의 약정체결을 하고, 참여자 선발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2.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3.2.1. 상 요건

  지원 상 사업은 자연, 문화, 통, 경 , 산업 등 지역의 생활자원 활용

과 지역의 과제해결에 련된 사업 분야로써 ① 지역자원인 1차생산물을 

원재료로 는 일부를 활용해서 행하는 사업, ② 지역자원인 통자원 

는 통상품을 원재료로 는 일부를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 ③ 지역자원

인 업자원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④ 지역자원인 자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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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서 행하는 사업, ⑤ 지역 소상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⑥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⑦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

는 사업, ⑧ 지역 신사업(RIS사업)을 통해 개발된 상품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⑨ 그 외에 ①~⑧에 하는 사업으로 심사

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지원 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는 ① 유사성격의 사업에 해 공 보

조   지원 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는 받을 정인 사업, ② 실가

능성이 없는 사업, ③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실 성이 없는 사

업, ④ 신청일 에 완료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3.2.2. 지원 제도  요건

  지원한도액은 신규사업 1개 사업당 4천만원 이내(10개 사업 선정)이며, 

차년도에 재선발된 사업은 1사업당 1천만원 이내(4개 사업 선정)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발생한 수익에 해서는 립을 원칙으로 한다. 사

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해 수익의 1/2 이상을 사업의 공공  목 에 재투

자해야 하며, 사업에 직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자세

한 경비내용은 부록 1 부표 2 참조).

3.2.3. 추진체계

  지식경제부는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련된 정책기획기 으로 커뮤니티비

즈니스센터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리 감독을 한다. 

지식경제부의 산하기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총  리 감독하는 기 으로 2010년 선정과제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

사업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커뮤니티비즈

니스센터는 시범사업을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며, 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54  사회 기업과 지원정책 황54

3.3.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3.3.1. 지원제도  요건

  2013년까지 총 1,00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해 248억원(지역공동체 일

자리사업비  10%)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법으로 해결하기 한 마을회, NPO 등 지역 단 의 소규모 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여하는 지역거버 스 형태의 단체들

이 지원 상이다.

  지원 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는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되는 단체,  

순수 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

으로 단되는 단체,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단체가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최장 2년이며,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 인 수익  일자리 창

출 가능성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 에 2차년도 사

업을 재심사하여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사업단체에 연차별 차등지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

만원)이며, 교육  컨설  비용으로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사업단체에 

한 문교육  컨설  비용으로 확보한다. 인건비 지원은 최소화하되 

마을기업 CEO·간사 등 기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문인력 채용은 

가능하다.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수익 은 립하여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 추진체계

  행정안 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해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사업

단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리더의 양성, 성과평가, 우수마을기업 선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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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를 총 한다. 역자치단체는 시도단  사업계획, 리 감독, 2차 

심사  단체 수 결정, 경 컨설   민간교육기 과의 계약, 그리고 기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검한다. 기 자치단체는 사업 공모, 선정단체 1

차 심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정  거버 스 체제 구축  맞춤형 지

원체계를 구축한다.

3.4.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3.4.1. 지원제도  요건

  사회서비스 공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해 

농어 공동체회사의 우수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상은 지역주민 는 귀

인력이 자발 으로 결성하고,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경

방식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기타 비 리단체

인 공동체가 해당된다. 단, 들녘별경 체, 자율 리어업공동체는 별도의 지

원사업이 있으므로 본 사업 상에서 제외된다. 

  농어 공동체회사의 지원 상자로 선정된 조직은 농어 공동체회사 활

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 ·홍보 등에 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나 경상경비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자 은 제외한다. 

  지원재원은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형태이고 지원한도는 

한 개소 당 5천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지원 후 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 공동체사업에 해서는 1년 범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

능하다. 

3.4.2. 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의 주 기 이 되고 사업시행은 기 자치단체인 

시·군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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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사회 기업 육성법에 따라 역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기업

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비사회 기업 육성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 함으로 각 역자치단체는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기업육성정책을 담당하는 담부서가 조직되어 있는 곳(9

개시도)과 담부서가 없이 다른 정책과 같이 추진하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곳(7개 시도)이 있다<표 2-12>. 

표 2-12.  사회 기업 담조직 황

시도 담 당 부 서 담부서

서울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  일자리정책과 사회 기업 ○

부산 경제산업본부 고용정책과 사회 기업 ○

구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 ×

인천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창출과 사회 기업 ○

주 일자리창출지원 실 사회 기업담당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일자리추진기획단 공공일자리사업 ×

울산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

경기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사회 기업담당 ○

강원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 희망일자리추진단 일자리담당 ×

충북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 ×

충남 경제통상실 일자리정책과 사회  경제T/F ○

북 민생일자리본부 창업지원과 사회 기업담당 ○

남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 ×

경북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단 사회 일자리담당 ○

경남 동남권발 략본부 고용 진담당  사회 일자리담당 ○

제주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 ×

자료: 곽선화 등. 2010. ｢사회 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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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강원도청의 경우 사회 기업과 마을기업을 산업경제국 희망

일자리추진단에서, 농어 공동체회사는 농정산림국에서 담당하도록 업무

가 분장되고, 라북도의 경우는 사회 기업은 민생일자리본부 창업지원

과, 마을기업은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창출정책  업무이고, 농어 공동체

회사는 농수산식품국 소 업무로 분산되어 있다. 기 자치단체의 경우 사

회 기업 업무 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지만, 각 부처의 유사 정책들을 

기 자치단체의 사회 기업 담부서에서 담당하여 정책 간 유기  조율 

등 발 을 도모할 수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  과제 제3장

1.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의 목 과 방법

1.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의 목적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은 농 형 사회 기업이 아닌 농 에 분포

하는 사회 기업의 유형을 의미한다. 농 형 사회 기업은 선험 으로 결

정될 수 없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은 사회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

가 농 의 필요와 가치를 공간  실천(spatial practice)에 의해 충족시키고 

실 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들  추구하는 사회  목 이나 이의 실

 방법(사업활동  사회 로그램)이 농 성(rurality)에 기반한다면 그 결

과가 바로 농 형 사회 기업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

요한 실천  의미로서의 농 형 사회 기업의 개념을 배제하고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연구의 상으로 한다. 

  사회 기업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이나 이들을 한 사회서비스 제공

이라는 계층  의 목  외에도 농 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도

모한다는 공간  의 목  역시 추구하고 있다. 사회 기업이 농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김 선 등(2010)이 내생  발  에서 실증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동 연구에 의하면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은 후방 거래연

계, 사회·경제  네트워크, 고용 연계 등에서 국지화를 통해 농 지역의 내생

 발 에 기여하고 있으며, 입지 요인, 추구하는 사회  목 의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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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기업은 인구의 감소와 분산분포, 고령화, 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동시에 존재하는 농 지역의 내생  발 을 

한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한 

실증은 농 지역개발을 한, 특히 내생  발 을 한 농 지역 사회 기

업 육성정책의 정당성을 제공한다(김 선 등, 2010). 그러나 육성정책의 정

당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정책  지원은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농 지역개발 는 농

의 내생  발 을 해 농 지역 사회 기업에 어떤 지원을, 어떤 방식으

로 제공해야 하는가? 둘째, 앞의 질문에 한 답변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

가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해 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회 기업의 특성을 종합 으로 이해하고 이에 한 이론을 심화시키

기 한 최상의 방법은 사회 기업의 유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Brouard 

et al., 2008).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는 이들에 한 종합 인 이해를 심화시키고 궁극 으로

는 보다 한 정책  육성방안을 강구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농 지역 사회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기업의 특성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한 유형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 기업  유사 조직들의 

유형구분이 매우 단편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사회 기업의 경우는 

사회  목 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구분되며, 행정안 부의 마을기업과 농식품부의 농어 공동체

회사는 사업내용에 따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는 체로 업종

별로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표 3-1>. 이러한 유형화는 농 지역 사회 기

업에 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기존의 단편 인 사회 기업 유형구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보다 다차원 이고 종합 인 유형구분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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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이 연구는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우리의 이

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주요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보다 한 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궁극 인 목 으로 한다.

계 부처 련 정책 유형구분 기 주요 유형

고용노동부 사회 기업 사회  목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

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행정안 부 마을기업 사업내용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녹색에 지

사업, 생활지원·복지형

농식품부 농어 공동체회사 사업내용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

형, 복지서비스형, 복합형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업   종
청소, 집수리, 농, 간병, 자원재활용 

등 5개 표 화사업(업종) 기반

표 3-1.  국내 사회 기업  유사 조직의 유형구분

1.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 및 분석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아직 일

천한 만큼 유형화도 체계 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는 이들 사회 기업의 다양한 특성에 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가능하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유형화 작업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는 제1장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사회 기업 유형론  사회 기업

에 해 가장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유형화 모델

을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를 한 거의 틀로 용한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를 한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3-1>.

  첫째,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를 한 기본모델을 선정한다. 이 기

본모델이 우리나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을 도출하기 한 

거 모델로 활용된다. 알터(Alter, 2007)의 사회 기업 기본모델(fundamental 

model)이 사회  목 이나 업종, 사업내용, 조직형태뿐만 아니라 실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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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운 의 다양한 요소와 특성까지도 포함하여 사회 기업을 다차원 으로 

유형화하고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모델로 채택했다.

  둘째, 각 기본모델의 주요 특징 요소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각 

특성 요소를 우리 농 지역의 사회 기업에 용하 다.8 이를 통해 농

지역의 사회 기업들이 어느 기본모델에 속하는지와 우리 농  실에서 

각 기본모델들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 다. 즉,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모델을 우리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으로 재구성하 다. 

  셋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조사·분

석하 다. 이러한 유형별 조사·분석은 농 지역 사회 기업의 특성과 정책 

수요가 유형별로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

요를 고려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과제를 제시하기 한 것이다.

그림 3-1.  조사·분석 방법과 단계 

 8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농어  시·군에 분포하는 184개 사회 기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여기에 포함된 사회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 기업(76개)

과 비사회 기업(22개), 지자체 지정 비사회 기업(48개), 보건복지부의 자

활공동체(38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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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화 기본모델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

2.1. 사회적기업 유형화의 기본모델

2.1.1. 사회 기업 기본모델의 개요

  알터(Alter, 2007)는 ｢사회 기업 유형론｣(Social Enterprise Typology)에

서 사회 기업의 유형화를 해 사회  임무의 특성, 사업활동과 사회 로

그램 간 통합  특성 그리고 기업 운 과 련된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9가지의 사회 기업 유형의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먼  사회  임무의 특성에 따라 사회 기업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사회  임무 심의 사회 기업’은 자기 충족 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회  임무를 실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  임무 연계 사회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상업화를 통해 획득한 재정을 자신의 사회  임무 

실 을 한 사회 로그램에 투입하는 기업이다. 셋째, ‘사회  임무 비연

계 사회 기업’은 해당 기업이 사회  임무 수행을 한 사회 로그램을 

직  추진하지 않지만 기업의 수익을 사회  임무를 수행하는 모기업 등에

게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업활동과 사회 그램 간 통합 특성의 에서도 사회 기업은 세 가

지로 구분된다. 첫째, ‘착근형(embedded) 사회 기업'은 해당 기업의 사업

활동 자체가 사회  임무 실천을 한 사회 로그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

우이다. 둘째, ‘통합형(integrated) 사회 기업’은 기업의 사업활동이 사회  

임무 실천을 한 사회 로그램의 내용과 복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

로그램과 복되지 않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역시 사회  임무 수행

을 해 투자된다. 셋째, ‘외재형(external) 사회 기업’은 사회  임무 수행

을 한 사회 로그램을 직  운 하지는 않지만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모기업 등 외부 조직의 사회 로그램 운 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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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알터는 그의 사회 기업 기본모델을 구성하기 해 사회

기업의 운 요소를 구성한다<그림 3-2>. 운 요소는 사회 기업 자체와 

사회 기업 운 의 상이 되는 주체들, 그리고 이들 간 발생하는 상호작

용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자의 해당 주체에는 사회 기업과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사회 기업의 타깃그룹(고객), 시장, 사  기업 등이 해당되며, 

후자의 상호작용 흐름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융 흐름, 시 지 효과 

등이 해당된다.

타깃그룹

그림 3-2.  사회 기업의 운 요소

2.1.2. 사회 기업의 기본모델과 혼합 모델

가.  기업가 지원 모델(e ntr e pr e ne u r  su ppor t mo d e l )

  기업가 지원 모델의 사회 기업은 타깃인구, 즉 고객인 자가고용 개인이

나 기업들에게 주로 교육·컨설 ·상담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나 융 서비

스를 매한다. 그러면 고객들은 사회 기업의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재

화와 서비스를 공개시장에 매하는 거래 계를 형성한다<그림 3-3>.

  이 유형의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그램과 사업

활동의 내용이 동일하며, 주요 임무는 고객들의 기업가  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그들의 융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들 사회 기업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매를 통해 재정  자기충족을 달성하며, 이 수입을 사용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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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마이크로 이낸

스, 소기업 지원서비스, 사업개발 서비스 등의 로그램을 포함하는 경

제개발 조직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림 3-3.  기업가 지원 모델 사회 기업

나.  시장 개 모델(ma r ke t i nte r me d i a r y mo d e l )

  시장 개 모델의 사회 기업은 주요 고객인 개인, 기업, 동조합 등과 

같은 소규모 생산자의 시장 근성 향상을 통해 이들의 상품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 는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4>.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상품개발, 생산  마  지원, 신용지

원 등이 포함된다. 즉, 사회 기업은 고객이 생산한 상품을 해당 사회 기

업이 직  구매하거나 탁 매하여 고객의 상품이 시장에서 보다 높은 

이윤을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림 3-4.  시장 개 모델 사회 기업

  이 유형의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그램과 사업

이 동일하며(embedded), 주요 임무는 고객들의 상품개발  매를 도와 

고객의 시장을 강화하고 재정  안 성을 증 하는 것이다. 사회 기업은 

고객들이 만든 상품의 매를 통해 재정  자기충족을 달성하며,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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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마 , 신용서비스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매 로그램 

비용과 사회 기업의 운 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

  주로 마  공  동조합, 공정거래, 농업, 공 조직 등이 이러한 시장 

개 모델 형태의 사회 기업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공통된 사업유형은 

마  조직, 소비재 상품 기업, 가공식품 매 는 농업상품 생산기업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고용 모델(e mpl o yme nt mo d e l )

  고용 모델의 사회 기업은 장애인, 홈리스, 기의 청소년, 범죄 경력자 

등 고용에 장벽이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이들에게 고용기회  직업훈

련을 제공한다<그림 3-5>. 따라서 상 고객을 고용하고 이들이 만든 상품 

는 서비스를 공개시장에 매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다. 이 

형태의 사회 기업은 사회  임무 수행을 한 사회 로그램과 사업활동

의 내용이 개 동일하다.

  사회  기업의 주요 임무는 고객들을 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해 일자리 조언, 교육·훈련, 신체  치료, 정신건강 지도, 임시 거

주, 작업환경 등을 제공한다. 이 유형의 사회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매하여 재정  자기충족을 달성하고 있으며, 수익은 사업에 따른 일반 인 

운 비와, 고객을 고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사회  비용을 충당하

는 데 사용한다. 주로 잡부 제공 기업, 조경회사, 카페, 서 , 고품 할인 

매 , 배달 서비스 기업, 제과 , 목공소, 수리  등이 동 모델 사회 기

업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  고용 모델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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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 수수료 모델(fe e - fo r - se r v i ce  mo d e l )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사회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상업화하여 고객인 

개인, 기업, 지역사회, 기타 서비스 구매자들에게 직  매하는 기업이다

<그림 3-6>.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그램과 사업활동의 내용이 

개 동일하며, 주요 임무는 고객들에게 보건,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사회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통해 재정  

자기충족을 달성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의 수익은 서비스 달 비용과, 사

회서비스의 상업화와 련된 마  비용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사업활동의 이윤은 고정원가 회수(built-in cost-recovery)의 개념을 포함하

지 않는 사회 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사회 기업은 NPO 기반의 사회 기업들에게 가장 공통 인 모델로서 

형 으로 회원조직(membership organizations), 상업조합(trade associations), 

학교, 박물 , 병원, 진료소 등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3-6.  서비스 수수료 모델 사회 기업

마.  소득 계층을 한 시장 모델(l o w- i ncome  cl i e nt a s ma r ke t mod e l )

  소득 계층을 한 시장 모델의 사회 기업은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변

형이라 할 수 있으며,9 소득층을 재화와 서비스를 매할 수 있는 시장

으로 인식하고 사업활동을 개하는 기업이다<그림 3-7>. 이 모델이 강조

9 이러한 이유로 <그림 3-6>과 <그림 3-7>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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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빈곤층  소득층에게 재화  서비스에 한 시장 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에는 의료(백신 종, 처방약품, 

시력교정), 보건  생(요오드 첨가 식염, 비 , 안경, 보청기, 생냅킨), 

유틸리티서비스( 기, 바이오매스, 수도) 등이다. 소득 계층을 한 시장 

모델의 주요 고객 즉 타깃 인구는 BoP(base of the pyramid)라고도 표 하

는데,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1,500달러 이하, 

하루 소득 5달러 이하인 세계 40억 인구를 의미한다. 이들의 문제는 량

구매의 이 을 실 하기 어려워, 간 소득계층의 소비자들보다 재화와 서

비스의 구매를 해 30%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이다. 사

회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한다.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그램과 사업활동의 내용이 동일하며, 

주요 임무는 소득 계층에게 보건, 교육, 삶의 질, 기회 등을 증진할 재화

와 서비스에 한 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사회 기업은 상

품 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운 비용과 마   유통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의 고객이 소득층이기 때문에 재정  

생존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신

인 유통체계의 개발, 생산 비용  마  비용의 감, 높은 운  효율성

의 달성 등을 필요로 하며, 보조를 필요로 하는 시장을 신 인 수익창출 

시장으로 보완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주로 보건, 교육, 기술, 유틸

리티 분야의 사회 기업이 이 모델에 속한다.

그림 3-7.  소득 계층을 한 시장 모델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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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조합 모델(co o pe r a ti v e  mod e l )

  동조합 모델의 사회 기업은 동조합 회원인 고객에게 회원·조합원 

서비스를 통해 직 인 이득을 제공한다<그림 3-8>. 회원 는 조합원 서

비스란 시장정보, 기술지원, 평생교육 서비스, 집단 상력, 량구매의 경

제, 재화  서비스에 한 근성, 회원(조합원)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

스를 한 외부 시장에 한 근성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조합

원)은 동일 상품 그룹을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나 공통된 필요를 지닌 공

동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동조합의 1차 인 주주로서 시간

과 돈, 상품, 노동력 등을 통해 해당 동조합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수익, 

고용, 서비스 등에 한 수혜를 받게 된다.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그램과 사업활동의 내용이 개 동일

하며, 주요 임무는 회원(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유형

의 사회 기업은 일반시장에 재화  서비스를 매할 뿐만 아니라 회원

(조합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매함으로써 재정  자기충족을 달성한

다. 기업활동의 수입으로 회원(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르

는 비용을 충당하며, 과이윤은 회원(조합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투입

된다.

  이 유형의 사회 기업에는 농업 마  동조합(조합원의 생산물 

매), 농업 공  동조합(투입물 공 ), 공정거래조직, 자조집단(SHGs: 

self-help groups) 등이 있다. 서아 리카나 남미, 발칸지역 등에서는 동

조합의  다른 로 신용조합이 있으며, 국의 경우에는 동조합과 약

간 다른 변형으로 신탁과 회가 있다.

그림 3-8.  동조합 모델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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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장 연계 모델(ma r ke t l i nka ge  mo d e l )

  시장 연계 모델의 사회 기업은 고객인 소규모 생산자, 지방기업, 동

조합 등과 외부 시장 간의 거래 계를 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기업

은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계하는 로커로서의 기능을 하며, 이러한 서비스

에 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사업활동을 개한다<그림 3-9>. 로

커로서 마  정보와 리서치 서비스를 매하는 것 역시 이 모델 유형의 

사회 기업의 요한 비즈니스 형태가 된다. 시장 개 모델과 달리 시장 

연계 모델 사회 기업은 고객의 상품을 직  매하거나 마 하지는 않

으며 고객을 시장에 연결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그램과 사업활동 내용이 동일하거나

(embedded) 사회 로그램이 사업과 복된다. 만약 사회 기업이 분리·독

립되어 있으면, 그 임무는 시장을 연결하는 것이 심이 되며 사회 로그

램이 이 임무를 지원하게 되어 사회 로그램과 사업활동 내용이 동일하게 

된다. 반면, 통합 형태의 경우 시장 연계 모델 사회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상업화하거나 거래 계에 향을 주는 활동을 하며, 이러한 경우 수입은 

다른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상업조합(trade association), 

동조합, 민간부문 트 십, 비즈니스 개발 로그램 등에서 이 유형의 사

회 기업이 많이 나타나며 수출입 기업, 시장 리서치 기업, 개서비스 기

업 등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그림 3-9.  시장 연계 모델 사회 기업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  과제  7171

아.  서비스 지원 모델(se r v i ce  su bsi d i za ti o n mo d e l )

  서비스 지원 모델의 사회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시장에 매하

여 그 수익 으로 사회 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이다<그림 3-10>. 사업활

동의 내용과 사회  목  달성을 한 사회 로그램이 복된 형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활동과 사회 로그램은 비용과 자산, 운 , 수입, 그리고 

로그램 성격까지도 서로 공유한다.

  사회 기업의 사업활동 내용과 사회  임무는 별개로 되어 사업활동은 

주로 사회  임무 수행을 한 자 조달 메커니즘으로 활용된다. 즉, 사업

활동이 사회 기업의 사회  임무를 확 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지원 모델은 서비스 지원이 사실상 어떤 NPO에게

도 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 인 사회 기업의 형태이다. 

  이 모델 유형의 사회 기업은 무형의 자산을 이용한 사업활동이든 혹은 

유형의 자산을 이용한 사업활동이든 어떤 형태의 사업분야에서도 발 할 

수 있다. 즉 문지식, 사회 으로 한 방법론, 독 인 계 등 무형

의 자산을 활용하는 컨설 , 상담, 물류, 고용훈련, 마  등의 사업활동

을 개할 수 있으며, 반면에 건물, 장비, 토지, 컴퓨터 등 유형의 자산을 

활용하는 임 , 자산 리, 제품기반 소매사업(복사, 운송, 인쇄 등의 서비

스) 등의 사업활동을 개할 수도 있다. 한 서비스 지원 모델은 바로 뒤

에서 설명할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로 발 할 수도 있다.

그림 3-10.  서비스 지원 모델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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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o r ga ni za ti o na l  su ppo r t mo d e l )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의 사회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 

시장, 외부 기업, 는 일반 인 공공부문에 매하는 기업이다. 서비스 지

원 모델과 유사하게 기업의 자산을 증 하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 으로 사업활동 내용이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

그램과 완 히 분리되어 있다는 이 가장 큰 차이 이다<그림 3-11>. 즉,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의 경우 사회 기업은 해당 기업 자체의 사

회 로그램 추진을 해 사업활동을 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활동으

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NPO인 모조직의 사회 로그램 개를 한 사업비

와 조직 운 비를 공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1.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 사회 기업

  이 유형의 사회 기업 모델은 비 리 민간조직을 한 재정조달 메커니

즘으로서 창출되며, 사회 기업이 해당 비 리 민간 조직인 모조직에 의해 

소유되는 자회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공 인 사회 기업은 모조직이 

필요로 하는 산의 부 는 상당한 부분을 충당한다.

차.  혼합 모델(mi xe d  mo d e l )

  혼합 모델은 이상의 기본모델이 복합 으로 혼합된 구조의 모델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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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사회 기업은 모조직이 되는 NPO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목

을 추구하는 사회 로그램을 확 하거나 련 사업활동을 개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 기업이 발 하고 성숙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  경제 조

직들과 사회 로그램  사업활동 개를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에 나타난다<그림 3-12>. 이러한 혼합 모델은 외 인 경우라기보다는 사

회 기업을 포함한 사회  경제의 주체들이 확 되고 다양화되면서 나타

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3-12.  혼합 모델 사회 기업

2.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유형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

기 해 농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 기업, 비사

회 기업, 지역형 비사회 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를 포 한  

184개 사회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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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 응답한 184개 농 지역 사회 기업  고용노동부의 인증사

회 기업이 41.3%(76개)로 가장 많으며, 지자체 지정 비사회 기업이 

26.1% (48개),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가 20.7%(38개), 고용노동부의 

비사회 기업이 12.0%(22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표 3-2>. 지역 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에 비교  골고루 분포하도록 설문조사 상

을 배정하 다.

지역구분
고용노동부
인증사회

기업

고용노동부
비사회
기업

지자체 지정
비사회
기업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합계

강원도 11 4 4 3 22 (12.0%)

경기도 11 4 6 3 24 (13.0%)

경상남도 7 1 4 4 16 (8.7%)

경상북도 11 1 10 6 28 (15.2%)

라남도 8 4 6 3 21 (11.4%)

라북도 8 3 5 8 24 (13.0%)

충청남도 8 2 7 8 25 (13.6%)

충청북도 12 3 6 3 24 (13.0%)

총계 76 (41.3%) 22 (12.0%) 48 (26.1%) 38 (20.7%) 184 (100%)

표 3-2.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를 한 설문조사 개요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 도출을 해 알터(Alter, 2007)의 사회

기업 기본모델을 거로 하 으며 이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 구

분에 용하기 해 각 기본모델의 주요 특성을 <표 3-3>과 같이 우리 농

 실에 맞게 각색하여 ‘ 용기 ’으로 도출하 다. 그리고 이들 기 을 

설문조사를 통해 단계 으로 우리 농 지역 사회 기업에 용하 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  과제  7575

기본모델 용기 과 단계

기업가
지원 모델

①사회  목  실  방법: ⅰ) 융서비스 직·간  지원, ⅱ)교육·컨설 ·상담 등 지원, 
ⅲ)인력  기술 지원

②주요 고객: ⅰ)지역 내외의 농가  농업분야 기업, ⅱ)지역 내외의 비농업 분야 기업

③주요 재원: ⅰ)사업 활동 수입, ⅱ)정부·지자체 등 공공지원

④사회  목 과 사업 활동: 일치 는 통합

시장 개
모델

①사회  목  실  방법: ⅰ)마 ·홍보· 매 개(생산자-구매자 연결), ⅱ) 세 생
산자 등의 생산품 탁 매

②주요 고객: ⅰ)지역 내외의 농가  농업분야 기업, ⅱ)지역 내외의 비농업 분야 기업

③주요 재원: ⅰ)사업 활동 수입, ⅱ)정부·지자체 등 공공지원

④사회  목 과 사업 활동: 일치 는 통합

고용 모델

①사회  목 : 취약계층 지원

②사회  목  실  방법: 고용(일자리) 제공

③사회  목 과 사업 활동: 일치

서비스 수수료
모델

①주요 업종: ⅰ)가사·간병·돌 ·보육 등 사회서비스, ⅱ)문화· 술·취미·  련 서
비스, ⅲ)교육  컨설

②사회  목 : 취약계층 지원

③사회  목 과 사업 활동: 일치 는 통합

소득 계층
시장 모델

①사회  목 : 취약계층 지원

②사회  목  실  방법: 렴한 상품과 서비스(사회서비스·일반서비스) 제공

③주요 고객: 취약계층

④사회  목 과 사업 활동: 일치 는 통합

동조합 모델
①조직 형태: ⅰ) 농조합법인, ⅱ) 동조합(생 ·의료·기타)

②주요 고객: ⅰ)조합원, ⅱ)지역 내 농가  농업분야 기업

시장 연계
모델

①사회  목  실  방법: 마 ·홍보· 매 개(생산자-구매자 연결)

②주요 고객: ⅰ)조합원, ⅱ)지역 내외의 농가  농업분야 기업, 지역 내외의 비농업 
분야 기업

③사회  목 과 사업 활동: 일치 는 통합

서비스 지원
모델

①사회  목 : 취약계층 지원

②사회  목  실  방법: 렴한 상품과 서비스(사회서비스·일반서비스) 제공

③주요 업종: ⅰ)가사·간병·돌 ·보육 등 사회서비스, ⅱ) 식  도시락 공 , ⅲ)청
소· 생·소독 서비스, ⅳ)건설  주거 서비스, ⅴ)문화· 술·취미·  련 서비
스, ⅵ)교육  컨설 , ⅶ)기타 서비스(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

①사회  목 : 사회  목 을 실천하는 타 조직(타 사회 기업, 모기업, 자조직 등) 지원

②사회  목  실  방법: ⅰ) 물 지원·기부 등, ⅱ)  지원·기부 등, ⅲ)투자

③모기업 유무: 유

표 3-3.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화를 한 기본모델의 용기 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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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기업의 9개 기본모델별 특성을 용기 으로 도출하여 우리 농

지역 사회 기업에 용한 결과 일부 사회 기업은 2개 는 3개의 기본

모델에 복 으로 해당하 다. 본 연구에서는 1개 기업이 2개 는 3개의 

기본모델에 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이를 각각 2개 는 3개의 사회 기

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연구의 목 이 개별 사회 기업의 운

황이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농 지역에 분포하는 사회 기업

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수는 184개이지만 

기본모델별 기업 수는 총 206개로 나타났다<표 3-4>.

기본모델 기업 수(개소) 비 (%)

기업가 지원 모델 15 7.3

시장 개 모델 5 2.4

고용 모델 80 38.8

서비스 수수료 모델 38 18.4

소득 계층 시장 모델 22 10.7

동조합 모델 17 8.3

시장 연계 모델 2 1.0

서비스 지원 모델 25 12.1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 2 1.0

총계 206 100.0

주: 개별 기업이 복수의 기본모델에 포함될 경우 이를 복수의 기업으로 간주. 즉, 한 기

업이 2개 는 3개의 기본모델에 동시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업을 2개 는 3개 기

업으로 간주. 이하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 련 분석에서도 동일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4.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기본 모델별 비

  설문조사 결과 우리 농 지역 사회 기업들에게서 앞서 제시한 9개 기

본모델의 특성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 3-4>와 같이 시장 

개 모델, 시장 연계 모델,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의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이들 3개 모델에 속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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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 기업이 우리 농 지역에 형 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알터의 각 기본모델이 지

니는 특성의 유사성이나 각 모델의 발 방향을 고려하여 9개 기본모델을 

재구성하여 우리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을 <표 3-5>와 같이 6

개의 조정 모델로 도출하 다. 개별 기업이 각 모델에 복 포함되는 문제

는 여 히 남아, 조정모델에서도 체 설문조사 응답 사회 기업을 184개

가 아닌 201개로 간주하 다.

  먼  기본모델  ‘고용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 소득 계층 시장 

모델’ ‘ 동조합 모델’은 조정모델에서도 그 유형구분을 그 로 유지하

다. 설문조사 결과 체 6개의 농 지역 사회 기업 조정모델  고용 모

델의 사회 기업은 39.3%의 가장 높은 분포 비 을 보 다.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사회 기업은 18.9%, 소득 계층 시장 모델의 사회 기업은 

10.9%, 그리고 동조합 모델의 사회 기업은 8.5%의 분포 비 을 보이고 

있다.

  분포 비 이 매우 낮게 나타난 시장 개 모델과 시장 연계 모델은 그 

특성이 유사한 기업가 지원 모델과 통합하여 ‘사업지원 모델(business 

support model)’로 조정하 다. 이들 세 가지 기본모델은 모두 고객(타깃그

룹)인 자가고용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 동조합 등과 같은 소규모 생산자

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게 해 융지원, 신용지원, 시장 개, 탁 매, 마

, 상품개발 등과 같은 문 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사업지원 모델의 분포 비 은 9.0%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모델  서비스 지원 모델과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의 사회

기업은 조정모델에서는 ‘서비스 제공지원 모델’로 통합하 다. 기본모델

의 이 두 유형은 모두 해당 사회 기업이 사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활동 역으로서의 사회  목  추구 활동에 투입·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는 에서 공통 을 지닌다. 두 모델 간에는 사

사회  목 을 실 하기 한 사회 로그램을 사회 기업이 직  수행하

느냐 혹은 해당 사회 기업의 모기업과 같은 별도의 조직이 수행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정모델의 서비스 제공지원 모델 사회 기업의 분포 



78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  과제78

비 은 13.4%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조정모델에 기반을 둔 6개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특

성과 정책수요 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과제를 도출하기 한 논리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기본모델
조정모델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
기업 수 
(개)

비
(%)

기업가 지원 모델

사업지원 모델 18 9.0시장 개 모델

시장 연계 모델

고용 모델 고용 모델 79 39.3

서비스 수수료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38 18.9

소득 계층 시장 모델 소득 계층 시장 모델 22 10.9

동조합 모델 동조합 모델 17 8.5

서비스 지원 모델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 27 13.4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

총계 201 100.0

표 3-5.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 조정모델 구성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3.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

3.1.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특성

3.1.1.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조직 특성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인증  비사회 기업, 

자자체 지정 비사회 기업,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의 유형별 

분포 비 을 보면 인증사회 기업과 비사회 기업, 지자체 비사회 기

업의 경우는 ‘고용 모델’에 포함되는 기업의 비 이 가장 높으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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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모델’의 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자활공동체만이 ‘고용 모델’ 

다음으로 ‘ 소득계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의 비 이 높

게 나타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표 3-6>.  

유형 구분
인증

사회 기업
비

사회 기업
지자체 비
사회 기업

자활공동체 합계

사업지원 모델 8.8 8.0 11.8 5.9 9.0 (18)

동조합 모델 4.4 8.0 13.7 11.8 8.5 (17)

고용 모델 42.9 32.0 41.2 32.4 39.3 (79)

소득계층 시장 모델 11.0 12.0 5.9 17.6 10.9 (22)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 13.2 16.0 9.8 17.6 13.4 (27)

서비스 수수료 모델 19.8 24.0 17.6 14.7 18.9 (38)

총계
100.0

(91)

100.0

(25)

100.0

(51)

100.0

(34)

100.0

(201)

주: χ² 분석 결과 정책 구분에 따른 4가지 농 지역 사회 기업 간 유형 분포 비 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6.  정책  구분에 따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 분포

단 : %, (개소)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 간에는 조직형태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사업지원 모델’의 경우는 주로 주식회사

와 농업회사법인의 조직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 동조합 모델’은 농

조합법인과 동조합의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 모델’의 경

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 소득계층 시장 모델’은 주식회사와 개인사

업자,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은 주식회사·유한회사·법인 내 사업단·개인

사업자, 그리고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경우는 사단법인과 주식회사 형태

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조직

형태 간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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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사업지원
모델

동조합
모델

고용
모델

소득 
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합계

사단법인 5.6 0.0 7.7 9.1 7.7 23.7 10.1 (20)

사회복지법인 5.6 0.0 9.0 4.5 3.8 7.9 6.5 (13

기타법인 0.0 5.9 0.0 0.0 0.0 2.6 1.0 (2)

법인내 사업단 11.1 0.0 6.4 13.6 15.4 2.6 7.5 (15)

비 리
민간단체

5.6 5.9 7.7 13.6 11.5 13.2 9.5 (19)

비법인기 내
사업단

5.6 0.0 5.1 0.0 0.0 5.3 3.5 (7)

임의단체 0.0 0.0 0.0 4.5 3.8 2.6 1.5 (3)

주식회사 16.7 0.0 30.8 18.2 19.2 23.7 22.6 (45)

유한회사 11.1 11.8 16.7 9.1 15.4 7.9 13.1 (26)

회사내 사업단 0.0 0.0 1.3 0.0 0.0 2.6 1.0 (2)

개인사업자
(단독 표)

5.6 0.0 2.6 0.0 0.0 0.0 1.5 (3)

개인사업자
(공동 표)

5.6 5.9 5.1 18.2 15.4 5.3 8.0 (16)

농조합법인 11.1 41.2 3.8 4.5 3.8 0.0 7.0 (14)

농업회사법인 16.7 0.0 1.3 0.0 0.0 2.6 2.5 (5)

동조합 0.0 29.4 2.6 4.5 3.8 0.0 4.5 (9)

총계
100.0

(18)

100.0

(17)

100.0

(78)

100.0

(22)

100.0

(26)

100.0

(38)

100.0

(199)

주: 2개 기업 무응답. χ² 분석 결과 χ²=134.766, p=0.0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7.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별 조직형태

단 : %, (개소)

  각 유형별로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개 2004년도에서 2007년도 사

이에 재 추구하고 있는 사회  목  실 을 한 사회 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기업의 특성을 띠기 시작한 시기는 유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사회 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인증 

 비사회 기업, 지자체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라는 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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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기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모델 간 평

균 소요기간이 ‘사업지원 모델’ 평균 2.3년, ‘ 동조합 모델’ 2.1년, ‘고용 

모델’ 2.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수수료 모델’은 3.2년, ‘ 소

득계층 시장 모델’은 4.0년,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은 4.4년으로 비교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책  지원을 고려할 때 이들 3개 유형의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경우는 지원 기간 등에 한 차별  근이 필요하다.

  <표 3-8>은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규모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보여 다. 고용 규모면에서 기업 당 평균 고용자 수와 정규직 

고용비율 등에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 상 체 기업의 평

균 고용규모가 24.0명인 가운데 ‘서비스 수수료 모델’과 ‘고용 모델’의 사

회 기업은 각각 30.8명과 27.0명으로 비교  고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사업지원 모델’ ‘ 동조합 모델’ ‘ 소득계층 시장 모델’ ‘서비

스 제공 지원 모델’의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고용 규모가 상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직원의 비 면에서 ‘사업지원 모델’의 기업들은 고용 규모가 작

을지라도 정규직 비 은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 소득계층 

시장 모델’의 기업들은 고용 규모도 작지만 정규직 고용 비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나 기업 규모나 고용 안정성에 있어 기업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보다 안정된 일자리 공 ,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공 하기 해서라도 정규

직 비 이 낮은 모델 유형의 사회 기업에 한 고용 안정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출액 규모는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다른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고용 규모가 크고 정규직 비 이 높은 ‘서비스 수수료 모델’

의 경우 기업 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낮은 289.1백만원이며 종사자 1인

당 연평균 매출액도 9.4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사업지원 모델’이나 ‘ 동

조합 모델’과는 조 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스 수수료 모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에 한 정책  심이 보

다 많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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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기업당 평균
고용(명)

기업당 평균
정규직(명)

기업당 정규직
평균 비율(%)

연평균 매출액
(백만원)

기업당 1인당

 사업지원 모델 15.7 14.2 90.6 607.6 38.7

동조합 모델 22.2 12.6 56.8 839.5 37.8

고용 모델 27.0 20.0 74.0 392.0 14.5

소득계층 시장 모델 17.1 7.6  44.5 456.4 26.7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18.3 10.6 58.1 434.1 23.7

서비스 수수료 모델 30.8 23.6  76.8 289.1 9.4

   체 24.0  16.9  70.4 437.6 18.2

표 3-8.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규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 지역 사회 기업들  4.5%(9개)의 기업만이 자

조직(자회사·계열사· 생조직 등)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모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1.7%(104개)에 달한다. 모조직의 기  유형은 부분 비

리기 에 해당하며 일부가 상법상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즉 

부분의 농 지역 사회 기업은 유형에 상 없이 부분 비 리기 을 통

해 창업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유형 구분 비 리기 상법상 회사 기타 합계

사업지원 모델 87.5 (7) 12.5 (1) 0.0 (0) 100.0 (8)

동조합 모델 75.0 (3) 25.0 (1) 0.0 (0) 100.0 (4)

고용 모델 95.5 (42) 4.5 (2) 0.0 (0) 100.0 (44)

소득계층 시장 모델 92.3 (12) 0.0 (0) 7.7 (1) 100.0 (13)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87.5 (14) 6.3 (1) 6.3 (1) 100.0 (16)

서비스 수수료 모델 94.7 (18) 5.3 (1) 0.0 (0) 100.0 (19)

총계 92.3 (96) 5.8 (6) 1.9 (2) 100.0 (104)

표 3-9.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별 모조직 형태

단 : %, (개소)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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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직이 있는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유형에 상 없이 부분(평균 

85.9%) 모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지 를 갖추고 있으며, 모조직의 

부설기 이나 특별사업단과 같은 비독립  지 를 갖는 경우는 14.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모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지 를 갖는 기업들일지라도  

모조직이 소유구조나 의사결정 참여, 임원으로서의 참여 등을 통해 해당 

사회 기업의 경 에 상당히 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 로 모기업이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지원 모델의 경

우 12.5%, 동조합 모델의 경우 50.0%, 고용 모델의 경우 12.2%, 소득

계청 시장 모델의 경우 30.8%,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의 경우 25.0%, 그리

고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경우는 23.5%로 나타나고 있다.

  모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104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모조직과의 상호

작용 유형을 검토하 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183건의 응답이 있었으

며 이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과 상 없이 ‘모조직이 해당 사회 기

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평균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모

조직이 해당 사회 기업의 사회  목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26.2%, 

그리고 ‘해당 사회 기업이 모조직의 사회  목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가 25.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해당 사회 기업이 모조직의 사업활

동을 지원’하는 경우(9.3%)나 ‘두 조직 간 사업활동  사회  목  활동 

상 아무런 계가 없는’ 경우(3.3%)는 상 으로 드물게 나타났다<표 

3-10>.

