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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사회적 문제를 기업경영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시작되었지만, 시장과 정부의 실패로 인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농촌지역 재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민간의 다양한

움직임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만나면서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기

업이 창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사업기반, 미

흡한 기부문화와 사회적투자자본, 기업적 역량의 부족 등 사회적기업의 발

전을 제약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사

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농촌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금년 2차년도에는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분석하여 평가한 후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제3세부과제의 결과물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

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척하고 확

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경제간 네트워크의 형성, 지자체

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는 활동

가, 정책담당자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적기업 관계자들께 감사드

리며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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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과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추구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비영리법인의 사

업방식 답습,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른 유사한 사업형태 및 비효율적 운영,

시장 상황에 대응한 마케팅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낼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신제품의 개발, 사회적 경제간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지역개발, 문화

운동 등 사회적 목적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도적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농촌

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자 다음 과제를 다루었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수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해당 사업 분야의 시장과 공공정책 등 사업여건을 조사한 후에 사

회적기업이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

해 보았다.

셋째, 해당 분야 대표적인 기업의 사업모델 평가에 근거하여 사업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라준영(2010)을 토대로 사업모델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되

사회적 목적과 사업의 연계성 여부를 보완하였다. 사업모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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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과제의 중요성과 사업과의 실질적 연계

- 표방하는 사회적 목적과 사업 연계의 적합성

- 정부, 시장, 기존 비영리법인 등의 문제 접근과의 차이

② 경제적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

- 목표시장의 성격(공공시장, 경쟁시장)

-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과 동향

- 경쟁시장 동향과 확보 방안

- 시장경쟁력과 혁신성

③ 기업 조직으로서의 경영 역량

- 상품개발과 마케팅 능력

- 생산과 공급, 품질관리의 프로세스 관리

- 관련 단체, 기구, 기업과의 네트워크

도출된 사업모델 구성요소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를 통

해 그 다양성과 수준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사업모

델을 평가하였다. 특히 경쟁시장과 공공시장의 동향에 근거하여 시장확보

를 위한 선도적기업들의 경영사례와 함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

적인 노력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사례도 소개하였다.

사례조사는 돌봄, 의료,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 9개 업종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업

분야를 특정 업종에 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돌

봄서비스, 교육과 의료, 농업연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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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돌봄서비스 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관련 정책의

확대로 시장이 늘어나지만, 민간영리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원격지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종사자 노동권의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의의가 있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을 감

안한 종합적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

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을 통해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와 재정상의 이유로

공공이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간경쟁

시장에서 공급하기도 힘들므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따라서 광역적

공급체계를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과후 교육, 돌봄교실 등의

전문교사를 교육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의 확보는 사업의 광역화 안에서 가

능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조나 순회진료 시스템, 건강

검진 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는 전문화에 기초한 광역화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연계사업이다. 전국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힘든 중소농이 생산

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영농활동 지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수의 농업관련 업체가 수익모델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사회적기업간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지만 마을 단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농업과의 구체적

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로 다각화되어 있는 업종

을 전문화해야 한다.

넷째, 생태관광이나 문화산업, 귀촌자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은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의 공급기업 형성의

어려움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보전

과 공연예술 등 문화산업은 상당기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므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재활용, 청소사업 등은 시장경쟁이 심하며 성장성도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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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획

득,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여섯째, 장애인 전문 취업체이다. 보호시장에 의존하며 조악한 상품을

생산한다면 기업의 장기 생존도 어렵고 사회적인 가치 평가도 낮게 된다.

장애인의 불가피한 생산성 저하는 장애인고용보조금 등 정부지원으로 충

당하더라도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비결이다.