  이와 같이 모조직이 있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의 특성

이나 상호지원 계의 특성으로 인해 유형에 상 없이 부분의 기업이 모

조직과 지리 으로 근 하여 입지하고 있다. 두 조직이 모두 동일한 시·군 

지역에 공동 입지하고 있는 경우는 88.3%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동일한 

도지역 내에 공동 입지하는 경우는 94.2%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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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원 계
사업지
원모델

동조
합모델

고용
모델

소득
계층시
장모델

서비스
제공지
원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합계

귀사가 모조직의 사회  
목  활동 지원

9.1 20.0 26.0 29.2 29.0 23.3 25.1

(1) (2) (20) (7) (9) (7) (46)

모조직이 귀사의 사회  
목  활동 지원

18.2 30.0 26.0 25.0 25.8 30.0 26.2

(2) (3) (20) (6) (8) (9) (48)

귀사가 모조직의 사업 
활동 지원

9.1 10.0 10.4 8.3 6.5 10.0 9.3

(1) (1) (8) (2) (2) (3) (17)

모조직이 귀사의 사업 
활동 지원

45.5 40.0 32.5 33.3 35.5 30.0 33.9

(5) (4) (25) (8) (11) (9) (62)

두 조직간 사업활동이나 
사회  목  활동상 련 
없음

18.2 0.0 1.3 4.2 3.2 3.3 3.3

(2) (0) (1) (1) (1) (1) (6)

기타
0.0 0.0 3.9 0.0 0.0 3.3 2.2

(0) (0) (3) (0) (0) (1) (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 (10) (77) (24) (31) (30) (183)

표 3-10.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모조직과의 상호지원 계

단 : %, (개소)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3.1.2.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활동 특성  

  사회 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에서든 사업활동을 

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분석 결과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유형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주요 업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지

원 모델은 농산물유통과 일반제조업에서, 동조합 모델은 농산물유통과 

농업생산에서, 고용 모델은 사회서비스와 청소· 생·소독, 일반제조업에서, 

소득계층 시장 모델은 건설  주거, 사회서비스, 문화· 술· 에서,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은 건설  주거와 문화· 술· 에서, 그리고 서비

스 수수료 모델은 사회서비스와 문화· 술· 에서 업종 상 강세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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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사업지원
모델

동조합
모델

고용
모델

소득계층
시장모델

서비스제공
지원모델

서비스
수수료모델

총합계

농업생산 5.6 (1) 23.5 (4) 5.1 (4) 4.5 (1) 3.7 (1) 0.0 (0) 5.5 (11)

농산물가공 0.0 (0) 5.9 (1) 3.8 (3) 9.1 (2) 7.4 (2) 0.0 (0) 4.0 (8)

농산물유통 22.2 (4) 29.4 (5) 3.8 (3) 0.0 (0) 0.0 (0) 0.0 (0) 6.0 (12)

사회서비스 11.1 (2) 11.8 (2) 24.1(19) 18.2 (4) 14.8 (4) 68.4 (26) 28.4 (57)

식  도시락 11.1 (2) 5.9 (1) 5.1 (4) 9.1 (2) 11.1 (3) 0.0 (0) 6.0 (12)

청소· 생·소독 5.6 (1) 11.8 (2) 21.5(17) 0.0 (0) 3.7 (1) 0.0 (0) 10.4 (21)

건설  주거 0.0 (0) 0.0 (0) 6.3 (5) 22.7 (5) 18.5 (5) 0.0 (0) 7.5 (15)

일반제조 22.2 (4) 5.9 (1) 17.7(14) 4.5 (1) 7.4 (2) 0.0 (0) 10.9 (22)

재활용 16.7 (3) 0.0 (0) 7.6 (6) 0.0 (0) 3.7 (1) 0.0 (0) 5.0 (10)

문화· 술· 0.0 (0) 0.0 (0) 3.8 (3) 18.2 (4) 18.5 (5) 23.7 (9) 10.4 (21)

교육  컨설 5.6 (1) 0.0 (0) 0.0 (0) 9.1 (2) 7.4 (2) 7.9 (3) 4.0 (8)

기타 0.0 (0) 5.9 (1) 1.3 (1) 4.5 (1) 3.7 (1) 0.0 (0) 2.0 (4)

체 100 (18) 100 (17) 100(79) 100 (22) 100 (27) 100 (38) 100(201)

주: χ² 분석 결과 χ²=162.090, p=0.0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1.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업종 분포

단 : %, (개소)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은 일반 으

로 취약계층, 지역주민, 일반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유형별로  

주요 고객의 비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업종 분포의 상이성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지원 모델의 경우 지역 내 농가  농업기업이 주요 고객이라는 응

답비 이 가장 높으며, 동조합 모델은 조합원, 고용 모델과 서비스 수수

료 모델은 지역 주민, 소득계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은 취

약계층이 주요 고객이라는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유형별로 두 번째

로 응답비 이 높은 주요 고객은 취약계층, 지역주민, 일반 소비자  하나

로 나타나고 있는 데 사업지원 모델은 지역 내 는 외의 농업기업이 주요 

고객이라는 응답비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지원 모델은 주로 농업과 련된 고객이, 동조합 모델은 조합원이, 

고용 모델은 지역주민이나 일반 소비자 외에도 공공기 이 주요 고객이라

는 이다<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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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취약
계층

지역
주민

일반
소비자

지역 내
농가
농업기업

지역 외
농가
농업기업

지역 내
비농업
기업

지역 외
비농업
기업

공공
기

기타 체

사업지원
모델

빈도 2 3 3 5 7 5 6 6 3 0 40

비 5.0  7.5 7.5 12.5 17.5 12.5 15.0  15.0  7.5 0.0  100.0 

동조합
모델

빈도 10 4 5 8 2 1 0 0 2 2 34

비 29.4 11.8 14.7 23.5 5.9 2.9 0.0  0.0  5.9 5.9 100.0 

고용모델
빈도 2 30 46 38 1 0 9 5 32 4 167

비 1.2 18.0 27.5 22.8 0.6 0.0  5.4 3.0 19.2 2.4 100.0 

소득계층
시장모델

빈도 2 16 12 11 1 0 0 0 8 0 50

비 4.0  32.0  24.0  22.0  2.0  0.0  0.0  0.0  16.0  0.0  100.0 

서비스제공
지원모델

빈도 2 17 13 12 1 0 2 1 11 0 59

비 3.4 28.8 22.0 20.3 1.7 0.0  3.4 1.7 18.6 0.0  100.0 

서비스
수수료모델

빈도 0 22 28 20 0 0 1 0 6 0 77

비 0.0  28.6 36.4 26.0 0.0  0.0  1.3 0.0  7.8 0.0  100.0 

체　
빈도 18 92 107 94 12 6 18 12 62 6 427

비 4.2 21.5 25.1 22.0 2.8 1.4 4.2 2.8 14.5 1.4 100.0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2.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고객

단 : 응답수, %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운 을 한 주요 재원으로는 유형에 상 없이 

모두 사업활동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순  주요 재원으로는 <표 

3-13>과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6개 유형의 농 지역 사회 기업 모

두 사업활동 수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2순  재원으로는 6개 유형의 농 지역 사회 기업 모두 정부  

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3순  주요 재원으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활동 수입, 투자자의 투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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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 기부, 회비, 민간공익기 의 지원, 기업의 지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순  재원으로부터 운 자 을 조달하는 

비율이 체 자 의 평균 76.2%로 나타나고 있어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재원 조달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활동 
수입

투자자의 
투자

정부  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

회비 체

사업지원모델
빈도 15 1 2 0 18

비 83.3 5.6 11.1 0.0 100.0

동조합 모델
빈도 14 1 0 1 16

비 87.5 6.3 0.0 6.3 100.0

고용 모델
빈도 58 0 19 0 77

비 75.3 0.0 24.7 0.0 100.0

소득계층 
시장 모델

빈도 15 1 5 1 22

비 68.2 4.5 22.7 4.5 100.0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빈도 19 1 6 1 27

비 70.4 3.7 22.2 3.7 100.0

서비스 수수료 
모델

빈도 26 1 10 1 38

비 68.4 2.6 26.3 2.6 100.0

체
빈도 147 5 42 4 198

비 74.2 2.5 21.2 2.0 100.0

주: 이 밖에 주요 재원의 보기로 기부, 융소득, 타기업에 한 투자 수익, 민간공익기

(사회연 은행·사회복지공동모 회 등)의 지원, 기업지원(사업지원·후원), 기타가 제

시됨.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3.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재원 1순

단 : 응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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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유형에 상 없이 기업운 을 한 력의 

상도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고용 모델과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기업들은 1순  력 상으로 모조직(모기업)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소득계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의 기업들은 

지자체를 1순  력 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업지원 모델의 기업들은 

모조직(모기업)과 지자체를, 그리고 동조합 모델은 모조직(모기업)과 

앙정부 부처  련 공공기 을 1순  력 상으로 보고 있다.

  2순  력 상으로는 사업지원 모델의 기업들이 앙정부 부처  

련 공공기 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기업들은 모두 지

자체를 가장 높게 보고 있다. 부분의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은 매우 

세한 기업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외부의 력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처럼 그 력 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유형 구분
1순  력 상

(응답 비 )
2순  력 상

(응답 비 )

사업지원모델
․모조직(22.2%)

․지자체(22.2%)

․ 앙정부 부처  련 

공공기 (50.0%)

동조합 모델

․모조직(23.5%)

․ 앙정부 부처  련 

공공기 (23.5%)

․지자체(25.0%)

고용 모델 ․모조직(30.8%) ․지자체(29.6%)

소득계층 시장 모델 ․지자체(40.9%) ․지자체(30.0%)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지자체(33.3%) ․지자체(32.0%)

서비스 수수료 모델 ․모조직(34.2%) ․지자체(30.6%)

체 ․모조직(30.0%) ․지자체(28.5%)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4.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력 트  1·2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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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회  목  실  특성 

  사회 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다양한 사업활동을 개하지만 명시 으로 

사회  목 을 추구하기에 이를 실 하기 한 사회 로그램을 직  수행

하거나 다른 조직의 사회 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사

회  목 은 동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실 하기 한 방법으로서의 

사회 로그램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상으로 이들의 사회

 목 과 이를 실 하기 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추구하는 사회  목 을 1순 에서 3순

까지 조사하고 이들 사회  목 의 실  방법을 함께 조사한 결과,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에 따라 추구하는 1순의 사회  목 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수 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순 로 추구하

는 사회  목  역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11 다만 유형별 3순  사회  목 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  목 의 차이에 따라 이를 실

하기 한 방법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다르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즉, 1순  사회  목 이 다르면 이에 상응하는 실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2순   3순  사회  목  역시 그 목 에 따라 실 방법도 모

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12 이러한 분석 결

과는 <표3-15>와 같다. 

 10 χ² 분석 결과는 χ²=98.980, p=0.000이다.
11 χ² 분석 결과는 χ²=72.223, p=0.006이다.
12 χ² 분석 결과, 1순  사회  목 에 따른 그 실 방법의 차이에 한 검증은 χ²= 

568.373, p=0.000, 2순  목 에 따른 그 실 방법의 차이에 한 검증은 χ²= 

349.603, p=0.000, 그리고 3순  목 에 따른 실 방법의 차이에 한 검증은 χ²= 

307.787, p=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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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1순  사회  목 2순  사회  목 3순  사회  목

실  방법 실  방법 실  방법

사업지원
모델

취약계층지원(66.7%)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22.2)

사회 목 추구타조직지원(27.8%)

농가 농업활동보호·지원(22.2)

환경·생태·경  등 보 (22.2)

일반 지역주민 지원(22.2%)

낙후지역 활성화(16.7)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16.7)

고용·일자리 제공(66.7)

렴한상품·서비스제공(11.1)

교육·컨설 ·상담등지원(11.1)

인력  기술 지원(33.3)

고용·일자리 제공(16.7)

고용·일자리 제공2(16.7)

인력  기술 지원(27.8)

동조합
모델

취약계층 지원(58.8)

일반 지역주민 지원(11.1)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11.1)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29.4)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29.4)

일반 지역주민 지원(17.6)

환경·생태·경  등 보 (23.5)

련 제도 등 사회환경 신(23.5)

고용·일자리 제공(70.6)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17.6)

렴한상품·서비스제공(23.5)

고용·일자리 제공(17.6)

고용·일자리 제공0(17.6)

고용·일자리 제공2(17.6)

고용
모델

취약계층 지원(100.0) 일반 지역주민 지원(35.4)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25.3)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25.3)

일반 지역주민 지원(13.9)

고용·일자리 제공(100.0)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39.2)

인력  기술 지원(11.4)

인력  기술 지원(15.2)

물 지원  기부(11.4)

소득계층
지원 모델

취약계층 지원(81.1)

일반 지역주민 지원(9.1)

일반 지역주민 지원(45.5)

낙후지역 활성화(13.6)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13.6)

련 제도 등 사회환경 신(18.2)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13.6)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13.6)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72.7)

고용·일자리 제공(22.7)

고용·일자리 제공(59.1)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13.6)

고용·일자리 제공2(13.6)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13.6)

인력  기술 지원(13.6)

고용·일자리 제공2(13.6)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취약계층 지원(81.5)

일반 지역주민 지원(7.4)

일반 지역주민 지원(37.0)

사회 목 추구타조직지원(22.2)

련 제도 등 사회환경 신(18.5)

사회 목 추구타조직지원(14.8)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63.0)

고용·일자리 제공(33.3)

고용·일자리 제공(51.9)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14.8)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18.5)

고용·일자리 제공2(18.5)

서비스
수수료
모델

취약계층 지원(100.0) 일반 지역주민 지원(50.0)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15.8)

통·문화· 술 보 과 확산(10.5)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23.7)

련 제도 등 사회환경 신(18.4)

고용·일자리 제공(73.6)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21.1)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36.8)

고용·일자리 제공(21.1)

고용·일자리 제공2(21.1)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15.8)

인력  기술 지원(15.8)

체

취약계층 지원(89.1) 일반 지역주민 지원(35.3)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22.4)

사회  목  추구 타조직 지원(20.4)

련제도등사회환경 신(14.9)

고용·일자리 제공(72.6)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22.9)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28.4)

고용·일자리 제공(21.4)

인력  기술 지원(15.9)

고용·일자리 제공2(13.9)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11.9)

표 3-15.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사회  목 과 실  방법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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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1순  사회  목 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선

택하고 있지만 유형별로 그 비 은 달리 나타난다. 즉 고용 모델과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모두(100%) 취약계층 지원을 1순

 사회  목 으로 선택하고 있는 반면, 동조합 모델은 취약계층 지원

을 1순  사회  목 으로 선택하고 있는 비 이 58.8%로 가장 게 나타

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외에 사업지원 모델은 ‘농가  농업활동 보호·

지원(22.2%)’, 동조합 모델은 ‘일반 지역주민 지원’(11.1%)과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11.1%)’, 소득계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제공 지원 모

델은 ‘일반 지역주민 지원’(각각 11.1%와 7.4%)을 1순  사회  목 으로 

선택한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  목 을 실 하기 

한 주요 방법으로는 소득계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은 

‘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이 그리고 다른 유형에서는 ‘고용·일자리 제공’

이 가장 높은 비 으로 지 되고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의 2순  사회  목 으로 ‘일반 지역주민 지원’

이 고용 모델, 소득 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

료 모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지원 모델에서는 ‘사회  목

을 추구하는 타조직 지원’, 그리고 동조합 모델에서는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목 을 실 하기 한 주요 방법으

로는 사업지원 모델의 경우 ‘인력  기술 지원’, 동조합 모델, 고용 모

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은 ‘ 렴한 상품·서비스 제공’의 응답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계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의 2

순  목  실 방법으로는 ‘고용·일자리 제공’이 가장 높은 응답비 을 보

이고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향후 보다 더 추구할 사회  목 에 해서도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재 추구하고 있는 사회  목 과 달리 향후 

미래에는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농 의 다양한 가치와 직 으로 연

된 사회  목 을 보다 더 추구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먼  미래의 1순

 사회  목 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한 비 이 반 으로 낮아지고 있

으며 반면에 사업지원 모델과 동조합 모델의 기업들은 ‘농가  농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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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호·지원’을 한 활동을 증 할 것으로 기 된다.  동조합 모델, 

소득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의 기업들은 계층  에서 

뿐만 아니라 낙후된 농 이라는 공간  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렴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 의 활동을 증 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2순  사회  목 으로 ‘일반 지역주민 지원’의 비 이 반 으로 

높은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향후 2순  사회  목 으로서 ‘낙

후지역 활성화를 한 지역개발 지원’을 제시한 고용 모델  서비스 수수

료 모델 기업의 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 3순  사회  목 으로는 ‘환경·생태·경  등의 보 ’(사업 지원 

모델, 고용 모델)과 ‘ 통·문화· 술에 한 보 ·확산’( 소득 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노력이 증 될 것으로 기 된다.  ‘사회  목

을 실천하는 타 조직 지원’이 증 하여(고용 모델, 소득 계층 시장 모

델,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사회  경제의 주요 조직 

간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 상되고 있다.

　

사업지원

모델

동조합

모델

고용

모델

소득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체

빈도 비 빈도 비 빈도 비 빈도 비 빈도 비 빈도 비 빈도 비

취약계층 지원 8 44.4 5 29.4 53 68.8 12 54.5 13 48.1 24 64.9 115 58.1

일반 지역주민 지원 0 0.0 3 17.6 3 3.9 3 13.6 3 11.1 1 2.7 13 6.6

세기업 지원 0 0.0 2 11.8 2 2.6 3 13.6 3 11.1 2 5.4 12 6.1

낙후지역 활성화를 
한 지역개발 지원

2 11.1 2 11.8 6 7.8 1 4.5 3 11.1 1 2.7 15 7.6

농가  농업활동 
보호·지원

6 33.3 3 17.6 10 13.0 1 4.5 2 7.4 4 10.8 26 13.1

환경·생태·경  등
에 한 보

0 0.0 1 5.9 2 2.6 0 0.0 0 0.0 1 2.7 4 2.0

통·문화· 술에 
한 보 ·확산

1 5.6 0 0.0 1 1.3 1 4.5 2 7.4 3 8.1 8 4.0

사회  목 을 실천
하는 타조직 지원

1 5.6 1 5.9 0 0.0 1 4.5 1 3.7 1 2.7 5 2.5

체　 18 100 17 100 77 100 22 100 27 100 37 100 198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6.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향후 사회  목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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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수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해 우선 이들이 갖고 있

는 가장 큰 애로 , 즉 개선되어야 할 이 무엇인지 조사하 다. 우선순

에 상 없이 가장 큰 두 가지 애로 을 조사한 결과 농 지역 사회 기업 

반 으로는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과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

움’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로 다소 다른 애로 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7>.13

  사업지원 모델의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움’을 

애로 으로 지 한 비 이 가장 높았으며, 동조합 모델과 소득계층 시

장 모델,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의 기업들은 ‘경 ·회계·법무 등 경  문 

　유형 구분 애로  1 애로  2

사업지원모델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움(33.3%)
기업 운  자 (인건비 등 경상비)의 

부족 (22.2%)

동조합 모델
경  문 인력(기업경 ·회계·법무 

등)의 부족(20.6%)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

(17.6%)

고용 모델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

(19.9%)

경  문 인력(기업경 ·회계·법무 

등)의 부족(14.7%)

소득계층 시장 모델
기업 운  자 (인건비 등 경상비)의 

부족 (22.7%)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움(18.2%)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기업 운  자 (인건비 등 경상비)의 

부족 (24.1%)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움(18.5%)

서비스 수수료 모델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

(19.7%)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움(18.4%)

체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

(18.0%)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움(16.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7.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애로

13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의 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94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  과제94

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 하고 있다. 고용 모델과 서비스 수수료 모델

의 기업들은 ‘시장확   수요확 의 어려움’을 주요 애로 으로 지 하

고 있다. 이들 세 가지는 두 번째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애로 으로 반

복해서 지 되고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경 에 있어 외부의 문 인 도움이 필요한 취

약한 분야를 조직 비 과 략, 조직 기술, 인  자원, 조직 구조와 시스템, 

조직 문화의 5가지 차원에서 31개 분야를 시하여 조사하 다(부록의 설

문조사표 참조). 그 결과 반 으로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 ‘홍보·

고· 업 등 매 략’, ‘ 장기 조직 발  비 과 략’ 분야에서 취약하여 

외부의 문 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유형별로 

기업경 의 취약 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 3-18>.

  기업경 에 있어 가장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 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업

지원 모델의 경우 ‘시설 인 라 계획’ 분야이며, 동조합 모델의 경우는 

‘조직원 동기부여’ 분야로 나타났다. 고용 모델의 경우는 ‘ 장기 조직 발

유형 구분 취약분야 1 취약분야 2 취약분야 3

사업지원
모델

시설 인 라 계획(8.6%)
장기 조직 발  비 과 략(7.4%)

소통· 워크 등 조직문화(7.4%)

동조합
모델

조직원 동기부여(10.3%)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
(9.0%)

가치·비 ·사명 등 조직 
정체성 정립(7.7%)

고용 모델
장기 조직 발  비 과 
략(8.4%)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
(8.1%)

홍보· 고· 업 등 매
략(7.8%)

소득계층
시장 모델

홍보· 고· 업 등 매
략(9.5%)

장기 조직 발  비 과 략(8.6%)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8.6%)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홍보· 고· 업 등 매
략(9.8%)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
(9.0%)

장기 조직 발  비 과 
략(8.2%)

서비스
수수료 모델

소통· 워크 등 조직문화
(9.3%)

직무설계·역량 강화(8.8%)
장기 조직 발  비 과 
략(7.7%)

체
종사자의 직무수행 역량
(8.0%)

홍보· 고· 업 등 매
략(7.9%)

장기 조직 발  비 과 
략(7.8%)

주: 5가지 내에서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이며 비 (%)은 체 응답 925건에 한 비 을 

의미.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8.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취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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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서비스 수요 1 서비스 수요 2

사업지원
모델

∙ 로개척 등 시장 개(20.8%) ∙경 (창업·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
 등) 컨설  제공(17.0%)

동조합
모델

∙ 로개척 등 시장 개(17.4%)
∙경 (창업·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  등) 컨설  제공(17.4%)

고용 모델
∙ 로개척 등 시장 개(21.5%) ∙경 (창업·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

 등) 컨설  제공(15.1%)

소득계층
시장 모델

∙ 로개척 등 시장 개(25.4%) ∙경 (창업·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
 등) 컨설  제공(12.7%)

∙사회 기업 등 정부 인증 는 지정 상담  
행정지원(12.7%)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 로개척 등 시장 개(25.3%) ∙경 (창업·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
 등) 컨설  제공(12.0%)

∙물  자원 개(12.0%)

서비스
수수료 모델

∙ 로개척 등 시장 개(17.3%) ∙경 (창업·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
 등) 컨설  제공(14.5%)

체
․ 로개척 등 시장 개(21.2%) ∙경 (창업·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

 등) 컨설  제공(14.7%)

주: 3가지 내에서 복수응답 허용. 비 (%)은 체 응답 566건에 한 비 을 의미.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표 3-19.  유형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지원조직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요

 비 과 략’ 분야가, 소득계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제공 모델은 ‘홍

보· 고· 업 등 매 략’ 분야가 취약하다는 응답의 비 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경우에는 ‘소통· 워크 등 조직문화’가 기업경

의 취약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경 문

제 해결을 해 필요한 문 인 도움이 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근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농 지역의 사회 기업들은 각종 지원조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주로 ‘ 로개척 등의 시장 개’와 ‘경  컨설 ’ 련 서비

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 로개척 등의 시장 개’는 유형을 막론하고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9>. 이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해 집 으로 

지원되어야 할 문 서비스 분야가 바로 시장 개라는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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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해 필요한 방안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1순  육성방안으로 응답한 항목은 주로 ‘지역자

원(산업체, 민간지원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시장창출

지원(공공기  우선구매 등 보호시장)’, ‘인건비 지원 외 활동지원 등 지원

역 확   융통성’에 집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 지역 사회 기

업들이 사업체계(business system)의 국지화(localization)를 통해 그들이 입

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착근(embedded)될 필요가 있다는 을 깊게 인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해 보다 안정된 ‘보호된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인건비 지원 심에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실질 인 분야에 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체 인 육성방안에 한 수요 내에서도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각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요구사항을 지 하고 있다. 즉 동조합 모델, 고용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기업들은 ‘지역자원(산업체, 민간지원기  등)

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소득 계

층 시장 모델과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의 기업들은 우선구매나 보호된 시

장과 같은 ‘안정된 시장창출’에 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업지원 모델의 기업들은 기존의 인건비 심의 지원에서 ‘지원 

상이 되는 사회 기업의 활동 역을 확 ’해  것을 요구하고 있다<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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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모델

동
조합
모델

고용
모델

소득
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
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
 모델

체

빈도비 빈도비 빈도비 빈도비 빈도비 빈도비 빈도비

지역자원(산업체, 민간지원
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6 33.3 7 41.2 40 51.3 4 18.2 6 22.2 16 42.1 79 39.5

사회 기업 인증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0 0.0 0 0.0 4 5.1 0 0.0 0 0.0 4 10.5 8 4.0

자본시장 조성 0 0.0 0 0.0 5 6.4 0 0.0 1 3.7 0 0.0 6 3.0

홍보시스템 구축  활동 지원 1 5.6 2 11.8 2 2.6 0 0.0 0 0.0 0 0.0 5 2.5

시장창출지원(공공기  우
선구매 등 보호시장)

3 16.7 6 35.3 15 19.2 12 54.5 13 48.1 9 23.7 58 29.0

인건비 지원 외 활동지원 
등 지원 역 확   융통성

7 38.9 2 11.8 10 12.8 6 27.3 7 25.9 7 18.4 39 19.5

사회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진 지원

1 5.6 0 0.0 1 1.3 0 0.0 0 0.0 1 2.6 3 1.5

간지원조직 강화 0 0.0 0 0.0 1 1.3 0 0.0 0 0.0 1 2.6 2 1.0

체 18 100 17 100 78 100 22 100 27 100 38 100 200 100

표 3-20.  사회 기업 육성을 한 1순  육성방안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4.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농 지역 사회 기업 발  과제

  융 기 직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일련의 정책  노력으

로 공공근로사업  자활지원사업, 사회  일자리 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

으며, 2007년에는 ｢사회 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되어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이 많은 사회  심 속에 추진되고 있다.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기

반이 태생 으로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에 있기 때문에 사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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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다양한 특성과 가능성에 한 심은 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이나 사업내용, 업종 등 단편 인 특성에 따라 

유형화되고, 그 단편 인 특성 내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단편  유형화가 사회 기업에 한 이해를 제한하고 이들이 우

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인식도 크지 못했다. 사회 기업

에 한 일반 인 인식수 에 비추어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이해와 

그 가능성에 한 인식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해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실태  정책 수요 등에 한 종합 인 분석결과를 토 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우리 농 지역이 도시에 비해 모두 사회·경제 으로 낙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농 지역 내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도·농 간 격차 못지않게 크

다. 를 들어 도시 주변의 농 과 실 거주 인구가 3만 명도 되지 않는 

농 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로 

낙후된 농 지역 간에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지역의 어려움을 내생

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근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요양보호사 한 명 없는 군 지역이나 다문

화가정지원센터 한 곳 없는 농  자치단체의 경우 농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의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우선 으

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역 내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 지역의 경우는 ‘고용 모델’의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  우선순 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업종의 측면에서도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이 고려될 수 있다. 만약 

농산업 육성이 농  자치단체의 요한 정책목표라면 해당 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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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 모델이나 사업지원 모델의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표 3-11 참조>. 문화· 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면 소득계층 시장 모델이나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

의 사회 기업을 집 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수수료 모델이나 

소득계층 시장 모델에 보다 많은 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듯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는 우리 농  내 각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보다 한 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회 기업이 

농  문제 해결과 수요 충족을 한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책  소외와 시장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농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여 삶의 질이 수  이하로 낮아진다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한 

유형의 사회 기업 육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2. 농촌지역 고유의 사회적 목적 발굴과 사회적기업 육성

  농  역시 인간의 보편  삶이 되는 정주 공간(human settlement)으

로서 도시와 다르지 않은 삶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주요 유형이라 해서 모두 농 에 고유한 사회 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농 지역 사회 기업 유형 역

시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농  사회 기업은 사회 기업가가 농 의 필요와 가치를 공간  실천

(spatial practice)에 의해 충족시키고 실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사회  목 이나 이의 실  방법(사업활동  사회 로그램)이 농 성에 

기반한다면 그 결과가 바로 농 형 사회 기업일 것이다. 농 형 사회 기

업은 농 성을 극복 는 실 하려는 사회 기업가의 공간  실천에 따른 

사회·공간  결과라 할 수 있다.

  농 형 사회 기업  공간  실천에 의해 농 성의 극복이나 실  가능

성을 높이는 유형이 있다. 동조합 모델과 사업지원 모델이 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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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들 유형의 농  사회 기업은 농업생산, 농산물가공, 농산물유통 

등 이른바 농산업에 특화되었다 할 수 있다.  농 성에 의해 공 이 부

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활동을 주로 개하는 고용 모델, 소득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농  사회 기업들 역시 농 성을 극복 

는 활용하려는 사회 기업가의 공간  실천에 따른 사회·공간  결과이

다. 이들 유형의 기업들은 향후 농 에서 보다 극 으로 육성해야할 것

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농어  공동체회사와 연계한 농  사회 기업

으로 발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농  고유의 사회  목 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

석에 따르면 농  고유의 사회  목 으로는 농가  농업활동의 보호와 

지원, 환경·경 ·생태 등의 보 , 통·문화· 술의 보존과 확산, 낙후지역 

활성화 등 농 의 가치를 보 하거나 농 의 구조  낙후성을 개선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농  고유의 가치 추구가 향후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의 보다 요한 사회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농림

수산식품부 등 농업·농  련 부처나 공공기 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

업을 육성하기 해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4.3. 유형별 정책지원의 다양화

  사회 기업에 한 직 보조 방식의 지원은 거의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

어 있다. 시설투자나 사업비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직 보조

가 아닌 융지원을 통한 간 지원방식이다. 즉, 출을 담당하는 은행의 

담보조건 등을 만족시켜야 혜택을 릴 수 있으며, 해당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세한 사회 기업, 특히 농 지역 사회 기업으로서는 부채라는 부

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농  장에서는 인건비 지원에 하는 시설·설비 투자, 

상품개발, 기술개발 등을 한 직 보조 방식의 지원을 확 ·다양화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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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 않다.  앞서 분석결과를 제시하 듯이 농 지

역 사회 기업은 유형별로 경 상의 취약분야나 애로 , 정책지원 수요 

등이 다소 간 상이하다. 이들의 필요를 히 충족하기 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인건비 외에도 다양한 직 보조 방식의 

지원을 마련하여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상황과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무분별한 정부자 의 사용이나 도덕  해이 등

을 방지하기 해 자부담 조건 등의 안 장치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4. 사업체계의 국지화와 사회적 경제의 지역적 구축

  농 지역 사회 기업은 후방 거래연계나 력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국

지화(localization)의 정도가 상 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김 선 등, 

2010). 이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세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계층  

에 더해 공간  이 강조되는 이들 기업의 특성, 그리고 농 성의 

한계와 가치를 극복하고 실 하려는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의 공간  실

천 노력 때문이기도 하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체계(business system)의 국지화와 지역  

착근(local embeddedness)은 농 지역 사회 기업들에 의해 정책  수요로

서 요구되고 있다<표 3-20 참조>. 즉,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1순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방안으로 ‘지역자원(산업체·민간지원기  등)과 연

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가장 높은 비 으로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육성을 해서는 이들의 사업체

계가 국지화  지역  착근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사회  경제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경제의 구축은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 기

업이 사회  목  실 과 사업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농 지역에서는 사회 기업의 사업 아이템 발굴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한 해답 역시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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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의 구축 속에 있다.

  원주 동사회경제 네트워크가 그러한 해답 제시의 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동 네트워크는 생 조직, 생산자조직, 신용 동조합 등 17개 단체와 5

개 사회 기업 등 2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체 참여 조직의 

회원수만도 3만5천명에 달한다. 네트워크의 구성 목 은 개별 사회 기업

으로서는 자립이나 사회  목  실 에 한계가 있다는 단 하에 이를 극

복하기 해 지역 내 사회  경제에 기반 한 사업생태계(사업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원주 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사회 기업의 사업 아이템 발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개별 기업의 차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사회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지역경제와 지역의 필요 충족이라는 틀 

내에서 발굴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사회  경제를 토 로 한 지역 사

업체계를 기반으로 달성하려 하고 있다. 

  원주 동사회경제 네트워크의 사례는 알터(Alter, 2007)의 사회 기업 

유형론에서 제시한 ‘혼합 모델(mixed model)’이라 할 수 있다. 즉 원주

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여러 유형의 사회 기업들이 지역 내 다양한 사회

 경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  지속가능성을 증 하고 사

회  목 을 실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터의 혼합 모델이나 

원주 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육성·발 을 해서

는 한편으로는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사회 기업 유형을 고려해야 하

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국지화를 통해 사

업체계인 지역 내 사회  경제 네트워크에 착근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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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연구의 개요

  제3장에서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유형화를 통해 기업  특성이 

다른 다양한 모델의 존재를 확인하 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은 농업·경

· 통 문화 등과  련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질 가능성이 도시지역 사

회 기업보다 높을 수 있다. 농 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수자원함양, 홍

수조 , 기정화, 토양보 , 생물다양성 보존, 경 보존 등 환경 보 의 

필요성이 높고 농 련 통문화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사회  

변화 속에서 활력을 상실하는 지역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기

업을 육성하는 략(특히 간지원조직)도 달라야 한다. 본 장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한 간지원조직의 발 방향을 모색한다.

  농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 ·물 으로 취약한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이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업모델을 살리면서도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해서는, 이들의 역

량을 문 으로 지원해주는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 강화를 한 구체 인 방안으로 농 지역 사회 기

업을 한 차별 인 간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간지원조직을 통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

기 해서 문헌조사, 설문조사, 외국사례조사, 문가 의회를 실시했다. 

문헌조사를 통해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개념, 역할, 실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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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제도와 문제 을 도출하 다. 그리고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설문

조사(184개 업체)를 통해 사회 기업의 역량 강화  간지원조직에 한 

요구를 악하고,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44개 

업체)를 통해 사회 기업과 련하여 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지원조직들 조직구조와 역량, 제공서비스  지원요구 등을 악하 다. 

그리고 사회  경제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종류와 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을 도출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기업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종사자, 사회

기업 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가 의회를 통해서 사회 기업 간지원

조직의 문제 과 발 방안 등을 도출하 다.

2.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황

  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이 운 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14 보건복지부,15 지자체16 등의 사회 기업 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운 하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는 사회 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 , 특화 지원기 , 청년 등 사회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  등이 있다. 사회 기업진흥원은 2010년 설립된 앙단 의 사회

기업 련 사업 총 기구로서 2011년 기  141억원의 산으로 청년 등 

사회 기업가 육성, 사회 기업 한마당,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소셜벤처

경연 회, 사회 기업 평가  모니터링, 사회 기업 홍보 등의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14 사회 기업육성법 제10조와 제20조
15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앙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16 역지자체로는 경기도, 기 지자체로는 남양주시의 사례가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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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 비)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충남, 충북, 주, 남, 북, 제주, 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등 14개 

권역에 사람사랑, 경기복지재단 등 15개 업체가 지정 운 되고 있다<표 

4-1>. 이들 기 은 ① 네트워크 구축  자원 연계, ② 신규 사회 기업 모

델 발굴·확산, ③ 사회 기업 인증 지원, ④ ( 비)사회 기업 상시 경 상

담  장지원, ⑤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권역별 지원기 에는 네트워크 구축  자원연계(25%), 신규 

모델 발굴· (25%), 인증지원(15%), 상시상담  장지원(20%), 홍보 

등 기타 업무(15%) 등에 포 인 사업비가 지원17되는데, 특화사업 수행

여부, 인근지역 통합 리 여부, 복수의 지원기  선정 등에 따라 사업비는 

추가 는 감액된다.

권역 지원기 권역 지원기

서울 사람사랑 주 순천 학교 산학 력단

경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남 목포 학교 산학 력단

경기복지재단 북
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인천 인천 역자활센터 제주 제주경상학회

강원 강원도 사회 기업 의회 구/경북 구사회연구소

한국창업 경 컨설 회 부산/울산 사회 기업연구원

충남 호서 학교 산학 력단 경남 창원  사회 기업지원센터

충북 충북  사회과학연구소

표 4-1.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  

자료: 고용노동부

17 서울(350백만원), 경기(260백만원), 강원(130백만원), 인천(130백만원), (130

백만원), 충북(130백만원), 충남(130백만원), 북(130백만원), 남(130백만원), 

주(130백만원), 부산(130백만원), 울산(130백만원), 경남(130백만원), 구·경

북(260백만원), 제주(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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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로보노, 농업·농 , 환경, 문화 술, 종교 등 분야별 특화 지원기

으로 (사)사회 기업지원네트워크 등 11개소가 지정되어 운 되고 있다. 

이들 기 은 ① 문(특화) 네트워크 구축  자원을 연계하고, ② 분야·

상·기능별 사회 기업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③ 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사회 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교육을 한다. 1년 단  계약으로 1억원 내외

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간지원조직에는 사회 기업가 양성을 한 청

년 등 사회 기업가 육성사업을 한 지원기 도 포함된다. 이러한 간지

원조직으로는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남, 호남, 제주 등 8개 권역에 

(사)씨즈, (사)함께만드는세상 등 19개소가 지정·운 되고 있다<표 4-2>. 

지역 지원기 지역 지원기

권
역

서울

(사)사회 기업
지원네트워크

충청

호서  산학 력단

(사)씨즈 (사)풀뿌리사람들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 은행

(사)퍼스트경 기술연구원

함께일하는재단
남

경남  산학 력단

경기
인천

경기복지재단 오공과  산학 력단

경원  산학 력단
호남

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유한 학 주NGO시민재단

강원 상지  산학 력단 제주 제주한라 학 산학 력단

업
종

문화 계명  산학 력단

교육 (사)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여성 이화여  경 연구소

표 4-2.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 등 사회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  

자료: 고용노동부

  이 기 들은 ① 창업  참여신청 수  우선순  선정, ② 내·외부 사

회 기업 문가  경 컨설  문가 등 5인 내외의 운 원회를 구성

하여 창업  우선순  평가  간 평가 등을 수행하고, ③ 상근 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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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7개 이상의 창업 을 상시 으로 지원, ④ 창업  간 네트워킹이나 

인큐베이 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⑤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자원과 창업 이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되

어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 멘토에 하여 약 3천만원의 인건

비가 지원되고, 기 의 사업 련 경비(창업  총사업비의 10% 범  내)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사업을 한 간지원조직으로는 국단 의 

앙자활센터, 역자활센터(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북, 구) 그리

고 기 단  지역자활센터(242개)가 있다. 보건복지부(2011)가 설정한 지

역자활센터의 기능은 ① 자활의욕 고취를 한 교육(근로능력이 있는 소

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기 능력 배양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운

), ② 자활을 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취업알선, ③ 자 창업 지

원  기술･경 지도(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 지원을 하

고, 창업 후에도 극 인 사후 리를 통해 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자활공동체의 설립･운 지원(기 수 자 등 소득층이 모여 경제 으

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설립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 인 지

원), ⑤ 사회서비스지원 사업(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탁 수행), ⑥ 기타 자활을 한 각종 사업(수 자 

는 차상 계층의 자녀교육  보육을 한 청소년자활 로그램 운 ), ⑦ 

기타 수 자 등의 자활을 한 사업이 포함된다.

  역자활센터의 역할은 ① 수 자  차상 자의 자활 진에 필요한 자

활지원을  한 조사·연구·교육  홍보 사업, ② 자활지원을  한 사업의 

개발  평가, ③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의 기술·경  지도  평가,  

④ 자활 련 기 간의 력체계  정보네트워크 구축·운  등이 있다.

  한 정부의 사업 수행 지원을 한 간지원조직 외에 민간 자발 인 

간지원조직도 있다. 사회 기업 련 정부사업별 민간 의회로 업종별

의회, 지역 의회가 있다. 업종별 의회에는 재활용(한국재활용 안기업

연합회), 청소(한국청소 안기업연합회), 주거복지(한국주거복지 회), 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돌 과연 ), 문화( 북문화 술 사회 기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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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네트워크)18 등이 있고, 지역 의회

로는 국사회 기업 의회, 역단  의회(서울, 경기, 강원 등), 기 단

의회(남양주사회 기업네트워크 등)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역자

활센터들의 지역 의회를 한국지역자활센터 회와 16개 역지부가 있다. 

  이 밖에 사회투자지원재단(사회 경제연구센터), 희망제작소, 일하는공동

체, 성공회  사회 기업연구센터, 신나는조합,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정부사업과 계없이 순수 민간 주도의 사회 기업 지원기 도 있다. 

3.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

3.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 요구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지원조직들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서비스 분

야를 조사한 결과, ‘ 로개척 등 시장 개’ ‘경 컨설 ’ ‘물 자원 개’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네트워크 구축·교류 진’ ‘사회 기업에 한 

인증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고 싶어 했다. 재 간지원조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정보 제공’ ‘네트워크 진’ ‘인 자원 개’ 등

이 가장 많았다.

  <표 4-3>은 농 지역 사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

는 서비스의 응답비율 차이를 나타낸다. ‘정보수집과 제공’ ‘네트워크 

진’ ‘인 자원 개’ 등은 과잉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 로 개

척 등 시장 개’ ‘경 컨설 ’ 등은 상 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경

향은 사회 기업 유형(인증, 비, 자활공동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18 www.sustainabletouri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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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 기업

비
사회 기업

자활
공동체

체

정보수집과 제공 -72.6 -58.2 -50.8 -64.5

물 자원 개 -3.2 1.8 6.2 0.9

인 자원 개 -38.1 -13.4 -23.7 -26.0

로개척 등 시장 개 24.6 23.9 21.8 23.6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12.8 4.6 5.6 -2.3

사회 기업 인증, 행정지원 -31.0 4.7 -6.4 -12.3

사회 기업 일상  운  자문 -22.0 -23.0 -13.0 -20.1

경  컨설 24.3 28.6 10.4 22.5

정부와 소통 -17.9 -11.1 -10.4 -13.6

네트워크 구축, 교류 진 -47.3 -24.6 -21.3 -32.9

행사기획  진행 -16.7 -7.1 -5.4 -10.6

조사연구  정책개선 제안 -11.7 -3.4 4.6 -4.8

표 4-3.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지원 서비스 요구 

단 : %

주: 음의 기호는 과잉, 양의 부호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비율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회사 운 과 련하여 지역자활센터, 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역의 공공조직(지자체 포함), 사회 기업 지역 의회, 지

자체 간지원조직, 지역의 NGO단체 등의 순으로 많이 교류하고 있는 반

면, 지역의 컨설  조직, 학연구소, 일반 소기업 지원조직 등과의 교류

는 었다. 사회 기업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증 사회 기업

과 비 사회 기업은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과 지자체 간지원조직, 

사회 기업 지역·업종 의회,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간지원조직과의 

교류가 많았지만, 자활공동체는 지역자활센터와의 교류가 압도 으로 많은 

반면, 다른 유형의 간지원조직과는 상 으로 교류가 었다<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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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 기업

비
사회 기업

자활
공동체

체

노동부 간지원조직 56.5 42.6 7.3 39.8

지자체 간지원조직 26.1 29.5 17.1 24.6

일반 소기업 간지원조직 5.8 11.5 12.2 9.4

사회 기업 지역 의회 40.6 29.5 7.3 28.7

사회 기업 업종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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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  조직 2.9 0.0 4.9 2.3

지역의 NGO 단체 18.8 18.0 9.8 16.4

학/연구소 4.3 8.2 2.4 5.8

지역자활센터 27.5 26.2 85.4 40.9

역자활센터 5.8 3.3 7.3 5.3

표 4-4.  농 지역 사회 기업이 주로 교류하는 기  

단 : %

주: 복응답결과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이 간지원조직들과 교류하는 내용은 간지원

조직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4-5>. ‘정보제공’과 련하여 고용

노동부 간지원조직, 사회 기업지역 의회, 지역자활센터와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물 자원 개’는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

원조직, 지역의 공공조직과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인 자원 개’는 

지역의 공공조직, 지역자활센터,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과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시장 개’는 지역자활센터, 지역의 공공조직,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과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종사자 교육훈련지원’은 지역

의 공공조직,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와 상 으로 교류

가 많았다. ‘인증·행정지원’은 지역의 공공조직,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과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기업의 운  일상과 경 에 한 컨설 ’과 

련하여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와 상 으로 교류가 많

았다. ‘정부와의 소통’과 련하여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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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회 기업 지역 의회와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네트워크  교

류’와 련하여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사회 기업 지역 의회, 지역자

활센터와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행사 기획  진행’과 련해서는 지

역의 NGO 단체,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역의 공공조직과 상 으로 

교류가 많았다. ‘조사연구와 정책제안’과 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간지원

조직, 지역의 공공조직, 사회 기업 지역 의회와 상 으로 교류가 많았

다. 체로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역자활센터, 지역의 공공조직 등이 

범 한 서비스분야에서 사회 기업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정보
제공

물
자원 
개

인
자원 
개

시장
개

교육
훈련
지원

인증, 
행정
지원

일상 
운  
자문

경  
컨설

정부
와 
소통

네트
워크  
교류
진

행사
기획 

 
진행

조사
연구  
정책 
제안

노동부 
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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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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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지
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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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기업 
지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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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기업 
업종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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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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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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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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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간지원조직 유형별 교류내용

 

주: 복응답결과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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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 지역 사회 기업들에게 회사 운 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력 트 가 구인지 간지원조직을 포함한 범 한 주체에 해 조

사한 결과, 농 지역 사회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 사업을 탁한 간지원

조직들보다 지자체와 앙정부  공공기 , 모조직, 업종조직 등을 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림 4-1>. 

4.40%

5.50%

6.10%

8.30%

16.00%

19.30%

24.30%

24.30%

30.40%

38.70%

42.00%

56.40%

대학

컨설팅관련 전문기관

기부자/조언자(프로보노) 등개인

자조직

타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그외일반기업

시민/주민단체(조직)

업종조직(협회, 네트워크)

모조직

중앙정부부처 및관련 공공기관

지자체

그림 4-1.  농 지역 사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력 트  

주: 복응답결과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3.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요구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 한 설문조사19를 통해 사회 기업 간지

원조직들의 조직구조(설립시기, 법 지 , 모기  계, 인력, 재정), 조직

역량, 사회 기업에 한 지원 황, 네트워킹, 지원 요구 등을 조사하 다

<부록 2>.

19 조사 상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일반 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간지원조

직 13개,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 8개, 보건복지부 간지원조직 15개, 민

간주도 간지원조직 7개 등 총 44개 다. 사업의 지역범 가 기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가 19개, 역인 경우가 19개, 국인 경우가 6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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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은 사회 기업 련 사업의 주무 부

처 는 근거 법령에 따라 다소 성격이 다르기에 고용노동부 간지원조

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보건복지부 간지원조직, 기타 민간주도 간지

원조직 등으로 나 어 조직 특성을 분석하 다.