사례로 든 기업들은 공정의 분할과 위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고품질화

에 성공한 모범적 경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간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한다.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 인재의 육성과 공급, 자본의 조달, 시

장 확보 등 산업적 연계, 지역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네트

워크 역할이 매우 크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사업모델의 구축도 중요하

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업종별 네트워크의 형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존재가 중요하다.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적할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초기의 경영애로 해

소를 넘어 방만한 경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은 비용보전 등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무상급식 조리 및 배달 인건

비,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문화나 생태 해설사(지자체에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고용알선이나 파견업과 비교하여

직접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4대 보험료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에서 판매처 확보가 중요하나 홍보지원이나 보호시

장의 제공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장의 제공

이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료급식 대행업체에 관공서 식당

위탁운영 등 보호시장을 제공한다. 둘째,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교육복지

사업 등에서 학교별 계약이 아니라 지자체(교육청) 단위의 계약을 한다. 셋

째, 대안관광에 대해 바우처사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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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혜

자가 산재한 면 단위 지역의 각종 돌봄서비스에 차등 수수료 책정은 반드

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사회적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였지만 액수가 부족하고

운영의 경직성이 있어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관련

부처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여 투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격을 부

여한다던지 귀촌자를 위한 민간의 택지조성 사업, 빈집 수리사업에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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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aluation of Business Models and Betterment Alternatives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
tled 'A study on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for vitalizing rural 
community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research subjects. This is the report of business models for social enter-
prises in rural communities. 

This report suggested the betterment alternatives of social enterprises 
in rural enterprises through critically reviewing situations and  experiences 
of leading social enterprises in the fields of general care, education and med-
ical treatment, agricultural partnership proj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we scrutinized them in the context of the balances between 
markets for the continuity of business and the pursuit of social goals.

The summaries of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rket of gen-
eral care is enlarging it's volume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welfare de-
mand and policy expansion based on the aged society, but competition be-
comes tough with private companies. A complex welfare service system 
based on human life cycle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mpetitive. 
The high quality of services will be able to be provided via business man-
agement assuring the development of client-fit-service and employee's labor 
right in both policy and private markets.

Second, the unmet fields which the public cannot provide because 
of the decrease of rural population and public finance will be increased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medical treatment. However, private market 
cannot meet this demand. Accordingly this sectors will be a field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rural areas. In this case, a wide range of supply system 
is needed because these fields need professionality and the scale of 
economy. For example, the supply system of professional teachers can be 
possible in the wide range of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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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delivering, processing, and farming supports about environ-
ment-friendly products which small and mid farmers produce are very im-
portant to vitalize regional and community economy. However, a large por-
tion of social enterprises cannot ensure profits. Partner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regional agricultural entities such as village farming organ-
izations and farming cooperative associations should be connected. Also, 
professionalized business item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market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eco-tourism, cultural industry, and returner connected are still not settled 
down, even if it has potential. A strategic approach is necessary in this 
field. In particular, cultural industries such as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performing arts need supports from the regional social economy 
and local governments. Because this fields needs long period of time to be 
self-supported. 

Fifth, the fields of recycling of resources and cleaning are very 
competitive and lower grown-up field. However, these fiel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amelioration of regional environment, working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and the assurance of employee's working righ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s establish protective 
markets for social enterprises. 

Sixth, social enterprises formed by disabled groups cannot be con-
tinued if they depend upon a protective market and produce lower quality 
goods. The success of these social enterprises is basically dependent upon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goods.

Lastly, the advancement of social enterprises' ability is needed 
through networking among social economy. The role of social economy is 
very great in terms of the identification of regional problem, the education 
of personnels, capital, market, and regional policy. Even if the establish-
ment of business model in the level of a single social enterprise is im-
portant, the networking among regions and business items and the effective 
intermediary organization are more important. 

Researchers: Nae-Won Oh,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1.1～2011.10 
E-mail Address: naewonoh@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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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기업적 방식을 활용하여 해결하

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지속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

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사업방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사회적 소명의식과 가치 추구 면에서

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

가 많다. 자활센터의 사업단, 시민단체와 같이 외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방식이 답습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매뉴

얼식 사업형태와 비효율적 운영, 시장 상황에 대응한 마케팅 부족 등이 지

적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은 501개(2011년 4월 기준. 이하 동일),

예비사회적기업이 165곳,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 531개 등 1,197개에 달