3.2.1 조직구조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 다수가 정부의 사업시행에 따라 설립·운

된 것이다. 설립시기별로 5년 이하가 47.7%, 5~10년이 27.3%, 10년 이상

이 25.0%이다. 계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의 경우 5년 

이하가 71.4%, 지자체의 경우 62.5% 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지원조직도 조사 상의 86.7%가 

설립된지 5년 이상이었다<표 4-6>. 

　
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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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6.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설립경과연수 

단 : %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조사 상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77.3%가 모기 (법인)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기  내에서 독립  지 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38.2%, 부

설기 인 경우가 38.2%, 사업부서의 형태가 23.5% 다<표 4-7>. 모기 이 

있어도 모기 으로부터 폭 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9.1%에 지나지 않고, 

지원이 없는 경우도 45.5%나 되었다. 단,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의 경우 

모기 의 지원  여도가 다른 유형의 간지원조직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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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모기  있음 64.3 100.0 93.3 42.9 77.3

모기

지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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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여

일체 여 11.1 12.5 0.0 0.0 6.1

부분 여 33.3 62.5 46.2 33.3 45.5

자율성 보장 55.6 25.0 53.8 66.7 48.5

모기 내

지

독립지 10.0 25.0 76.9 0.0 38.2

부설기 20.0 75.0 15.4 100.0 38.2

사업부서 70.0 0.0 7.7 0.0 23.5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7.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모기 과의 계 

단 : %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산규모를 보면 1억～2억원이 36.4%로 

가장 많고, 2억~10억원이 25%, 10억이 과가 25% 그리고 1억원 이하가 

12.6%이다<표 4-8>. 1억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조직의 부분은 민간주도

의 간지원조직이다. 운 재원의 출처를 보면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보건복지부 간지원조직은 모두 2/3 이상이 정부로

부터의 100% 지원을 받는 경우 다. 정부이외의 재원(모기 이나 자체사

업, 기업으로 부터의 후원, 회비 등)이 있는 경우는 35.7%이며, 부분이 

민간주도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으로 조사되었다.

  인력규모면에서 65.4%가 10명 미만의 조직으로 운 되고 있고, 지자체 

간지원조직과 민간주도 조직이 체로 작았다. 보조인력과 담인력비

을 보면 50% 이하인 경우가 25.6%인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

의 경우 담인력비 이 낮고, 민간주도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경우

는 57.1%가 100% 담인력에 의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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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산

규모

1억원 이하 7.1 25.0 0.0　 42.9 13.6

1억～ 2억원 이하 50.0 37.5 26.7 28.6 36.4

2억～10억원 이하 28.6 25.0 26.7 14.3 25.0

10억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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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인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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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8.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산  인력 구조

단 : %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3.2.2. 조직역량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조직역량을 사회 기업 역량진단과 같이 다

섯 가지 역(조직비 , 사업기술, 인 자원, 조직구조, 조직문화)의 에

서 간지원조직을 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 로 분석하 다. 사회 기

업 간지원조직들은 체로 다섯 가지의 조직 역에 해 스스로 강하다

고 평가하 으며, 상 으로 조직원의 권한 임, 조직원 동기부여 등 조

직문화 역은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있다<표 4-9>. 보건복지부 간지원조

직의 경우 조직 비 과 정체성,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의 경우 사업기

술 등의 역에서 특히 더 취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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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기본

조직비 /정체성 5.21 5.50 4.79 5.86 5.23

사업기술 5.36 4.88 5.20 4.86 5.14

인 자원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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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모기 정체성부합 4.64 5.13 5.21 5.33 5.05 

담인력의 공감 5.36 5.13  4.80  5.86  5.20  

운 자율성 5.00 3.75  4.60  6.14  4.81  

조직물 인 라 4.71 6.25  5.33  4.29  5.14  

표 4-9.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조직역량 

주: 역량 역별 수는 리커트척도(1:약함~7:강함)에 한 자가진단 결과임.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일반 인 조직역량 외에 모기 의 정체성(사명과 비 )과 간지원 서비

스 업무의 부합정도, 담인력들의 역할  사명에 한 공감, 기  운 의 

자율성, 조직의 물  인 라(사무공간, 시설, 기기) 등도 조사하 다. 그 결

과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은 모기 의 정체성과의 부합정도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은 운 의 자율성 미약, 보건복지부 간지원조

직은 담인력의 해당역할에 한 공감과 운  자율성의 부족, 민간주도 

간지원조직은 물  인 라가 상 으로 부족하 다.

3.2.3. 제공 서비스와 교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정보수집과 제공, 민

간주체 간 네트워킹, 일상  기업운 련 자문, 교육훈련 지원, 인증지원, 

인 자원 개 등이 많은 반면, 정부와의 소통, 조사연구나 정책제도 개선

제안, 로개척, 물 자원 개 등은 상 으로 었다<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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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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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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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원 개 4.69 5.13 4.60 3.57 4.56

련행사 기획, 진행 5.07 5.25 3.60 4.29 4.48

경  자문, 컨설 5.07 4.43 4.27 3.71 4.47

물 자원 개 4.21 4.38 4.67 4.00 4.36

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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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주: 서비스별 수는 리커트척도(1: 서비스 제공 음~7: 많음)에 한 자가진단 결과임.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자체 역량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서비스는 외부에 의뢰하여 사회 기업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었다

<표 4-11>. 자체역량 심의 운 이 72.7%로 가장 많았고, 자체 역량만으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직도 15.9%나 되었다. 하지만 사회 기업 간

지원조직들이 자체역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사회 기업들이 요구하

는 것들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다.

표 4-11.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서비스 제공방식 

단 : %

구  분
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모두 자체역량으로 14.3 12.5 6.7 42.9 15.9

일부 외부 의뢰 78.6 87.5 66.7 57.1 72.7

외부역량 심 7.1 0.0　 26.7 0.0　 11.4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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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자체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

사한 결과, 정보수집과 제공, 네트워크 진, 종사자 교육훈련, 인 자원

개, 행사기획  진행, 일상  운  자문 등에서 비교  높았다<그림 4-2>. 

그림 4-2.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자체역량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

23.3%

30.2%

34.9%

44.2%

51.2%

58.1%

65.1%

65.1%

69.8%

72.1%

76.7%

79.1%

정부와소통

판로개척등 시장중개

경영컨설팅

조사연구및 정책개선 제안

물적자원중개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지원

행사기획및 진행

사회적기업 일상적 운영자문

인적자원중개

종사자교육훈련지원

네트워크구축, 교류촉진

정보수집과 제공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반면에 정부와의 소통, 로개척 등 시장 개, 경 컨설 , 조사연구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체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상 으로 었

다. 앞선 농 지역 사회 기업들에 한 요구 조사결과에서 외부 지원 요

구가 높았던 지원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재의 간지원조직들에 의해 자

체 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문성 보완  정보 수집을 해 교류하

고 있는 주요 기 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회

기업 업종조직, NGO 단체, 비 리단체, 사회 기업 연 조직 등이었다<표 

4-12>. 반면에 기업, 일반기업, 지방의회, 지역주민단체 등과의 교류는 

상 으로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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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지자체 5.38 6.50 5.07 4.57 5.35 

사회 기업 업종조직 5.14  5.25  4.07  4.00  4.63  

NGO 4.86  4.50  3.60  5.71  4.50  

비 리단체 4.86  4.25  3.87  5.43  4.50  

사회 기업 연 조직 4.71  4.50  3.73  3.71  4.18  

컨설  기 5.21  3.00  3.73  3.71  4.07  

앙정부 4.86  2.38  4.00  3.86  3.95  

지역 공공기 4.43  4.25  3.80  2.71  3.91  

학/ 연구소 4.64  4.25  2.93  3.86  3.86  

종교기 /단체 4.43  4.00  3.60  2.43  3.75  

로보노/자원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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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3.36  2.88  2.87  2.86  3.02  

기업 3.50  2.00  2.47  3.43  2.86  

표 4-12.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교류하는 주요 주체 

주: 해당주체와의 교류정도를 리커트척도(1: 교류 음~7: 교류 많음)에 한 자가진단 결과임.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3.2.4. 농업·농 과의 련성

  재 활동하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농업·농 과의 련성을 

분석하기 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 기업  농  소재 업체 수,  

사업내용, 네트워크 등의 에서 농업·농 과의 련성을 조사하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에 농 소재 업체가 없다는 응답이 53.5%로 가

장 많았고, 과반수 미만이 20.9% 다<표 4-13>. 서비스 제공 업체  과반

수 이상이 농 소재 업체인 경우는 25.6% 다. 기업의 사업내용과 련 네

트워크 등의 에서 농업·농  련성이 있다는 응답은 36.3%에 지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재 활동하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부분

이 농업·농 련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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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농

업체

비

없음 28.6 87.5 60.0 50.0 53.5

과반수미만 35.7 0.0　 13.3 33.3 20.9

과반수이상 35.7 12.5 26.7 16.7 25.6

농업

농

련성

없음 0.0 0.0　 6.7 0.0　 2.3

없는편 42.9 62.5 20.0 14.3 34.1

보통 28.6 0.0 26.7 57.1 27.3

련있음 21.4 12.5 40.0 0.0　 22.7

매우 련 7.1 25.0 6.7 28.6 13.6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3.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농업·농  련성 

단 : %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3.2.5. 지원 요구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제도 , 재정 으로 안정 인 기반이 마

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역에 한 조사결과, 종사자 임  등 근로조건 개선(58.1%), 자체 사업비 

지원(53.5%), 탁계약의 안정성(51.2%)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표 4-14>. 

노동부
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지원조직

복지부
간지원조직

민간
간지원조직

체

종사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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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계약의 안정성 78.6 12.5 33.3 83.3 51.2

종사자 문성 교육지원 28.6 25.0 46.7 16.7 32.6

사무, 교육공간 지원 35.7 12.5 40.0 16.7 30.2

간지원조직에 한 홍보 28.6 12.5 33.3 33.3 27.9

우수 문인력 제공 7.1 37.5 33.3 16.7 23.3

타 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 7.1 50.0 6.7 33.3 18.6

표 4-14.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지원요구 

단 : %

주: 복응답결과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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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체계의 문제점

  사회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한 외부 지원요구와 실제 사회 기업 

련 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는 괴리가 있었는데, 이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재정독립성, 운 자율성, 물 인 라 등의 취약

성과 서비스의 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3.3.1 간지원조직 운 의 자율성 부족

  다수의 간지원조직이 사회 기업과 련된 정부사업의 탁기 으로 

생겨났으며 운  재정의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사

업 련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경우 3/4이 자체수익이나 기업을 포함

한 민간으로부터의 기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 기업의 요구

보다는 로부터의 지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간지원조직에 해 정부 사업의 리인으로써 인식되기도 한다.

3.3.2. 간지원조직의 지속성  안정성 부족

  부분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정부의 사업추진 필요에 의해 

탄생된 조직이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을 둔 간지원조직

은 나름 로 간지원조직 지원에 한 법  근거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련 간지원조직들은 명확한 법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간지원조직을 선정하고 이들

에 한 운 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시 인 시범사업형태로 운

되기 때문에 간지원조직들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  안목에서 간지원조직이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한 투자를 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도 종사자 임  등 근로조건 개선, 자

체 사업비 지원, 탁계약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 기업 간지원

조직들이 조직의 재정  제도  불안정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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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3.3.3. 사회 기업 지원과 련한 문성 부족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 한 사회  인지도가 사회 기업과 마찬가

지로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지원조직에서 일할 우수한 인력을 확

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괴리 상은 간지원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인  능력(양 ·질 )의 한계, 련 사업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부터 오는 문성 부족, 지속  지원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3.4. 서비스의 장 착성 부족

  간지원조직의 인 역량 부족과 더불어, 아직 구조 으로 기  지방자

치단체 이하 단계의 지역에서 지역특색에 맞게 사회 기업들을 지원해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고용노동부 간지원조직은 권역

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심의 간지원조직 역시 아직은 

기 지방자치단체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 기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도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공공사업 탁기 ,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와 같은 공공기 , 농  등과 공익성 있는 기 들이 사회 기업을 지원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아직 사회  경제에 한 인식

이 부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을 지원하는 특정 부처의 사업에만 매

몰되어 있는 상황이다( :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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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사례와 시사 20

4.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약사

  유럽의 연합체 형태의 조직들( 동조합 등)은 다양한 사회  경제 조직

들로서 이미 오랫동안 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효율 으로 해왔다. 그

러나 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사회  경제 특히 사회 기업 부문에서 

면 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국의 동조합개발기 (CDA: 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경제운동으로 출발한 국의 노동자 동조합운동이 1970년  반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된 실업문제  산업공동화에 한 의미 있는 

안으로 공공부문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노동자 동조합을 극 으로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CDA들이 각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등장하

고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사회  경제, 특히 사회 기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회  경제 

반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의 발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에

서 의미 있는 정책  선택으로 인정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의 CDA와 스웨덴의 동조합개발기 (LKU: Lokal Kooperativ 

Utveckling)과 같이 공공부문이 주도하거나 사회  경제와 공공부문의 

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  경제 활성화를 한 간지원조직을 직  설립하

는 경향이 등장하 다. 

  벨기에에서는 새로운 사회  경제를 표하는 연합체와 새로운 사회  

경제의 아이디어를 극 으로 받아들인 기존 사회  경제 조직들의 연합

체들, 그리고 지역수 의 네트워크가 개발과 지원을 하 고, 차 공공부

문이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이들에 한 지원을 시작하 다.  

20 이 부분은 벨기에 리에주 학 사회 경제센터의 엄형식(2011)에 의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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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제 연합체들이 발달했던 이탈리아· 랑스·스페인 등에서는 변

화된 정책과 시장환경에 응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연합체들이 단순

한 회원들의 표체 기능을 넘어 극 인 정책개입과 다양한 로젝트 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참여를 통해 회원들에게 우호 인 정책  시장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변화에 보다 능동 으로 처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기 한 개발과 지원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주로 발달한 컨소시엄과 그룹 형태는 변화된 정

책과 시장 환경에서 사회 기업들이 능동 으로 활동하도록 발 시키는 

메커니즘기능을 했다. 특히 컨소시엄은 공공시장과의 이 확 되면서 

요구되는 일정한 정도의 규모와 리능력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지

역 착을 해 합한 작은 규모를 유지시켜 으로써 이탈리아 사회

동조합 발 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 다. 

4.2. 주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운 구조와 자원동원방식의 차이

에 따라 컨설  기  형태, 연합체 형태, 컨소시엄·그룹 형태가 나타난다.

4.2.1. 국의 동조합개발기 (CDA)

  국에서는 1950년  후반에 시작된 산업공동소유운동(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과 1960년  후반부터 신사회운동의 

향으로 확산된 안공동체운동이 1970년  반 노동자 동조합 모델을 

매개로 결합되면서 노동자 동조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6년 산업공동

소유법(Industrial Common Ownership Act)이 제정되면서 ICOM에 한 지

원이 제도화되고, 노동자 동조합들이 수혜 상이 되는 산업공동소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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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합에 한 우호 인 환경 속에서 1970년 후반 CDA들이 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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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과 운 구조  

  각 지역의 CDA들은 다양한 기원과 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별개의 

연합조직을 구성하는 활동은 미미했다. 연합조직의 탄생을 제약했던 이유

 하나는 90년 를 경과하면서 상당수의 CDA들이 CDA라는 명칭을 쓰

지 않고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1년 재 32개의 

CDA가 Cooperatives UK의 동조합 지원조직 지 로 가입되어 있다. 그

러나 CDA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집합 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인원, 활동내용, 실  등을 체계 으로 악하기 어렵다. 

  국의 CDA들은 다양한 법 지 를 가진다. 첫째, 회원들이 지분을 가

지고 있는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는 Industrial & 

Providence Society(이하 I&PS)의 지 를 가지고 있다. 이때 지분은 상징

인 액( , 1 운드)인 경우가 많으며, 회원은 해당 CDA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이미 활동하고 있던 지역의 동조합  사회 기업들이 

부분이다. 

  둘째, CDA의 컨설턴트들이 심이 되어 노동자 동조합의 지 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 지 는 자와 마찬가지로 동조합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 I&PS 는 소수의 인원으로 설립 가능한 유한책임 트

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사용된다. 

  셋째, 일부 CDA의 경우는 지방정부에 속한 기업지원기 의 한 부분으

로서 별도의 독립 인 지 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경우 기업지원기 의 

주요한 향력에도 불구하고 독립 인 성격을 보장하기 한 별도의 운

원회를 두고 있다. 일부 CDA들은 사회 기업을 한 법 지 로 새로 

도입된 지역사회이익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의 지 를 

가지고 있다. 

  많은 CDA들은 회원제로 운 되는데, 회원은 부분 지역의 동조합 

 사회 기업들이며 개인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회비는 가입과 동시

에 상징 인 의미로 1 운드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 회비가 

있는 경우라도 액이 크지 않다. 한 회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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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없는 경우도 있다. 

  회원은 기본 으로 CDA 총회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회

원을 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유료서비스에 한 할인 혜택, 그

리고 다양한 정보  훈련을 제공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회원구조는 CDA

에게 안정 인 인 /물  내부자원 동원구조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외

부 트 와의 력이나 로젝트 과정에서 상징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

과도 있다. 

  부분의 CDA들은 회원구조로 창출되거나, 지역사회 동조합  사회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심으로 하는 거버 스 구조를 갖추고 있

다. 종종 실무자들인 컨설턴트들을 표하는 이사들이 참여하여 노동자

동조합 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스코틀랜드의 CDS는 자치정부의 

공기업인 Scotland Enterprise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거버 스 구

조를 갖지 않으며, 별도의 자문 원회를 통해 CDA로서의 특수성을 반

하고 있다. 많은 소규모 CDA들은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소규모 노동자

동조합이나 트 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내부 구성원들

로만 이루어진 기능 인 성격의 거버 스를 갖추고 있다. 

나.  자원 동원

  CDA들은 매우 다양한 자원동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의 종류는 공

공부문 자원, 민간부문 자원, 내부자원, 유료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기 CDA들은 많은 경우 지방정부들로부터 보조 (공공부문 자원)을 

받았다. 보조 은 차 축소되거나 없어졌으나, 재에도 할 지역에 설

립되는 동조합  사회 기업에 한 무상컨설 을 명목으로 지방정부

들이 보조 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개발을 한 정부차원(가령, 

Single Regeneration Budget 1994~2004) 는 유럽연합 차원(유럽사회기

, 유럽지역개발기  등)의 로젝트들이 지방정부의 매칭펀드를 포함하

여 진행되면서 많은 CDA들이 로젝트 트 로 참여하 으며 이를 통해 

주요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당 정부에서 사회 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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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운용되었던 피닉스 재단의 기 을 통한 로젝트에 많은 CDA들

이 참여하 다. 1998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

되었던 RDA들은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을 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CDA들의 기존 활동분야를 흡수하여 어려움을 

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CDA를 지역경제개발의 트 로 인정

함으로써 새로운 공공부문 자원으로 기능을 하 다. 한 RDA들은 유럽

연합 지역개발정책의 직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CDA의 주요 트

가 되었다. 일부 CDA들은 공공 기업지원서비스인 Business Link와의 계약

을 통해 동조합  사회 기업에 한 상담을 Business Link로부터 의뢰

받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받거나 이용자에게 지 되는 컨설  바

우처를 받기도 한다. 

  민간부문 자원으로는 기존 사회  경제, 특히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소비자 동조합의 기여가 두드러진다. 표 인 사례로서, CDA들이 사라

지고 있던 1990년  후반 소비자 동조합인 Oxford, Swindon & Gloucester 

Co-op은 수익의 1%를 동조합 기업의 설립  발 을 한  투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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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비자 동조합그룹인 Cooperative Group에 의해 2010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Cooperative Enterprise Hub 로그램은 신규 동조합 설립이나 기존 

동조합 지원과 련하여 최  4일의 무료 컨설 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

인이나 화로 상자가 신청하면, CDA  련 문기 들로 구성된 지

역별 컨소시엄에 속한 CDA가 상자에게 컨설 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컨

설  제공에 한 비용은 Cooperative Group이 제공한 기 에서 지출된다. 

Cooperative Enterprise Hub에 참여하고 있는 기 들은 39개이며, 이  

Cooperatives UK 동조합 지원기 으로 가입된 CDA들은 25개이다.

  많은 CDA들이 회원구조  회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자

원동원 규모는 크지 않다. 일부 CDA는 독립 인 컨설턴트들의 트 십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컨설턴트들이 CDA를 통해 얻는 수입의 고정비율을 

운 비로 납부하는 형태로 운 비를 충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원  로젝트를 심으로 운 되는 일부 CDA들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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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의 CDA들은 유료서비스로 운 하고 있다. CDA의 유료서비스들

은 주요하게 컨설 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여 리  회계 리 등의 

사업서비스, 공간임 를 통한 임 서비스 등이며, 이용요 을 부과하는 방

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유료서비스가 CDA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은 체 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 으로 많은 유료서비스를 

운 하는 SEL의 경우에도 2010년 수입  유료서비스 내역이 포함된 ‘기

타 수입’이 체수입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SEL, 2011). 

4.2.2. 스웨덴의 동조합개발기 (LKU)

  스웨덴에서 1980년  반부터 시작된 청년실업 문제는 통 인 실업

책을 넘어선 새로운 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한 응으로 앙

정부, 통 인 동조합(주로 농업 동조합과 소비자 동조합) 그리고 노

동조합으로 구성된 동조합 평의회(Kooperativa rådet)가 1984년에 설립

되어 농업 동조합과 소비자 동조합이 각기 심이 된 두 개의 앙기구

가 청년실업 책 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하 다. 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노동자 동조합 설립을 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국 CDA 경험에 감을 받아 1986년 청년실업 책 로그램과 LKU

의 활동이 결합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조합 평의회가 LKU를 지원하게 

되었고 LKU가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LKU 인증 로세스와 인증된 LKU에 한 재정지원 시스템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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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후반, 로그램 도입 취지 던 청년실업이 1980년  후반 노

동시장의 과열로 일시 으로 해소되고, 통  동조합운동에 한 심

이 어들면서 두 앙기구는 해산되고 동조합 평의회는 약화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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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일시에 상실한 채 방치되었다. 이에 LKU들은 새로운 활동과 역할을 찾

으면서 새롭게 단 조직  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하 다. 

  사회서비스 공 의 변화에 따라 확산된 이용자 동조합과 노동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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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한 사회 동조합 등이 LKU들의 주요한 새

로운 서비스 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직 으로 련된 지방정부

들과의 력이 활성화되었다. 한 LKU들 간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발

하여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인 동조합개발기 회(FKU: Förening för 

Kooperativ Utveckling)가 1994년에 발족하 다. 이후 FKU는 2006년 이후 

Coompanio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던 지역 

LKU들도 명칭을 Coompanion으로 통일하게 된다.  

가.  황과 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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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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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25개 LKU의 총매출액은 6,500만 크로

네(약 720만 유로)이며, LKU의 회원은 882개 조직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00개가 새로운 동조합들이다. 이들 500여 동조합의 총 

매출은 9억 크로네 다(약 1억 유로). LKU들에 한 정부보조  총액은 

3,000만 크로네(약 330만 유로) 다(Coompanion, 2007).

  스웨덴의 민간단체의 법  지 는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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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분되는데, 동조합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 를 가진다

(Stryjan, 2001: 222-223). 재 25개 LKU들  Coompanion 스톡홀름을 

포함한 2-3개의 LKU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않는 민간단체의 지 를 가지

고 있으며, 나머지 LKU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 를 가지고 

있다. 

  창기 LKU들의 회원구조는 지역 민간단체들이 지역 학과 지역재단과

의 력을 통해 자발 으로 조직되었다. 1986년부터는 소비자 동조합이

나 농업 동조합이 주도 인 역할을 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트

들을 조직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1990년부터는 다

른 형태의 조직들과 지방정부의 기 들이 주도 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가



130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130

능하게 되었다. 결과 으로 LKU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설립

주체, 회원구조, 거버 스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거버 스 구조도 LKU마다 다양하지만, 기본 으로는 회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10명 내외의 이사회와 표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독립 인 지

를 갖는 개별 LKU의 활동에 한 궁극 인 책임을 진다. 즉, 컨설턴트들

의 고용주로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한다.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컨설턴트들

은 피고용인으로서 집행단 를 구성하여 이사회와 표의 지휘를 받게 된

다. LKU들의 네트워크인 Coompanion은 기부터 비공식 인 네트워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1994년에 FKU로 공식 출범하 다. 이후 2006년 

Coompanion으로 개칭하 으나, 창기와 마찬가지로 재까지 핵심 상근

인력이 1명뿐인 느슨한 네트워크로 운 되고 있다. Coompanion은 각 

LKU에서 1명씩 견한 표자로 구성된 총회를 연 2회 개최함으로써 주

요한 결정을 내리며, 총회 사이에는 지역 LKU 표들로 구성된 회의조직

과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회의조직을 통해 일상 인 운 을 진행한다.  

나.  자원 동원

  LKU로 인증을 받기 해서는 희망하는 지역의 주체(민간단체, 통  

동조합 는 지방정부 련 기  등에 의해 발의된)가 자신들의 회원이

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단체들을 통해 기본 재정을 조달해야 한

다. 인증된 LKU에 하여 앙정부는 동조합과 민간단체 설립에 한 

정보 , 동조합 설립  운 을 한 컨설  제공, 자 조달  네트워

크에 련한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에 한 지원으로서 LKU가 

자체 으로 지역에서 조달한 기본 재정에 상응하는 보조  340만 크로네

를 상한으로 지원하며, 이 과정은 매년 반복된다. 즉, 앙정부의 보조 은 

매년 지역에서 조달한 기본 재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는 동조합 평의회가 LKU에 련한 재정지원을 담당하 으

나, 1997년부터는 비즈니스 개발기 (NUTEK)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LKU는 보조  수령에 따른 활동을 기본 으로 수행한다는 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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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 활동에 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로

젝트들을 수행하거나 유료컨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추가 인 자원동

원이 가능하다. 1990년  반에 진행된 도심신재생 로젝트와 1990년  

반 이후 유럽연합 차원의 각종 로젝트들이 LKU의 주요한 활동기반이 

되어왔다. 

  기본 재정  같은 액의 정부 보조 을 제외한 로젝트  유료서비

스를 통한 재정수입의 비 은 각 LKU에 따라 추가 재정수입이  없는 

곳에서부터 체 산의 80%를 추가 재정수입에서 조달하는 경우까지 다

양하게 분포한다.

4.2.3 벨기에 사회  경제 컨설 기

  벨기에에서 19세기 반 이후부터 발달해온 통  사회 경제 조직들

은 주요하게 사회주의 계열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축으로, 카톨릭 계

열 정치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다른 한 축으로 발 해왔다. 개

별 인 동조합과 민간단체들은 독립 으로 등장하고 발 한 것이 아니

라, 지역차원의 노동조합  정당조직과 하게 련되어 조직되고 지원

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경제에 한 문 인 컨설  기 의 

신은 이들 노동운동·농민운동  정치운동 조직들이라 할 수 있다. 왈룬

지역의 10개 사회 경제 컨설  기   3곳은 사회주의 계열 동조합 연

합체 (Febecoop), 카톨릭 계열 동조합 연합체(Syneco) 그리고 통 인 

이데올로기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 

(SAW-B)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경제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 부터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문 인 조직들이 지역 학 등

과의 력을 통해 등장했으며, 기에는 연합체나 지역네트워크의 자원활

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지원활동이 차 체계화되면서 컨설  기 의 형

태를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인 SAW-B는 

1985년 왈룬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무소 소재지인 샤를루아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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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Boutique de gestion”이라는 컨설  제공 로그램을 운 하 다.  

이 로그램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이 로그램은 새로운 

사회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 정 작성, 사업계획 수

립, 재무  노무 계획, 회계 련 상담 등을 제공하 다(SAW-B, 2006). 

그러나 공공부문의 지원이 간헐 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연합체

들 내부와 지역단  사회 경제 네트워크에 련된 단체들에서 개발과 지

원 기능이 이루어졌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 다. 

  사회  경제에 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권화된 이후 1996년 벨기에 

왈룬지방정부는 사회  경제에 특화되어 컨설 을 제공하는 조직들을 ‘사

회  경제 컨설  기 ’이라는 지 로 인정하 고, 2004년부터는 련법을 

통해 시장활동을 하는 사회  경제 조직들21의 컨설 에 한 지원을 명목

으로 사회  경제 컨설  기 들에 한 보조 을 지 하기 시작하 다. 

가.  황과 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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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컨설 기 이 10개소가 있으며, 이들은 3개 연합체와 1개 안

융조직, 6개의 개별 컨설  기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 들은 2007

년 연합조직인 ApacES를 설립하여 공동의 이해를 변하고 있다. 

  사회  경제 컨설  기 의 법  지 에 해 2004년 법률에서는 사회

 경제 컨설  기 이 “기본 인 지 로서 비 리민간단체, 재단, 사회

목 기업 는 국 동조합평의회에 의해 인정된 동조합의 지 ”를 가

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익  목 과 리배분 지 는 제약

이라는 비 리성을 가진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21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회 경제 조직이란 재정의 50%이상을 재화  서비스의 

매를 통해 조달하는 사회 경제 조직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보조 이 재

정의 부분을 차지하는 비 리민간단체와 구분짓기 해 벨기에에서 공식

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를 들면, 사회 목 기업, 동조합, 노동통합 사회

기업 등이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133133

  재 10개 기  부분이 비 리민간단체로서의 지 를 가지고 있다.  

10개 기   SAW-B, Febecoop, Syneco가 실질 인 회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사회  경제, 사회주의 계열 사회  경제, 가톨

릭 계열 사회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들이다. 이 세 연합체는 기본 인 연

합체로서의 활동에 부가하여 사회  경제 컨설 기 의 기능을 하고 있으

나, 법률에 의하면 사회  경제 컨설  기 은 신규 설립지원을 기본 인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만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

다. 비 리민간단체의 지 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  경제 컨설  기

들의 경우, 총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선출하는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으

나, 이 경우 회원들은 사회  경제 조직들이 아닌 해당 단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개인들이나 지역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 스의 경우, 벨기에에서 비 리민간단체는 법률에 의해 회원총회

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 리민간

단체의 지 를 갖는 부분의 사회  경제 컨설  기 들은 이에 하는 

거버 스 구조를 운 하고 있다. 

나.  자원 동원 

  사회  경제 컨설  기 의 자원은 유료 컨설 을 통한 수입과 왈룬지방

정부로부터의 보조   기타 로젝트를 통한 수입,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공부문 로그램을 통한 수입으로 구성된다. 

  2004년 왈룬지방 법률에 의해 보조 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세

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조 을 지원받는 방식 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조 은 기

본보조 이 연간 32,000유로이며,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따라 추가

보조 을 최  40,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 이 사회  경제 컨설  기  재정 부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기본 으로는 유료 컨설 서비스를 운 한다. 유료 컨설 서비스

에 한 요 과 부과방식은 기 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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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이탈리아의 동조합 연합체

  이탈리아 동조합의 발달은 극  제도  뒷받침과 연합체의 역할이 

특징 이며, 스페인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노동자 동조합  사

회 동조합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반에 시작된 이탈리아 동조합 운동은 1882년 상법에서 동조

합 련 조항들이 언 되기 시작했으며, 1942년 민법에 의해 리기업과 

구분되는 조직형태로서 지 를 인정받았다. 특히 2차  후에 채택된 

공화국 헌법 45조에서는 “이탈리아 공화국은 사회  목 을 가지고 있고, 

리추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동조합의 사회  기능을 인정”하며, “가

장 합한 수단들을 통해 동조합의 양  증가를 진시키고, 한 감

독을 통해 동조합의 특성과 목 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 다. 이러한 

강력한 제도  인정은 동조합 연합체에 요한 권한을 주는 제도의 도입

으로 이어졌다. 

  후 동조합 운동의 모법이 된 1577/1947 법, 일명 Basevi 법은 동조

합 연합체들에 회원 동조합들에 한 일상  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연합체들이 단순한 이해집단을 표하는 것을 넘어 동조합 운동 일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성과 권한을 부여하 다. 이에 1886년 최 로 설립된 

Legacoop(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와 이념 인 차이로 1898년 

Legacoop에서 이탈한 카톨릭 계열 동조합들이 1919년에 설립한 

Confcooperative(Confederazione Gener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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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공화주의  경향의 동조합 연합체인 AGCI(Associazione Gener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가 1961년에 인가를 받았다. 

가.  황

  Confcooperative는 동조합 연합체  가장 규모가 큰 연합체로서 가톨

릭 계열의 동조합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00여 단 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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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2개 지역연합 (Unioni regionali), 80개 역도연합(Unioni provinciali), 

7개 역도간연합(Unioni interprovinciali)의 지역조직과 10개 부문을 표

하는 9개 부문연합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이  노동자 동조합을 표하

는 Federlavoro e servizi와 사회 동조합을 표하는 Federsolidarietà가 

사회 기업에 련된 부문연합체들이다. 특징 인 은 1991년 사회

동조합법 제정 이 인 1980년에 Confcooperative에서는 사회 동조합을 

지원하기 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 고, 1988년에 부문연합체인 

Federsolidarietà를 설립할 정도로 극 인 역할을 수행하 다는 것이다. 

Federsolidarietà는 20개 지역연합과 70개 역도연합의 지역조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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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되어 있다. 회원조합의 67%가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A

형 사회 동조합이며, 33%가 취약계층을 고용한 B형 사회 동조합이

다. 2009년 재 208,000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  15,000명

이 자원활동가이고 200,000여명의 노동자  13,500명이 취약계층 노동자

이다. Federsolidarietà는 이탈리아 체 사회 동조합의 55%를 포 하고 

있으며, 비 리부문의 13%를 하고 있다

  Legacoop는 가장 오래된 연합체로서 통 으로 공산당  좌 정당과 

정치 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15,000여 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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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상에 주요하게 련된 부문연합체들은 제조업 분야 노동자 동

조합연합체인 ANCPL, 서비스업 분야 노동자 동조합연합체인  Legacoop 

Servizi, 그리고 사회 동조합연합체인 Legacoopsociali가 있다. 이  

Legacoopsociali를 살펴보면, 2009년 재 2,250개 사회 동조합이 소속

되어 있는데, 이  A형 사회 동조합이 1,500개, B형 사회 동조합이 

650개, 컨소시엄이 100개이다. 35%의 회원 동조합이 남부지방에 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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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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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150만 명에 달한다. 

  AGCI는 공화주의  정치성향에 가까운 동조합들의 연합체로서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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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조합들이 19개 지역연합, 10개의 역도연합, 5개의 역도간연합

의 지역조직과 8개 부문연합체를 통해 소속되어 있다. 사회 기업에 련

되는 부문연합체는 노동자 동조합연합체인 AGCI Produzione e Lavoro, 

AGCI Servizi di Lavoro와 사회 동조합연합체인 AGCI Solidarietà이다.  

 

나.  자원 동원과 개발/지원

  공통 으로 단  동조합들은 연간 매출의 0.4%를 회비로 연합체들에 

납부한다(Corcoran and Wilson, 2010). 한 각 연합체 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발기 에 연간세 수익  3%를 납부하고 있다. 

  이탈리아 동조합 연합체들에서 개발과 지원 기능은 주로 장 동조

합들에 가장 착된 지역연합체를 통해 수행된다. 지역연합체들은 동조

합을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비창업자들에게 사업계획 수립  법률상

담을 제공하며, 기존 동조합들에게도 다양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고, 

동조합 간의 교류를 진시킴으로써 직 인 컨설  서비스 제공 이 외

에 동조합들 간 상호학습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동조합 연합체들은 부문별로 각각의 지역연합체를 두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각각 부문지역연합체들이 소속된 총  지역연합

체가 있는 이 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 동조합 

 사회 동조합 뿐만 아니라 소비자, 농업, 주거, 융 등 부문을 월

하는 동조합 간 연 가 가능하며, 이는 노동자 동조합  사회 동조

합들에 우호 인 지역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탈리아 동조합 연합체의 보다 특징 인 개발과 지원 기능은 동조

합 연합체들이 국가로부터 임받은 회원 동조합에 한 지도감독 기능

과 법률에 의해 연합체 내부에 조성한 동조합 개발기 을 통해 수행된다.

4.2.5. 스페인의 동조합 그룹

  스페인의 동조합 그룹은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동조합 그룹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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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역의 ASCES 그룹과 같이 1975년 민주화 이 부터 정치 , 경제

으로 고립된 노동자 동조합들의 발 을 한 요한 수단이었다. 

  스페인의 동조합 그룹은 기본 으로 수평 으로 결합되어 연합체 성

격을 가지는 동시에 일정 부분의 사업  연계를 수행하는 동조합들의 조

직형태를 의미한다. 일반기업 그룹이 소속 기업들을 단일한 재무  상으

로 보고 경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에 비교하면, 동조합 그룹은 

공통 인 경 부문을 공유하고 있는 낮은 수 의 집단 는 네트워크로 간

주될 수 있다.  

  동조합 그룹 개념이 갖는 개념의 혼선을 없애기 해 1999년 스페인 

동조합 일반법은 동조합 그룹에 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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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의 동조합 그룹 련 78조는 동조합 그룹이 ‘소속된 동조합들

이 부여한 권한에 기 하여 수립된 집행조직이 소속된 동조합들에 해 

권력과 지시를 행사할 수 있는 조직형태’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조

합 그룹이 일반기업들의 그룹보다는 낮은 수 이지만, 개별 동조합들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컨소시엄에 비해 보다 앙집  성격을 가

짐을 보여 다(Zelaia, 2011). 

가.  황 

  스페인의 동조합 그룹 황에 한 별도의 자료는 없다. 반면 이탈리

아 동조합 그룹은 2009년 재 100여개의 동조합들이 참여한 30개의 

그룹구성 약이 등록되어 있다(Zanotti, 2011). 

나.  자원 동원과 개발 지원

  동조합 그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동원하며, 기본 으로 회원 

동조합들의 기여를 통해 재정을 구성한다. 

  동조합 그룹은 일반기업이 지배 인 시장에서 동조합이 겪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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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 고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틀로서 역할을 한다. 

한 일반기업을 제로 발달한 기업 련 제도들로부터 소외되는 동조합

들에게 유용한 제도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Zelaia, 2011).  

  동조합 그룹은 회원 동조합들에 한 개별 인 경 지원을 넘어 그

룹 반의 경 을 략 인 에서 통합 으로 운 함으로써 성과의 공

유, 단기 인 인원조정에 한 공동 처, 공동의 이낸싱  기  조성, 

조사개발 기능의 집 , 공동의 사회공헌활동 등 동조합의 설립과 발 에 

필요한 요한 요소들이 내부자원을 기 로 실 되게 하는 수단이다. 

4.3. 유럽 사례의 시사점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사례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역시 사회 기업이어야 한다. 1980년  

이후 유럽 각국에서의 사회 기업 상은 그 기원, 발 과정, 사회정치  

맥락, 주요 행 자, 공공부문의 역할 등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

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상을 사회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일종의 수렴 상이 발견된다.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은 사회 기업의 활성화를 기본 인 사명으로 하면서(사회  목 ), 활동

을 안정 으로 지속시키기 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경제  목 ), 이

를 통해 궁극 으로 지역사회와 사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에

서(사회정치  목 ) 다 인 목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목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공공부문의 자원, 

유료서비스 등 시장을 통한 수입 그리고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오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혼합하여 동원하는 형 인 자원혼합조직으로서의 

특징을 보여 다. 한 다 목 과 자원혼합의 효과 인 실천을 해 기본

으로는 민주 이고 참여 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많은 경우 다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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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간지원조직의 역량은 내부자원  지역사회로부터의 자원동원 

능력이다. 유럽의 사회 경제/사회 기업 상이 상 으로 잘 발달한 이

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형태로서 연합체와 컨소

시엄·그룹이 발달하 다.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은 사회 기업 간지원

조직으로서 ①기본 으로 내부자원에 토 를 둠으로써 안정 인 자원동원

이 가능하고, ②지원의 상이 되는 사회 기업들과 하면서도 안정

인 계를 유지하고, ③개발과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실무진 이 외에도 다

른 회원 사회 기업들의 자원과 문성을 동원하고, 개발기  등 내부자원

에 바탕을 두면서도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고, ④

기능 인 지원 이 외에, 사회 기업들을 표하여 정책 시장 환경의 개

선을 해 개입할 수 있고, ⑤컨소시엄·그룹의 경우, 간지원조직의 지원

이 회원 사회 기업들의 사업  성과로 직 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원

방식이 매우 효율 이다. 컨설  기  형태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

이 회원제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한 활동 역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형태가 갖는 장 을 취하기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 자원의 안정  결합이 요하다. 달방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다양한 공공부문의 자원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제한 이지만 안정 인 공공부문 자원의 투입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독립성과 신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웨덴 LKU와 벨기에 사회 경

제 컨설  기 에 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자원확보를 한 자구 인 노력

을 제로 체 재정의 일정 부분에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지원시스템이 정교하게 제도화됨으로서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은 자

원동원에 한 안정  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장기 인 

략수립이 가능하다. 연합체가 수행하는 개발과 지원 기능, 특히 신규 사

회 기업 설립에 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련한 공공부문의 자원 지원은 

연합체들의 자원동원에서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 사회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안정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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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간지원조직은 지역 착  성격을 가져야 한다. 유럽은 회원 사

회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이외에 컨설  기  형

태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도 회원제도 는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 CDA와 스웨덴 LKU

와 같은 컨설  기  형태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 있어서 지역사회

에 기반을 만드는 것은 지원하는 사회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 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종의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게 있어서는 

물질 , 정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한 사회 기업으로서 사회  

목 과 경제  목 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사회일반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사회정치  목 을 수행하는 가장 직 이고 구체 인 실천이 된다. 

일반기업들의 연합체나 컨소시엄·그룹이 리추구의 극 화라는 이해 계

를 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데 비해, 사회 기업의 연합체와 컨소시엄·그

룹은 경제  이해 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일반의 발 을 추구한

다는 근본 인 목표를 집합 으로 실 한다는 의미에서 조직된 시민사회

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회 기업의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이들 조직들이 사회 기업을 표하여 지역의 다른 사회  

경제 행 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참가하며, 이를 통해 회

원 사회 기업들에게 우호 인 제도화된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다섯째, 사회 기업의 사회  목  추구에 한 지속  지원이 요하

다.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은 사회 기업들의 경제 인 측면에 한 지

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목 의 유지와 강화를 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개별 사회 기업의 성공 략으로서 사회  목 의 유지, 

강화를 주요한 처방으로 제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목 성의 강화와 이로부터 일탈하기 쉬운 사회 기업의 기회주의  행태

를 통제함으로서 사회 기업 부문 반의 사회  목 과 윤리  성격을 유

지하기 한 것이다. 이탈리아와 랑스의 노동자 동조합, 사회 동조

합 연합체들과 같이 국가로부터 동조합에 한 지도감독을 임받은 경

우, 개별 동조합들에 한 사회 , 윤리  지도를 실질 으로 실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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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국 CDA의 경우, 사회  감사, 사회 가치측정 등 다양한 사

회  성과 측정기법을 함으로서 사회 기업들의 사회  목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5.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강화를 한 간지원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농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농 지역 사회 기업에게는 일반 도시지역의 

사회 기업과는  다른 역량이 요구되고,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한 

활동의 측면에서도 농 지역 사회 기업에게는 차별  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강화를 한 간지원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앙· 역·기  단계에서 공공 부분의 

유기 인 역할 분담체제와 농 의 사회 기업을 한 별도의 간지원체

계 구축을 제안한다<그림 4-3>.

그림 4-3.  농 지역 사회 기업 역량 강화를 한 지역수  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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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단 에서는 농업·농  련 사회 기업 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 지역 사회 기업의 CEO에 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역단

에서는 사회 기업 지원기 과 농과 학 그리고 농업·농  컨설 기 , 농

업기술원 등이 연계하여 사회 기업의 기 역량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이

를 통해 간 리자, 장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학생에 한 농

업·농  창업보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 지자체 단 에서는 지역자활

센터와 농업 련 기 , 특히 농업기술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착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문제에 심 있는 사회 기업가를 발굴할 필요

가 있다.

5.1 광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사회 기업 련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역개발과 련한 

앙정부의 부처별 사업이 역자치단체를 거쳐 기 자치단체까지 행정체계

에 맞춰 수직 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 단 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상이 그 로 답습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  활용과 사업의 시

지효과 제고를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 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역지자체는 다양한 정부차원의 사회  경제 련 사업의 

통합(깔 기 역할)을 추진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그림 4-4>.

  역지자체 단 에서는 기 지자체 단 에서 할 수 없는 ①사회 기업

의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지역의 요구와 문제 발굴을 한 조사와 연구 기

능을 강화하고, ②지역 사회 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③재정기반이 취

약한 사회 기업에 한 재정 지원( 출 포함), ④사회 기업  사회 기

업 련 주체간의 네트워킹 활성화(홈페이지, 소식지 발간 포함), ⑤ 역단

 네트워킹과 앙정부와의 매개를 담당하여 기 지자체의 장 착형 

간지원조직에 한 문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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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역지자체 단 의 사회 기업 련 정책의 통합추진 

   

유정규. 2011. “농 경제활성화, 새로운 근.” 안농정토론회.

5.2. 기초지자체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 구축

  역지자체 단 뿐 아니라 기  지자체 단 의 사회  경제 조직을 통합

으로 지원하는 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  경제 분 기 띄우기와 네트워크 만들기가 선행되어

야 한다( 를 들면, ①공무원과 함께 장 방문을 하면서 공무원의 사회

기업에 한 이해와 문성 높이기, ②지역내 다양한 사회  (가용)자원에 

한 조사 실시, ③지역단  공공/민간 사회 기업 Academy 운  등의 활

동이 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  경제에 한 공감 가 어느 정도 이루

어지면 지역자원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  경제권에서 일할 인

자원 발굴 등이 후행되도록 해야 한다.

  기  지자체 단 의 장 착형 지원조직으로는 이미 지역에서 수년간 

자활공동체를 육성해오면서 노하우  물 ·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의 자활사업

을 펼치는 지역자활센터는 민간기구이지만 기 지자체 단 로 없는 지역

이 19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국 인 조직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

업은 한국에서 사회  기업의 기 사례로 재도 노동부의 인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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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 지 않은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자활근로 사업의 운 을 바탕으로 자활공동체를 결성하는 일련의 과정

은 사회  기업을 조직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지역자활센터가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조직화와 련된 노하우는 사

회 기업의 지원과 련하여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개의 지역자활센터는 안정 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 4

인 이상의 정규직 실무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직률이 높긴 하지만 체

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리더(센터장, 실장)들은 상 으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와 련한 문 인 교육을 이수한 이들도 

상당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 내에서 사회  경제 네트워크를 조직하거나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하다.

  지역자활센터의 국 인 네트워크는 정보의 공유와 경험의 수에 매

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사회  기업의 조직화에 이 네트워크는 요한 역

할을 하기도 했으며, 업종별로 안기업을 표방하는 조직을 창출하기도 하

고,22 때로는 몇몇 지역자활센터들의 연 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

다.23

  자활사업단을 운 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사업단을 

매개로 한 연계에 강 을 가진다. 를 들면, 농  지역에서 각종 농업 분

야의 생산자 조직과 연계해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매장을 운 할 수 있다. 

지자체와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농  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지역자활센터는 개자

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많은 가능성을 지닌 지역 내부의 자원이지만 많은 경우 

지역 내부의 자원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한 역할까지 고민하지 못하는 실

정이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간지원조직으로서, 농 지역 사회 기업

22 (주)온 어, (사)주거복지 회, (사)재활용 안기업연합회, 청소 안기업연합회 등
23 강원도의 정선, 횡성, 월, 동해에서 ‘늘푸른 환경’이라는 청소 분야의 사회  

기업을 각자 조직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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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굴 창구로서 농업·농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를 본격 으로 활용한

다면 농 지역 사회 기업 활성화의 가능성은 높다. 이와 련하여 지역자

활센터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공동체가 사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부족한 문성(기업가 마인드, 마 과 기술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농업분야 문성을 갖춘 농 진흥기 , 농어 공사, 농  등의 농업

련기 과의 자원이 연계되도록 진할 필요가 있다.

  농 의 경우 홍성군 홍동면 ‘지역센터마을활력소’와 제천시 덕산면 ‘농

마을공동체연구소’처럼 면단  장 착지원을 한 풀뿌리 조직 육성

도 필요하다.

5.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농 지역은 산업변화와 인구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공/

사회서비스에 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사회 기업에 한 필요가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농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합한 사회 기업의 

설립과 발 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이 요구된다. 그러

나 농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활동이나 운  

자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며, 다만 농 지역에 합한 사

회 기업 모델의 개발과 가 주요하게 구별되는 특수성이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농 형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이라는 새로운 조직범

주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농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 기업 간지원

조직들과 농 지역에 합한 사회 기업 모델과 정책을 개발하는 특화된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 사이의 긴 한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 기업 특화지원기   농어  문기 으로 

한국농어 공사의 농어 공동체지원센터, (재)지역재단, 완주커뮤니티비즈

니스센터 등 3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군마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활

센터들이 오래 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 농

마을개발 련 사회 기업들도 문 인 경험을 축 하고 있는 바, 기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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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 간 유기 인 력을 통해서 농 지역에 합한 사회 기업 모델을 

구체 으로 지역에서 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농림수산부  행정

자치부 등 련 부처에서 기왕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의 력을 활

성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다양한 로젝트를 추진함으로서 보다 효

과 으로 농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앙( 역)단  농어  사회 기업 의회 조직  담 간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 연구원, 지역 농과 학,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

센터, 농어 공사 지사, 지역 농 , 농민단체 그리고 각종 농업계 비 리법

인 간의 사회  경제에 한 공감  형성  문성 연계를 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 단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농 련 문성을 지원해

야 한다. 더불어 지역 농과 학생, 귀농( )인력들이 사회 기업가 는 사

회 기업 간지원조직 코디네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5.4. 중간지원조직의 법적기반 마련

  사회 기업에 한 문성 있는 지원이 간지원조직들에 의해 안정

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해서는 일본의 NPO지원법이나 유럽의 동조합

법과 같은 법 기반 마련이 시 하다. 한국과 같이 공공부문이 사회 기업 

육성을 주도하고, 시장 심 인 사고가 사회 반에 지배 인 곳에서는 사

회 기업이 정부정책의 수단이 되거나, 일반기업들의 사업확장 수단 는 

기회주의  행 자들에 의한 공공자원의 약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형 으로 

서비스 수혜자와 서비스 비용 지불자가 불일치하는 조직형태인 간지원

조직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회주의  행동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기

회주의  행동을 최소화시키기 해서는 비 리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Hansmann, 1980), 민주 이고 참여 인 지배구조와 더 나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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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통해 정보불균형의 문제를 극 으로 해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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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합법과 같이 민주 이고 참여 인 지배구조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 기업들은 상 으로 지배구조에 

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노동

자 동조합과 사회 동조합과 같이 지배구조를 조직운 의 심으로 두

는 법 지 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법 지 가 없는 상황에서는 표 정

과 연합체 등을 통한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해 민주 ·참여  지배구조와 

다 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개별 사회 기업들이 운 원칙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5.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간지원조직에 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규모, 지원방

식, 기 하는 간지원조직의 발 방향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 인 활동을 해 충분하고 안정 인 자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

회 기업 간지원조직들이 안정  지원에 의존하면서 공공부문에 종속되

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기본 인 최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 을 안정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되, 

벨기에 사회  경제 컨설 기 의 경우처럼 사업실 에 연계된 추가 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본재정 조달을 조건으로 앙

정부의 매칭펀드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의 LKU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기업 간지원 조직이 우선 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지역사회 주체들과 트 십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도록 만들어  것

으로 기 된다. 

  공공부문의 향력이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 종속되지 않

는 안 인 간지원조직 모델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연합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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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그룹 형태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원은 차 으로 연합체 는 연합체 역할을 하는 컨소시엄·그룹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6.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역할 강화

  국 차원에서 간지원조직을 정비하여 체계화하고 지역별·업종별 연

합체 간의 역할 분담과 이를 통한 구체 인 네트워크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정보교류  학습을 한 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 인 교류와 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이 안정 이고 효과 인 사회 기

업 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주거복지, 청소, 재활용, 간병, 가정 리 등 자활지원사업  실업극복 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성장한 업종별 연합체들과 한국 안기업연합회

와 같은 사회 기업 연합체가 실질 으로 간지원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 형태의 간지원조직 강화를 해 이들 조직들

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  안에서 간지원조직 기능에 한 공공부

문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벨기에 사회  경제 컨설 기 과 같은 방식

으로 컨설 기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설 기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연합체

와 컨소시엄·그룹 형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24 

  유럽의 연합체 형태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에서 요한 지원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내부 개발기 과 회원 사회 기업에 한 지도감독 활동을 

24 참고로 한국의 사회 기업 권역별 지원기   연합체 형태가 운 하는 것은 

재 15개 권역별 지원기   강원도사회 기업 의회 1개소이다.

(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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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합체에도 용할 수 있다. 개발기 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강제

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기기  지원을 매개로 하여, 회원들의 상호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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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가 스스로 채택한 정체성 선언이나 윤리헌장을 회원 사회 기업들이 

수하도록 강제하고 감독하는 활동을 간지원조직 기능에 한 공공부문 

지원의 기본 활동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컨소시엄·그룹의 경우, 효과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련 법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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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지 로서 기능하기 해서는, 컨소시엄·그룹을 구성하는 사회 기업들

에 한 별도의 법 지 가 함께 필요하다. 즉, 노동자 동조합이나 사회

동조합과 같이 ‘ 동’의 원칙에 기반한 조직형태에 한정하여 ‘ 동’의 

원칙이 2차·3차 수 에서 구 될 수 있는 법 지 로서의 컨소시엄·그룹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 기업 간 는 일반기

업과의 결합에 있어서의 원칙을 규정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자본소유에 

비례하는 비 칭  력구조, 더 나아가 일반기업에 의한 사회 기업의 하

도 구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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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기업 사업모델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과제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제 으로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로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리기업이나 공

공부문은 물론 시민단체나 통 인 비 리법인과도 다른 사업방식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은 체로 사회  가치의 추구 면에서는 높은 

수를  수 있지만 경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자활사업단 등 

과거 비 리법인의 사업방식 답습, 정부의 지원방식에 향을 받은 유사한 

사업형태나 비효율  운 , 시장 상황에 응한 마  활동의 부족 등이 

지 되고 있다(곽선화, 2009). 

  그 결과 정부의 지원이 단되면 존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지 않을 것

이라는 우려가 많으며, 실제로 인건비 지원기간(3년)이 지나면서 사업규모

와 고용을 이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반면 악화되는 경 환경에서 기

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원래의 사회  목 이 뒷 에 려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많은 사회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 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 역의 환과 확장,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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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 간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진행 

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지역개발, 문화운동 등 사회  목 의 지평

을 확 하기 한 사회  경제 간 논의와 지역 단 에서의 공동사업 움직

임도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 기업의 발 을 한 사업모델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서 련된 이론이나 실 분석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사회 기업의 

연륜이 짧아 개별 기업의 사업모델이 정착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

만, 사회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  가치에 한 평가의 어려움과 시장경제 

속에서 사회 기업의 경제  자립에 한 입장이 불분명한 에 기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 선도 인 사회 기업의 경험을 비 으로 

검토하여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 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떠

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한 사회서비

스의 공 이나 일자리 제공, 농 지역개발을 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공공부문이나 민간시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악하고자 하

다.

  둘째, 해당 사업 분야의 시장상황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동향 등 사업

여건을 조사한 후에 사회 기업이 경제 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았다. 민간의 경쟁시장이던 정책으로 조성된 공

공시장이던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 략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유의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해당 분야 사례기업의 사업 평가에 근거하여 사업모델의 개선방향

을 제시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하 다. 특히 인건비 보조와 같은 가변

이고 한시 인 정부 지원에의 의존을 일 수 있는 안 제시가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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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1.2.1. 사업모델의 구성요소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의 핵심 인 두 축은 사회  목 의 달성과 경제

 지속성의 확보다. 경제  지속성은 그 자체가 목 은 아니지만 지속성

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  목 의 달성도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경

성과 측면에서의 지표이지만 기업의 잠재  역량을 악하기 해서는 추

가 인 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실의 사회 기업들의 경 이 안정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라 (2010)의 견해를 토 로 사

업모델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되 사회  목 과 사업의 연계성 여부를 보완

하 다. 보완된 사업모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과제의 요성과 사업과의 실질  연계

     - 표방하는 사회  목 과 사업 연계의 합성

     - 사회  목 의 변화와 확장

     - 정부, 시장, 기존 비 리법인 등의 문제 근과의 차이

  ② 경제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

     - 목표시장의 성격(공공시장, 경쟁시장)

     -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과 동향

     - 경쟁시장 동향과 확보 방안

     - 시장경쟁력과 신성

  ③ 기업 조직으로서의 경  역량

     - 상품개발과 마  능력

     -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생산과 공 , 품질 리의 로세스 

리의 표 화와 개선

     - 련 단체, 기구, 기업과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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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사연구 차와 방법

  도출된 사업모델 구성요소에 해서 사회 기업의 경 실태 조사를 통

해 그 다양성과 수 을 악하 다.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은 연륜이 짧은 

편이어서 조사 기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주요 업종별로 선도  

기업을 상으로 심층 면 조사를 하 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사업모델을 평가하 다. 특히 경쟁시장

과 공공시장의 동향에 근거하여 시장 확보를 한 기업들의 경 사례와 함

께 사회  목 의 실 을 한 구체 인 노력을 평가하 다. 이와 함께 농

지역 활성화를 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사례도 소개하 다.

  마지막으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안하 다. 

여기에서는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 자체의 노력이 경주되어

야 할 사항도 제시하 다.

사업모델 
구성요소 
도출

선도
사회 기업 

조사

사례기업의 
사업모델 
평가

사업모델의 
개선과 
정책지원

그림 5-1. 사회 기업 사업모델의 연구 차

1.2.3.  상 사업분야와 업체 선정

  조사연구 업종을 선정하기 하여 기존 연구에서 언 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역할과 재 인증 사회 기업의 업종을 참조하 다.

  농 지역 사회 기업에 기 하는 역할은 취약계층에 한 사회서비스의 

확 와 달 체계의 효율화, 지역농업과 연계된 가공·유통업의 개발로 부

가가치 증 , 지역의 생태·환경·문화 보 과 낙후지역 개발, 취약계층 등에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구와 지역사회 유지로 나타났다(Michael, 2003; 

지역재단, 2009; 오내원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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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제공, 농업연

계  지역개발,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구분하 다.

  사회 기업의 인증 조건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이 있지만 여기에서

는 장애인 문 취업체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취

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이라 하더라도 부분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농업연

계 등의 사회  목 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농 지역에서는 취업자  연

령 기 (55세 이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 이 매우 높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을 구분하는 실질  의미가 다고 단하 다.

  사회서비스 제공에서는 돌 과 교육, 의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노

인과 장애자, 장기 환자 등에 한 돌 서비스는 통 인 사업분야이지

만, 노령화와 복지사회 진 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  수

에 한 요구로 사회 기업의 역할이 기 되는 분야이다. 교육과 의료 서

비스는 기존의 병의원과 학교, 사교육이 채워  수 없는 맞춤형 서비스와 

안  서비스의 제공에 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이다. 더구나 농

지역에서는 인구 분산으로 사회서비스의 달이 어려운 원격지가 많아 

서비스 달체계 개선의 사회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연계  지역개발에서는 농업생산·유통·가공, 지역개발, 문화· , 

주거 개선, 자원 재활용 분야를 선정하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사회

기업의 지향성에 비추어 농업과 농업 련 사업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

는 분야이다.25 최근에는 농 지역의 사회  경제에서 친환경농업의 확산

을 넘어 로컬푸드 지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지역개발과 련해서는 

다양한 업종을 선택하 는데, 특히 귀  지원과 안 업을 성장 가능

성 있는 분야로 보고 조사하 다. 통 문화 복원과 유지, 공연문화 사업은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포함하지 못하 다.

  이상을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는 <표 5-1>과 같이 총 9개 분야에 16개 

기업을 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 다.

25 농 지역(도·농통합시와 군 지역) 농업연계 분야의 인증 사회 기업 46개  

26개 업체(57%)가 2010년에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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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야 업종(사업 분야) 인증 사회 기업 수 사례 업체 수

사회서비스 제공

돌 서비스 41 2

교육 복지 4 1

의료 복지 2 2

청소 18 -

농업연계 

지역개발

농업생산·가공·유통 46 3

지역개발 1 1

주거 개선 8 2

문화· 15 1

자원 재활용 21 2

장애인 문 고용업체 (26) 2

일반 제조업 22 -

기타 9 -

계 187 16

표 5-1.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업종 분포

주: 1) 농 지역(도·농통합시, 군)에 소재한 인증 사회 기업 187개의 분석임(2011.4 기 )

   2) 장애인 문 고용업체 26개는 업종별 업체 수와 복되는데 제조업 16개, 농업연계 

8개, 기타 2개 업체임.     

2.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업종별 사업모델 분석 

2.1. 돌봄서비스

2.1.1. 사업 개요와 사회  과제

  돌 서비스는 환자 간병,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돌 , 아이 

돌 , 산후 서비스를 포함하며 민간 시장과 정책지원사업 시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는 통 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제도화되지 못하던 돌 서

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  목 을 추구한다. 첫째, 이용자

와 가족의 경제·사회·신체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분담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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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 신장과 서비스 제공

기 의 합리 인 수익성의 균형을 꾀한다. 특히 리업체의 과도한 시장경

쟁으로 인한 노동권의 침해와 서비스의 질  하락을 방지한다.

2.1.2. 사업 환경

가.  시장 여건

  돌 서비스는 순수 민간시장과 사회보험  조세가 투여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이 민간공 방

식으로 환한 결과 비 리기  외에 다수의 리업체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돌 서비스 종사자는 공식부문 20만 명 등 략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

되는데26 다양한 형태의 돌 사업에 직·간 으로 고용되어 있다.

  돌 서비스의 사업형태는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형)과 인력공 형( 견

형)이 부분인데 리업체가 지배하고 있다. 고용과 서비스를 업체가 직

 책임지는 개인서비스형은 많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 등 정부정책과 함

께 확 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리, 비 리업체의 경쟁이 치열한데 

리업체가 2/3 정도를 유하고 있다. 

  리업체의 경우 종사자의 노동권 미보장, 농  등 취약지역(교통시간과 

비용 소요)에 한 서비스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서 사회 기업의 극  역할이 기 되고 있다.

  한편, 복지서비스 수요의 범 가 확 됨에 따라 한 업체가 다양한 분야

의 돌 사업을 종합 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26 정책사업 부문에는 요양보호사 15만 여명, 복지바우처사업 4만 여명, 베이비시

터 바우처사업 7천명 등 30만명으로 추산된다. 민간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사

람은 가사도우미 15만명, 간병인(시설) 9만명 등 30만명으로 추산된다(최 미, 

‘돌 서비스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2011).



158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158

나.  련 정책과 지원

  돌 서비스의 확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주도하고 있다. 2011년 6

월 말을 기 으로 요양인정을 신청한 인원은 653,657명이고, 2010년 

상반기 요양 여 지 액은 1조3,046억원에 달하고 있다. 

  출산과 고령화, 복지수요 증 에 따라 돌 서비스는 지속 으로 증가

할 것으로 망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추

후 노인장기요양사업 규모만큼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환자간병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내 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 사회 기업에 한 한시  인건비 지원 외에 사업체에 한 인건비 

등 직  지원 정책은 없으며, 바우처제도로 서비스 제공에 한 수수료를 

지 하여 정책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돌 서비스의 시장 균형과 건

화, 사회 기업 활성화를 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다.27

2.1.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가.  사례기업

  돌 서비스의 사례기업은 다음 2개를 선정하 다<표 5-2>.

  <사례 1-1>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를 거쳐 

사회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이다. 사업 역은 재가간병에서 시작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바우처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휠체어 등 복지용품의 

매와 임 사업 등으로 확장해왔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일자리 제공, 돌 서비스의 사회화를 목 으로 하

고 있다. 90여명의 종사자에 연 매출액은 13.7억원이다.

27 2011년 8월 4일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권 리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년 2월 5일자로 시행될 정이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159159

사례 1-1 사례 1-2

인증연도(설립) 2008(2008) 2007(2005)

주요 사업

재가간병, 노인장기요양보험사

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복지

용품 매와 임

병원간병, 아동공부방 탁, 청

소업, 육묘장, 새싹채소와 어

린잎채소 생산

사회  목
취약계층과 주민에 일자리 창

출. 양질의 서비스 공

취약계층 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농업 발  지원

종사자 수 90명 88명(돌 부문 39명)

연 매출액 13.7억원 11.7억원(돌 부문 7억원)

특징
종업원 반 이상이 출자한 

종업원지주회사

농 형종합생활지원센터 지향 

- 지역사회 문제 반

표 5-2.  돌 서비스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1-2>는 퇴원환자와 노인들에 한 재가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

회복지법인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5년에 병원간병사업을 주로 한 사회

일자리 창출업체로 출발하 으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여 사업화하

는 농 형종합생활지원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간병사업 외에도 아동교육시

설(공부방) 탁운 , 청소업, 리카 농장을 운 하 고  최근에도 육묘

사업을 시작하고(2009년), 새싹·어린잎 재배업을 시도(2010년)하는 등 새

로운 사업분야를 찾고 있다.

나.  사회  목 의 달성

  두 사례기업 모두 표 는 실무책임자가 신념과 사업비 이 뚜렷한 사

회 기업가로 평가된다. 돌 사업의 목 인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 제공

과 일자리 창출도 잘 달성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장기질환자, 원격지 

노인에 한 서비스 확 에 노력하고 있다.

  <사례 1-2>에서는 2010년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면서 고용이 191명에

서 88명으로 감소하 는데, 사회 기업들이 당면한 공통 인 문제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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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일부 비효율 인 과잉고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사회 기업 육성을 한 다양한 지원이 미비한 이 지 되고 

있다.28

다.  경제  지속성

  두 사례업체는 타업체와 구별되는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사례 

1-1>은 종사자의 반 이상을 출자자로 확보한 종업원지주회사로서 종업

원들의 조직 충성도가 높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사례 1-2>는 모법인이 

운 하는 병원을 간병과 청소업의 사업장으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재한 기업(한국수력원자력의 발 소)의 지역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돌 서비스업의 경쟁 격화와 낮은 돌 서비스 수수료라는 조건 

속에서도 두 사례업체는 수지균형을 맞추어 왔다. 그 지만, 정부의 인건

비 지원 감축 등 여건변화에 응하여 신규사업을 찾고 있다. <사례 1-1>

은 장애아동보장구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 하기 어렵다. <사례 1-2>는 새싹채소재배, 육묘업 등 농업 부문 

참여를 모색 인데 아직 안정 인 수입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

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증가, 새싹채소 동 등 외부여건이 향을 미쳤지

만 새로운 분야 진입에 따른 문성 취약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문이 재의 자 운 을 벗어나 성공하더라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야 할 사업으로 평가된다.

라.  기업 경 역량

  사회 기업가로서의 신념과 비 , 의사결정력 등은 뛰어난 것으로 보인

28 간병 부문에서 어든 고용인원의 상당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

다고 한다. 사회 기업이 경과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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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경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개발, 시

장확보 방안을 성공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농부문에 참여한 <사례 

1-2>의 경우 문 인 컨설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1-1>의 종업원지주회사 방식은 주식회사와 동조합의 장 을 살

릴 수 있는 지배구조형태라 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편으로 경 과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례 1-1>은 특히 지역사회 기 들과의 우호 인 계, <사례 

1-２>는 외부 사회 기업  문가와의 력 계가 돋보인다.

2.2. 의료 복지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2.1. 사업 개요와 사회 과제

  열악한 농 지역 의료 환경에 응하여 의료서비스의 안  공 을 통

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장, 의료서비스의 사회성 확 , 종사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이들의 출자 을 기반으로 의료

기 을 설립하여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이용·운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다. 의료기 으로는 여건에 따라 의원과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를 운

하고, 재가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 등을 겸하기도 한다. 한 유료사

업만이 아니라 무료로 주민건강돌 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겸한다

  의료 분야의 제도에 따라 법 으로 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약칭 의료

생 )의 형태를 띠고 있다.29 의료생 들은 의료서비스의 리시장화 억제

와 사회화를 해 ‘한국의료생활 동조합연 ’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재 15개 지역의료생 이 회원으로 있으며 인증 사회 기업은 10개

29 의료법 33조에 의해 의료기 은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포함)나 의료법인, 국

가와 지자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비 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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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기 )이다. 이들은 부분 수도권 도시에 소재하는데 도·농

통합시에 소재한 안성과 원주의 2개 의료생 을 농 형으로 볼 수 있다.

2.2.2. 사업 환경

가.  시장 여건

  우리나라의 의료기 은 90%가 민간이며 국공립의 비율이 낮다.30 그런

데 시장이 작은 농 에서 소형 병·의원의 폐업이 늘어나는 등 민간 의료

기 이 어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공 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공공병원들

도 폐지되거나 운 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이 용되는 여항목이 소하고 민간의료기 들의 리추구 

성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과다 진료와 처방  고가의 비 여 의료서비스

의 확 로 인해 건강보험 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이 많다.

  재 의료생 은 125곳인데 이  상당수가 겉모양만 동조합이고 실

제로는 의사가 아닌 자들이 리를 목 으로 만든 의료기 이다. 따라서 

기존 병원 이상의 과잉 진료, 과다한 항생제 사용, 비 여 덤핑, 불법 환자 

유인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 지역에서는 의료생 의 운 이 도시보다 어려운 이 많다. 첫

째는 의사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다. 이는 보수의  수 이 낮은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생활근거지 문제, 생  운 의 안정성에 

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 둘째, 정 이용자 수를 확보하는 문제이

다. 인구가 은 군 지역에서는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규모의 의료생 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도농통합시인 안성과 

원주에서도 이용자 수 확보를 해 사업구역의 확 를 고려하고 있다.

30 병원  이상 의료기 의 93.8%, 병상의 89.2%가 민간부문이다(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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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련 정책과 지원

  의료생 에 한 정책 인 지원은 없다. 련된 법은 ‘소비자생활 동조

합법’인데, 비조합원의 이용액이 체 진료 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법 46조)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조합원으로 확

보해야 하는 등 운 상 애로가 있다. 한편 이사  감사의 직원 겸직도 

지되어 있어 활동가의 효율 인 경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법 43조).

2.2.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가.  사례 기업

  앞에서 언 한 로 농 지역의 의료생 은 안성과 원주 2곳에 불과하지

만 앞으로 확 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업

모델 분석 업종으로 선택하 다. 두 의료생 의 운 방식에 차이가 있어 

함께 살펴보았다<표 5-3>. 

  <사례 2-1>은 1994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 의 의료생 이다.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검진센터를 통해 의료와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

에 재가간병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등 돌 서비스 사업도 겸하고 있다. 2008

년 4월에 사회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 재 조합원 3100세 , 출

자  6억8천만원, 직원 90명, 연 매출액 36억원 규모이다.

  <사례 2-2>는 지역의 동조합들이 출자해 설립한 의료생 이다. 2002

년 설립되었으며 2007년 10월 사회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의원(건강검진센

터 겸), 한의원을 설립하여 의료와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

가장기요양기 도 설립하 다. 2009년에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 회가 지

원하는 주거복지센터(집고치기사업단)를 설치·운 하고 있다. 2011년 재 

조합원 2,300세  직원은 96명( 트타임 60명)이고, 2010년 매출액은 13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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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사례 2-2

인증연도(설립) 2008(1994) 2007(2002)

주요 사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검진

센터, 재가돌 서비스, 건강·

취미 소모임 운

의원, 한의원, 검진센터, 주거

복지센터(집고치기 사업), 지역

아동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사회  목

주민의 건강권 확장

의료·돌 서비스의 사회화

동조합 활성화

주민의 건강권 확장

의료서비스의 사회화

취약계층 주거복지

종사자 수 90명 96명( 트타임 60명)

연 매출액 35.9억원 13억원

특징 동조합 조직활성화 모범 지역 동조합들이 출자

표 5-3.  의료 분야 사례기업 개황

나.  사회  목 의 달성

  두 의료생 은 모두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사회

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인 의료행  외에 원격지 환자를 한 순회  방문진료,31 건

강교육  소모임 운 으로 방의학을 실천하고 있다. 한 항생제와 주

사제의 처방을 가능한 한 이는 등 과잉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32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등 환자의 만

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 왔다. <사례 2-1>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질병과 진료 설명, 신속 응, 성과 등 사람에 한 항목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시설, 의료장비, 홍보에 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한다(의

료생  내부자료).

31 <사례 2-2>에서는 자원 사 의사가 방문진료를 돕고 있다.
32 <사례 2-2>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9.3%( 국 평균 22.3%), 주사제 처방률은 

6.13%( 국 35.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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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  지속성

  <사례 2-1>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흑자운 을 해왔고 수익을 바탕으로 

건강 리 서비스 등을 확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수가는 억제되는 반

면(2011년 수가 2.5% 인상), 의료 재료비와 리비 상승률이 높아 수익성

이 떨어지고 있다. 가정의학과는 자이며 치과와 한의원의 수익률도 떨어

지고 있다. 일반 민간 의료기 은 비 여진료의 확 로 수익성 감소에 

응하기도 하지만 의료생 은 그 게 할 수 없어 고민이다.

  2002년에 설립된 <사례 2-2>는 기투자비용의 부담, 사업의 확장, 이용

자 부족으로 자를 보다 2011년에 들어와서 비로서 손익분기 을 넘겼다. 

2011년 3월에 소득층 인구가 많은 임 아 트단지 주변에 제2진료소를 

설치하여 이용환자를 많이 확보하며 정상 인 운 궤도에 올려놓았다.

  부차  사업인 재가장기요양기 , 주거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주

민복지 측면에서 요하지만 수익사업은 아니다. 수익개선을 해서는 의

료부문의 지속성 확보가 요하다. 이를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탁

운  등 민 조에 해 지자체와 의가 있었지만 구체 인 조건을 가지

고 근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라.  기업 경 역량

  두 의료생 은 동조합 운 상의 강 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

기업을 비롯한 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시사 을 주고 있다.

  <사례 2-1>의 경우 마을 단 의 조직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 124개 마

을 단 에서 지역조합원 1/3 이상이 출석하여 조합의 임원진과 활동가의 

동참 하에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의원은 활동력이 있는 40 , 50  

층에서 많이 선출되며 지역민들을 해 고생하는 자리로 주민들이 인정해

주고 있다. 의원들은 교육과 활동을 통해 조합의식이 계발되어 지역농  

의원에도 진출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취미·문화, 자

원 사, 자기개발을 한 소모임의 구성도 조합이 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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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2>는 지역의 한살림, 생 , 신  등 동조합들이 설립을 결정

하고 출자하 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회  경제들이 지속 으로 조합 운

에 참여하며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동조합 사

이에 조합원을 공유하는 약을 체결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는 바탕을 마련

하 다. 

2.3. 교육 복지

2.3.1. 사업 개요와 사회  과제

  교육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돌 과 농 지역의 교육문제 완화를 

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등 정책

지원사업의 탁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업의 사회 가치는 빈곤층 자녀에 한 돌 , 건강, 학습의 종합  

지원으로 아동문제와 빈곤의 물림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 청·장년층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인 농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농 지역사회 유

지에 기여하고, 방과후 학습과 특기 성 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교육

비 부담을 감한다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3.2. 사업 환경

  이 분야는 성격상 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시장이 형성되기 곤

란한 분야다.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사회

기업의 사업 역이 될 수 있는 요한 사업은 <표 5-4>와 같다.33 

33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진행되면 방과후 시장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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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는 국의 읍면동에 1개 정도씩 설치되어 있으며 1개소당 

월 370만원이 지원된다(2011년 기 ). 이  연간 1,500만원 정도인 로그

램 운 사업이 사회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돌 교실은 방과후학교와 연계되어 운 되는데 양 부문 모두 사회 기

업의 참여가 필요한 공공시장으로 주5일 학교, 교육복지 강조에 따라 시장

확 가 상된다. 학교당 1억원 정도의 규모이다.

사업명(부처)
시작 

연도
주요 사업 내용 사업량

지역아동센터(복지부) 2004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정

서, 문화, 식, 보호

국 3,585(2010)

읍·면·동당 1개 정도

드림스타트(복지부) 2008

빈곤아동의 건강, 보육, 교육 

등 종합  양육환경 개선

 -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강화 성격

101개 시군구당 1개 

읍·면·동(2010)

돌 교실(복지부) 2009
등학교 학년생의 방과후 

돌 과 교육
학교당 1개(20명)

방과후 학교(교과부) 2006 다양한 특성화 교육 거의 모든 학교

스타트(민간과 

지자체 공동)
2005 소득층 아동복지 25개 마을

표 5-4.  주요 교육복지 사업

 

2.3.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교육복지 부문의 사례로는 1개 업체를 선정하 다. 도농통합시에 치한 

<사례 3-1>은 각종 농  교육복지 사업의 탁운 과 로그램 개발  강

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되어 2008년 12월에 사회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 

재 지역아동센터 19곳, 드림스타트 1곳(돌 교실 한곳 포함),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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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곳을 탁 운 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의 단기 캠  로그램도 운

하고 있다. 총직원 수는 21명이고 2010년 매출은 25억원이다.

  아동에 한 교육·돌 서비스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문

성에 의한 분업과 업이 필요하나 농 지역에 이를 담당할 만한 주체가 

부족하다. 사례기업은 로그램 강사의 지역순회형 풀을 조성하여 교육서

비스의 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강사 입장에서 강의 시간수 확보(소

득 보장)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 총 100명 정도의 강사 풀을 확보하여 공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

었는데 수요 측면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체계  응이 되지 않아 사업

장 확보가 부족하다. 2011년 12월에 인건비 지원이 단되면 경 수지 악

화가 상되어 추가 사업장 확보를 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재 사업을 하고 있는 시 구역을 벗어나 인근 시군으로 사업을 

역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사업은 시장과 강사 확보 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농 지역의 단  시군에서 독자 으로 사업을 하기는 곤

란하다.

구  분 사례 3-1

인증연도(설립) 2008(2005)

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방과후학교 

탁 운 , 로그램 개발  강사 교육

사회  목
취약계층 아동 돌

농 지역 교육문제의 해소

종사자 수 21명

연 매출액 25억원

특징
강사 풀 100명 확보로 문성과 규모화 달성

강원지역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지정

표 5-5.  교육복지 분야 사례기업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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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2.4.1. 사업 개요와 사회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출발하 지만 차 지역사

회 공헌형이 늘어나고, 특히 농 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 이 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

와 지향하는 사회 가치를 크게 분류하면 <표 5-6>과 같다. 사회 기업들

은 이 에서 2~3개의 사업을 복합 으로 경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내용 추구하는 사회  가치

친환경농산물 가공 친환경농업 확산. 

학교 식에 친환경농산물 납품 친환경농업 확산. 로컬푸드

취약계층(결식아동 등) 무료 식 서비스 취약계층 서비스 달 개선

식당 운  는 도시락 등 외식산업

 - 친환경농산물 주 재료
로컬푸드

농업생산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확산, 농가경  지원

표 5-6.  농업 생산·유통·가공 분야 사업과 사회  가치

2.4.2. 사업 환경

가.  시장 여건

  가공식품과 외식 산업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웰빙 식품

에 한 수요가 증 하고 있다. 가공식품 에서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안 성과 맛에 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두부류, 떡

류, 장류를 들 수 있다<최지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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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두부류와 장류의 시장은 확 될 것으

로 망되나, 많은 세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므로 친환경 가

공품이라는 것 이상의 경쟁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산업  일반 한식당과 기 구내식당업도 꾸 히 성장할 것으로 보

이며(최지  등, 2009),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의 비 은 아직 낮지

만 기 구내식당을 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나.  련 정책과 지원

  학교 친환경 식의 확 로 식자재 조달방식이 개별학교 가격입찰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식자재 공 을 가능  하는 지

역단  학교 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동구매가 이루어질 망이며, 이 과

정에서 지역농업 련 단체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4

  한편, 농 지역의 노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무료 식 정책 수혜

자가 증가함에 따라 련된 사업기회가 확 될 망이다. 일부 정책에서는 

식카드제나 쿠폰제 도입과 같이 식지원을 시장에 맡기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피 식자의 건강식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

이 있다.

  기본 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업은 리를 추구하는 시장에서 경쟁

해야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외의 지원은 어려

운 실정이다. 특히 식품 안 성과 생산성 제고를 한 생산설비 투자가 필

요한데 공공의 투자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보

조사업인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자산취득이 제한되어 있고, 농식품부에 ｢

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등 융자사업이 있으나 담보력과 기술수 이 낮

은 사회 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 

34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식자재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나 부분을 지역 외부

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지역생산자의 참여는 제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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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가.  사례 기업

  이 분야는 사업이 다양하여 3개의 사례를 선정하 다.35 사례별 업체 개

요는 다음과 같다.

  <사례 4-1>은 농산물 가공업과 식당을 연계한 사례이다. 두부의 부산물

인 비지를 활용한 콩비지버거를 주 생산품으로 하여 유치원 등에 간식을 

공 하면서 일반인을 상으로 한 친환경식당 2곳을 운 하고 있다. 정크

푸드의 명사인 햄버거를 체하는 바른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산물 이용

확 를 사회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 한 단체 식에서는 

식생활교육을 겸하여 진행한다. 재 상시고용은 7명이며 2010년 매출은 1

억 8900만원이다.

  <사례 4-2>는 농 마을과 면 지역에 지역기반을 갖고 농업생산과 농산

물 가공, 식당, 체험활동을 연계한 사례이다. 당  농업생산공동체에서 출

발하 으나 재는 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

다. 농산물 매를 한 식당 2곳을 읍내와 지 마을에 운 하고 있으며, 

직거래를 한 꾸러미사업도 시도하고 있다. 지역의 친환경농업작목반 결

성을 주도하고 농체험, 문화체험 등 지역자원 개발과 활용사업도 하고 

있다. 재 상시고용은 16명, 연간 매출액은 10억 4,600만원이다.

  <사례 4-3>은 무료 식 탁사업과 식당 운 , 도시락 매, 출장부페 

등 외식사업을 연계한 경우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차린 식당을 거 으로 

소득 노인과 결식아동에 한 무료 식 서비스를 외식사업과 결합하여 시

설과 인력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재 고용인원은 12명이고 2010년 매

출액은 12억 5천만원이다.

35 장애인 고용업체 2곳도 농업 련 사업체인데 이에 해서는 별도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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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 4-1 사례 4-2 사례 4-3

인증연도(설립) 2008(2008) 2008(2008) 2008(2006)

주요 사업
콩비지버거 생산

식당 운

유기농업

친환경 두부 생산

식당 운

도농교류사업

무료 식 서비스

외식사업(도시락)

식당 운

사회  목
건강한 식생활 보

, 로컬푸드 지향

로컬푸드 지향

지역활성화

취약계층 식서비

스, 일자리 창출

종사자 수 7명 16명 12명

연 매출액 1.9억원 10.5억원 12.5억원

특 징 식생활 개선 교육 탄탄한 지역 기반 자원 사자 조직

표 5-7.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사례기업 개황

나.  사회  목 의 달성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강하며, 고령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도 비교  많은 노동집약  업종이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 기업가들의 문제의식과 사명감도 높은 편이다. 

  <사례 4-1>은 버려지는 재료를 이용해 안 음식을 개발한 과 청소년

에 한 식생활교육을 병행하는 이 주목할 만하다. <사례 4-2>는 지역의 

친환경작목반을 리드하는 , 식당과 도농교류 등 지역개발을 한 업종을 

극 으로 모색하는 이 장 으로 보인다. <사례 4-3>에서 취약계층 무

료 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해 자원 사자를 조직하고, 유상 외식사업

을 연계한 것은 사회  목 의 달성도도 높고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사례기업들은 사업모델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경 불안이 커 사회  목 의 달성도에 높은 수를 주기 어렵다. 사례기

업들의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의 확산을 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 으로 가시 인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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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  지속성

  체로 경쟁시장에서의 뚜렷한 수익모델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사회 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단된 업체의 경우 고용 인원과 사업규

모가 축소되었다. <사례 4-1>은 16명에서 7명으로 <사례 4-3>은 19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었다.36

  친환경농업 확산 이상의 사회 가치를 찾기 해 로컬푸드를 지향 으

로 하고 있으나, 논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합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문의 다양화로 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후방 연계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

기 해 사업 역을 확장한 결과인데, 취약한 인  역량과 자본의 분산이

라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회 기업의 식당 운 은 자 상태

인 경우가 많다.37

라.  기업 경 역량  

  세한 사업규모로 인해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필요한 문인력을 확보

하지 못하고 상품개발과 마 을 비 문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외부 문가의 컨설  기회를 갖기가 어렵지만 <사례 4-3>은 

학에서 디자인과 마  컨설 을 받고 있다.

  지역의 농업단체나 사회  경제와의 네트워크가 불충분한 편이지만 일

부 기업에서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 4-2>에서는 마을 기반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작목반 구성과 도농교류 시도 등 사업연계가 있지만, 

36 <사례 4-3>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 단과 함께 유료 도시락의 형 납품처와

의 계약 만료도 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 다.
37 <사례 4-2>의 경우 식당 운 을 독립채산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

기 으로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 공 계약에 기 한 랜차이즈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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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두 마을은 구체  지역연계가 결여되어 있다. <사례 4-1>에서는 농

식품 업체 간 공동 랜드(행복담쟁이)와 원료 공동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실천 단계에는 달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4-3>은 무상 식 배달에서 

지역의 사회단체와 자원 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5. 지역 개발 - 생태관광

2.5.1. 사업 개요와 사회 과제

  지역개발과 련해서는 도·농교류, 체험 , 통문화 복원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태 과 귀 지원 사업을 상으로 

하 다.

  생태 은 단순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주의 여행을 벗어나 

안 인 여행문화 활성화와 인 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체로 다음과 같

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주 내용으로 한 여행문

화 상품을 개발하여 여행객을 모집한다. 둘째, 차별화된 지역의 숙소와 식

당을 네트워킹하고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해설

사와 숲해설사 등 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한다.

  생태 의 사회 가치는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민과 여행객 방의 상

호 사회·문화  교류의 확 로 농 의 문화나 생태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농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지속성을 한 지역민과 외부 여행객의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5.2. 사업 환경

  기존 형태의 국내  수요가 주춤하면서 생태와 문화를 심으로 하는 

안 에 한 욕구가 많으나 이를 체계 으로 공 하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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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청 자격 지원 액

개별 는 가족 
여행 바우처

기  생활 보장 수 자 
는 법정 차상  계층

∙개별 여행: 1인당 최  15만
원까지

∙가족 여행: 가족 수에 계없이 
최  20만원까지

복지시설단체 
여행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1인당 15만원까지
(최  30명까지 신청 가능)

지자체 기획
여행 바우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필
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
층 는 기 ·단체

1인당 15만원까지

표 5-8.  여행바우처 제도의 지원 상과 내용

  이 분야의 업체들은 부분 개인 는 비 리기 의 로그램 단계이며 

문 여행기업은 거의 없어 잠재  수요를 효과 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

다. 재 인증 사회 기업은 3개이다(2011년 4월 기 ).

  련된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제도

가 있는데 지원 내용은 <표 5-8>과 같다. 2011년의 총 산은 61억원이며  

국고보조율은 70%이다. 지원단가가 고 상이 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이용률이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

2.5.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5-1>은 제주도에서 안  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을 모집

하고 여행객이 원할 경우 지 안내도 하고 있다. 오름, 둘 길, 습지 등의 

생태 과 문화·역사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소

년을 상으로 한 교육캠 도 운 하고 있다. 여행객과의 의에 의한 맞

춤형 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 연간 여행객이 700만명으로 매력 있는 안  상품을 개발할 

경우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하나 사업실 을 통해 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04년에 법인을 설립하 고 2010년 12월에 사회 기업으로 인증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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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아직까지는 상품개발과 인 라 구축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1년 재 종사자 11명에 상반기 매출액은 8천만 원이다. 매출액  인

건비, 실비, 부가세 등이 차지하는 비용이 90%로 아직 수익을 기 할 단계

는 아니다. 5~6년 정도 후에는 자립이 가능한 매출액 20억원 정도를 기

하고 있다. 

  안여행은 고객에게 비용을 감해주지는 않지만 질 인 만족도가 높

아 이용자 소개를 통한 고객 창출율이 30~40%에 달하고 있어 성장목표가 

달성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 기업의 장 은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이 생계가 우선이 아니라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란 이다. 종사자들의 주축은 모태기 인 ‘제주참여

환경연 ’의 활동가이다. 환경공학을 공한 표는 오랜 NGO 활동을 통

해 지역자원 활용 역량과  인지도가 높으며 실무자인 실장은 학을 

공하여 문성을 가지고 있다.

  사업방법에서도 6개의 거  마을을 여행자원으로 개발하 으며 지속

인 소통과 이익 공유로 외지인에 한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편이

다. 문화 부의 여행바우처 제공기 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타지역의 

NGO  환경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을 창출하고 있다. 

구  분 사례 5-1 사례 6-1

인증연도(설립) 2010(2004) 2007(2001)

주요 사업
안  로그램 개발·운

청소년 교육캠  운 , 지 가이드

농 마을개발 컨설 과 연구

귀 종합서비스, 생태건축

사회  목
농 의 생태, 문화  가치 재발견
농 지역 활성화

성공 인 귀 지원으로 농
지역 활성화
생태, 환경, 커뮤니티 복원

종사자 수 11명 20명

연 매출액 0.8억원(2011 상반기) 7억

특징 환경단체에서 출발
생태건축, 농 , 교육 등 
내부 네트워크 구성

표 5-9.  지역개발 분야 사례기업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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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역 개발 - 귀촌 지원

2.6.1. 사업개요와 사회  과제

  2000년  반 이후 농 지역개발을 한 컨설 과 교육을 담당하는 

문기 들이 활동하기 시작하 다. 이 에서 귀농·귀  희망자를 상으로 

사  정보제공, 귀 자 마을의 조성과 입주자 교육까지 종합  지원사업을 

시작한 <사례 6-1>은 실천 인 농 개발지원사업의 유력한 모델로 볼 수 

있다. 

  귀 자들의 성공 인 농 정주를 도와주고 그들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 사회의 근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사회  목 으로 하고 있다.

2.6.2. 사업 환경

  베이비 붐 세 를 심으로 귀 희망자는 격히 확 될 망으로 보여 

이들에 한 정보 제공, 교육, 주거 확보 등의 서비스에 한 잠재  수요

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귀농·귀 자의 니즈를 정확히 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착성공률을 제고하는 것이 건이다. 이를 해

서는 기존 마을 커뮤니티와의 연계와 함께 농 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역

할의 발굴이 요한 요소이다.

  이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귀 자 지원정책은 <표 5-10>과 같다. 

농 목 의 귀농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부분으로 농 외의 목 을 가진 

귀 자 일반에 한 근이 부족한 편이다. 주택 구입과 신축자  지원, 농

어 뉴타운 조성사업도 농업인을 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창업자  지원, 

농산업인턴제 외에 농 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에 한 정보 제공

과 훈련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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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지원 내용

농업창업자  지원 경 컨설   멘토링. 정착자 과 교육훈련 지원

주택구입  신축 지원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

농산업 인턴제
창업 비 과정에서 선도농가 농장 실습지원(고용노

동부 이 )

도시민 유치 로그램
지자체의 도시민 이주를 지원하는 로그램 기획  

실행 지원

농어 주택개량 지원 노후 불량주택 개량이나 신축 지원

농어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

농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주택단지 공  

(진행 인 사업만 완료)

 원마을 조성 20호 이상 주택단지 조성 공공사업

표 5-10.  귀농·귀  지원 정책

2.6.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6-1>은 농 마을개발에 한 컨설 과 연구를 수행하는 업체로 

2001년 설립하 다. 2007년에는 사회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귀 자에게 

정보 제공부터 귀 마을 조성과 입주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귀 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 인 귀 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체 

형성을 함으로써, 이주자들의 정착과 생태마을 조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을 채택하고 있다<표 5-9>.

  사업수입으로 주택 건축비(마을 공동시설 포함)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종합서비스 제공의 수행이 가능한 수 이다. 보통 호당 3천만원으

로 연간 7~8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서천 산 울마을(2008 공) 등 3

개 마을을 조성하 으며 재 순천 띠앗마을 등 2개 마을을 조성 이다. 

  사회 기업과 련하여 문인력 3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지원

수 이 무 낮아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 회사는 다년간 지역개발 컨설 과 생태건축을 문 으로 수행하여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179179

기술 수 이 높은 편이다. 자회사 는 내부 독립채산제 부서로 생태건축, 

농 , 연구소의 문가 을 육성하여 귀 자에게 종합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7. 집수리 - 주거개선

2.7.1. 사업 개요와 사회  과제

  이 분야는 자활센터의 5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

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

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공공시장이 많은 소도시와 농 지역에서 지자체로부터 직·간 으로 

사업을 탁받아 수행하며, 민간의 공익기   기업의 후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에 지 감을 한 주택개선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집수리는 부

분 화장실, 난방, 주방 등 부분  설비와 도배나 장  등 인테리어 수 에

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석면지붕 철거사업도 진행 이다. 기술이 필

요한 분야는 기술공을 일용으로 사용하며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공 하

는 사업을 겸하기도 한다.

2.7.2. 사업 환경

  농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 로그램과 민간의 지원 로그램이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장이 확 되는 추세이다. 재 자활사업체가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반 업체들의 참여가 늘고 경쟁이 치

열해지고 있다. 

  국에 련 자활사업체를 보면 2011년도를 기 으로 자활공동체 199개

와 자활근로사업단 139개에서 약 1,6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주거복

지 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음. 체 자활공동체의 연매출액은 약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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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고 재 인증 사회 기업은 13개(2011년 4월 기 )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과거의 주택 보  주에서 주택 개선으로 변하

고 있는데 앙부처의 주택개량사업 황은 <표 5-11>과 같다. 

부처 사업명

보건복지부 주거 물 여 사업, 농어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지식경제부 에 지효율화 사업

국토해양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행정안 부 석면지붕 철거  지붕 교체 사업

환경부 석면지붕 철거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  주택개량 사업

표 5-11.  부처별 주택개량사업

2.7.3. 사례기업의 사업모델 평가

가.  사례 기업

  <사례 7-1>은 2007년 유한회사로 출발하 으며 2008년 사회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출자자 겸 고정 종사자 3인의 소규모 회사이다. 2010년 매출

액은 3억원 정도인데 물주거 여와 에 지효율화사업의 공공물량이 매

출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를 민간시장이 하고 있다.

  고정 종사자는 30~40 로 은 층이며 비정규직을 2명 고용하고 다수의 

기술자들과 력 계를 맺고 있다. 설비와 목공은 직  시공하고 도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기타 시공은 력기술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사례 7-2>는 자활공동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거쳐 2008년 7월

에 집수리업체로는 최 로 사회 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이다. 집수리사업 

5명 외에 건축자재 매사업 2명, 재활용사업으로 3명, 도시락· 반찬사업

으로 5명 등이 독립채산제로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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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 물량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물주거 여와 에 지효율화사

업 외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일반건물 샷시사업을 하고 있다. 건축자재 매사업은 내부 집

수리사업에 자재공 도 포함하고 있다.

구  분 사례 7-1 사례 7-2

인증연도(설립) 2008(2007) 2008(2007)

주요 사업

공공사업( 세민 집수리와 에

지효율화 사업)

민간 집수리 사업

집수리, 건축자재 매,

재활용, 도시락· 반찬

사회  목
취약계층 주거 개선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주거개선

종사자 수 5명(비정규 2인 포함) 15명

연 매출액 3억원 7억원

특징
출자자 3인의 유한회사

기술자들과 력 계 구축

자활센터 등 사회 경제와 

긴 한 네트워크 구성

표 5-12.  집수리 분야 사례기업 개황

  

나.  사업모델 평가

  <사례 7-1>은 본 사업이 손익분기 을 넘겨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몇 차례의 사업확장 시도는 실패하 다. 2010년 매출액  직·간  인건비

가 25%, 자재비가 55%, 부가세가 5%, 수익이 15% 고, 수익(매출이익) 

에서 10%는 경상비로 충당되고 순이익은 5% 다. 매출액 3억원  부

가가치가 9천만원(인건비와 순이익의 합)으로 3인 기업으로서 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시장 진입을 한 인테리어 이 2008년 국제 융 기로 실

패하고 사회 일자리 지원을 제한 황토벽돌 시설투자가 단되면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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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았다. 주거복지센터 추진도 자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지역실태조사

만 마치고 후속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본의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경로당개보수사업, 장애인주

택개선사업, 취약계층 주택 보수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 으로 <사례 7-1>은 사회  목 을 양 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

다고 하기 어렵다.

  <사례 7-2>는 모태기 을 심으로 자활센터, 사회 기업, 공제조합, 기

타 기 들이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체 규모가 상당하고 유기

 긴 성에 힘입어 사람과 돈과 기술이 내부순환과 력이 되는 원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재 각 사업단 는 자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집수리사업을 보호시

장으로 탁받는 조건에서이다. 사례지역 지자체는 집수리사업을 지역자활

센터에 탁하고 이를 자활공동체에 재 탁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3년 

제한을 두고 있어 경 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2.8. 자원 재활용

2.8.1. 사업개요와 사회  과제

  자원 재활용업은 당  지역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시작하 으

나, 차 기술과 자본을 갖춘 문업체이자 환경업체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 분야의 사회  가치는 취약 품목의 재활용 진, 재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재활용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다. 특히 농 지

역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혼합하여 발생하

여 소각이나 매립으로 폐기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품목별로 선별·

가공하는 것은 자원의 활용이나 환경보  측면에서 요하다.

  사업은 재활용자원이 배출되는 주거지에서 직  수거하거나 고물상에 

모아진 것을 수집하며, 지자체  기업과 매입 계약 는 탁처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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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된다. 폐기물을 수집, 선별, 분해, 압축 등을 하

여 간처리업자에 매하는 방식이 많다. 헌옷, 가구, 자제품, 자 거, 

폐 수막 등을 재사용하거나 리폼하는 경우는 매장을 운 한다.

  재 련 자활사업체는 150여개이며 이  인증 사회 기업은 27개

(2011년 4월 기 )이다. 이들  일부가 ‘한국재활용 안기업연합회’를 만

들어 재활용사업의 사회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8.2. 사업환경

  석유와 합성수지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내수시장에서 활용가능

한 자원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원자재에 한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이 상된다. 특히 폐합성수지류의 성장이 상되며 이의 

분쇄를 통한 펠릿 생산의 시장성이 좋아지고 있다.

  재활용시장은 일반주택은 지자체와 노인·장애인· 소득자 등 취약계층

이 수거하고, 아 트는 부분 리수집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규모화가 

빠르게 진 되고 있으며,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사업다각화와 안정 인 

재활용실  증명을 해 간처리업체들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 

사회 기업은 아 트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리업체가 기피하는 폐 라스

틱과, 법하게 처리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역시 기피 상인 소형폐가

을 주 품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 련 법규가 2011년 7월 개정되어 리가 강화될 정이다. 재활

용신고제가 허가제로 바 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리와 처벌이 강화

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지, 합성수지류, 병류, 폐 기 자제품의 경우 

법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므로 인허가업체의 사업기회가 확 될 

것으로 상된다. 생산자책임확 재활용제도(EPR)에서 자제품은 재 

10가지 품목인데 2013년부터 40가지 품목으로 늘어날 정이다.

  사회 기업에 한 인건비 지원 외에 재활용사업체에 한 직  지원정

책은 없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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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가.  사례기업

  <사례 8-1>은 도농통합시에 소재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독립

한 라스틱 재활용업체이다. 2007년에 주식회사로 환한 후 사회 기업

으로 인증받았다.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폐 라스틱

을 수거·선별·가공하여 매한다. 인근 읍면 지역의 간집하장이나 고물

상에서도 수거한다. 2011년 10월 재 21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례 8-2>도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독립한 사회 기업이다. 2개의 

사업장에서 주로 폐 라스틱과 소형 폐가 제품에서 재활용품을 수거·선

별·가공하여 매한다.  

구  분 사례 8-1 사례 8-2

인증연도(설립) 2007(2006) 2008(2004)

주요 사업
폐 라스틱 수거·선별·가공·

매로 재활용

폐 라스틱과 소형 폐가  

수거·선별·가공· 매

사회  목
폐자원활용과 환경개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폐자원활용과 환경개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종사자 수 21명 37명

연 매출액 6.8억원 4억원

특징
지역의 사회 기업 의회에서 

추 역할
LG, 삼성과 업무 약

표 5-13.  자원재활용 분야 사례기업 개황

38 서울의 경우 ‘도시 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수거한 소형가 처리시

설을 ‘한국재활용 안기업연합회’가 주 기 인 컨소시엄에 탁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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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목  달성

  두 사례업체 모두 당 의 사회 목 , 즉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취약계

층의 일자리 창출을 성공 으로 달성하고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은 노동집

약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 두 업체 모두 고용의 90% 이상을 취약계

층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 일반 리업자가 기피하는 폐 라스틱과 폐

기 자제품을 법하고 효율 으로 처리하여 자원재활용과 지역환경개선

에 기여하고 있다.

다.  경제  지속성

  <사례 8-1>은 노동부의 일자리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인원 감축이나 

인건비 삭감 없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업권의 인구가 약 40만명이고 

도농복합시로 일반주택이 많아 사업물량이 많지 않지만39 시청과 계약으로 

안정  물량을 확보한 이 경 안정에 요한 역할을 했다. 시 소각장이 

민자방식으로 건설되면서 소각장 내 선별장을 2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의 불안정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사례 8-2>는 군청과 선별장 탁 운  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체 선별

장에서 인근 8개 시군의 기업 등에서 폐자원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년 들어 사업량이 늘어 상반기 매출액이 3억1천만원으로 년 비 50% 

정도 증가했다. 특히 2010년 말에 LG물류센터와 삼성 자와 기 자제품 

처리계약을 성사한 것이 크게 작용하 다. 월평균 처리량은 167톤인데 인

건비 지원 단에 비한 완  자립에 필요한 물량은 월 200톤 정도이다. 

물량확보를 해 공동주택단지와의 계약, 시설보완을 한 자 조달이 필

요한 실정이다.40 

39 면담에 의하면 인구 60만명의 도시지역이 사업단 로 정하다고 한다.
40 2011년 상반기 매출 포함 총 수입은 6.1억원으로 1.2억원의 흑자를 내어 투자

자 을 확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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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 경 역량

  두 사례기업 모두 표가 사회 기업가로서 자기 망이 확실하며 재활

용에 한 사명감과 비 이 강한 것으로 단된다. 사회 기업 내 좋은 조

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소통과 력이 잘된다는 평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 높고 사회 경제간 네트워크도 활발한 편이다. 두 기업 

모두 재활용 안기업 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9.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2.9.1. 사업개요와 사회  목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체 고용률(60.0%)보다 낮으며, 

증장애인은 17.8%로 매우 낮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특히 농 지역에서는 고용률이 더욱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 등 자 업자

의 비 이 높고 비정규직이 많아 취업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나가는 삶의 터 을 마련해주기 

한 사회  일자리사업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제고시키는 매우 요한 

사회  목 을 지니고 있다.

  농 지역에 장애인 문 재활업체로 사회 기업 인증업체는 2010년 말 

기 으로 26개 업체가 악되었는데, 이  2010년에 인증받은 업체가 16

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문 고용업체는 종이컵, 쓰 기 투, 복사지, 면장갑 등 보호시

장을 겨냥한 단순가공업이 부분이지만 가공도가 높은 업종, 농업생산·가

공업 등 일반 시장생산을 겨냥한 업종도 없지 않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187187

2.9.2. 사업 환경

  종이컵, 복사지 등 통 인 보호시장은 포화상태로서 시장 확 를 기

하기 어려우므로 경쟁력을 갖추어 일반시장에 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새로운 사업 역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산물가공업도 고려할 수 있다. 

련자들에 따르면 작업 분할이 하게 이루어지면 장애인도 충분히 작

업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의 경우에는 정서 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자에 한 사회 일자리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장려 을 지

원받을 수 있다( 복지원은 안됨). 장애인 고용장려  지원 단가는 <표 

5-14>와 같다.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증 남성 증 여성

지 단가(원/월) 300,000 400,000 400,000 500,000

표 5-14.  장애인 고용장려  지원 단가

2.9.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가.  사례 기업

  <사례 9-1>은 새싹채소, 어린잎채소, 콩나물 등 농산물 생산을 하는 장

애인 복지재단이다. 1994년 설립 후 제사업을 하다 IMF로 타격을 받아 

품목 환을 모색하여 2004년부터 새싹채소 생산을 시작하 다. 체 직원 

74명  45명이 청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이며 일부 새터민과 고령자, 장기 미취업자등을 고용하고 있

다. 새싹채소 업계에서는 메이 에 속하며 2010년 매출액은 13억원이다.

  <사례 9-2>는 제주도의 특산물인 흑돼지를 가공한 햄, 소세지  가공육 

생산은 하는 복지법인이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 으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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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 9-1 사례 9-2

인증연도(설립) 2008(1994) 2008(2003)

주요 사업 새싹·어린잎채소, 콩나물 생산
제주 흑돼지를 가공한 햄, 

소세지 생산

사회  목
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장애인 직업교육

장애인 취업  사회 응

장애인 직업교육

종사자 수 74명(장애인 45명) 30명(장애인 21명)

연 매출액 13억원 8억원

특징 업계의 메이  기업 장애인 수용시설을 겸함

표 5-15.  장애인 문 고용 사례기업 개황

매출액은 8억원 정도로 상된다. 총직원 30명  장애인이 21명, 사회복

지사 5명, 일반직원 4명이다.

나.  경제  지속성과 사회  목 의 달성

  사례업체들은 경쟁시장을 상으로 하면서도 경제  지속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경쟁력의 원천은 HACCP, 는 ISO 22000 인증을 통

한 안 성 확보와 고품질화를 이룬 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장애

인업체나 사회 기업에 한 우선구매 제도의 용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시장경쟁에 정면으로 처한 것이다.

   한 가지 요한 은 장애인의 작업 능력을 감안해 공정을 가능한 세

분화하고 개인에 맞는 공정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즉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해서 몇 주간의 찰을 통해 정한 일감을 찾아주고 

장에서 3개월 내지 1년간의 교육·실습과정을 거쳐 생산에 투입하고 있

다. 장애인 작업장의 특성상 작업의 표 화와 업무매뉴얼은 잘 갖추어졌으

며, 문화를 통하여 인 자원과 자본의 집 이 잘 이루어진 것도 장 으

로 보인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189189

  이러한 생산 시스템화에도 불구하고 작업능력의 부족으로 높은 생산비

는 불가피한데 이를 고용장려 , 사회 일자리 지원으로 보완하여 최 임

 이상을 지 하고 있다.41 

  이상의 두 사례기업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사회 응 등의 기회

를 잘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다. 사회  목 의 달성이 경제  지속성을 바

탕으로 하고 있는 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  지속성이 완 한 자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 으로 인정된 공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 특히 경쟁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좋은 

사례로 다른 사회 기업들에게도 시사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사업모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3.1. 사업 모델의 개선 방향

  사회 기업의 가치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업

분야를 특정 업종에 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 다

음 분야에서 사회 기업에 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사

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1. 돌 서비스

  이 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련 정책의 확 로 시장이 

늘어나지만 민간 리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상된다. 특히 원

격지 농 지역에 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종사자 노동권의 확보 측면

에서 사회 기업의 의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돌 서비스의 시장화를 막

41 일부는 시간 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일일 4시간에 월 46만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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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화 확 를 해 사회 기업의 극  참여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단기 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장’과 ‘민간경쟁시장’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시장에서는 고객의 소득수 과 욕구에 

부합하여 서비스와 가격을 다양화해야 한다. 공공시장에서는 장애인과 간

병서비스의 제도화에 비한 비가 필요하다.

  장기 으로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즉, 돌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와의 융합을 도모하되 생애주기를 감안한 

종합모델 - 임신과 출산, 보육, 간병, 가사, 장례서비스의 연계 리를 구상

할 수 있다. 이 외에 의료생활 동조합을 심으로 재가와 시설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돌 노동자의 노동권 신장과 함께 노동자가 사회 기업의 주인이 

되는 동조합 방식을 지향하되 효과 인 연 활동으로 돌 서비스의 사

회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3.1.2. 의료서비스

  농  인구의 감소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공이나 민간이 

충분히 공 하기 어려운 지역이 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응한 

것이 의료생 운동이다. 

  그 지만 일반 농 지역에 의료생 이 새로 조직되기는 쉽지 않다. 사업 

상지역의 역화, 공공의료서비스와의 조, 돌 서비스와의 공조, 소비

자생 의 법  틀 개선 등에 해 선도 조합에서 모색과 검증을 거쳐 새로

운 모델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바탕 에 지자체와 사회 경제네트워크의 

조로 새로운 농 지역에 모델 이식이 가능할 것이다.

  먼  농 도시를 심으로 사업 역의 역화가 필요하다. 역화는 의

료서비스와 돌   요양서비스의 연계, 순회진료 시스템의 구축, 공공의

료 부문과의 조 등의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원주의료생 의 경우 

인근 지역(인제, 횡성)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한 다양한 조 요구가 

있으며, 조합 측에서도 명칭에서 원주를 삭제하고 사업지역을 넓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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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이다. 안성의료생 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원격지 농 지역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도 의료인력의 결원으로 주민

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생 과 

연계하면 인력과 설비에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의료생 의 사

업 확 에는 의사 확보와 함께 장소와 의료설비의 투자  확보가 부담인데 

공공의료부문의 투자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고임 의 공공부분과 

임 의 민간부문의 융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1.3. 교육서비스

  주5일 근무와 교육복지 강조로 정책지원 사업에 따른 교육서비스 시장

은 확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지만 이 분야는 문성이 요구되고 어느 정

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따라서 역  공 체계를 갖추는 사업의 규

모화가 필요하다. 를 들어 방과후 교육, 돌 교실 등의 문교사를 교육

하여 공 하는 시스템의 확보는 사업의 역화 안에서 가능하다. 사례기업

의 강사 풀 조성과 통합  사업모델은 이 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3.1.4. 농업 생산·가공·유통

  국시장을 상으로 하기 힘든 소농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과 가공, 농활동 지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단히 요하다. 그

지만 다수의 농업 련 업체가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련 사회 기업간 로컬푸드를 심으로 논의가 활발한데, 마을 단  작목반

이나 농조합법인 등 지역농업과의 구체 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업이 노동집약 이고 원료지향 이라 하더라도 품질과 생

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문 인 리를 하여야 한

다. 따라서 사업 다양화보다는 자본과 인  역량을 집 한 문화가 필요

하다. <사례 4-1>, <사례 4-2>에서는 경 에 부담이 되는 식당을 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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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다른 업자에 넘기고, 식자재 납품 는 랜차이즈 형태로 

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4-3>의 형태에서는 유무

상 식과 이를 한 작업장으로서 식당 겸업이 효율 이라고 보지만 고객 

확보 방안 등 식당 경 에 한 컨설 이 필요하다.

  농산가공업에서는 원료농산물의 원활한 조달이 요하다. 세한 사회

기업으로서는 다품목 소량을,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을 기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주 재료는 지역 작목반과의 계약재배를 추진하되 가능하다면 

인근 사회 기업과 공동구매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

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문 으로 취 하는 농민시장 등의 지역시장 형

성이 필요하다.

  농산가공에서 매처의 확보는 매우 요하다. 많은 기업이 사회  목

을 이유로 보호시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쟁시장이 기본인 농식품 시장에

서 보호시장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 지만 로컬푸드나 지역 취약계층

에 한 식서비스 행 등 지역사회 공헌형인 경우 지자체 수 에서의 

보호시장에 한 요구가 타당성이 있으므로 확보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경제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단체 식 등에 한 상호시장 확보도 어

느 정도 효과 인 책이 될 것이다.

  농산가공을 하거나 농가들의 농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기업이 직  

농업생산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로 농업생산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농가와 생산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

면 농가와의 계약에 의한 원료농산물 조달이 가격경쟁력이나 기업경 의 

문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1.5. 지역개발

  생태 이나 문화산업, 귀 자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안  산

업으로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

서 기의 공 기업 형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략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 지역의 통문화 보 과 공연 술 등 문화산업은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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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므로 지역의 사회 경제와 지자체의 

극  지원이 필요하다.

  안  사업은 민간시장을 주로 하되 일정한 규모의 공공시장으로 보

완하는 모델이 합할 것이다. 특히 기의 시장확보를 해서는 타지역 

사회 경제와의 네트워크와 함께 지자체의 극  력을 이끌어낼 필요

가 있다.

  귀 자 지원사업은 재 집단귀  주의 마을 조성사업에서 개별 귀

의 경우까지 사업 상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후자가 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개별 귀 의 경우 낮아지는 수수료 수입에 응

하여 정보 수집과 컨설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인 라 구축이 과제이다.

  개별 귀 의 경우에는 주택 신축 외에 비용이 렴한 빈집 활용이 바람

직할 수 있다. 재 농어 지역의 빈집 34만호  27만호가 사용할 수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3.1.6. 집수리 

  집수리사업단은 부분의 시군마다 설립되어 있어 1개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작다. 따라서 공공시장을 주로 하되 민간시장을 개발

하여 사업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유효수요가 있는 귀 자와 

에 지효율화사업 등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에 극 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3.1.7. 자원 재활용

  자원재활용 분야는 시장경쟁이 심하며 성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단

된다. 그 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획득, 종사자의 노

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회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어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조에 의한 공공시장 확보가 요하다.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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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재활용선별장 탁, 수거 탁, 처리 탁 등 공공시장을 주로 하되, 일

정한 규모의 민간시장을 확보하여 보완하는 모델이 합할 것이다.

  일정한 역량을 갖춘 다른 사회 기업과 극 인 력(공동)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규모화와 문화를 이루는 것이 효율화를 한 과제이다. 이를 

해 기존 리업자의 1차 수집체계를 신하여야 하는데, 지역의 사회

경제와 력하여 취약계층 수거자들을 동조합으로 묶어내는 것이 유력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 재활용물량 구매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자 ’ 조성이 

필요하며, 규모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간처리업 시설을 할 수 있

도록 투자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련 사회 기업들의 공동사업으로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

3.1.8.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이 분야는 보호시장에 의존하며 조악한 상품을 생산하다면 기업의 장기 생

존도 어렵고 사회 가치 평가도 낮게 된다. 장애인의 불가피한 생산성 하

는 장애인고용보조  등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

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비결이다. 사례로 든 기업들은 공정의 분할과 

생 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고품질화에 성공한 모범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사례기업의 경우 시장경쟁력이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른 험 처능

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9-1>의 경우 2011년 독일에서 발생한 콩새싹의 장출 성 장균 

사건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경 애로가 발생하 다. 어린잎 채소와 콩나물 

부문의 확 를 통해 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계된 품목으로의 

정한 다양화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기의 강도가 었을 것이다. 한 장

애인 업체로서 어느 정도의 보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를 이는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9-2>에서는 원료공 이 한정된 흑돼지 가공이라는 품목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닭고기 가공 등 유사 품목으로 확장을 검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모델  195195

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 설비를 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재 업

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스토랑, 농  등 서비스 업종으로의 확 는 

문성 면에서 험하다고 단된다.

3.1.9. 종합

  이상 분야별 사업모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표 5-16>과 같다. 사회서

비스 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통 으로 사업 역의 역화와 종합화가 요구

된다. 인구 도가 낮은 농 지역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해

서는 규모화와 시스템화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련 단체와 사

회  경제와의 연계가 요하다. 농업 생산·가공·유통업과 자원재활용 부

문에서는 문화와 함께 투자확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간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한다.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 인재의 육성과 공 , 자본의 조달, 시

장 확보 등 산업  연계, 지역정책 거버 스 측면에서 사회  경제의 네트

워크 역할이 매우 크다. 개별 기업 수 에서의 사업모델의 구축도 요하

지만, 사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는 업종별 네트워크의 형성과  

간지원조직의 존재가 요하다.

사업 분야 사업모델 평가 개선 방향

돌 서비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 악화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미흡

∙종합  복지시스템

∙의료생 과의 연계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의료 복지

∙경쟁 격화, 는 인구과소화로 

  수지 악화

∙ 동조합 방식의 장  부각

∙사업 역의 역화

∙공공의료기 과의 조

교육 복지

∙강사 풀 조성으로 문성 확보

∙종합  교육복지사업 체계 구축

∙사업량 확보 미흡

∙사업지구 역화 

∙교육청 단 로 사업 확보

표 5-16.  사업 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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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사업 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계속)

사업 분야 사업모델 평가 개선 방향

농업 생산· 
가공·유통

∙시장경쟁 속에서 수익성 낮음

∙ 문성과 자본투자 미흡

∙마을, 농기업과 연계 부족

∙업종 문화

∙지역농업의 기반 강화

∙사회 경제간 상호시장화

농
지역개발

∙활동의 수익사업화 미흡

  - 시장형성 되지 않음

∙서비스 유료화 모색

∙ 기 정착을 한 지원

∙사회 경제 간 네트워크

자원재활용
집수리

∙경쟁으로 사업성 악화

∙집수리사업도 시장 소

∙ 문성 확보로 품질 제고

∙보호시장 제공

장애인 고용

∙ 문화가 성공 요인

∙생산성 하를 지원으로 해결하되 

고품질은 유지

∙투자확 로 문화

∙보호시장 제공

3.2. 정책지원 방향

3.2.1. 반 인 정책 과제

  사회 기업에 한 인건비 보조가 기의 경 애로 해소를 넘어 방만한 

경 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지 않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은 비

용보  등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

어 장애인 고용, 무상 식 조리  배달 인건비, 지역자원 발굴을 한 문

화나 생태 해설사(지자체에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돌 서비스 

사업에서 고용알선이나 견업과 비교하여 직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

서 4  보험료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의 사회 기업에서 매처 확보가 요하나 홍보나 보호시장의 

제공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장의 제공이 사

회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료 식 행업체에 공서 식당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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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등 보호시장을 제공한다. 둘째, 학교 식 식자재 공 , 교육복지사업 

등에서 학교별 계약이 아니라 지자체(교육청) 단 의 계약을 한다. 셋째, 

안 에 해 바우처사업을 용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수료의 합리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혜

자가 산재한 농산 (면 단 ) 지역의 각종 돌 서비스에 차등 수수료 책정

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은 사회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기업 용 펀드를 조성하 지만 액수가 부족하고 

운 의 경직성이 있어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련 

부처에서 사회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여 투융자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를들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격을 부여

한다던지 귀 자를 한 민간의 택지조성 사업, 빈집 수리사업에 융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련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3.2.2. 사업분야별 정책지원 개선 방향

가.  사회서비스 분야

  돌 서비스 사업에서는 합리 인 서비스 수가 책정으로 질 높은 서비스제

공의 기반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요하다. 특히 원격지 서비스에 한 

교통시간과 비용이 계산되어야 한다. 한 돌 종사자를 직  고용하고 있

는 기업에 해서는 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재 지배 인 형태인 알선방식의 돌 서비스는 시장의 정서비스료 

형성을 방해하여 돌 종사자의 정상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의료와 의료생 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의료인력의 결원으로 주민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운 을 의료생 에 탁하거나 의

료시설과 장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 의료 동조합에 합한 틀을 허용하는 동조합법의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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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조합원이 소비자인 소비자생 의 틀이 아니라 안의료운동에 참

여하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고려하는 지배구조가 허용되어야 한다.

  교육서비스사업의 정착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상 아동에 한 통합  지원과 사각지  해소를 해

서는 지원사업의 조정이 필요한데, 앙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면 지자체에

서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기업에서 지자체가 드림스타트

와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실의 운 을 연계하도록 한 것이 좋은 이다.

  둘째, 방과후 로그램 등을 학교별 계약이 아니라 시군 교육청 단 에

서 계약하여 교육서비스 공 자가 규모의 이 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환한다.

  마지막으로 지 할 것은 사례기업의 사업모델이 바람직하더라도 타지역

에서 이러한 모델을 따라 규모와 문성을 갖추어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에

는 상당한 기간의 노력과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다. 특히 

로그램 개발과 강사진 교육의 기 비용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  농업연계 사업

  사회 기업들은 체로 보호시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시장인 

농식품 시장에서 보호시장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지만 로컬푸드나 

지역 취약계층에 한 식서비스 행 등의 업체에 해서는 지자체 수

에서의 보호시장은 가능하다. 를 들어 학교 식이나 공서, 공공기  

식당에 식자재 납품 는 식당 탁운 에 지역의 사회 기업 특히 조리시

설이 필요한 무상 식업체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상 식 사업에서는 조리와 배달에 필요한 인건비 인정이 요하

다. 재 식 지원비(아동 3500원, 노인 2100원)에서 식재료비 비 은 

80~90%, 운 비(연료, 자재 등) 비 은 10~20%을 지키게 규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재는 사회 기업 인건비 지원을 

받아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지원이 끝나면 자원 사 인력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정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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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개발사업

  생태 의 공공시장을 극 조성하기 해 ‘여행바우처’ 지원 상에 

안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안 에 한 법  규

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 지자체에서 지역 문화·생태자원의 발굴과 해설

을 담당한 문인력의 교육과 활동비 보조 등을 극 고려해야 한다.

  귀 자에게 염가의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빈집활용 사업을 활성화

한다. 이를 해서 재 실수요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을 사업자에게도 하도록 확 한다. 

  한편, 20호 이상 규모의 농 지역 주택 공공개발인 원주택개발사업을 

귀농·귀 자에 한 민간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한 지원도 가능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 주택 구입  신축 지원을 귀농인에 한정하지 

않고 귀 인에 확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귀 자를 활용하는 사회 기업 등에는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귀 을 유인하는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

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  집수리, 자원 재활용, 장애인 고용

  이들 사업분야에서의 정책과제로는 보호시장 제공과 투자자본 지원을 

들 수 있다. 사례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 정착시

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애로를 일부 해소하고 경 험을 

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비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원재활용

과 농업  농산물가공업의 경우 일반기업보다도 극 인 융자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민간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농어 지역에서 지자체의 취약계층 주택 개

선사업은 집수리사업 사회 기업의 생존의 토 이다. 따라서 이를 사회

기업에 보호시장으로 지속하기 한 사회  합의와 제도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한, 집수리사업은 혹한기와 장마철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계  비수기가 있다. 이때 핵심인력 외 인력을 고용방식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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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감안하여 합리 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방식

으로 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조에 의한 공공시장 확보가 요

하다. 지자체의 재활용선별장 탁, 수거 탁, 처리 탁 등 공공시장을 주

로 하되, 일정한 규모의 민간시장을 확보하여 보완하는 모델이 합할 것

이다. 이를 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와 공무원들의 극 인 의지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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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기업에 하여 정부 부처에서 서로 경쟁 으로 경제 공동체 조직

을 육성하다 보니 불과 몇 년 사이에 국에 3,300여 개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 기업이 양산되었고 이를 통해 수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양 인 정책성과를 인정하더라도 사회 기업을 육성 발 시키

기 해서는 지속 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 사회 기업이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자리 잡게 하기 해 극 인 육성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 정책과 제도에 해 개선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쟁 과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쟁 과 개선

방안을 심으로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 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한다. 한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한 극 인 방안을 제시

한다. 

  <표 6-1>은 일반 으로 사회 기업 육성 정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

한 쟁 과 이 연구에서 도출된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을 한 쟁 을 

근거로 종합 인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제1 과 제2 은 정

책과 제도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3 에서는 극 으로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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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쟁 개선 방안

고용

노동부의 

사회

기업

정책

∙사회 기업 정책 독

∙사회 기업 명칭 사용의 범용화

∙사회 기업 정책 담 독립기   

  설치

∙정부부처의 유사정책 추진에 따른 

비효율
∙유사 기업의 사회 기업화 진

∙사회 경제의 토  등한시 
∙경제공동체 육성과 사업체계 국지화

∙사회 경제의 지역  구축

∙ 간지원조직 체계화 미흡

∙ 간지원조직의 안정성  기능 강화

∙ 간지원조직 운 의 법 근거

∙농 지역 담 간지원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심의 인건비 지

원으로 지원의 다양성 부족 

∙인건비 차등지원

∙업종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차별화

∙사회 기업의 지속성을 한 비 

부재
∙2단계 지원방안 마련

∙사회 기업 공간  분포 불고려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차별  

정책과 정책의 다양성

∙유형별 지역 특화  문화

∙다양한 사회  목  발굴  

사업화 방안

인증

제도
∙‘지역사회공헌형’ 개념 모호

∙지역사회공헌형 객  단기  

정립 

국가시책

합동평가
∙사회 기업에 한 양  평가 ∙지속성 제고를 한 질 평가 시

지방자치

단체
∙사회 기업 정책 추진체계 미흡 ∙통합운  시스템 구축  체계화

표 6-1.  사회 기업 육성 제도의 쟁 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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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의 문제

1.1. 정책 제도의 문제점

1.1.1.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육성 정책 독

  고용노동부가 인증제도를 통해 법 으로 사회 기업 육성정책을 독 하

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 기업의 활성화를 원천 으

로 제한하고 있다. 국의 경우 장애인을 한 일자리 제공을 목 으로 설

립된 사회  회사(Social Firm)나 지역개발이나 지역 활성화에 조직의 

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공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ies:CIC)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기업이 존재하며 발 하고 있는 상황과는 조 이

다.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육성정책에 의하면 국의 CIC가 한국에 세

워져 사회 기업임을 자처한다면 사회 기업의 명칭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회  목 을 지역 주도의 사회 기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우리의 제도는 

경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1.1.2. 부처별 유사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정책이 한국에서는 여러 부처가 경쟁 으로 유

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유사· 복과 비효율성 래라는 문제가 지

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 기업 육성정책 역시 이러한 

비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각 부처의 특징을 살려서 다양한 형태의 사

회 기업을 활성화 하고 이들을 합리 으로 연계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증 하기보다는 차별성이 거의 없는 유사 정책사업들이 개별 부처에 의해 추

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으로는 정책의 일 성, 리의 용이성, 정책

상자의 혼란 등 사회 기업 육성정책의 시행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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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회  경제의 토  등한시  

  한국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 기업 육성정책은 사회  경제라는 토 를 

무시한 채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사회 기업은 연

와 력, 집합 인 자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의 표 인 

경제활동 조직이다. 사회 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기 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의 주요 주체들 간 다양한 연 와 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자리를 만들

기 한 수단으로 개별 사회 기업을 양산하는 데 정책의 심이 집 되고 

있는 반면, 사회 기업의 토 가 되는 사회  경제의 구축에는 상 으로 

심이 었다.

  사회 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가 창출

되고 발 되기 해서는 선행 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두 포 하는 계획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 계획이 수립되어

야 하며, 지역사회의 가용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교육

과 훈련을 통해 경제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새로운 계를 형성하게 연계하는 사회  마 을 추진하는 등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 에서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 기업이 

건 하게 성장할 수 있다.

1.1.4. 지원의 다양성 부족

  사회 기업 지원제도는 경 지원이나 컨설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

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일자리창출을 한 인건비지원에 을 두고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지원도 다양한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장에서는 업종이나 

사업성장 시기에 따른 차별 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제도가 

지역  특성이나 업종 등에 따른 지원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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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사회 기업의 공간  분포 등한시

  농 지역 지역사회는 여러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균형

으로 지역사회를 발 시키기 해서는 지역사회 주도 사회 기업을 육

성함에 있어 공간  분포에 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 까지 이에 한 노

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 된 경향이 있다. 도시지역에 치우친 분포를 시

정하려는 노력이나 기업환경이 취약한 농 지역을 특별히 배려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정부가 정책수혜의 혜

택이 지역 으로 골고루 배분되어 균형 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사회 기업은 사회  경제가 생겨난 배경과 같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공존하는 취약계층 는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3의 방식과 

조직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민간자

본의 투자가 기피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 에서 효율성이 낮은 낙후지

역이나 농 지역에 보다 많은 사회 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1.6. 지역사회 공헌형에 한 객  기  미비

  지역사회공헌형이 추가됨으로써 인증 상이 확 되어 사회 기업 육성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어 지역에서 발돋움하는 기업들

의 사회 기업 진출 문호가 넓어졌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

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지역사회공헌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사회 기업의 유형에 한 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 기업의 인증 심의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 기업 인증에 객 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1.1.7. 간지원조직 시스템 불비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간지원조직이 요한 역할을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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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간지원조직의 운 에 한 법 근거가 없다. 간지원조직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간지원조직을 매년 선정하는 

것은 간지원조직의 지속성, 안 성, 발 성, 자율성을 해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다시 선정되어 지속 으로 간지원조직으로서 활동은 하지만 

강력한 간지원조직의 상에 한 근거가 없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업

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간지원조직에 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

에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최 한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에도 불구하고 지역 장에서는 자생 으로 사

회  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의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 기업이 많기 때문에 사회 기업의 문제를 개선

하여 실효성 있는 육성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2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1.2.1. 분산된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 정책들의 추진체계가 사업마다 다르고, 

사업추진기 으로 선정되는 민간지원기 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 체 측

면에서 사회 기업 육성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복잡성, 복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특히 각 부처의 사업마다 상이한 지원기 을 두는 체제로 운

되기 때문에 체 으로 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지원기 의 문성 정

도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풀어가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 기업 육성에 한 노력의 극성에도 한계가 있는 제도  문

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 농 지역 사회 기업가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한 

부처가 련사업을 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89.9%로 한 부처가 련사업

을 총 하여 사회 기업을 육성해야 함을 보여 다. 한, 역자치단체 

심으로 민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0.2%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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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37.8%와 사업 리 담기  설립의 11.8% 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로 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집행체계로 요

함을 보여주고 있다<표 6-2>. 결국 한 부처가 사회 기업 육성 련 정책

을 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표 6-2.  농어  활성화와 련된 유사사업의 추진체계에 한 의견

추진체계 빈도 비율

한 부처가 련사업 담-기 자치단체 추진 64 37.9

한 부처가 련사업 담-공  사업 리기  설립 추진 20 11.8

한 부처가 련사업 담- 역자치단체 심의 민간지원조직 
선정 추진

68 40.2

행 각 부처 추진 1 0.6

행 간 부처 추진-다양한 수혜 기회 16 9.5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1.2.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기업 정책 추진 체계 미흡  

국가시책 합동평가 불합리성

  고용노동부 심으로 추진하던 모든 사회 기업 지원 사업(사회 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비사회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들이 2010년부터 서서히 지방자치단체로 이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

체 에서 사회 기업 육성 업무를 담할 인력조차 배치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앙부처와의 카운터 트로서 역  기 자치단체 간의 긴 한 

조 계가 요구되고, 업무담당자의 문성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 특히 

기 자치단체는 농 지역발 , 사회 서비스의 효율  제공 등 사회  목

을 실 하는 사회 기업 육성 업무에 소극 으로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역공동체사업은 타 일자리 담 부서에서 맡고 있으며 자립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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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 기업 업무만 한 부서에서 맡고 있

어 일자리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 기업  자립형지역공동체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조직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가시책에 한 합동평가에서 사회 기업 

련 평가의 주안 이 정량  평가로 집 되어 양 으로 사회  기업의 수

를 늘리는 것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  에서 미래지향 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1.2.3. 담당자의 일 성과 문성 부족  간지원조직의 장 

착성 부족

  사회 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어 업무의 일 성과 문성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매년 60~70% 정도가 교체되어 정책사업지침이 간

에도 자주 변경되고 있으며, 시도에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사회 기업을 진흥시키기 해 설립된 사회

기업진흥원도 사회 기업에 한 업무 악도 미흡하고, 데이터 축 도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 기업진흥원을 설

립하기  비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역자치단체 입장에서 시·군 사회 기업 담당자와의 조나 업무처리

에서 실질 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군 담당자의 업무 담

당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주 어 업무처리가 어렵고, 극 인 심

과 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 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자치단체의 간지원조직 시스템의 부재로 장 착성이 결여되어 

있어 효율 인 사회 기업 육성시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 과 제도 개선 방안  209209

2. 사회 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방향

2.1. 육성 정책 개선 방향

2.1.1. 경제공동체 육성과 사업체계의 국지화와 사회  경제의 

지역  구축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의 정책  은 농  지역사회 주도의 개별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데 맞추기보다는 경제 공동체를 운 하는 지역사

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두어져야 한다. 선행 조건으로 지역사회 발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화, 경제  자립을 가능하

게 하는 교육과 훈련, 생산자와 소비자를 새로운 계로 연계하는 사회  

마 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사업체계는 지역  착근을 해 국지화가 요구

된다. 이를 해서는 지역 내 사회  경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은 사업 아이템 발굴과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요한 과제

를 안고 있다. 사회  경제의 구축은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 기업이 사회

 목  실 과 기업의 지속성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경제의 구

축을 한 정책 ·행정 · 산 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1.2.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차별  정책과 정책 다양성

  농 지역에서 지역사회주도 사회 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공간  분포에 

한 고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기업에 한 도시지역과 차별

화된 정책과 다양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 기업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공존하는 취약계층 는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3의 

방식과 조직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을 고려하면, 민간자

본의 투자가 기피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 의 효율성이 낮은 낙후지역



210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 과 제도 개선 방안210

이나 농 지역에 보다 많은 사회 기업을 육성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농 지역은 도시와 비교하여 소득이 낮고, 사회서비스 공 에서도 지리

 분산 등 지역  특성으로 사각지 의 존재, 사회생활 인 라 불비(병원, 

학교 등), 인구구조상 많은 고령자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읍지역은 도시지역과 유사하다고 해도, 어도 면지역에 해서는 특별한 

정책  고려가 요구된다. 를 들어, 방문도우미 등 직  서비스 달의 경

우 이동거리에 한 시간과 비용추가에 한 정한 지원, 원거리 수혜자

에 한 서비스 수혜자 수의 조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2.1.3. 제2단계 지원방안 마련

  사회 기업 육성을 한 지원이 종료된 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

익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 2단

계 지원정책을 시 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  목 을 실 하고 있는 기업

으로써 국가가 제공해야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 기업은 다

른 업활동을 통해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용이하지 않다. 수익구조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해 지속 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단계 지원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지원은 인건비 지원 등 직 지원방식보다는 자생

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하도록 기업환경조성, 경  장애요소 제거 등 간

지원 방식으로 사회 기업이 유지·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는 제조건이 있으며, 제조건으로는 지원이 종료된 사회 기업에 

한 철 한 평가를 통해 사회 기업이 추구하는 목  특히 사회  목 을 

실 하고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기업만을 상으로 하는 선별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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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회 기업’ 명칭 사용의 범용화

  사회 기업의 육성을 통해 농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취약계층

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외소득 증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해서 인증사회 기업이나 비사회 기업만이 사회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확  용할 필요가 있다. 재 사회 기업육성

법 제19조에 의하면 ‘사회 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 기업 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양한 사회 기업

을 육성하기 해서는 정부의 지원 여부와 계없이 사회 기업이라는 명

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시기가 된 것으로 단된다. 기

존의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육성정책 하에서 지원을 받는 사회 기업

에 해서는 ‘인증사회 기업○○’으로 표기하여 다른 사회 기업과 차별

화시키고, 기타 기업에 해서는 ‘○○사회 기업’ 혹은 ‘사회 기업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국에서처럼 사회 기업 역의 

다양화와 확 를 통해 농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1.5. 유사한 육성정책을 통한 조직의 사회 기업화 진

  각 부처가 독자 으로 추진하는 유사한 사회 기업 정책 상인 마을기

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 공동체회사, 자활사업 등과 기타 지역발  정

책의 일환으로 하는 마을조성사업 등을 가능한 방향에서 M&A 등을 통해 

사회 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향토산업 마

을조성사업을 마을기업과 합치만 하나의 지속가능성이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

어 순창의 ‘벼이삭 농조합’은 국  유통과 5  홈쇼핑에서 매하여 

매년 2배씩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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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인건비 차등지원  업종과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

  사회 기업에 한 정부의 지원이 인건비 지원 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인건비의 일률  동일 액 지원은 질 높은 인력의 충원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좋은 인력을 수용할 여지가 어들 수 있다. 정부지원의 요건

에 해당되는 취업자수와 지원액은 같게 하더라도 사회 기업가가 일정한 

범  내에서 차등 으로 지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농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기 해서는 차등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다. 

  한 업종이나 사업성장 시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다를 것이

다. 업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차별 인 지원이 필요하다. 

2.1.7. 유형별 지역 특화  업종 문화와 다양한 사회  목  

발굴  사업화 방안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은 유형별로 특화된 업종이 분포한다. 각 유형의 

사회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  임무, 이를 실 하는 방식, 고객의 특성, 농

지역의 상황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유형별로 사회 기업의 

지역  특화  업종을 문화해야 한다. 

  농가  농업활동의 보호와 지원, 환경·경 ·생태 등의 보 , 통·문화·

술의 보존과 확산, 낙후지역 활성화 등 농 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농

의 구조  낙후성을 개선하는 사회  목 을 추구하는 기업의 발굴과 육성 

필요하고, 농 의 사회  가치를 실 할 수 있는 농  사회 기업의 특화

된 유형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해 각 사회  

목  실 에 맞는 사업화 방안  지역 내 경제의 순환체계 구축과 공동 

로젝트와 같은 지역네트워크 형성하는 등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을기업이나 농어 공동체회사 등의 정책과 연계

하여 사회 기업을 발 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농  사회 기업이 당면한 문제와 발 을 한 정책 수요도 유형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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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건비 주의 직 보조를 

확 하여 농  사회 기업의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발

을 한 투자를 해 인건비 만큼에 하는 직 보조를 시행할 필요도 있

다. 직 인 고용 창출이 아니라도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으로 인한 생산

의 증 는 국가 으로 는 지역사회에 결국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도덕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매칭펀드와 같은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1.8. 간지원조직의 조직 안정성  기능강화 방안 마련  

농 지역 사회 기업 담 간지원조직 육성 

  각 부처에서는 간지원조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들의 성

격이 사회 기업 육성정책과 유사하거나 앞으로 사회 기업으로의 환을 

지원한다는 에서는 일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체

 맥락에서 보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정책이 복되는 등 효율

이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극성에도 한계가 있다. 

  농 지역에서 사회 기업이 착근하고 발 하는데 간지원조직의 효율

인 지원이 요구된다. 어도 부처의 유사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

합하여 운 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부처에서 각자의 사업

을 할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회계에 포함시켜 지역특성에 맞도

록 하고, 문성을 갖춘 간지원조직을 어도 역자치단체 주도로 육성

해야 한다.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을 한 별도의 간지원조직을 육성하

여 모든 환경이 열악한 농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사회 기업 육성을 해 필요한 핵심 인 간지원조직의 지 에 한 

체계 이고 합법 인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간지원조직은 사회 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기 해서는 지원 련 노하우나 경험의 축 이 

요하다. 따라서 간지원조직의 육성이 사회 기업의 육성정책에 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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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원조직을 선정함에 있어 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체계

이기 때문에 간지원조직 자체의 발  등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한계

가 있다. 특히, 매년 선정하는 체계에서는 간지원조직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효율 인 역할 수행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간

지원조직 운 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책임

과 의무를 안정 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2.2. 추진체계 개선 방향

2.2.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운  시스템 구축  체계화

  어도 각 부처와 연결된 유사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어도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통합하여 운 할 수 있는 체계를( 특회계에 포함)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을 통합 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 자치단체와의 조와 기업 

장에 착하여 지원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정책의 통합  추진을 해 담부서에

서 사회 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하여 

정책사업을 조율하는 등 체계화가 필요하다. 한 지원 상에서 탈락한 자

들의 문제 제기로 언론 응, 지방의회 응, 민원인 응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기업 육성에 한 본연의 업

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해서도 자치단체 단 에서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2.2.2. 사회 기업 정책 담 독립기  설치

  장기 으로 사회 기업에 한 국가  업무를 총 하는 독립된 리기

으로 하거나(1안), 정부부처(지경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의 외청(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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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원회와 같은 원회(3안)로 하여 독립 산과 기구를 갖추도

록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안을 선정할 수 있다. 국의 Arm's Length Principle( 임 리원리)

는 앙부처가 정책을 총 ( 산지원)하지만 운 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

도가 좋은 가 될 것이다.  

2.2.3. 사회 기업진흥원 문성 제고

  출범 기이긴 해도 사회 기업진흥원에 한 문성 결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기업진흥원이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기 인 

을 감안하면 어떤 추진체계 개선보다도 사회 기업진흥원의 역할 확

가 필요하며, 기능을 제 로 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사회

기업 진흥원의 문성 제고를 해 원회를 두어 요한 사안에 한 

자문이나 결정을 하게 하고, 이 원회가 주축이 되어 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직원 채용 시 사회 기업에 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력자를 채용하는 등 내부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 정립이 필

요하다.

3. 농 지역 사회 기업 육성 방안

  농 지역 사회 기업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농 지역에서 사회 기

업을 육성하기 한 출발 이 되어야 한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이 요구하

는 정책  지원 수요를 악하여 육성방안을 도출하기 해서 농 지역 사

회 기업 운 자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6-3>과 같다.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가장 요한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인건비 외 지원 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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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통성, 시장진출 지원, 자본시장 조성 지원, 홍보시스템 구축  활동

지원, 네트워크 형성 진 지원, 교육  컨설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사회 기업 지원 정책 순 에 한 의견

단 : 명

필요 지원 1순 2순 3순 계

지역자원 연계 지원 체계 67 34 26 127

인증조건완화 등 제도개선 10 19 4 33

자본시장 조성 7 10 10 27

홍보시스템 구축  활동지원 4 18 16 38

시장진출지원 51 46 16 113

인건비외 지원 역확   융통성 38 35 48 121

네트워크 형성 진 지원 2 10 13 25

교육  컨설  서비스 지원 - 5 30 35

간지원조직 강화 1 2 15 18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사회 기업의 속성 상 제도정비만으로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  경제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도의 농 지역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해서는 보다 능동 이고 극 인 정책  육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투자자

을 조달하게 하는 자본시장에의 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사회 기업의 

사업기반을 강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사회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한 기

업성 강화방안에 을 두고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의에서는 사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반 하여 <표 6-4>와 같이 지원방안을 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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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사회 기업 정책지원 수요와 지원 방안  

정책 지원 수요 지원 방안

투자  운 자  근성 제고 ∙자본시장 조성 지원

사회 기업의 사업기반 강화
∙네트워크 형성  지역자원연계 지원

∙교육  컨설  서비스 지원

사회 기업의 기업성 강화 

∙보호시장 설정 지원

∙일반기업과의 트 십 확  지원

∙홍보체계 구축  홍보활동 지원 

∙기술개발 지원

3.1. 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의 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조성 지원

3.1.1. 일반 황

  사회 기업의 성패는 사업의 지속성과 수익창출력에 달려있으며, 사업

의 지속가능성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기업으로서 핵심 인 요소는 

사업자 조달이다. 사회 기업은 부분 재원조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기업의 규모나 사업의 수익성 등이 일반 인 리기업보다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사회 기업의 자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배려가 요

구되는 상황이다.

  사회 기업의 자 조달 조사 결과(노희진, 2010)에 따르면, 자본조달의 

부분이 내부조달이었으며 주식회사형태의 사회 기업도 주식이나 사채

를 발행한 기업은 없으며, 직  융기 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담

보력 등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매력을 강화시켜 자 조

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재의 실정이다. 자본조달의 어려움은 

사회경제  여건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농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에게

서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사회 기업이 자 조달이

나 인 자원 동원 등 사회경제  여건이 농 지역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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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농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가 격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도시지역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지 까지 농업이 핵심 인 산

업인 농 지역에서의 사회 기업의 는 정책과의 성이 훨씬 높다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기업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국내의 사회  문제 

 가장 큰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등에 한 정부의 응 략

의 하나로 사회 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사회 기업가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항은 인건비 지원이 아주 요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운 자 의 부족에서 나온 상이다.  

  정부는 사회 기업의 자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해 모태펀드를 조성

하고, 소기업 정책자 이나 미소 융을 통한 융자제도의 확충, 사회 기

업에 한 상시 특별보증운용, 비 리형 사회 기업의 자 조달 지원 등 

사회 기업에 한 자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근본 으로 사회

기업이 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기업을 한 용 자

조달에 한 정책  근이 요구된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 투자하기 보

다는 개별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  투자로부터 오는 험을 감소시키

며 수익을 꾀하는 펀드로서 모지정펀드, 상지정펀드, 맞춤형펀드로 구분

된다. 우리나라에서 모태펀드의 탄생은 2004년 소기업 경쟁력강화 책 

 벤처기업 활성화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4조 2항에 소기업청장이 소기업진흥공단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기 은 소기업진흥에 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소기업창업  진흥기 을 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한 투자를 목 으로 설립된 조합 는 회사에 출자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 기업에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농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이 출자를 받기는 실 으로 어렵고, 기타 정책자 을 융자하는 것조

차도 인 , 물  담보제공 요구 등으로 자 조달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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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자 조달 방안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한 근방법은 기업의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부정책의 임이나 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  차원에서 사회

기업에 한 지속 인 정부지원과 기부, 일정 부분 수익을 통해 일자리

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넓게 국

가 정책  치원에서 농 지역의 활성화와 농산업의 발 을 추구하는 많은 

정책  하나인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 지역을 보아야 한다.

  <표 6-5>에서 보듯 사회 기업의 형태에 따라 사회 기업과 정부 지원

에 한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사회 기업 주도에 부분

인 정부지원의 형태를 갖는 특징이 있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 기

업의 보충성과 정부지원 주도의 조합이 맞는 형태일 것이다. 사회 기업을 

평가하거나 자 조달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도 이런 이 반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 지역 사회 기업은 에서 제시한 모델들이 사회 기업의 

성격에 따라 두루 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 6-5.  사회 기업과 정부지원 정도에 따른 분류

사회 기업의 
사회 서비스 제공역할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주도 (60% 이상) 부분 (60% 이하)

주도 (50% 이상)
보조  모델

독일

제3섹터 주도  모델

이탈리아(조합주의)

보충 (50% 이하)
정부 주도  모델

노르웨이, 스웨덴

시장 주도  모델

국, 미국

자료: 정무성, “사회  기업을 한 민간재원 개발,” ｢사회 기업과 인 ·물  자원 연

계｣ 노동부, 2011. 재구성.



220  사회 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 과 제도 개선 방안220

  사회연 은행 등을 통한 미소 융도 농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출자의 경우 기업에 

련된 자들의 출자를 제외하면 출자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실이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은 일반 으로 투자를 받기는 힘들고, 농 사회

기업에의 출자를 목 으로 하는 펀드의 탄생도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정

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서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는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이 근하는데 용이하지도 

않은 것이 실이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자본시장 조성을 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농 개발정책과 연계한 지원, ② 농 지역 사회 기업이 배타 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농 사회 기업 용기 (가칭)의 조성, ③ 사회 기업 투자 

펀드를 고려할 수 있다. 수익성이 있고 탄탄한 사회 기업은 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융기 을 통한 자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물론 정책  지원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사회 기업도 지원을 받

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기 규모를 고려한 우선순 로 조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농 개발정책과 연계해서 지역주도의 사회 기업이 농 발 의 주체

로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 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기업을 한 펀드의 조성과 심사 원회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사회  펀

드의 투자 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열정 등 일정한 기 을 충족

시키는 사회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되, 사회  문제에 한 신  

근, 결과 지향  성과 리, 자립가능한 수익모델, 고용효과 등을 고려한 심

사 원회의 심의롤 통해 선정한다(노희진, 2010).

  여기서는 농 사회 기업 용기 의 운용이 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심으로 논의를 개한다. 농  사회 기업 용기 (가칭) 조성 방

안으로 앙정부의 기출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농 지역의 활성화를 한 

출자로 기 을 조성한다. 아직은 사회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자치

단체가 일정 액의 기 을 출자하도록 하되, 기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출

자하여 기 을 조성하고, 지역 내의 기부 등 기 출자를 총 하여 ‘○○도 

농  사회 기업 용 기 ’을 조성하여 총  리한다. 기 의 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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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 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 을 통한 펀드운용을 맡기는 방안

(1안)과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2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도개선에서 제시

한 것처럼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에 마을기업, 농어 공동체회사, 

사회 기업 등의 업무를 총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가 기 조성 

 총  리에 한 반 인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 용기 (안)

○ 기 주체: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에 마을기업, 농어 공동체회사, 사회

기업 등의 업무를 총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가 기 조성에 한 

반 인 업무 담당  

○ 기 조성:

  ∙ 앙정부의 기  출자( 기출자) 

  ∙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공동 출자, 기 투자자 출자, 지역사회의 기부

 모 (기업연계 등) 역자치단체 당 10억 정도로 출발하여 차 확

  ∙지역사회 기부를 출자로 유도(출자에 한 세제혜택 등 제공하여 출자문화 제고)

○ 기 운용: 농 (1안) 는 독립재단 설립(2안)

  ∙농 : 기존 조직 활용(행정비용의 문제 발생하지 않음), 융자업무 문가 집단

  ∙재단설립: 행정비용 등 펀드운용비용 문제 발생

○ 기 운용방식: 출자와 융자방식의 병행(농 의 기 운용 수입 인정)

  ∙융자: 이율조건(최  정책자  수  3%)

  ∙융자조건: 무담보

  ∙심사조건: 지역사회공헌(지역민의 일자리제공)과 사업성 심의 심사

⋇ 소상공인 창업  경 개선자 : 5.4%, 여성가장창업지원자 : 3%, 농산물가공

산업육성: 3%, 재활용산업육성: 5.08%, 소기업공제사업기 : 5.25～8.5% 등)

  주민참여형 마이크로 크 딧의 한 형태로 사회 기업내 공동체의식의 

강화와 구성원들의 복리를 한 소액 출기 을 운 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사회 기업 내에서 마이크로 크 딧을 성공 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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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회 기업으로 제주도의 사회  기업 ‘일하는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고용안정기 을 회원회비로 기 을 조성하고 회원 간 긴

출이 필요할 때, 50만원 한도로 융자하고 있다. 이 방안은 사회 기업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여 사회 기업의 지속성

에 정 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직 지원보다는 

간  지원 방식으로 자체 기 을 조성하여 운용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제도 으로 이익의 일정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사회 기업 내 소액 융자 기 (자율 )

○ 기 조성: 사회 기업 내부 계자의 소액투자와 이익의 일정부분 출자허용  

(사회  목  실 으로 간주) 혹은 시도 사회 기업 의회가 회원  

사의 출자를 통한 기  조성

○ 펀드 리: 회나 사회 기업의 독자  리

○ 펀드운용 조건 등: 사회 기업이 스스로 결정

      ⋇ 정부는 펀드운용에 한 컨설 이나 교육 지원 

3.2. 사회적기업의 사업기반 강화 방안

3.2.1. 국 ·지역  네트워크  지역자원 연계

  사회 기업 의회 구성은 분과별로 세분화하여 실제로 필요한 정보 공

유, 제도개선 요구, 사회 기업의 력 등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업

종 심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의체의 표가 모여 사회 기업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별 의회도 앙에 국단  의회가 있

고 그 에 시·도 의회가 구성되어 사회 기업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도

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의체를 통해 업종별 력네트워크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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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기업들의 공생 발 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단 에서는 업종별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과 지역의 시민단체 등

과 력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로 등을 안정 으로 확보하여 사회 기업

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력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사회 기업 의회를 컨설 기 으로 

하고 3 권역으로 나 어 사회 기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

으로 도움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의문이다. 지역의 학이나 연구기  등

을 포함하여 컨설  문가 풀을 확 하여 실질 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사회 기업이 가지는 큰 약  의 하나가 질 높은 인 자원의 부족이

다. 회사의 수익성, 안정성 등으로 고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인 자원을 효율 으로 동원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시민사회는 

근본 으로 자원 사 정신이 기반이기 때문에 사회 기업의 존재의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자원 사자를 효율 으로 조직하고 동원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하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유능한 인재가 

많지만 그들이 사회에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

서, 자원 사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성하여

야 한다. 2010년 재 국의 246개 자원 사센터에 등록된 지원 사자 

6.3백만 명이며, 자원 사 일감을 제공하는 수요처는 국 140,431곳에 이

르고 있다. 

  사회 기업의 경우 자원 사자 활용이 필요함에도 자원 사자와의 연계

는 개별 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시스템을 통해 조직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은퇴자·귀 자· 

귀농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농 지역 사회 기업도 자원 사자를 찾

기가 차 용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 으로 참여하게 할 시스템

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경 노하우를 교육할 수 있는 유 기 , 기업, 학교 등과의 네트워크가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극 으로 자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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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자원 사센터, 사회 기

업 간지원조직 간의 유기 인 연계 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 부의 력체결을 통해 조직 으로 자원 사자의 연

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단 의 자원 사센터와 사회 기업 간의 연계체계

를 활성화하여 지역 착형 력을 증 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림 6-1>은  

바람직한 연계 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6-1.  사회  기업과 지역기 의 연계방안

자료: 윤순화, 2011, “사회 기업과 자원 사센터 연계방안,” ｢사회 기업과 인 ·

물  자원 연계 토론회｣, 노동부 인용 수정 편집

  국 으로 분야별 자원 사자 풀을 구축하고, 시·도 심으로 자원 사

자 조직을 분야별로 결성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시·도별로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을 일원화하여 다양

한 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는 사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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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원 사자에게 식비와 교통비 지원 등 지원 로그램을 시행하여 자

원 사자들이 극 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 기업이 기업활동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문지식을 가진 인력 조

직인 로보노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이 자원 사센터와 유기  연계하에서 간지원조직이 매개

하는 역할을 수행(기존의 간지원조직 통합 는 력체계나 연계지원을 

인 사업 역으로 하는 간지원조직형 사회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

다. 특히 기 자치단체 내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지역성, 인 계

의 친 성 등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학, 민간단체, 지역

기업, 지역거주 문가를 우선 조직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해서 확 를 

통해 연계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교육  컨설  서비스 지원 

  사회 기업가의 리더십과 사회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 마인

드와 직업윤리 등이 기업의 성패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은 주지의 

사실이나 기업환경이나 재정 으로 곤란한 사회 기업이 교육에 한 투

자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지속 으로 사회 기업 련

자들에 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건비지원과 같은 

직  지원에서 간  지원으로 기업의 독자생존의 가능성을 제고하여

야 한다. 

  한 사회 기업에 한 심의 증 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 사회 기업 

창업에 심을 갖게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비도 부족하고 

정책  시혜를 받기 한 무늬만의 사회 기업이 창출될 수 있으며 지원

이 종료되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안으로 사회 기업진흥원

이 교육에 한 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정부는 필요한 자 을 배분하면 될 것이다. 사회 기업진흥원은 지리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 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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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자나 신규 창업 비자에게는 사회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  

의미와 미래사회에서 사회 기업이 해야 할 일 등 정신과 철학에 한 교

육을 으로 하고 기업경 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도록 로그램을 갖

추어야 한다. 

  컨설 기 에 한 교육에서 재 농어 지역개발 련 컨설 업체가 

무수히 많은 실정이지만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연구에 많이 치 되어 

있다. 사회 기업 컨설 기 을 선정할 때, 최소한 사회 기업 컨설  업

무에 한 기본 인 내용 즉, 사회 기업의 목 , 방향, 내용 등에 한 교

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 기업의 형태에 따라 컨설 의 

분야나 질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문가들을 필요 시 동원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제 동원여부를 확인 등 컨설 기 을 정기 으

로 수혜자 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해서는 역자치단체에 컨설 을 문으로 하는 비교

 큰 규모의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한,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교육,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하게 하

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3. 사회적기업의 기업성 강화 방안

3.3.1. 보호시장 형성 지원

가.  사회 기업 제품의 일정비율 공공기  우선구매 특별할당제 도입

  보호시장은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 열 , 국가가 정책 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군의 육성을 한 제도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인 시장경제체

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체제의 에

서 보면, 사회정의 실 이라는 철학  근거를 가지고 국가가 일정한 시장

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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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소기업은 인 ·물 ·자본  맥락에서 경쟁의 상이 되기 어

려운 것이 실이기 때문에 정책 으로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우수제

품을 공공기 이 우선 구매하게 하는 소기업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사회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극 으로 추진하는 사회 기업 육

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 경쟁력이 약하지만 미래 지향 이며 사회

 목 을 실 하는 사회 기업에 해 보호시장 제도를 확 할 필요가 있

다. 통 인 소기업보다도 모든 면에서 더 열악한 사회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발 하여 지역사회를 한 사회  목 을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기 해 사회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 으로 하여 일정비율 우선 구

매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회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보다는 

평가를 통해 우수사회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의 일정 수  이상의 제품에 

해 우선구매제도를 용해야 한다. 

  재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상은 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

트웨어이며, 기술인증  품질인증이 필요하다<표 6-6>. 농 지역에서 

농업 생산물과 련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의 범 를 확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된다. 분야별 지정 황을 보면 농 지역 산업과 련된 

것은 무하며, 국가의 로지원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로 확 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6-7, 표 6-8>.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극 으로 역내 우수 사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

정하여 사회 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의무 으로 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제품의 품질이 일반기업 제품과 비슷하다는 조건을 충족시키

는 노력을 사회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인 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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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조달청의 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기 술 인 증 
품질(성능) 인증 

기술인증 종류  소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
(NEP)

-NEP(지경부, 방통 )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신기술

(NET) 

용 제품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력신기술(지경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교통신기술(국토부)

신기술을 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

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성능인증(EPC)

-GR마크(기술 표 원)

-GS마크(한국정보 통신

기술 회)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 지

기자재인증 

(에 지 리공단)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특허·실용

신안 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특허 는 실용신안기술

을 용한 제품으로 성

능인증 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

만 신청 가능 

녹색기술

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

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 

주 1) 신제품, 신기술제품: 최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선등록 후 5년 이내, 기술평가 확정 등록 후 3년 이내

   (실용 신안 등록원부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인 특허, 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표 6-7.  분야별 지정 황(2010년 12월말 기 )

구분
건설
환경

과기
의료

기계
장치

사무
기기

기
자

정보
통신

화학
섬유

기타 계

제품수 834 105 677 356 475 232 177 18 2,874

주: 2010년 12월 말 기

자료: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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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우수제품 지정  로지원 황

연도별
199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정품목  
  (개)

1,148 151 184 262 310 239 264 316

로지원  
  (억원)

7,848 2,409 3,409 4,980 7,007 9,412 11,486 11,232

 자료: 조달청

나.  불록시장 육성 지원

  불록시장은 생활 동조합 등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네트

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상품을 역내에서 우

선 구매하거나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불록시장의 역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는 인 으로 하기보다 지역에서 여러 사회 기업이나 지

역의 사회경제체제에서 네트워킹이 가능한 범 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보호시장제도가 될 것이지만 지역사회 다양한 단

체가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은 회원 심으로 시작하여 지역사회

로 확 되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농 지역에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등과 련된 횡성의 친환경가공생

산자 의회는 참여업체들의 생산, 가공, 물류에서의 력이 주된 목 이기 

때문에 재로써는 불록시장의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 활동 역이 

확 될 경우 하나의 불록시장으로 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 단계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인근 지역인 원주에 있는 ‘한살림’이나 

‘생 ’ 등과 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원주횡성을 포 하는 보호시장이 될 

가능성은 높다.

  불록시장을 육성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하다. 농

지역에서 로컬푸드는 강력한 불록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단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사회 기

업 육성 등 극 인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시장에서 민간기업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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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통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최소화하기 한 노력

도 병행하여야 한다. 원주시의 원주 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형태가 지역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불록시장을 통한 보호시장의 표 인 가 

될 것이다. 

원주 동사회경제네트원크

○ 출발 : 개별 사회 기업 지원정책의 효과가 미흡하고 자립과 사회 목  구  

에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단에서 생태환경의 요성 부각

○ 강원도의 2012년 정책방향이 지역단  자립환경조성, 사회 기업들의 동  

네트워크 구축하려는 방향

  - 원주시의 조례(친환경농업육성, 학교 식)에서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사용

○ 17개 단체와 사회 기업 5개소로 22개 단체로 결성(생 조직, 생산자조직, 신  

용 동조합, 맞뚜  등)

  - 단체의 회원수가 35천명

○ 목 :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한 사회 기업진흥원의 정책지원으로는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부조의 기반하에 

자립기반을 구축

○ 네트워크를 통한 수혜

  - 매출: 2010년 276억원, 2011년 300억원 상

  - 시루 은 매출액  네트워크 매출 비 이 90%로 고정 납품처가 있으며, 카  

도릭농민회매장을 통한 국 매도 가능해짐.

○ 기본정신: 자족 심이며 공동 심.

○ 네트워크 기  모 : 산림농산이 매년 10백만원, 한 살림의 배당액의 5% 기  

납부를 정 화

  - 갈거리 동조합(노숙자): 2억4천만원의 자산으로 마이크로 크 딧을 운 하

는데 출 100건에 악성채무는 7～10건에 불과함

  - 리 동조합(자활사업참여자)

  - 지역거래 이윤  일정부분 출자

○ 교육, 공동홈페이지구축, 동카드 등으로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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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일반기업과 사회 기업의 트 십 확  방안

  트 십은 상호 간 가치를 창조함에 있어 시 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를 유지할 경우 지속성과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  책임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고, 사회 기업은 미흡한 경  련 노하우와 기업 활동의 보완을 통

해 지속  성장을 통해 사회 기업의 존재의의에 맞게 사회발 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며, 궁극 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가.  국  기업과의 트 십

  사회 기업은 정책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경 략을 수립해야 하며, 상

황의 변화에 따른 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 기업은 일반기업과의 

계에 있어 개별화되고 경쟁 인 계 속에서 트 십이나 연계를 구축

하고 유지하는 역량은 부족하다(김윤수, 2009). 

  기업은 직간 으로 사회 기업에 해 경 지원과 재정지원을 하며, 

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등과 연계하여 사회 기업의 출발

을 돕거나 자체 기 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자회사형태의 

기업을 직  운 하기도 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 , 로개척, 회계

처리 등 경  컨설 을 통해 노하우를 수하기도 하고 홍보, 수출, 유통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망을 활용하여 계를 유지하도록 극

인 트 십을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농산물 생산 가공 매 등과 련된 농 지역 사회 기업이 기

업 등 일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기업

들과 트 십을 구축하여 안정된 로의 확보를 통해 사회 기업이 성장

하고 지속 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기업과 

사회 기업의 연계 형태가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재까지 연계

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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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9>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업이 사회 기업과의 상생을 해 취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계방안을 볼 수 있다. 기업은 기업이 가지는 업

종과 문화에 따라 사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이러

한 다양한 지원 가능 분야를 각각의 기업에서 계획 하에 선정할 경우 

계가 있는 일부 사회 기업에 혜택이 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기업진흥원이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연계의 혜택이 많은 사회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6-9.  기업과 사회 기업의 연계 형태

항
목 

참여기업 상  세  내   용

목  
표

SK그룹 2013년까지 사회 기업 40개소 육성, 총 4,000개 일자리 창출

삼성그룹 2013년까지 사회 기업 7개소 설립, 400명 일자리창출

자동차그룹 2012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1,000개 창출

재
정
지
원

LG 자 3년 간 80억원 투자 계획

GS샾
사회 기업 자립 기  1억원 기부

사회 기업 지원 펀드 ‘리얼러 ’운

한국후지제록스 사회 기업가 지원 ‘희망펀드’ 운

삼성그룹 삼성그룹 2013년까지 4개부문 200억 투자 계획

한국수력원자력 사회 기업 육성 기  10년간 500억 투자 계획

경

지
원

SK그룹 사회 기업 담조직 ‘SK사회 기업사업단’ 출범

삼성그룹 청년사회 기업가 창업아카데미 설립

자동차그룹 사회 기업인 (주)한백 지원  우선구매 약

LG 자 매년 사회 기업 2개소 선정 후 6개월 이상 경 컨설  제공

포스코 포스에코하우징 독립 연구개발 담부서 보유

홈쇼핑 사회 기업 유통지원 약

LH공사 ‘마을형 사회 기업’ 심 재능기부

벤처기업 회 사회  책임 통합사이트 ‘착한벤처인’(1004.venture.or.kr) 개설

티켓몬스터 소셜기부 캠페인 진행, 사회 기업에 매·홍보채  제공

기
타

SK그룹
SK 로보노 시행  우수 로보노 시상

‘행복나눔 계 ’ 선포하고 그룹사/ 계사 사활동

NH 사회 기업 동천에 차량 기부

자료: 곽선화 등, 2010, ｢사회 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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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  책임이  사회에서 아주 요한 이슈인데 사회 기업

에 업무 탁, 공동사업 발굴 수행, 사회 기업 제품 구매 등을 확 하여 

사회  책임을 하도록 정책 련 기 들은 노력해야 한다. 사회 기업과 

연계를 강제할 수는 없고, 사회 기업에 한 기업의 심 증 를 해 

기업에 한 홍보, 다양한 참여 방안 제시 등의 노력을 통해 트 로서 

상이 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사회 기업의 조직형태별로 연계확

를 한 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표 6-10>. 민법상의 법인에 해

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재정지원과 생산품 구매,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제품구매와 사업 탁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표 6-10.  일반기업과 사회 기업의 조직형태별 연계 규모 

단 : 백만원

액

재정지원 생산품구매 사업 탁 계

민법상 법인 9,023 100 640 9,763

민법상 조합 3 0 94 97

비 리단체 171 136 143 450

사회복지법인 1,429 3,547 193 5,169

상법상 회사 635 1,134 18,549 20,318

계 11,261 4,917 19,619 35,797

자료: 곽선화  등. 2010.  2010. ｢사회 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p. 68 일부 편집

  국민과 국가는 일반기업들이 사회 기업과 연계하여 한 활동에 해 

요한 사회  책임을 한 것으로 인식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기업이나 견

기업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사회 기업에 

한 심을 가지고 공생을 한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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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기업과의 트 십

  농 지역사회에 치하고 있는 기업과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과의 연

계가 특히 요하다. 단순히 지역에 치하며 농어 경제사회와 연 이 없

거나 은 기업에 해 사회 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지역펀드를 통

한 출자, 청소 등 서비스제공 등으로 한정될 것이고, 지역의 생산물을 원료

로 하는 기업의 경우는 사업일부 탁이나 원료공 (원재료와 간재)으로 

연계하는 트 십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성공 인 트 십을 통해 사회 기업과 기업이 상생 발 한 로 

국의 벤과 제리(Ben & Jerry's)라는 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리기

업이면서 사회  책임을 시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로 향력 있는 기

업이 된 것은 회사의 사명(mission)을 ‘지역사회 주민, 국민, 세계 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한 신 인 방법을 개발하고, 기업의 사회  책임을 수

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사명지향 (mission-driven) 기업활동을 한 덕분

이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 히 사회  목 과 

연계시켜 새로운 가치창조를 이룩한 것이다. 제품생산을 한 원료나 포장

재의 반정도를 사회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비 리단체에게 랜차이

즈를 하도록 하고 일반 인 랜차이즈와 달리 가맹비 면제, 자문, 훈련 등

을 회사부담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투자자들과 연계시키고 로열티

를 면제해주는 등 자본시장에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기업

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 십은 상호 간 가치를 창조함에 있어 시 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를 유지할 경우 지속성과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  책임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고, 사회 기업은 미흡한 경  련 노하우와 기업활동의 보완을 통

해 지속  성장을 통해 사회 기업의 존재의의에 맞게 사회발 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며, 궁극 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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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홍보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지원

  수익성이 낮고 자본과 인력 등에서 취약한 사회 기업 자체가 홍보시스

템을 갖추기는 용이하지 않다. 사회 기업이 가지는 이미지 제고와 사회  

인식의 확산을 통해 사회 기업들로 하여 의욕 으로 더 많은 사회  문제

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홍보이다. 사회 기업의 창출

도 요하지만 기존 사회 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 를 만드

는 작업이 더 요할 수 있다.

  사회 기업은 사회에서 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면서 미래사회의 

요한 성장동력이 되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이 

창출한 사회 ·경제  성과에 해 일반사회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

이 더디고 힘들 수 있다. 

가.  정부의 역할

  사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 정부의 극  역할이 요구

된다. 특히, 사회 기업에 한 정보의 제공이나 성과에 한 홍보를 정부

나 간지원조직 등 련기 이 직·간 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  시 과 상태에서는 정부가 사회 기업에 한 이해증진

을 도우면서 사회 기업에 한 사회  인식과 일반 의 기 를 높일 수 

있다.

  재 고용노동부가 월별로 발간하는 사회 기업 소개 책자는 단순히 기

업에 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질 인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업종

별 력사례나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에 한 내용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에서 발간하기보다는 사회 기업진흥원의 책임하에 발간하도록 개편할 필

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가지는 어려움 해소방안 등 정책  고

민을 하게 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각 부처가 사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  기업들에 한 육성정

책을 극 으로 펴고 있는 시 에서 각 부처는 부처 홈페이지에 사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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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환된 기업에 한 자료와 정보를 배 형태로 등재하여 리 알리

며, 육성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의해 태동되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사회 기

업을 지향하도록 극 유도하여야 한다. 

  한 사회 기업은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한 리서치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를 해 리서치회사나 증권회사를 지원하

여 사회 기업에 한 리서치 보고서를 정기 으로 발표하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리서치 결과의 제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나 이해당사자

에게 객 이고 문화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기업의 긴 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기

업이 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사회  기업 페이스북 운 , 

역내 사회 기업가와 직원 양성 로그램 운 , 청사 내에 사회 기업 제

품 시 공간 마련  상시 시, 사회 기업 창업  지원센터 운 을 통

해 홍보 략 수립 등 지원, 사회 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공기  등 우

선구매 진, 사회 기업에 사업 탁  시설 지원 등 사회 기업을 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나.  사회 기업진흥원의 역할

  사회 기업진흥원은 사회 기업에 한 홍보 련 역할을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기업 홍보를 한 역할을 시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사회 기업 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사회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사회 기업에 한 정보에 한 근을 용

이하게 하고, 력이 가능한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나 력 계를 모색할 

수 있는 정보 장을 마련

  ② 사회 기업에 한 기업제품이나 활동내용 등 정보를 취합해서 고용

노동부 등 각 부처에 배포하여 각 부처의 사업과 함께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③ 사회 기업에 한 평가를 통해 ‘사회 기업상’을 제정하여 사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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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취의욕을 고취

  ④ 사회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지원

  ⑤ 사회 기업의 활동, 사회  기여, 생산품을 리 알리기 해 주기

으로 사회 기업의 활동과 사회  기여에 한 설명회 개최

  ⑥ 사회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우수성 등을 알리기 한 주기  상품

시회를 개최하되,   규모의 사회 기업의 수를 감안할 경우 우선은 국 

사회 기업을 상으로 사회 기업 상품 시회를 개최하고, 사회 기업 

수가 많아질 경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별로 시회 개최

  ⑦ 사회 기업의 우수 상품을 진흥원의 이름으로 형마트나 백화  등

에 소개

  ⑧ 지역·업종별로 사회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 공동으로 홍

보할 수 있게 지원(지역별 홍보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문가를 견, 컨

설   홍보 략을 수립하게 하고 필요비용 지원)

  ⑨ 업종 간 사회 기업 간 긴 한 소통을 통해 사회 기업 운 에 한 

신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기 해 사회 기업의 경 신사례  성공사

례의 발굴  

  ⑩ 사회 기업에 한 연구기회 제공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 기

업에 한 국민  인식 제고와 사회 기업 육성 아이디어 축   발

  - 연구주제로는 사회 기업 활동의 범주 규명, 환경 여건, 사업기회포

착과 신, 조직형태, 자원획득, 기회활용, 성과측정, 사회 기업가 활

동에 한 교육훈련  학습 등

다.  간지원조직의 역할

  학생과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사회 기업에 한 교육을 통해 사회

기업에 한 인식확산과 장차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 등에 해서는 사

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교육기 이

나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간지원조직이 사회 기업의 조직 경  반  컨설 을 담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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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 과 유통에 련된 문 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 지역 사회 기업

을 해 이 연구에서 제기된 역자치단체 심으로 간지원조직을 육성

하는 방안에서 마 과 유통 련 지원활동이 강화되도록 하고, 장 

착형 컨설 을 해 기 자치단체에 있는 사회 기업에 실질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간지원조직이 체계화되고, 문화된

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 기업진흥원, 간지원조직의 역할 분담을 

명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할분담은 반 인 사회 기업에 한 홍보 련 정책개발은 정부가 

맡고, 구체 인 홍보시스템은 사회 기업진흥원이 개발하며, 간지원조직

이 실제 일선에서 사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 이나 유통 련 지원을 

하는 형태와 같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정체 인 사회 기업 

홍보시스템과 지원을 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기업진흥원은 구체

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간지원조직이 추진하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3.3.4. 기술개발 연구 지원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 기업의 경우 추구하는 분야가 첨단기술을 요하

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름 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고, 공

공서비스를 공 하는 사회 기업의 경우는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 효율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R&D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

황에서 기술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R&D 투자를 지속 으로 증 시키고 있다. 국가  R&D를 효율 으

로 운용하기 해서 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농림기술기획평가원 등 독

립 연구 리 문기 을 설치하여 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분 

첨단기술에 한 연구비 지원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한 사회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해서는 기술개

발이 필요하지만, 기술개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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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확보를 한 경쟁력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 기업을 미래의 

튼튼한 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정책  필요성에서 사회 기업만

을 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연구자 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

진흥청이 농업인들의 기술개발을 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인

기술개발사업으로 농업인만을 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소기업청의 

연구자 에 일정부분의 실링을 지정하여 배분하거나 사회 기업진흥원 혹

은 역자치단체가 연구기 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 기업

이 직  기술개발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구자 을 가지고 외부 연

구자들과의 력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  론  제7장

  정부가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한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사회 기업에 한 심이 높아졌다. 사회 기업은 사회문제를 기업  방

식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이며, 취약계층에 한 일자리를 창출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의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농 지역의 활성화를 해 지역사회개발 정책과 더불어 사회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은 도시지역의 사회 기업에 비해 여러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농 지역의 사회 기업에 을 

맞추어 제도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극 으로 농 지역의 사회 기업

이 가지는 태생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하는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실태를 악하여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해 여

러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 다.  즉, 농 지역 사회 기업의 유형화, 농

지역 사회 기업을 한 간지원조직의 정립,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의 

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모델 모색,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 으로 포 하는 

제도개선  육성방안을 모색하 다.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인증제도

에서 사회  목 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지역사회공헌형이 사회  목 에 

추가되었지만 아직도 일자리 창출 심의 정책이다. 사회 기업을 양 으

로 많이 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 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여 

질 으로 사회 기업이 발 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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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기업이 격히 늘어나면서 사회 기업의 지속성이 요한 심사

가 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단되면 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업체

가 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회 기업의 지속성에 련하여 사

회 기업이 재무 건 성을 갖는 것은 요한 과제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경

제  자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 기업의 수입은 시장에서의 매출뿐

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나 기부 까지 포함되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지원이 타당성을 가지고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이런 에서 재의 무차별 인 인건비 지원과 그에 기

한 사업 수행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서는 인건비 지원에 한정하기보다

는 유형별, 성장 단계별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많은 수의 사회 기

업은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후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한 인건비 지원은 복지정

책의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원하되, 사업비, 교육 훈련 , 네트워크 구축 지

원 등 간  지원방식을 통해 사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집 하는 제2단계 사회 기업 정책의 비가 필요하다. 

  그 지만 사회 기업에서 안정  시장 확보와 새로운 시장 창출은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시장 확보는 농 지역사회와 주민의 니즈의 정확한 악

과 충족을 통하거나 도시민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재화와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런 을 감안할 때 돌 , 의료, 교육 등 농

지역 주민의 삶의 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종합  복지시스템

으로 극 응, 농 의 기간산업인 농업 특히 소농의 농과 련된 유

통·가공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의 지향, 농 의 생태·환경·문화에 기 한 

지역개발사업과   도농교류 분야에서 사회 기업의 역할에 한 수

요가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이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

업모형을 살리면서도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해서는 이들의 역량을 

문 으로 지원해주는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하지만 사

회 기업 간지원조직 운 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한 제도  기반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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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다수 간지원조직들의 인 ·물  역량이 취약하여 농업·농 과 

련한 문성 있는 지원을 기 하기 힘든 상황이다. 농 지역 사회 기업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해서는 간지원과 련한 앙·

역·기  단계에서 공공 부분의 유기 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농 의 사

회 기업을 한 별도의 문 인 간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농 지역 사회 기업에 한 차별  정책이 필요하다. 농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가 더 큰 사회  목 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 지역에

서 55세 이상의 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다양한 사회  목 을 발굴하여 목 이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 공동

체회사의 사업 내용 등을 평가하여 50여개의 농어 공동체회사를 선정·지

원하고 있는 바 이들이 농  사회 기업으로 발 하기 해서는 개별 사업

체의 사업과 조직  측면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사회  경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역사회의 체 인 발 에 한 기여 등의 에서 체계 으

로 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의 사회 기업을 육성하고, 농

지역 고유의 사회  목 을 발굴하여 이 목 에 맞는 사회 기업을 육성

해야 하며, 유형별로 특성에 합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농  사회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개별 기업의 에서 찾기보

다는 지역의 사회  경제 구축의 노력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 사업명 ’11년 산 사업내용
발 /육성/

진

교육

과학
기술부
(2/6)

방과후학교
8

(지방)1,758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교육 로그램 
제공

발굴/육성

깨끗한 학교 
만들기

1.5
(지방)457

학교청소 진입 진

행정
안 부
(2/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8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발굴/육성

마을기업
124

(지방) 
124

마을 심의 소규모 공동체, 지역NPO
등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마을기
업 육성

발굴/육성

문화체육
부

(1/6)

문화 술교육
활성화

500
고교, 특수학교, 안학교, 문화

소외계층 상 문화 술 체험을 한 
술강사 견

진입 진

농림수산

식품부
(1/12)

농어 공동체
회사

15
농어 내 자생  공동체 조직에 기
업경 방식을 결합하여 일자리 창
출  소득증

발굴/육성

보건

복지부
(8/18)

자활사업 4,206
근로능력 있는 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발굴/육성

장애인 사회
활동지원

1,15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발굴/육성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43
소득 취약계층 간병, 가사 도우미 

방문 서비스 지원
진입허용

장애아동 
가족지원

481
장애아동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
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지원

진입허용

노인돌
서비스

1,002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는 주간 
보호서비스 제공

진입허용

부록 1 

 

부처별 사회 기업 육성 가능 사업 목록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가능 경비

부표 1.  부처별 사업  사회 기업 육성  연계 가능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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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11년 산 사업내용
발 /육성/

진

산모신생아
도우미

245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진입허용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1,353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주민 수요
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

진입허용

장애인복지
일자리

60
증장애인이게 유형별 일자리 발굴·

보
진입허용

환경부
(2/4)

녹색구매지원
센터

-
자치단체, 지역민간단체, 유통업체와 
친환경상품구매 진

진입 진

환경성질환
방 리센터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방 
치유서비스 제공 문기 육성

진입 진

고용
노동부
(3/4)

사회 기업
육성

1,636
( 특포함)

사회 기업 신규고용인력에 해 
인건비지원, 경 컨설 , 모태펀드 등

발굴/육성

디딤돌일자리 73
취약계층의 일경험제공(참여자인건비
지원)

발굴/육성

사회공헌일자리 20
퇴직( 정) 고령자와 비 리단체, 
사회  기업을 매칭하여 사회공헌
활동지원

진입허용

여성
가족부

(4/11)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54

맞벌이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에게 
식  건강 리, 상담지원, 생활
리, 교과목 보충지원, 문체험활

동 등

발굴/육성

청소년동반자
로그램

50
청소년 련 문가가 청소년의 기
극복  건 한 사회복귀 지원

발굴/육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02 만 12세 미만 아동 돌 진입허용

다문화가족 
언어  
교육지원

337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상으로 언어
발달지도사, 방문교육 문지도사 
견, 통번역서비스 제공

진입허용

문화재청
(2/5)

문화유산
방문교육

32.3
· ·고교  소외계층 공부방 직

방문 교육
진입 진

문화재상시
리활동

32.3 문화재상시 리, 경미사항의 신속복구 진입 진

산림청
(1/4)

숲해설 63 산림서비스로 숲해설사 지원 진입허용

자료: 계부처 합동, 사회 기업 활성화 방안,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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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가능 경비

구분 내   용

사

업

비

① 원자재비

② 상품생산을 한 설비  장비, 공·기구류의 구입, 제조, 개량, 설치, 

임 에 필요한 경비 

③ 외주가공비, 기술컨설턴트료, 디자인비, 시험제작료, 실험비, 설계비, 

시험검사비, 시스템개발비

④ 고선 비, 홈페이지 제작비

⑤ 시회  행사개최 련 경비

⑥ 연수참여에 한 경비

⑦ 문가 활용에 한 강사료·여비

⑧ 조사연구비 (자료구입·조사분석과 련된 비용 등)

⑨ 지 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변리사 등의 수속 차 경비

사

무

비

① 종사자 여비

② 회의비, 회의장소 여비, 임   사용료, 인쇄제본비, 자료구입비, 우

편통신비, 열수비, 통역료, 번역료, 보험료, 비품구입비, 기타수용비

③ 단기 아르바이트 임 ·교통비

기타
그 외에 CB사업을 추진할 때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심사 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주: 지원 을 사용할 수 없는 경비 세목은 다음과 같음

인건비, 여나 임 에 수반되어 지불해야하는 이자, 공조공과(公租公課),42 부동산

구입비, 공서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등, 식비· 비, 세무신고·결산서작성 등

을 한 세무사 등에 지불해야하는 경비, 그 외에 공 자 의 사용시 사회통념상 

부 당하다고 단되는 경비

42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 을 해 부과하는 조세  그 밖의 공  

부담의 총칭(국세  지방세, 정부에서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 , 공공조합의 조

합비, 벌 , 과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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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질문지: 농 지역 사회 기업 실태조사

농 지역 사회 기업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방안 마련을 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 경

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  련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입니다. 귀하의 귀 한 의견은 농 지역 사회 기업 련 

정책수립을 한 기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

문에 귀하나 귀 기 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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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항 직접기입)
업 태

종 목

세부 사업 내용

(아래 보기 참조하여 번호 기입)

구체적인 상품이나 사업 

(복수응답가능)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사업)
회사 매출액 (2010년 기준) 만원

일반 현황

기관(기업)명 조사 

일시
    월     일

작성자명/직책 • 이름: • 직책: 연락처 H.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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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

비영리

기관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공익법인

⑤ 기타법인(  ) ⑥ 법인내사업단 ⑦ 비영리민간단체

⑧ (비법인)사회복지시설 ⑨ 비법인기관내 사업단 ⑩ 임의단체

상법상

의 회사 

⑪ 주식회사 ⑫ 유한회사 ⑬ 합명회사 ⑭ 합자회사

⑮ 회사내사업단  개인사업자(단독대표)  개인사업자(공동대표)

기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생협, 의료, 기타)

사업 현황

1. 귀사의 사업 활동 내용과 매출액은 무엇입니까? 

※ 상품/사업 분야 보기

① 가사·간병·돌 ·보육 등 사회서비스 련 ② 식  도시락 련

③ 주거 서비스 련 ④ 재활용 련

⑤ 청소  생·소독 련(세탁·세차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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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업생산(어업, 축산, 임업 포함: 1차 산업) 련

⑦ 농산물 가공(2차 산업) 련

⑧ 농산물  그 가공품 등의 유통(수출 포함) 련

⑨ 일반 제조업 련 ⑩ 일반 제조업 상품의 유통(수출 포함) 련

⑪ 교육(고용훈련, 기술교육 등)  컨설 (지역개발 컨설  등) 련

⑫ 마 ·리서치 련 ⑬ 연구개발·상품개발·기술지원 련

⑭ 보건·의료 련 ⑮ 문화· 술·취미활동 련

⑯ 융·신용 지원 련 ⑰ 기타(직  기입:          )

2. 귀사가 추구하는 사회  목 은 무엇입니까? 사회  목  실 을 해 

귀사가 투입하는 인 ·물  자원을 기 으로 1순 부터 3순 까지의 사

회  목  해당 번호를 호에 기입해 주십시오. 

   ⇒ 사회  목 : 1순  (    ),  2 순  (    ),  3순  (    )

※ 귀사가 직  실천하는 사회  목 만 고려. 사회  목 을 실천하는 타 

조직 지원은 ⑧번으로 기재

① 취약계층 지원 ② 일반 지역주민 지원

③ 세기업 지원(농산물 가공기업 포함) ⇒ ‘농가지원은 ⑤번으로’

④ 낙후지역 활성화를 한 (하드웨어 , 소 트웨어 ) 지역개발 지원

⑤ 농가  농업활동(어업, 임업, 축산업 포함)에 한 보호와 지원

⑥ 환경·생태·경  등에 한 보 ⑦ 통·문화· 술에 한 보 과 확산

⑧ 사회  목 을 실천하는 타 조직(타 사회 기업, 모기업, 자조직 등) 지원

⑨ 련 제도의 제정·발  등 사회환경(시스템)의 신

⑩ 기타(직  기입:                           )

3. 귀사가 2번에서 응답한 각 사회  목 을 실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

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1순  사회  목 2순  사회  목 3순  사회  목

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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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일자리) 제공 ② 렴한 상품과 서비스(사회서비스, 일반서비스) 제공  

③ 물지원( 물기부 등)

④ 지원( 기부 등) ⇒ ‘융자 등 융서비스 지원은 ⑥번으로’

⑤ 투자 ⇒ ‘융자 등 융서비스 지원은 ⑥번으로’   

⑥ 융서비스 연계  지원(융자, 신용 등에 한 직·간  지원)

⑦ 교육·컨설 ·상담 등 지원 ⑧ 인력  기술 지원(노동력, 문가 견 등)

⑨ 마 , 홍보, 매 개(생산자-구매자 연결) ⇒ ‘ 탁 매는 ⑩번으로’

⑩ 세 생산자(농가 포함) 등이 생산한 상품을 탁 매

⑪ 세 생산자(농가 포함) 등의 생산물을 귀 사회 기업의 원료로 구입

⑫ 련 제도의 제정·발  등 사회환경(시스템)의 신을 한 연 , 캠페인, 

조사연구, 시범사업 등 활동

⑬ 기타(직  기입:                                      )

4. 귀사가 추구하는 사회  목 과 기업으로서의 주된 사업활동( 업활동) 

간 계를 아래 시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주된 사업활동( 업활동)과 사회  목  추구 활동이 거의 일치

② 주된 사업활동( 업활동)과 사회  목  추구 활동이 일부 동일

③ 주된 사업활동( 업활동)과 사회  목  추구 활동이 완 히 별개임

   (∴ 즉 사회  목 과는 별개의 사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수익을 사회  

목  실 에 투여)

5. 귀사의 주된 사업활동( 업활동)의 주요 고객은 구입니까? 즉, 귀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은 구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조합원 ② 취약계층

③ 지역주민 ④ 일반 소비자 

⑤ 지역(동일 시·군) 내 농가  농업분야 기업

⑥ 지역 외 농가  농업분야 기업

⑦ 지역 내 비농업 분야 기업 ⑧ 지역 외 비농업 분야 기업

⑨ 정부, 지자체, 기타 공공기 ⑩ 기타(직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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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조직(모기업)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7. 자조직 황’

으로 이동하십시오.

기 (기업)명 기  유형
① 비 리기  ② 상법상 회사 

③ 기타(                          ) 

기  소재지

① 귀사와 동일 시·군 내  

② 귀사와 동일 도 내

③ 그 외 국내 지역    

④ 해외

모조직 산하 

사회 기업
귀사 포함 (          )개

귀사와 모조

직과의 계

독

립

① 모기 이 소유구조(출자 등)에 참여 ② 모기 이 의사결정단 (이사회 등)에 참여

③ 모기 이 임원으로 참여  ④ 모기 이 지배구조(소유, 의사결정, 임원)에 비참여

비

독

립

⑤ 부설기  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한 목 의 조직)  

⑥ 특별사업단 지 (한시 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한 목 의 조직)

⑦ 기타(                            )

모조직(모기업)

과의 상호지원

계

(복수응답가능)

① 귀사가 모조직(모기업)의 사회  목  활동을 지원한다.

② 모조직(모기업)이 귀사의 사회  목  활동을 지원한다.

③ 귀사가 모조직(모기업)의 사업활동( 업활동)을 지원한다.

④ 모조직(모기업)이 귀사의 사업활동( 업활동)을 지원한다.

⑤ 두 조직 간에는 사업활동이나 사회  목  활동상 련이 없다.

⑥ 기타(직  기입:                                   )

7. 귀사의 자조직(자회사, 계열사, 생조직 등)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사

항이 없으면 ‘8번 문항’으로 이동하십시오.

산하 자회사 황 • 체 (          )개  • 자회사  사회 기업 (        )개

산하 사회

기업 황

조직이름 치 주요 계

1

2

3

4

치: ① 귀사와 동일 시·군 내 ② 귀사와 동일 도 내 ③ 그 외 국내 지역 ④ 해외

계: ① 소유구조(출자 등)에 참여 ② 의사결정단 (이사회 등)에 참여  ③ 임원으로 참여

④ 지배구조(소유, 의사결정, 임원)에 비참여

⑤ 부설기  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한 목 의 조직)

⑥ 특별사업단 지 (한시 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한 목 의 조직)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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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사의 주요 재원은 무엇입니까? 비 별로 3순 까지 비 과 함께 기입

해 주십시오.

재원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비중 (    ) % (    ) % (    ) %

① 사업활동( 업활동)에 의한 수입 ② 투자자의 투자

③ 정부  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 ④ (개인의) 기부

⑤ (이자 등) 융 소득 ⑥ (구성원의) 회비

⑦ (배당  등) 타 기업에 한 투자 수익

⑧ 민간공익기 (사회연 은행, 사회복지공동모 회 등)의 지원

⑩ 기업지원 (사업지원 □ / 후원 □)

⑪ 기타(직  기입:            )

9. 귀사의 운 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력 트 는 구입니까? 요한 

력 트 를 3순 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1순  (    ), 2 순  (    ), 

3순  (    )

① 타사회 기업(②와 ③은 제외) ② 모조직(모기업)

③ 자조직(자회사, 계열사, 생조직 등) ④ 그 외 일반 기업

⑤ 앙정부 부처  련 공공기 ⑥ 지자체

⑦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⑧ 학

⑨ 시민·주민단체(조직) ⑩ 기부자·조언자( 로보노) 등 개인

⑪ 업종조직( 회, 네트워크 등) ⑫ 컨설  련 문기

⑬ 기타(직  기입:                 )

10. 사회 기업이 향후 농 에서 보다 확 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  목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성에 따라 3순 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1순  (    ), 2 순  (    ), 3순  (    )

①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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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지역주민 지원

③ 세기업 지원(농산물 가공기업 포함. 단, 농가는 ⑤번으로)

④ 낙후지역 활성화를 한 (하드웨어 , 소 트웨어 ) 지역개발 지원

⑤ 농가  농업활동(어업, 임업, 축산업 포함)에 한 보호와 지원

⑥ 환경·생태·경  등에 한 보

⑦ 통·문화· 술에 한 보 과 확산

⑧ 사회  목 을 실천하는 타조직(타 사회 기업, 모기업, 자조직 등) 지원

⑨ 기타(직  기입:                                      )

11. 재 귀사의 경 에 가장 큰 애로 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선택해 주

십시오. (    ),  (    )

① 경 문 인력(기업경 , 회계, 법무 등)의 부족

② 일반 근로자의 부족

③ 정부, 지자체 행정·제도의 복잡성

④ 거래처  력 상의 부족

⑤ 상품개발 역량  기술력 부족

⑥ 근로자의 역량 부족

⑦ 기업 운  자 (인건비 등 경상비)의 부족

⑧ 시설·설비 투자의 어려움

⑨ 시장 확 , 수요 확 의 어려움

⑩ 홍보·마 ·시장조사 등의 역량 부족

⑪ 기타(직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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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 명
기 유형

(보기참조)

교류내용

(보기참조,

복응답)

지원조직의

활동 성과 / 효과 평가

(효과 음 ↔ 효과많음)

지원조직의 업무상

농업·농 과의 련성

( 련 음↔ 련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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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역량

12. 귀사의 운 에 있어 취약한  분야(외부 자문이 필요한)는 다음  어디

입니까? 해당사항을 5개 이내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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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자원

□ 직무설계·역량 강화

□ 리더의 경영역량과 리더십

□ 종사자의 직무 수행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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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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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윅 등)
□ 조직원 권한위임

□ 조직원 동기부여

13. 귀사가 계를 맺고 있는 지원조직은?

※기 유형:① 앙정부(노동부 지정) 간지원조직

② 지자체 탁(지정) 간지원조직 ③ 일반 소기업 지원조직

④ 사회 기업 지역 의회 ⑤ 사회 기업 업종별 의회

⑥ 모법인 ⑦ 지역의 공공조직 ⑧ 지역의 컨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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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역의 NGO 단체 ⑩ 학 ⑪ 지역자활센터

⑫ 역자활센터 

※교류내용:① 정보 수집과 제공 ② 물  자원 개

③ 인  자원 개 ④ 로개척 등 시장 개

⑤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⑥ 사회 기업 등 정부 인증( 는)지정 상담  행정 지원

⑦ 사회 기업 등 일상  운  련 자문

⑧ 경 (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  등) 컨설  제공

⑨ 정부와 소통 ⑩ 네트워크 구축·교류 진

⑪ 행사 기획  진행 ⑫ 조사연구  정책(제도)개선 제안

14. 귀사가 각종 지원조직으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 분야를 아래에

서 3개를 표시해 주십시오.

□ 정보 수집과 제공 □ 물  자원 개

□ 인  자원 개 □ 로개척 등 시장 개

□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 사회 기업 등 정부 인증( 는)지정 상담  행정 지원

□ 사회 기업 등 일상  운  련 자문

□ 경 (창업, 조직, 법무, 세무, 인사노무, 재무, 마  등) 컨설  제공

□ 정부와 소통

□ 네트워크 구축·교류 진 □ 행사 기획  진행

□ 조사연구  정책(제도)개선 제안

15. 귀하가 알고 있는 기  에 귀하의 지역에서 농 ·농업에 있는 사회

 기업에게 가장 문성있는 지원을 해  수 있는 조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기 명을 어주십시오)? 

① 1순  기 (                ) ② 2순  기 (            ) 

③ 재로서는 없음 ④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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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요구

16. 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행정안 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 공동체 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농어  활성화

와 련된 유사사업이 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과 

련하여 다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한 부처가 련 사업을 담하고, 시·군 기 자체단체가 사업 추진

② 한 부처가 련 사업을 담하되, 국  규모의 공  사업 리기 을 

설립하여 추진

③ 한 부처가 련 사업을 담하되, 시·도 역자치단체 심의 민간 

간지원조직을 선정해 사업 추진

④ 여러 부처에서 련 사업을 추진해도  혼란을 래하지 않음

⑤ 여러 부처에서 련 사업을 추진해 혼란스럽지만, 정부지원 수혜의 기

회 다양화 등에는 오히려 좋음

⑥ 기타 의견(직  기입:                                            )

17.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 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3순 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 (     ), 2순 (     ), 3순 (     )

① 지역자원(산업체, 민간지원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② 사회 기업 인증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③ 자본시장 조성

④ 홍보시스템 구축  활동지원

⑤ 시장창출지원(공공기  우선 구매 등 보호시장)

⑥ 인건비 지원외 활동지원 등 지원 역 확   융통성

⑦ 사회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진 지원

⑧ 교육  컨설  서비스 지원

⑨ 간지원조직 강화



258  부 록258

①

②

③

18.  ‘사회 기업육성법’과 련하여 법률 조항에 농  실을 좀 더 감

안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3가지만 어주십시오( : 비유 고

용방식인 조합원·회원제 인정, 업매출률 산출시 ‘노무비 기 ’만이 

아니라 ‘종사자 소득 총액’ 기 도 허용, 사회 목 에 농 ·농업활성

화  농민 소득 증  인정, 이익배당 1/3이하 제한 조건 완화, 청산 시 

잔여재산  개인 출연 재산에 해서는 원 출연자에게 귀속 허용 등)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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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실태조사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농 지역 사회 기업의 발 방안 마련을 

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  련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

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입니다. 본 조사는 간지원조직의 황, 애로사

항, 발 을 한 제언 등을 악하여, 농 지역 사회 기업 련 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귀하나 귀 기 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원장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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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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간조직의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조직의 비전과 정체성 정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사업 기술(사업목표, 재정전략, 재무관리,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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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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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직 문화(권한위임, 동기부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반 현황

모기관 

사항

유뮤  ① 있음 ② 없음 명칭  
법적지위 설립연도 년

중간

지원

조직

사항

명칭 설립연도 년

모기관과

관계

모기관의 지원 정도

① 모기관에서 재정, 시설, 인력의 대부분을 지원

② 모기관에서 재정, 시설, 인력의 일부 지원

③ 모기관에서 지원 거의 없음

모기관의 관여 정도

① 모기관에서 인사, 재정, 사업 등 일체 주도

② 모기관에서 인사, 재정, 사업 등 부분 관여

③ 모기관에서 인사, 재정, 사업 등 자율성 보장

모기관과의 지위 ①독립 지위 ②부설기관 ③사업부서 ④담당자체계

주요 

사업

사업의 

지역 

범위

① 기초지역 

② 광역지역 

③ 전국

재정

(2011년)

 예산: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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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담인력수: (    )명  보조인력수: (    )명

1. 귀 기 의 조직 내부 역량을 자가 평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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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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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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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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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정부와 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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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기타 업체

노동부 지자체

전체 수

농촌소재 업체수

2. 귀 기 이 지원하는 사회 기업(인증·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 등) 황

3. 귀 기 이 사회 기업(인증·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4. 귀 기 의 사회 기업(인증·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 간지원조직

으로서 역할 수행 방법은?

① 자체 역량으로 모두 제공

② 외부 역량에 의뢰하여 모두 제공

③ 자체 역량 심이며 일부 외부 의뢰

④ 외부 역량 심이며 일부 자체 역량 

5.  3번에 언 된 서비스  귀 기  자체 역량으로 가능한 분야는?(번호

를 기입해주십시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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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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국회, 광역, 기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대기업(사회공헌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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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 내 일반기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 공공기관(학교, 군부대, 요양원, 연구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종교기관 및 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비영리단체(NGO 단체와 혼동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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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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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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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계 평가

(매우낮음 ↔ 매우높음)
(1) 사회적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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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귀 기 과 사회 기업(인증·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 간의 계는 어떠한가?

6.1. 귀 기 과 사회 기업(인증·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들과의 계에 

있어 주된 애로사항(주 식)

7. 귀 기 이 간지원조직으로서 각종 정보수집과 자원 연계 등을 해 

계하는 기 별 교류 황은?

8. 외부(정부, 기업, 모기  등)의 귀 기 ( 간지원조직으로서의)에 한 

지원 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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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체

(기관명)
지원내용

(예: 사업비, 사무공간, 인력지원, 홍보 등등)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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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귀 기 이 간지원조직 운 상의 애로사항(주 식) ( : 산부족 / 

자율성부족 / 종사자근속과 비 부족 등)

8.2. 간지원조직에 하여 필요한 외부 지원 사항을 3가지로 표시해주십시오.

□ 종사자 임  등 근로조건 개선 □ 사무실, 교육 공간등 인 라 지원

□ 탁 계약의 안정성 □ 자체 사업비 지원

□ 종사자 문성 향상을 한 교육·지원

□ 간지원조직에 한 극 인 홍보와 교육

□ 우수 문인력 제공 □ 타 기 (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

□ 기타 (                                                       )

9. 귀 기 의 사업 내용, 지원 상, 력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농 지역

과의 련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련 없음  ② 련이 은 편  ③ 보통  ④ 련이 많은 편 

⑤ 매우 련이 높음

10. 귀 기 이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인증·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을 지원

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가지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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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리  근성 곤란 ② 농 지역에 한 지식/경험 부족

③ 농(생산, 가공, 유통, 제조)사업에 한 문성 부족

④ 출장 시 많은 비용 발생으로 부담 ⑤ 인력 부족

⑥ 기타 (                                  )

11. 농 지역의 사회 기업(인증· 비사회 기업, 자활공동체)에 한 간

지원조직으로 가장 하다고 생각하는 기 을 하나 선택해주십시오.

① 기존의 농업 련 공공기 (농업기술센터, 농  등)

② 농업 련 컨설  기 ③ 지역의 NGO 활용 ④ 지역자활센터

⑤ (기존) 정부(노동부/지자체) 탁 민간지원기  

⑥ 업종별 사회 기업연합체(지원조직) ⑦ 지역별(권역별) 사회 기업 의체  

⑧ 별도의 담기  신규 설치 필요

⑨ 기타(                                                        )

12.  ‘사회 기업육성법’의 련 조항 내용 에 농  실을 좀 더 감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3가지만 어주십시오( : 비유 고용

방식인 조합원·회원제 인정, 업매출율 산출시 ‘노무비 기 ’만이 아

니라 ‘종사자 소득 총액’ 기 도 허용, 사회 목 에 농 ·농업활성화 

 농민 소득 증  인정, 이익배당 1/3이하 제한 조건 완화, 청산 시 잔

여재산  개인 출연 재산에 해서는 원 출연자에게 귀속 허용 등)

①

②

③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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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증사회 기업 목록(2011년 4월 재)

인증번호 기 명 사업내용 업종 소재지

제2007-001호 (재)다솜이재단 간병사업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7-002호 (재)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 수거 매 환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07-003호 (사)안심생활 증장애인이동지원, 건강상담, 가사지원 사회복지 부산 역시 정구

제2007-004호 사회 기업 청람 가사간병지원, 차량이동, 생활지원 가사간병 라남도 군 읍

제2007-005호 사회복지법인 캔 정신지체장애인 우리  쿠키생산 기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007-006호 사)엠마오호스피스회 간병, 재가도우미 가사간병 역시 유성구

제2007-007호 세종장애아동후원회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제2007-009호 낙동강환경운동본부환경개선사업단 폐목수거, 매, 옥상녹화 환경 구 역시 남구

제2007-010호 (사)서해주민센터(서해출산육아돌 센터) 베이비시터, 산후 리 보육 인천시 동구

제2007-011호 ㈜다사랑간병서비스 재가복지, 간병 가사간병 인천 역시 남구

제2007-012호 (사)사랑의손길새소망 장애아동 재가보육 보육 라북도 익산시

제2007-013호 원주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 재가 어서비스, 방문간호 가사간병 강원도 원주시

제2007-015호 (사) 한노인회안성시지회 공병수거 등 재활용품 수거, 매 환경 경기도 안성시 

제2007-016호 (주)미래이엔티 재활용품 수거, 선별, 가공 환경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제2007-017호 사단법인충북사회교육센터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07-018호 환경지킴운동본부 재활용 수거사업 환경 강원도 강릉시

제2007-019호 열린사회 나눔가게, 집수리, 인쇄 등 환경 경기도 명시

제2007-020호 함께일하는세상㈜ 학교화장실 청소 환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제2007-022호 사회복지법인손과손(핸인핸) 칫솔제조, 매 등 기타 인천 역시 부평구

제2007-024호 사회복지법인동천학원동천 모자, 의류, 자수  린터 재생카트리지 생산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2007-025호 (주)노리단 생태주의 뮤직퍼포먼스, 공연, 워크샵 문화 술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7-026호 (사)늘푸름늘푸른직업재활원 행정 투, 장갑 생산 기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007-027호 사회복지법인온 리복지재단 의류(조끼, 환자복 등), 카드/명함/달력 등 생산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007-028호 ㈜에코그린 폐기물 재활용 환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 읍

제2007-029호 주식회사 알에 티앤지 소 트웨어개발  시스템통합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서 구

제2007-030호 (사)지구 사랑나눔부설(외국인노동자 용의원) 외국인노동자 진료 보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2007-031호 정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 정요양병원) 노인요양, 치매환자 요양 가사간병 부산 역시 정구

제2007-032호 (사)안동애명복지  참사랑보호작업장 벽돌제조, 세차 기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제2007-033호 ㈜컴 기 자폐기물 재활용사업 환경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제2007-035호 ㈜늘푸른자원 폐OA수거, 분해, 매 환경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제2007-036호 새벽 농조합법인 유기농산물 가공, 매 환경 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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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기 명 사업내용 업종 소재지

제2007-037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디자인, 출 , 복사용지, 직업재활, 보호고용훈련 기타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7-038호 신나는문화학교교사 회 문화 술교육 교육 서울특별시 천구

제2007-039호 ㈜바리의꿈 연해주고려인동포지원, 청국장 매 기타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7-040호 ㈜우리가만드는미래 역사, 문화교실 교육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7-041호 ㈜그린주의 린터리본/재생카트리지, 비비크림, 미용비  등 생산 기타 서울특별시 랑구

제2007-042호 (주)나눔공동체 결식아동 무료 식지원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악구

제2007-043호 ㈜푸른환경코리아 빌딩청소, 시설 리 환경 서울특별시 악구

제2007-044호 유한회사늘푸른환경 깨끗한 학교만들기, 청소 환경 강원도 동해시

제2007-045호 유한회사사랑의도시락 결식아동 무료 식지원 사회복지 강원도 강릉시

제2007-046호 함께하는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우리요양병원) 노인, 치매환자 요양 가사간병 부산 역시 연제구

제2007-047호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식센터 결식아동 무료 식지원 사회복지 인천 역시 남구

제2007-048호 ㈜조이비 미용 창업스쿨, 재가노인 이미용 어 보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2007-049호 ㈜이장 마을발   도농교류 컨설 문화 술 강원도 춘천시

제2007-051호 (사)하 리성폭력인권센터(하 리노인복지센터) 노인돌보미, 간병 가사지원 가사간병 주 역시 서구

제2007-052호 (사)한 리 소득아동 방과후 교육 교육 주 역시 북구

제2007-053호 (주)사람과환경 폐기물 수거 재활용 환경 라북도 주시 덕진구

제2007-054호 민들 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의원, 한의원, 치과) 보건 역시 덕구

제2007-055호 ㈜두 환경 폐기물 수거 재활용 환경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제2008-001호 구YWCA(간병단) 간병서비스 가사간병 구 역시 남구

제2008-002호 (사)이음
통문화체험, 한옥생태  희망농 만들기 

등 문화 사업
문화 술 라북도 주시 완산구

제2008-003호 ㈜미디어교육연구소 미디어교육을 통한 안언론 활성화 사업 교육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8-004호 안성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 소외계층진료, 가사간병서비스 가사간병 경기도 안성시

제2008-005호 (재)행복한나눔 재활용품 수거, 매 환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08-006호
한성공회유지재단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  옹기종기네트워크
소득층자녀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기타 인천 역시 구

제2008-007호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 친환경농산물생산 기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제2008-008호 사회복지법인 심복지재단 심하우스 장애인 티슈, 생자 가공, 매 기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08-009호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한벗투어 장애인 이동서비스  가사지원 등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2008-010호 유한회사sk지하철택배 고령자 지하철 택배서비스 기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008-012호 ㈜생명살림올리 친환경버거, 세제 생산 등 로컬푸드운동 사회복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08-013호 화진테크화진택시㈜ 장애인 택시운 , 면장갑제조  소 트웨어 개발 기타 구 역시 동구

제2008-015호 사회복지법인무지개공동회엠마우스산업 장애인 양 , 화장지 생산, 매 기타 주 역시 산구

제2008-016호 사회복지법인나눔터 장애인 부품조립, 가공 기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제2008-017호 ㈜시니어인력뱅크 고령자 보안당직자 견사업 기타 경기도 시흥시

제2008-018호 ㈜한찬코리아 인쇄출   제조업 기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제2008-019호 ㈜한테크종합개발 비닐(종량제 투 등) 생산, 청소·소독 용역 등 기타 경기도  의정부시

제2008-020호 주식회사나눔사회 취약계층(고령자)쿠키제조   매 기타 서울특별시 진구

제2008-021호 남양주샬롬의집행복나눔도시락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사회복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제2008-022호 (사)시니어월드 노인돌보미, 푸드뱅크 사업 사회복지 주 역시 산구

제2008-023호 ㈜세기 생방역 소독, 방역 환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08-024호 (주)짜로사랑 취약계층 두부생산, 매 기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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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025호 티팟㈜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을 한 술교육, 기획 등 문화 술 서울특별시 구

제2008-026호 (유)늘푸른환경 깨끗한 학교만들기 등 청소 환경 강원도 월군 월읍

제2008-027호 ㈜삶과돌 노인요양시설 운 , 교육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2008-028호 사회 기업 노란들  유한회사 장애인을 고용하여 출 , 인쇄, 수막, 
디자인물 등을 제작 매 기타 서울특별시 진구

제2008-029호 (재)민족의학연구원 문턱없는밥집  기분좋은가게운 , 민족의서
출간, 무료진료실시 등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8-031호 서울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
소득 소외계층 진료, 재가간병가사서비스, 

보건 방교육서비스 등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8-032호 함께걸음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 재가장기요양기 , 친환경비 /면생리  등 매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2008-033호 포천나눔의집행복도시락 도시락 제공 사회복지 경기도 포천시

제2008-034호 함께하는우리 지 장애우자립구축지원사업
( 증장애우생애주기별평생통합 리) 보육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008-035호 (합)햇살나눔 농 종합지원센터사업 기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제2008-036호 인천평화의료생활 동조합 소득층진료사업, 재가간병서비스,  보건 방교육 가사간병 인천 역시 부평구

제2008-037호 안산의료소비자생활 동조합 소득층 진료, 재가간병가사서비스, 보건 방
교육서비스

가사간병 경기도 안산시

제2008-038호 사단법인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간병센터 ‘보호자없는 병원’ 간병사 견사업 보건 경상남도 창원시

제2008-039호 늘푸른주식회사 의료기 세탁물처리업 환경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제2008-040호 ㈜제일산업 종이컵 제조, 매 기타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제2008-041호 사회복지법인유은복지재단나눔공동체 새싹  어린잎채소 재배, 수막제작 사회복지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제2008-042호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취약계층(장애인)직업재활사업 기타 주 역시 북구

제2008-043호 (유)나눔푸드 결식이웃 도시락 식사업 기타 라북도 진안군

제2008-044호 민들 마을주식회사 돌 서비스사업 가사간병 라남도 여수시

제2008-045호 해피락 주식회사 유·무료 도시락 서비스사업 기타 라남도 순천시

제2008-046호 사단법인사람과공간 집수리  주거복지사업 기타 라남도 여수시

제2008-047호 사회복지법인성재원성세재활자립원 장애인의 인쇄/실사  자제품, 임가공사업 사회복지 역시 유성구

제2008-049호 ㈜가온 가사서비스, 산모도우비 바우처 사회복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제2008-050호 (주)휴먼 어 증장애인도우미, 노인돌보미서비스 사회복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제2008-051호 (사)흙살림 농산물인증, 친환경농업교육, 컨설 , 유통, 출 환경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제2008-052호 ㈜ 랑발 지하철택배 기타 서울특별시 서 문구

제2008-053호 (사) 한정신보건가족 회(하나로기업) 지하철 택배(배송)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08-054호 사회복지법인행복창조행복지킴이사업단 간병, 실버용품 매, 어교육  상담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8-055호 오가니제이션요리 식, 이터링, 카페, 교육 교육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8-056호 사단법인 한국아이티복지진흥원 정보격차 해소를 한 PC보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008-057호 공존산하행복도시락노원 (사랑의손맛) 도시락 / 반찬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2008-058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실로암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단 안마사업 등 기타 서울특별시 악구

제2008-059호 사회복지법인홍애원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수도계량기 조립· 이블
보호용튜  제작

사회복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008-060호 사회복지법인에덴복지재단에덴하우스
장애인 직업재활, 종량제쓰 기 투 제작·
종이인쇄 사회복지 경기도 주시 교하읍

제2008-061호 (유)열린사회서비스센터 장애인 바우처, 산모·신생아 바우처, 가사간병 가사간병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제2008-062호 (유)빛드림 학교, 공공시설등 청소용역사업 환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제2008-063호 유한회사 청정에 텍 재활용품 수거  매 환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제2008-064호 원주노인소비자생활 동조합 학교청소사업  노인일자리사업(택배) 사회복지 강원도 원주시

제2008-065호 노암복지회OK돌보미사업단 산모도우미, 유아돌보미, 재가간병 사회복지 강원도 강릉시

제2008-066호 사회복지법인빛과소 복지재단
(주는사랑사업단)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도시락사업 사회복지 부산 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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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067호
사단법인노인과복지
(행복을나 는도시락부산서구센터) 결식이웃등을 한 도시락 사업 사회복지 부산 역시 서구

제2008-068호 부산YWCA해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듀천사 재가 견보육교사 교육 부산 역시 해운 구

제2008-069호 (유)가사서비스종합센터 소득층,한부모가정돌보미사업 가사간병 부산 역시 정구

제2008-070호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아망센터 지  자폐성장애아동 방과교실 아망센터 사회복지 경상남도 창원시

제2008-071호 주식회사한백 산업용 세탁 기타 울산 역시 북구

제2008-072호
(사)울산 역시지체장애인 회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면장갑 제조 생산을 통한 직업재활 기타 울산 역시 남구

제2008-073호 ㈜양지물산 재활용품처리를 통한 일자리창출 환경 울산 역시 북구

제2008-074호 (사) 통문화진흥회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장애인,취약계층 가정
등에게 국악공연 등 문화해앗 서비스 제공 문화 술 경북 경주시

제2008-075호 ㈜다사랑보육서비스 다사랑방문보육 보육 인천 역시 남구

제2008-076호 ㈜한국자활 앙물류 건설자재 도매업  소규모 건설공사 기타 인천 역시 서구

제2008-077호 콩세알나눔센터 농지원과 안심먹을 거리 나눔사업 기타 인천 역시 강화군 양사면

제2008-078호 행복도시락주식회사 도시락 제조, 배달 사회복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제2008-079호 ㈜해피월드 의류,양말,넥타이, 스카 등 제조 기타 경기도 성남시 원구

제2008-080호 사회복지법인가나안복지재단가나안근로복지 카트리지 재제조 사업등 기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008-081호 심청노인복지센터스마일사업단 농 지역 노인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가사간병 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제2008-082호 사단법인해피웨이 간병, 가정수발, 주간보호 사회복지 주 역시 산구

제2008-084호 임실노인복지센터일자리사업단 희망과 아름다운 사랑을 달하는 간병, 가사사업 사회복지 라북도 임실군 면

제2008-085호 우리노인복지센터행복나눔 행복나눔 돌보미 견사업 가사간병 라북도 주시 덕진구

제2008-086호 주사회서비스센터 소득 년여성 고용창출을 한 간병인사업 가사간병 라북도 주시 완산구

제2008-087호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수출, 내수용 양말가공 사회복지 라북도 군산시 야면

제2008-088호 부안낭주회 가사  재가간병 교육 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제2008-101호 성공회푸드뱅크'이바지'사업단 결식이웃을 돕기 한 ‘주먹밥콘서트' 문화 술 서울특별시 구

제2008-102호 유한회사행복도시락( 구 행복을나
는도시락센터) 결식아동 무료 식사업  기타 유료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구

제2008-103호 ㈜페어트 이드코리아 공정무역 상품 도, 소매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08-104호 (사)한옥문화원
북 에서 한옥배우기, 공개강좌, 청소년한옥
교실 등 문화 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08-105호 (사)청소년교육 략21 청소년  부모(시민)역량개발을 한 교육, 
연구, 출 사업 교육 서울특별시 송 구

제2008-106호 주식회사나눔의일터 스 세차  차량내부향균서비스 기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008-109호 ㈜도서출 자 장애인의 학습  독서문화 향상을 한  
체자료 개발  제작, 보 문화 술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008-110호 ㈜에듀머니 취약계층 가정 경제교육, 개인재무 리컨설 , 가
계부  정기간행물 등 각종 개인재무 리 컨설

교육 서울특별시 서 문구

제2008-111호 씨엔에이치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악구

제2008-112호 ㈜나눔돌 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2008-113호 (사)한국씨니어연합노인복지센터 노인돌 서비스, 재가방문요양서비스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2008-114호 한국컴퓨터재생센터㈜ 고PC재생  자부품재활용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제2008-116호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청미래사업단 카페, 화원, 매 , 택배 등 사회복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008-117호 공공미술 리즘 공공미술을 통한 문화 술사업 문화 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008-118호 사단법인문화마을들소리 미래 뮤지션 챌린  로젝트 등 문화 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제2008-119호 (사)함께사는세상희망공간사업단 아동 학습  정서교육 보육 강원도 강릉시

제2008-120호 (유)에스씨환경 깨끗한학교만들기, 청소 환경 강원도 속 시

제2008-121호 (유)나눔 노인장기요양 간병 가사간병 강원도 강릉시

제2008-122호 (유)두 건축 소득층 주거복지 사회복지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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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3호 (유)해맑은환경 청소, 방역  청소용품 매사업 환경 강원도 삼척시

제2008-124호 유한회사정선재활용센타 재활용품 수거 매 환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제2008-125호 (사)여성이만드는세상 안 먹거리(해피푸드), 간병  가사지원 기타 부산 역시 부산진구

제2008-126호 ㈜막퍼주는반찬가게 반찬 제조  매 기타 부산 역시 해운 구

제2008-127호 (사)여성과나눔보육콜센터 가정보육사 견 보육 부산 역시 동래구

제2008-128호 주식회사일터 재활용품 수거 매 환경 울산 역시 울주군 언양읍

제2008-129호 사단법인희망을키우는일터 유무료 도시락 제공, 공 주차장사 사회복지 울산 역시 동구

제2008-130호 ㈜미래를 여는 사람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사회복지 울산 역시 북구

제2008-131호 사회복지법인행복한집경남 어센터 재가, 돌 , 간병서비스 사회복지 경상남도  사천시

제2008-132호 ㈜두두 무공해 공나물, 두부 재배  매 기타 구 역시 수성구

제2008-133호 구YMCA희망자 거제작소사업단
재활용자 거제작, 가 매, 술자 거  
투어바이크 제작, 임 환경 구 역시 구

제2008-135호 포항YWCA육아 문지원센터 육아 문지원센터운 보육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제2008-136호 주식회사참살이 간병, 재활용수집 가사간병 경북 구미시

제2008-137호 (재) 한성공회유지재단행복을나 는도시락 결식아동 무료 식도시락제조  배달, 
유료도시락 매 기타 인천 역시 동구

제2008-138호 (사)인천내일을여는집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 도농직거래를 통한 실직자 , 노숙인  사회  
취약계층을 한 사회  일자리 만들기

기타 인천 역시 계양구

제2008-139호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이맘사업단
실직여성의 자활을 한 출장 산모도우미  

 보육사업 보육 인천 역시 서구

제2008-140호 사회복지법인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행복한일터

우유팩재활용원지를 활용한 보롤 화장지제조,
도소매 기타 경기도 화성시

제2008-141호 ㈜아름다운집 소득층 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 경기도 시흥시

제2008-142호 (사) 한노인회안산시상록구지회실버사업단 경로당 가사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경기도 안산시

제2008-143호 (사)한국지체장애인 회경기도 회시흥
시지회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 고용하여 지류사업, 수막, 재생카
트리지, 임가공 사업 운

기타 경기도 시흥시

제2008-144호 주식회사 드림박스 골 지박스 제조사업 기타 주 역시 북구

제2008-145호 ㈜빛고을건설 속득층 집수리사업, 주거복지   에 지
복지사업 기타 주 역시 서구

제2008-146호 (유)행복을나 는도시락 결식아동 식사업, 외식사업 기타 주 역시 서구

제2008-147호 주식회사 희망자원 재활용품 수거 매 환경 주 역시 서구

제2008-148호 무주결혼이민가정사랑나눔회ASIA 천연비   천연화장품 제조, 매 사업 기타 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제2008-151호 ㈜스마일우 각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제공사업 가사간병 라북도 익산시

제2008-152호 순천YMCA행복한밥상 친환경유기농식품 매  유기농 식지원 사회복지 라남도 순천시

제2008-153호 주식회사어울림 물 여 사업,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사회복지 시 동구

제2008-154호 주식회사 러스 라스틱 재활용 사업 환경 충청남도  산군 복수면

제2008-155호 행복을나 는 랑새식품(유) 식품제조  매(도시락  농사업) 기타 역시 동구

제2008-156호 ㈜삶과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환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제2008-157호 유한회사 동군사회서비스센터 산모베이비시터 견, 가사지원사업 가사간병 충청북도 동군 동읍

제2008-158호 ㈜월화수크린 학교청소사업 기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08-159호 아산YMCA아가야 베이비시터 견, 시간제 육아사업 등 보육 충청남도 아산시

제2009-001호 한국YMCA 국연맹YMCA서울아가야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9-002호 사단법인신명나는한반도자 거에사랑을싣고 자 거 나눔  매, 수리사업 환경 서울특별시 동 문구

제2009-003호 사단법인우리사랑복지원 방문요양, 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동 문구

제2009-004호 사회복지법인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앙
복지사업단

보안문서 쇄, 공기청정기/농산물( ) 매, 
시설 리 등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009-005호 ㈜씨토크커뮤니 이션즈 인터넷 화국서비스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2009-006호 (사)한국이에이피 회 근로자지원 로그램제공을 통한 기업복지격차해소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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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007호 원주YMCA아가야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 강원도 원주시

제2009-008호 주식회사솔라피데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한 제과제빵 제조 매 기타 부산 역시 남구

제2009-009호
사회복지법인인천사회사업재단행복을나

는도시락부산해운
결식이웃을 한 무료도시락 배달, 소득층 
일자리마련 한 도시락 매사업 사회복지 부산 역시 해운 구

제2009-010호 진주YMCA아가야 공간보육  견보육서비스 보육 경상남도 진주시

제2009-011호 주식회사백두리싸이클링 폐합성수지 폐 라스틱 재활용 분리, 제조, 수출 환경 경상북도 구미 해평면

제2009-012호 주식회사행복한일터 생 리 용역 등의 수익사업 환경 경상북도 문경시

제2009-013호 ㈜아이티그린 폐 자제품 재활용 환경 인천 역시 남동구

제2009-014호 (사)수원여성노동자회부설 국가정 리사
회수원지부

가사·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제2009-015호 수원YMCA아가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 경기도 수원시 통구

제2009-016호 ㈜나눔과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가사간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제2009-017호 군포YMCA아가야 시간 담제 육아센터 사회복지 경기도 군포시

제2009-018호 이천YMCA아가야 시간 담제육아센터 일자리지원서비스, 
가정육아지원서비스 보육 경기도 이천시

제2009-019호 ㈜에이스푸드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타 경기도 구리시

제2009-020호 한국재가장기요양기 ㈜
재가 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 여 
요양사 교육원 운 , 경로당활성화사업, 
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사업

사회복지 경기도 주시

제2009-021호 메자닌아이팩㈜ 박스  샘 북 제조업, 새터민 직업 응교육 
실시  훈련 로그램 운  등 기타 경기도 주시

제2009-022호 주YMCA 주아가야 시간 담제 육아센터 운 , 가정육아지원서비스 사회복지 주 역시 산구

제2009-023호 사단법인농 복지센터 가사, 간병(요양보호  바우처)사업 사회복지 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제2009-024호 목포YWCA희망지원센터
친환경 반찬 매, 가사보육 서비스 제공, 
방과후 학습지도, 친환경 물품제조 매, 양
재의류 리폼

기타 라남도 목포시

제2009-025호 사단법인함께하는세상 통음식사업(식품제조 매) 사회복지 시 구

제2009-026호 ㈜진천군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집수리사업 사회복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제2009-027호 (사)나섬공동체외국인지원사업단 나섬 다문화센터 운 기타 서울특별시 진구

제2009-028호
사단법인부산돌 사회서비스센터산모도
우미 견사업 산모도우미 견 사업 가사간병 부산 역시 연제구

제2009-029호 주식회사거창돌 지원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간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제2009-030호 (주)청소사랑 청소 행서비스 보건 인천 역시 구

제2009-031호 (사)한국장애인정보화 회카트리지사업장 카트리지 수거  재생사업 기타 인천 역시 계양구

제2009-032호 유한회사공동체나눔환경 폐의류, 폐배터리 수거운반, 가공, 선별, 수출 환경 라북도 주시 덕진구

제2009-033호 ㈜늘품테크 라스틱 재활용 사업 환경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제2009-034호 사단법인한빛회(꽃밭사업단) 꽃배달, 한송이 꽃놓기 사업 기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제2009-035호 ㈜추억을 는극장(㈜허리우드극장) 실버 화 문화 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09-036호 (사)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커뮤니티디자인(문화 술콘텐츠) 문화 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09-037호 사회복지법인 산( 산LTC사업단)
주단기 보호, 방문용양 방문목욕센터 요양
보호사 견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09-038호 주식회사성동돌 센터
재가장기요양,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2009-039호 (유)그린에버 화훼 매, 그린 리사 식물 리 환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9-040호 이오에스물류㈜ 서울, 수도권내 택배서비스 기타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9-041호 (유)창원늘푸른사람들 학교·건물 등 청소  소독, 청소용품 매 환경 경상남도 창원시

제2009-042호
사회복지법인함께하는사람들 구시니어
클럽(아삭김치사업단) 60세이상 고령자채용하여 김치생산  매 기타 울산 역시 울주군 온양읍

제2009-043호 주식회사서구웰푸드 결식아동 식, 출장뷔페, 각종 행사 도시락 기타 구 역시 서구

제2009-044호 사단법인가경복지센터 재가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한 고용창출 가사간병 경상북도 경주시

제2009-045호 ㈜우리동네 취약계층 고용 운동화빨래방, 카페 등  운 사회복지 경기도 수원시 통구

제2009-046호 메자닌에코원주식회사 우드블라인드 생산  매 기타 경기도 주시 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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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047호 (사)나비뜰동산
농가인력지원, 특용작물재배 건강보조식품
제조 매 체험민박운 기타 라남도 함평군 신 면

제2009-048호 (사)다산문화진흥원콩새미건강지원사업단 제과제빵 매 기타 라남도 강진군 성 면

제2009-049호 ㈜비앰씨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개선 환경 라남도 양시 옥곡면

제2009-050호 사회복지법인샘터통합지원주간보호센터 장애아동 사회재활서비스 사회복지 라남도 여수시

제2009-051호 주식회사두 마을 청소, 차량 리, 물류 환경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제2009-052호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효도사업단
반찬 배달사업,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장기요양기 지정(단기요양), 재가장기요양
기 (방문요양), 장애인 방문목욕사업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서 구

제2009-053호 진주민연 부설 늘푸른돌 센터 가사 간병 사업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진구

제2009-054호 (사)탈북문화 술인총연합회 평양 술단 문화 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009-055호 ㈜리블랭크 재활용 상품 개발  매,재활용 워크   
교육 문화 술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9-056호 ㈜트래블러스맵
지역 문화  환경 보존을 한 안  여행 
서비스  탈학교 청소년 상 여행기획자 
교육

문화 술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9-057호 ㈜ 아주 건강한 속삭임 도시락, 수제쿠키, 천연비   화장품 매, 
아삭카페 운

교육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09-058호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시각장애인뮤
직컴퍼니 한빛 술단 시각장애인 음악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문화 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009-059호 사회복지법인 빛과소 복지재단  스
푸드사업단

고령자 채용으로 스밥집,행복한도서 식당, 
스도시락 매, 행복한아침밥상, 사랑의 

반찬 운 을 통한 사회서비스제공
기타 부산 역시 동구

제2009-060호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자립 회 종량제 투 생산 기타 부산 역시 사상구

제2009-061호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집수리  일반유료 공사 사회복지 경상남도 김해시

제2009-062호 유한회사 김해늘푸른사람들 학교·건물 청소  소독 환경 경상남도 김해시

제2009-063호 구YMCA 신천에스 스사업단 하천둔치, 생태습지조성사업  친환경 Bio 
Tope조성 환경 구 역시 구

제2009-064호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일하는 세상 핸드메이드물품 사업장  인터넷 매, 
잉크토 매

사회복지 구 역시 남구

제2009-065호
사회복지법인 성요셉복지재단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장애인재활작업장(박스,면장갑공장)  인력풀, 
친환경농장운 기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제2009-066호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인천사업단  두리
지역복지센터 장애아동 통합지원서비스제공 사회복지 인천시 남동구

제2009-067호 꿈나무 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교실 교육 인천 역시 서구

제2009-068호 (사)밝은마을 강화농산어 유학(문화체험 로그램) 문화 술 인천 역시 강화군 불은면

제2009-069호 사단법인 한국지체인 회  용인시장애
인종합복지  용인시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등 고용 쿠키제작, 쓰 기종량제 투제작 기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제2009-070호 주식회사 청인씨엔씨 생 리용역업, 청소용품 매사업 환경 경기도 평택시

제2009-071호 (주)일과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 화장실 리 환경 경기도 남양주시

제2009-072호 구리문화원 구리시니어클럽 큰바 시니어
사업단 청소, 주차, 자 기, 무인 매사업 운 환경 경기도 구리시

제2009-073호 주식회사 푸른우리 청소 행  소독서비스 사업 보건 경기도 성남시

제2009-074호 (재)천주의성요한수도회 요한빌리지 정신장애인사회복귀 사업 사회복지 주 역시 남구

제2009-075호 유한회사 맛디자인 김치제조  매 기타 라북도 주시

제2009-076호 주식회사 사회 기업 그린터치 청소, 생, 시설 리 사회복지 역시 구

제2010-001호 (사)서울팝스오 스트라 오 스트라 공연 문화 술 서울특별시 진구

제2010-002호 ㈜오피스메카 증장애인고용하여 토  카트리지 제조  
매, 폐자원 활용 비철 속 추출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2010-003호 일상 술창작센터
리마켓, 마포희망시장 등 술시장개최

청소년  지역주민 상 문화 술강좌 진행, 
공공미술 로젝트

문화 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10-004호 한국이지론㈜ 취약계층을 한 신용정보 제공  서민맞춤 출
알선, 신용회복 무료상담  환승론 서비스 제공 기타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10-005호 (사)강원도장애인재활 회 부설 더드림
사업단 장애인고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설치, 유지보수 사회복지 강원도 춘천시

제2010-006호 (사)한국지체장애인 회 춘천시장애인
보호작업장

복사용지 제조 사회복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제2010-007호 농업회사법인 들살림 유한회사 친환경 농업(감자생산)  농산물 가공 기타 강원도 강릉시

제2010-008호 자원순환시민센터 에코라이  살림 폐소형가 제품 재활용, 폐식용유 수거 후 연료화 환경 부산 역시 사하구

제2010-009호 ㈜좋은사랑 베이비시터 고령자 고용하여 산모도우미 가사간병 부산 역시 동구

제2010-010호 ㈜삼평산업 장애인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후처리 등 기타 울산 역시 울주군 온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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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011호 구여성회 자작나눔센터
성매매피해여성 고용하여 친환경비    
화장품 제조 매 환경 구 역시 구

제2010-012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구수성
시니어클럽 행복한고물상 "물물"사업단 고령자 고용하여 생활용품  폐가  수거 재활용 환경 구 역시 수성구

제2010-013호 (사) 구 드 청각언어장애인 고용하여 디지털 린  사업 기타 구 역시 달서구

제2010-014호 (사) 구오페라페스티벌오 스트라 문화소외계층을 한 음악 공연 문화 술 구 역시 북구

제2010-015호 구다운회 장애인 직업재활을 한 임가공 사업 기타 구 역시 달서구

제2010-016호 구경북 지역먹거리연 친환경 로컬푸드 식, 도농직거래, 농민장터 기타 구 역시 북구

제2010-017호 ㈜다문화통번역센터 이주여성 고용하여 통번역사업 기타 경상북도 구미시

제2010-018호 통연희단 잔치마당 문화 공연, 폐악기 재생 문화 술 인천 역시 부평구

제2010-019호 ㈜고마운손 새터민, 장애인 고용하여 핸드백, 지갑 제조 기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제2010-020호 (사)행복을나 는 사람들 행복한 동행사업단 건강보건지원, 생활도우미, 학습지원 등 사회복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제2010-021호 (유)행복도시락 결식아동 무료 식 기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2010-022호 세종장애인아동후원회 안산지회 라온복지센터 장애아동 사회재활서비스 사회복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제2010-023호 ㈜우리 리 건물 생 리, 특수청소, 홈클리닝 환경 경기도 시흥시

제2010-024호 (사)행복한아침독서 소외계층 아동 도서 지원 등 교육 경기도 주시 교하읍

제2010-025호 ㈜리엔씨 장애인 고용하여 학습용 교재물의 조힙  포장 기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010-026호 (유)맑은 리 학교, 민간기  청소, 소독, 천연도료 사용 환경 라북도 주시 완산구

제2010-027호 (유)수인테리어 취약계층 집수리, 에 지효율 개선사업 기타 라북도 김제시

제2010-029호 ㈜그린텍 학교 청소  리 환경 역시 유성구

제2010-030호 (사)충남교육연구소 방과후 교실, 농 학교 교육 로그램 제공 교육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제2010-031호 씨투넷㈜ 폐컴퓨터 재활용 기타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제2010-032호 ㈜아이앤유 어 장애아동 상 재활기구 여  매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구

제2010-033호 ㈜쇼엘 취약계층에게 렴한 공연 제공 문화 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10-034호 (주)좋은세상베이커리 베이커리 생산· 매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지원

기타 서울특별시 진구

제2010-035호 ㈜엔비젼스(NHN Social  Enterprise㈜) 어둠속의 화 시 기획  운 문화 술 서울특별시 서 문구

제2010-036호 ㈜노나메기 슥득층 집수리 사업, 에 지 감주택사업 환경 강원도 원주시

제2010-037호 사단법인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Play,Learn사업단

결혼이주민 일자리 창출, 외국어 교육  
통·번역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홍보 사업

교육 부산 역시 부산진구

제2010-038호 사단법인아시아공동체
re-edu&job

결혼이주여성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외국어 통·번역  교육 사업, 다문화가정 
인식 제고 교육, 캠페인  홍보 사업

교육 부산 역시 남구

제2010-039호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 회 해피맘 어 산모도우미 견사업 사회복지 부산 역시 사상구

제2010-040호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사람들 햇빛투어 장애인, 노인등의이동서비스, 도시락사업 사회복지 울산 역시울주군 삼남면 

제2010-041호 ㈜하이얀마을 세탁사업 기타 울산 역시 동구

제2010-042호 (사)여성과 희망 아 돌 서비스, 유아~ 등 학년 방과후 
활동지도 보육 경상남도 김해시

제2010-043호 유한회사 참사랑휴먼 어센터 병원간병  무료간병 가사간병 경상남도 진주시

제2010-044호 구여성노동자회부설사업단 “손길” 재가보육사업 보육 구 역시 구

제2010-045호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산모도우미
견사업단

가사산모도우미 견사업 사회복지 경상북도 칠곡군

제2010-046호 (사)신라문화원 신라문화체험장 신라문화체험장 운  사업 문화 술 경상북도 경주시 

제2010-047호 사단법인경북미래문화재단 
통한옥을활용한체험 로그램운

안동지역의 통한옥(古 )보존 리
통문화공연 행사기획, 상품개발

문화 술 경상북도 안동시 

제2010-048호 주식회사 인성드림 의료기  의류세탁처리업, 주차장운 업, 제조업 기타 인천 역시 서구

제2010-049호 ㈜희망일터 학교환경개선사업  청소용역 기타 인천 역시 계양구

제2010-050호 해바라기의료생 특수아동센터, 장애아이동서비스, 녹색가게, 
작은도서 , 푸른꿈쉼터, 장애아가정가사지원

사회복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제2010-051호
세종장애아동후원회안양사업단
㈜좋은세상만들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그 가족을  
한 유통  기획창업지원 사회복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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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052호 ㈜사회 기업 청정마을 주거환경 개선  생 리 서비스 환경 경기도 성남시 원구

제2010-053호 사)샛별공동체 샛별재활원 증장애인,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재생토
사업, 투제조, 사무용 사회복지 경기도 성남시 원구

제2010-054호 (사)행복문화사업단 행복음악회, 농 사랑행복아카데미, 교통
사랑운동, 아시아문화도시 홍보유람단

문화 술 주 역시 서구

제2010-055호 (유)아름다운환경 잡병선별 매  재활용 매장운용 환경 라북도 주시

제2010-056호 (유)행복나 미 재활용품 수거, 매각 환경 라북도 익산시

제2010-057호 농업회사법인 남도식품주식회사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어성 , 삼백 , 작두콩, 
녹차, 복분자)을 재배하여 가공식품 매 기타 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제2010-058호 하늘땅 농조합법인 장애인을 고용한 농산물(딸기, 밤,  추 등) 가공 기타 충청남도 논산시

제2010-059호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학교방과후 문인력지원사업단
경력단 여성을 고용하여 · 학교의 방과
후 독서  생활지도 교육 역시 서구

제2010-060호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보육천사아이뜰 가정방문보육서비스 보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10-061호 ㈜천안돌 사회서비스센터 재가요양기 으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 제공 가사간병 충청남도 천안시

제2010-062호 ㈜희망그린마을 복지, 교육, 노동이 공존하는 마을조성  도농
연계 로그램 사회복지 충청북도 제천군 양읍

제2010-063호 유한회사 김해돌 지원센터 방문 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가사간병 경상남도 김해시

제2010-065호 ㈜아트 릿지 체험형 교육연극 공연사업 문화 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10-066호 (사)한국장애인이워크 회 서울사업단 인쇄사업  LED 조립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구

제2010-067호 풀빛문화연
숲학교 네트워크사업(생태환경교육, 숲해설, 
자연체험 등의 서비스제공) 환경 서울특별시종로구 

제2010-068호 ㈜이야기꾼의 책공연 찾아가는 책공연  교육사업 문화 술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10-069호 ㈜ 지를 한 바느질
친환경 결혼 반, 친환경 리빙 제품,  오가닉 
의류, 에코 가이드북 출  등 환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010-070호 ㈜ 화제작소 화, 상제작  미디어 교육 문화 술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10-071호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 러스 물, 고, 기획, 철, 제본  등의 인쇄·
출  사업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천구

제2010-072호 ㈜심원테크 재제조 토 카트리지 생산/ 매 환경 서울특별시 천구

제2010-073호 ㈜더불어숲 재고도서 헌책 매 기타 인천 역시 구

제2010-074호 희망연
수원시 취약계층 무료집수리, 최약계층 상 
주거지원 기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2010-075호 ㈜에이치앤에스두리반 과자 생산, 포장, 매 기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2010-076호 사단법인 장애아동미래 비 회
재활치료 교육 언어치료, 인지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등 가정방문 상담  지원 사회복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제2010-077호 (사)함께하는 세상 삼우보호작업장 복사용지, 화장지 생산 기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제2010-078호 ㈜맑은 리 경비  주차 리, 청소일자리제공, 재활용 기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2010-079호 ㈜작은자리 돌 센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사업 가사간병 경기도 시흥시

제2010-080호 ㈜한 리 생 리 청소용역, 각종 행 청소 기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2010-081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청음공방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가구제작 기타 경기도 포천시 내 면

제2010-082호 ㈜ 인인더스트리
농  하나로마트와 매(입 ) 계약체결, 

소기업  사회 기업 제품의 유통  
리 행, 취약계층을 한 교육  취업

기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010-083호
(사)두 울장애인복지연합회 장애인재
활근로작업장

폴리에틸 (종량제 쓰 기 투, 일반쇼핑 투)
사업, 장애인근로자 정보문화사업, 장애인 직
업훈련 사업

사회복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제2010-084호 온디자인 주식회사 웹싸이트구축, 편집디자인, 디자인 컨설 , 
디자인 로보보사업 등 디자인 련 사업

기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010-085호 (사)문화 로덕션 도모
무 공연 술제작지원사업( 문스텝지원,  
문화 술교육, 기획) 문화 술 강원도 춘천시

제2010-086호 (유)다자원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환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제2010-087호 유한회사 천향 천연수제비  제조· 매 기타 강원도 강릉시

제2010-088호 유한회사 다자원 재활용품수거가공 매, 에코 주유사업 등 환경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2010-089호 (사)여성정책연구소 엄마사랑보육센터 보육  방과후학습 도우미 재가 견사업 보육 부산 역시 사상구

제2010-090호 해피푸드 주식회사
도시락 매, 독거어르신  소득청소년 

식 제공 기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2010-091호 범서문화마당 로컬푸드사업단 로컬푸드사업, 생태문화교실운 기타 울산 역시 울주군 범서읍

제2010-092호 울산사회복지연  나눔재활용사업단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나눔재활용 사업 환경 울산 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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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093호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희망나눔1030사업단 소득층 교육서비스 지원사업 교육 울산 역시 구

제2010-094호 ㈜블루인더스 산업안 용품  환경용품 제조· 매 기타 경상남도 양산시

제2010-095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상물 상   배 , 상물 제작, 상미디어 교육 문화 술 경상남도 진주시

제2010-096호 (재)한국삽살개재단 삽사리테마 크 삽살개 공연  동물매개치료 로그램, 
삽사리테마 크 운  등 문화 술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제2010-097호 청소년평화나눔센터 피스트 이드사업단 공정무역물품  수공 품 제작 매 등 기타 구 역시 구

제2010-098호 구 역시사회복지 의회  월성종합사
회복지  햇빛나들이센터 노인  장애인을 한 햇빛나들이 사업단 사회복지 구 역시 달서구

제2010-099호 (사)색동회 구지회 동화구연, 동극지도자 양성 견사업 문화 술 구 역시 달서구

제2010-100호
구가톨릭사회복지회  달서구본동종합

사회복지  늘푸르미
농어  일손도우미, 취약계층  일반인을  

한 반찬  도시락 매 늘푸르미 사업단 기타 구 역시 달서구

제2010-101호 ㈜포스에코하우징 스틸하우스제작, 시공 기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제2010-102호 ㈜드림앤해피워크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개조사업 기타 경상북도 울진군 운남면

제2010-103호 구미 YMCA 아가야 사업단 견보육, 공간보육, 베이비시터양성 보육 경상북도 구미시

제2010-104호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청송시니어클
럽 내고향지원 로젝트 지장류사업단 재래식 장류식품 생산 매 기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제2010-105호 엠마우스일터 장애인직 재활사업(국산 참기름류, 천연수
제비  제품생산, EM발효액 제품생산 등) 기타 주 역시 서구

제2010-106호 (사)농어 정보화 남 회 자제품 재활용, 시부스 제조  시공, 
웹 컨설  사업

기타 라남도 나주시

제2010-107호 동그라미 러스
육포 생산  매, 서각  압화 생산  

매, 임가공 사업 기타 라북도 익산시

제2010-108호 (유)제은리소스 재활용품 선별 매  화장지 매 환경 라북도 익산시

제2010-109호 사단법인 한걸음 더 활동보조인 견사업 가사간병 라남도 목포시

제2010-110호 (유)사회 기업 유비에코 라남도 소재 산업단지 내 폐자원  선별, 재
활용, 수거 등을 통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환경 라남도 목포시

제2010-111호 ㈜휴먼에듀피아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바우
처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바우처서비스

가사간병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제2010-112호 ㈜행복도시락(행복담은네모) 로컬푸드를 통한 도시락 제조· 매 기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10-113호 제천YWCA 올리사업단 친환경농산물유통매장올리운
(콩비지버거,도시락,반찬 매) 기타 충청북도 제천시

제2010-114호 (사) 국악단 취약계층을 한 국악공연 교육사업 문화 술 경기도 안양시

제2010-115호 ㈜천안택배 취약계층 고용, 택배사업 기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제2010-116호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인천지부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 술교육, 공연 기획진행 문화 술 인천 역시 부평구

제2010-117호 청소년문화공동체 WA(와) 나다문화사업단 문화공연서비스 제공, 연극강사 견, 지역
문화공동체사업(무료이도도서 사업 등) 문화 술 부산 역시 구

제2010-118호 (사)한국청소년흡연음주 방 회 연, 주와 련된 유료교육, 인터넷쇼핑몰운 , 
취약계층을 상으로 무료 연, 주교육실시

보건 서울 용산구

제2010-119호 사회복지법인 나 리인쇄사업소 인쇄업(장애인과 함께 각종 인쇄물 제작, 매) 기타 서울특별시 구

제2010-120호 (주)연우와함께 사찰, 불자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식품, 
가공품 등 유통, 학교 식 지원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10-121호 한성공회유지재단 총알탄택배사업단 고령자를 고용한 지하철 택배 기타 서울시 구

제2010-122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진각홈 어  
성북센터 노인재가요양사업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010-123호 (사)시민 상문화기구 상미디어센터 상미디어센터 사업 문화 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0-124호 한국YMCA 국연맹 카페티모르사업단
바리스타를 매개로 한 공동체 사업 - 착한 
소비·친환경 공정무역 카페티모르 기타 서울특별시 구

제2010-125호 (주)두비컴뮤니 이션 스뮤지컬 사춤 공연 문화 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10-126호 (주)아시아트 져네트워크
다문화가정 아동문화교육, 국제기구 력사업, 
한류 문화 컨설 문화 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10-127호 (주) 놀이나무 박물 체험놀이 기획  교육문화사업 교육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010-128호 문화 술NGO 술과시민사회 문화 술연구 사업  교육사업 교육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0-129호 (주)비지 엔젤스코리아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0-130호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도서출  하상 자 시각장애인 체자료( 자, 자, 녹음, 데이지 
도서) 제작, 보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0-131호
사회복지법인 한불교 조계종복지재단  
사랑의와 하우스

커피 등 음료 매 매장운 으로 취업취약
계층에게 안정  일자리 제공 기타 서울특별시 진구

제2010-132호 한국청소년재단 사업단 I PLAN센터 아동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상담 교육 서울특별시 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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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134호 서울 린지네트워크 서울 린지페스티벌, 취약계층지원사업 등 문화 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10-135호 사단법인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극장사업단 기획 공연  공연 유치, 문화 술 교육사
업, 지역 주민 문화 술 동아리 활동지원 문화 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10-136호 문화로놀이짱 가구를 재활용하여 디자인한 가구   소품 매 등 문화 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10-137호 웹와치주식회사
웹 표 ·웹 근성 진단 컨설  사업, 웹 
표 ·웹 근성 인증(WA인증) 사업, 
상제작  방송콘텐츠 보  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10-138호 행복을 는 장사꾼
비 꽃 생산  매사업, 생화 꽃배달  

매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010-139호 (주)유유자 살롱 취약계층 청소년을 한 교육 서비스   
음악 공연 문화 술 서울특별시 등포구

제2010-140호 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커피로스 , 카페서비스, DM, 직업재활사업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010-141호 (주)효성로하스 자연발효  트 일러 화장실 제조 등 환경 서울특별시 도 구

제2010-142호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과실청 생산, 매  포장임가공 사업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랑구

제2010-143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 회 인쇄업, 장애인직업재활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2010-144호 (사)한국과학기술캠 회 인천분사무소 과학기술사회서비스제공  취업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 교육 인천 역시 연수구

제2010-145호 나눔과 기쁨 인천 역시 의회 식품제조 매(도시락, 죽) 사회복지 인천 역시 연수구

제2010-146호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지류사업, 문구사업, 임가공사업 기타 인천 역시 남동구

제2010-147호 NGO 기업장애인 회 남동구지부 재활용품 수거, 수출, 매 환경 인천 역시 남동구

제2010-148호 주식회사 크린웰
학교청소, 건물 일상 리  기타 입주청소 
등 생 리 용역업 기타 인천 역시 연수구

제2010-149호 사단법인 공 인 회 공  홍보, 열린 토탈공  교육강사 양성 문화 술 인천 역시 남구

제2010-150호 주식회사 청솔노인요양센터 재가장기요양 여제공/취약계층 지원사업 사회복지 인천 역시 남동구

제2010-151호 (주)송도에스이 포스코 건설사옥 미화, 주차 리 업무 기타 인천 역시 연수구

제2010-152호 (주)크린인천 건물 리, 청소, 생 리용역 환경 인천 역시 부평구

제2010-153호 (사)인천내일을여는집계양구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운 환경 인천 역시 계양구

제2010-154호 (주)경기희망일터 청소용역, 경비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조경 리업 기타 경기도 수원시

제2010-155호 ㈜행복한세상 도시락사업, 닭고기임가공 사회복지 경기도 화성시

제2010-156호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  희망샘치료교육센터 장애인 기 재활 교육지원서비스 사회복지 경기도 수원시

제2010-157호 실업극복평택센터  친환경로컬푸드사업단 친환경로컬푸드제공 환경 경기도 평택시

제2010-158호 (사)일과사람 우 각시 문청소사업단 인스 어 홈크리닝 문청소, 가사 리 서
비스, 건물청소 서비스 환경 경기도 부천시

제2010-159호 (사) 명심포니오 스트라 클래식 공연  음악교육 문화 술 경기도 명시

제2010-160호 (주)쏘셜아트컴퍼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문화 술 시, 공연 
기획사업 문화 술 경기도 안양시

제2010-161호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JOBABTE)  
경기지부

경기도 소재 복지  문화 술 강좌 문화 술 경기도 안산시 

제2010-162호 (주)고려진공안 도로안 용품, 태양  제품 기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제2010-163호 (주)해바라기푸드 도시락  탁 식, 반찬제조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제2010-164호 (사)해밝음장애인복지회 화훼재배  매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제2010-165호 교남재단 교남어유지동산 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한 사회  농장 운 사회복지 경기도 주시 성면

제2010-166호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구두만드는풍경 농산물 재배  게스트하우스 운 사회복지 경기도 주시 월롱면

제2010-167호 (주)테디베어팩토리 인형 제임가공업(한국테디베어 회 등과  
임가공 계약하여 인형 제작) 문화 술 경기도 성남시

제2010-168호 농업회사법인 (주)다문화 사회 기업 어울림

농산물 텃밭재배  매, 농한기 장 가공식품 
개발  매, 제철꾸러미  다문화벼룩시장, 
학교 식 농산물 납품, 어울림 매장운 , 도시형 
미니텃밭 개발  매, 체험교육 등

사회복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제2010-169호 주식회사 청코리아 청소  소독, 생 리 환경 강원도 원주시 호 면

제2010-170호 농조합법인 신화마을 문화, 농산물, 체험교육 문화 술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제2010-171호 원주소비자생활 동조합 친환경 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친환경 식 기타 강원도 원주시

제2010-172호 동의학원 포종합사회복지  빵카페  
PPANGJIP

증 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제과제
빵 생산, 식음료 제조  매, 카페형 매장 운 기타 부산 역시 부산진구

제2010-173호
생태보 시민모임 생명그물 부산자연
체험교육단 자연愛친구들

생태·환경 교육  체험서비스 제공, 환경 
련 부스  캠  운  등 교육 부산 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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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174호 주식회사 빛나리퀵택배 노숙인을 채용하여 택배사업 운 기타 부산 역시 동래구

제2010-175호 주식회사 태 에 앤에스 경비  청소용역사업 기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제2010-176호 사단법인 함께하는 여성 맞벌이 가정 ·유아 보육  장난감 여 
서비스 사업 보육 경상남도 창원시

제2010-177호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다(茶)드림사업단 이주여성 바리스타양성을 통한 카페운 ,  
다문화인식개선활동

기타 울산 역시 북구

제2010-178호 태화루 술단 통문화공연, 사회문화교육사업 문화 술 울산 역시 구

제2010-179호 주식회사 희망울타리 화훼사업, 청소용역 환경 울산 역시 북구

제2010-180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구
남구시니어클럽 행복한노인일터사업단 재활용품수거, 떡 제작 매 기타 구 역시 남구

제2010-181호 구 음악 오 스트라 술교육사업 문화 변확 문화 술 구 역시 남구

제2010-182호 (사)한지나라공 문화 회 통한지공 , 문인력 양성교육 교육 구 역시 서구

제2010-183호 (사)한국문화공동체BOK비트에이사업단 통문화 술컨텐츠 개발 문화 술 구 역시 북구

제2010-184호 포항녹색소비자연  에코뮤직패 리사업단 문화기획공연 문화 술 경상북도 포항시

제2010-185호 (사)신라문화원 경주고택사업단 고택보존, 고택체험 문화 술 경상북도 경주시

제2010-186호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인성 캠 , 선비문화체험 문화 술 경상북도 주시

제2010-187호 (주)다우환경 생 리용역, 학교, 건물등청소·소독방역, 
청소장비, 물품 매 환경 주 역시 북구

제2010-188호 주YWCA드림헬퍼사업단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주 역시 산구

제2010-189호 (사)한국운동건강 회 운동, 건강 로그램 지도 문화 술 주 역시 서구

제2010-190호 (재)내셔 트러스트 문화유산기  남지부 통한옥체험, 통문화교육 문화 술 라남도 나주시다도면 

제2010-191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분소  
완도제일 복지센터 EM사업단

EM제품 매, 환경정화 환경 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제2010-192호 (사)숲속마을작은학교교육사업단 교육 로그램 진행 교육 충청남도 산군 남이면

제2010-193호 조치원 YWCA 올리사업단 올리버거  친환경음식 제조, 매 기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제2010-194호 논산 YWCA 올리사업단 올리버거  친환경음식 제조, 매 기타 충청남도 논산시

제2010-195호 주식회사 떴다무지개 다문화체험수업  공연 교육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제2010-196호 (주)사람 이주여성 일자리 제공  제사업 사회복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제2010-197호 사회복지법인 장학원 세하앤 사업단 푸드사업 기타 충청북도 제천시 

제2010-198호 주식회사 사람인 가사,간병 보건 충청북도 충주시

제2010-199호 (주)다인돌 가사,간병 기타 충청남도 서산시 

제2010-200호 (주)부여복지마을 집수리, 청소 기타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제2010-201호 충주 YWCA 친환경매장 올리 올리버거  친환경음식 제조, 매 기타 충청북도 충주시

제2010-202호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서울사무소 농어  빈집 주인찾기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서 구

제2010-203호 (사)서울오 스트라 클래식오 스트라를 통한 사회정서  함양사업 문화 술 서울특별시 서 구

제2010-204호 (사)수원음악진흥원 클래식 공연을 통한 문화 나 기  일자리 창출 문화 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제2010-205호 노리터사람들(주) 음악학원운   공연 문화 술 라남도 여수시

제2010-206호 주민소비자생활 동조합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사업  단체
식 공 사업 환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010-207호 (주) 내살림

친환경 로컬푸드 회원직거래사업(일반 가정 
상), 식용 친환경 로컬푸드 공 사업 (시

설 상), 춘천 친환경  공 사업, 학교 
식용 식자재 공 사업

사회복지 강원도 춘천시

제2010-208호 사회복지법인자선단 악시니어클럽두부
사업단콩깍지

어르신 생산품(즉석두부)  일반 상품 매 
매장 운 사회복지 서울특별시 악구

제2010-209호 (주)착한여행 책임여행, 교육사업, 정책사업, 사회공헌사업, 
출 사업 등

문화 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2010-210호 한울 리 국악공연, 통문화체험 문화 술 라북도 남원시

제2010-211호 (유)두 건축 소득층주거복지, 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 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제2010-212호 정부물품재활용(주) 형폐기물 재활용사업 환경 인천 역시 구

제2010-213호 벼이삭 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  매 기타 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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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001호 주식회사 포스 이트 양제철소후 재질시험샘 가공(시편)작업
양제철소후 제품창고 리 기타 라남도 양시

제2011-002호 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기획단 
두드림

통변역사업, 외국어 교육, 다문화체험교실 기타 구 역시동구 

제2011-003호 소화아람일터
친환경 EM제품 생산, 친환경제품 체험교육, 
환경개선사업 환경 주 역시 남구

제2011-004호 세심마을세상 통문화체험  자연생태·농 체험, 역사탐방, 
농산물 매 문화 술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제2011-005호 나 리사업단 친환경상품개발, 교육  나 리그린하우스 운 환경 울산 역시 남구

제2011-006호 ㈜녹색사람들 재활용품 분리 제조 사업 환경 경기도 시흥시

제2011-007호 ㈜공주돌 병원 간병 가사간병 충청남도 공주시

제2011-008호 EM실천 디자인, 기획, 인쇄, 복사, 수막, 우편발송 기타 서울특별시 천구

제2011-009호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노인재가장기요양사업, 가사간병사업, 노인
돌 종합서비스 가사간병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011-010호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 회 부설 숲자라미 숲 체험 로그램  숲 속 콘텐츠 체험 로그램 운 환경 서울특별시 진구

제2011-011호 호미 발달장애 아동 진단평가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아동 부모상담  교육, 행동치료사 연수

교육 구 역시 구

제2011-012호 사)울산기독교사회 사회 에듀젠더 불특정다수에게 성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 울산 역시 남구

제2011-013호 카리타스보호작업장 포카포카 화장지 생산, 차량용 부품 임가공 사업 사회복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제2011-014호 천사들의세상 사상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이동차량
목욕서비스 가사간병 부산 역시 사상구

제2011-015호 사단법인 에코언니야 천연비 , 폐식용유 재활용 세탁비  매, 
친환경농산물직거래 환경 부산 역시 정구 

제2011-016호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맥지
문화사랑

주 동구문화센터 탁운 교육 주 역시동구 

제2011-017호 주식회사 지구마을
친환경 농산물 유통, 농 체험 로그램 운 , 
친환경 도시락 배달 매 기타 구 역시 북구

제2011-018호 구동구시니어클럽 은모닝도시락 반찬
도시락, 반찬 제조· 매, 노인과 청소년복
지시설  결식아동에게 가 는 무료 
식 제공

기타 구 역시 동구

제2011-019호 주식회사 그린시스템 종합청소, 경비, 건물 리 등 아웃소싱 기타 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제2011-020호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 스트라 팝스오 스트라의 무 공연 사업  생활음악 문화 술 부산 역시 남구

제2011-021호 신륵건강생활지원단 반찬 서비스 사업, 식사  간식지원 사업 사회복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제2011-022호 ㈜ 크린서비스 청 건물 생등 청소업체 환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제2011-023호 사)명성황후기념사업회 명성황후문화사업단 명성황후 유 지를 활용한 문화  교육 사업 문화 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제2011-024호 공동체농업지원센터 농조합법인
친환경계란생산, 제철 꾸러미를 통한 농산물 
도농직거래 사업 기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제2011-025호 ㈜맛들식품 즉석 냉동식품 제조 기타 경기도 구리시

제2011-026호 (사)솔아서도산타령보존회 취약계층 상 국악교육, 공연  일자리제공 문화 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2011-027호 코이안(KoIAN)

문화 소외지역  소득층가족, 장애아동
을 주로 포함한 을 한 뉴미디어공연/ 

시, 모션그래픽스 향, 뉴미디어공공 술, 
뉴미디어 술체험 교육서비스제공

문화 술 서울특별시 동 문구

제2011-028호 사단법인 열린북한 열린북한방송사업단
탈북자 북한주민을 상으로라디오방송
로그램제작  송출, 북한내부뉴스 내부
상등을국내 국외에 달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11-029호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쇄사업장
인쇄물제작,검수,납품.옵셋물 경인쇄물을인
쇄제작하여서비스, 단행본책자, 카다로그, 카

다, 쇼핑백, 포스터, 결산서 등을 제작, 납품
기타 서울특별시 천구

제2011-030호 미디어연구소 상물 제작, 교육 문화 술 주 역시 남구

제2011-031호 수원굿 스토어 재활용품 분리 제조 사업 환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2011-032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 장애인극단 운   장애인문화 술웹진  제공 문화 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011-033호 사단법인 뮤지컬창작터하늘에 뮤지컬 창작  정기, 순회 공연, 뮤지컬 치료
교육사업 문화 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11-034호 주식회사 수성돌 서비스센터 재가장기요양사업, 상자 상담/모니터링, 
무료간병사업

가사간병 구 역시 수성구

제2011-035호 월드맘(WORLD MOM) 유아 상 어 교육 사업 교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2011-036호 주식회사 리뜰희망아이티
출소 정자성공 사회복귀지원사업
(홈페이지제작,소 트웨어개발,창업컨설 ,

로그램유지보수등)
기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011-037호 (사)장애인기업생산품 매지원 회
인쇄사업소

인쇄물제작 기타 서울특별시 구 

제2011-038호 사단법인 국제시각 술교류 회
시, 미술품임 , , 기업문화 술 아카

데미, 디자인 컨설  등 문화 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011-039호 (주)내일 인테리어, 리모델링 환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011-040호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 회 출 , 기획, 인쇄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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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041호 (주)약손엄마 간병사업, 간병인 취업알선,  산후서비스 가사간병 서울특별시마포구 

제2011-042호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 회 사업단 
정립 자

LED조명 모듈 사업, CCTV,  USB 제조 기타 서울특별시 진구

제2011-043호 국백수연  독도쿠키사업단 독도쿠키 제조, 매 기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011-044호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일굼터 가구제조  매 기타 경기도 주시 법원읍 

제2011-045호 주식회사 이지무 (EasyMove) 장애인  노인을 한 보조기기 생산, 제조 기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2011-046호 주식회사 수호 소독업, 생 리 등 근로자 견사업 기타 경기도 시흥시

제2011-047호 주식회사 휠라인 장애인 활동형  스포츠 휠체어 생산, 매 기타 경기도 성남시 원구

제2011-048호 안심씨앤에스 주식회사 경비, 시설유지 리 기타 부산 역시 수 구

제2011-049호 주식회사 행복드림 청소  생 환경 경상북도 천군 천읍

제2011-050호 주식회사 포드림 IT기술융합형 문화유산  배움터지킴이사업 문화 술 경상북도 안동시

제2011-051호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통시장활성화사업, 시장신문취재 배포, 교육, 
연구사업

교육 주 역시 북구

제2011-052호 사단법인 틔움복지재단 우리  과자 쿠키, 빵, 익 생산 매 환경 주 역시 북구

제2011-053호 주식회사 로엔엠 친환경 세정제,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식품 제조 매 기타 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제2011-054호 주식회사 하이 출 , 디자인, 편집, 인쇄, 홍보물 기타 역시 구 

제2011-055호 행복한일터 사업단 제과  참들기름류 등 단순 임가공 기타 역시 서구

제2011-056호 한울타리 제과류 생산  매, 학교 식 기타 역시 서구 

제2011-057호 주식회사 러스산업 소형가   폐 산기기 재활용 환경 역시 서구

제2011-058호 주식회사 산바들 천연조미료 제조 기타 역시 덕구

제2011-059호 (사)한국청소년교육문화 회 방과후학교 사업 교육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1-060호 장애인문화 술극회 휠 연극, 뮤지컬공연사업,  연극아카데미교육사업 문화 술 서울특별시 악구 

제2011-061호 ㈜ 란세상 청소, 방역 사업 환경 역시 덕구

제2011-062호 (사)한국아동국악교육 회 국악공연  국악교육 문화 술 서울특별시 진구

제2011-063호 ㈜ 화 청소  생 리 용역사업 환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011-064호 ㈜코비즈 해외(러시아)의료  유치사업 보건 부산 역시사하구 

제2011-065호 한울타리사람들 청소, 용역사업, 조사통계업 환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제2011-066호 ㈜은혜 재생용 재활용품 수집  매 환경 경기도 평택시 안 읍

제2011-067호 ㈜오르그닷 친환경 의류 생산  양질의 제 담당 일자리 창출 기타 서울특별시 진구 

제2011-068호 교육문화공동체 결 교육  문화 사업 교육 주 역시 남구

제2011-069호 참살이 농조합법인 곤충사육  유기농작물 재배, 택배사업 기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제2011-070호 ㈜우드림썬 라인드 원목우드 라인드 제작, 매 기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011-071호
사단법인 주시민의소리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사업단 지역내 각종 시민문화행사  로그램 진행 문화 술 주 역시 남구

제2011-072호 주식회사 섬나애드기획 디자인, 인쇄, 홍보물 기타 인천 역시 계양구 

제 주 도 
2008-001호 사회복지법인평화의마을 노동취약계층 햄, 소시지 가공 기타 제주도 서귀포시 정읍

제 주 도 
2008-002호

사회복지법인마로원 증장애인 세탁사업 기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제 주 도 
2008-003호 제주YWCA제주사회 일자리지원센터 간병, 베이비시터, 신생아도우미 보육 제주도 제주시

제 주 도 
2008-004호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 자리 환경(방제, 청소) 환경 제주도 제주시 

제 주 도 
2008-005호

작업활동센타일배움터 도자기용품 생산  매, 원 작물 재배  꽃 
배달사업, 친환경인증농산물(감귤) 생산  매

기타 제주도 제주시

제 주 도 
2008-006호 사회복지법인청수아리랑김치 김치 생산  매 기타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제 주 도 
2008-007호 (유)행복나눔푸드 도시락 생산  매 기타 제주도 제주시

제 주 도 
2009-001호

(유)엔젤사업지원단 방문요양서비스 리사업 사회복지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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