한다. 이 외에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이 470개, 농림수산식품부

가 지원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가 443개 등이 있다.1

1 이중에는 중복하여 지정된 곳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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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기업으로서 존속

하기 어려운 업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며, 실제로 인건비 지

원이 종료되면서 고용인원과 사업규모를 줄이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반

면 악화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다 원래의 사회적

목적이 뒷전에 돌려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영역의 전환과 확장, 새로운 서비스와 신제품의 개발,

사회적 경제간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지역개발, 문화운동 등 사회적 목적의 지평

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간 논의와 지역 단위에서의 공동사업 움직임

도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서 사업모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이론이나 현실 분석의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연륜이

짧아 개별 기업의 사업모델이 정착되지 못하기도 했지만, 사회적기업이 수

행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의 어려움과 시장경제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

적 자립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도적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농촌

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이나

일자리 제공,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공공부문

이나 민간시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당 사업 분야의 시장과 공공정책 등 사업여건을 조사한 후에 사

회적기업이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

해 보았다. 민간의 경쟁시장이던 정책으로 조성된 공공시장이던 시장을 확

보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영전략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유의

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해당 분야 대표적인 기업의 사업모델 평가에 근거하여 사업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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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인건비 보조와 같

은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정부 지원에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되도록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사업모델 분야

사업모델은 기업이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

에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준영, 2010).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단지 사회적기업은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도 생산하며

양자를 균형있게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적합한 사업모델을 갖추

지 못한 기업이 성공하기 어렵듯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지속성을 동시

에 확보할 사업모델의 유무는 사회적기업의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Borzaga(2001, 박대석 외 역)는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모델이 영리조직, 전통적 비영리조직, 공공섹터와 달라

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많은 나라에서 아직 사회적기업이 가진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식

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둘째, 새로운 조직형태에 걸맞는 리더와 전문

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와 봉사자를 잘 조직하고 훈련

하는 등 일하는 사람의 기술향상 프로그램에 매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

적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자금 조

달의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기업군 안에서 지역적, 국제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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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운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정하고 민주적이고 지역과 연결

한 적절한 협치구조의 확립도 중요하다.

김봉화·김재호(2010)는 외국의 사회적기업 유형을 노동통합형,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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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혼합방식형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모형을 예비사회적기업형, 일자리 중심형, 서비스 중심형, 통합형, 네트워

크형 등 5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운영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 구분에 가깝다.

이광우(2008)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영리적인 것과 공익적인 부문으로

나누고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모델은 전략적 요인, 사회

적기업가 정신, 경영역량, 조직적 요인, 사업환경, 사회적네트워크의 6개

요인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국내 사회적기업 128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양쪽

모두 특히 공익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의 경영역량은 영리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공익적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품의 우수성, 판로 확보, 사전 시장조사와 같은

전략적 요소도 영리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요인은 통계적으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경적 요인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

원이 영리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공익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준영(2010)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치제

안, 가치창출, 가치확보로 구분하되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념틀

을 재구성하였다. 실증을 위해 성공한 사회적기업 6곳과 실패한 4곳의 사

례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역량과 혁신성의 구성 요소를 잘 추출하였으나 혁신기업으로서의

요구가 지나치게 강조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델 구성요소는 다음

<표 1-1>과 같다.

사회적경제의 현장활동가인 김정원(2009)은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존속과 성장을 앞세워 핵심가치인 참여와 책임, 지역 기반, 연대 방식 등이

가려지는 것을 비판하고, 사회적기업의 주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지역의 문제를 다루며 해

결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자신들의 활동을 중심에 놓지 말고 지역의 주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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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내 용

가치 제안

∙어떤 고객에 어떤 가치(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 양 측

면)를 제공할 것인가

∙시장에서 경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가치 창출

∙제안한 가치와 경쟁전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및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내부 가치사슬과 외부 가치네트워크는 무엇인가

가치 확보
∙수익모형과 성장원리는 무엇인가? 예로 규모의 경제, 범

위의 경제, 프랜차이징, 외부경제 등

주: 라준영(2010)에서 재구성

표 1-1. 사업모델 구성 요소

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가들은 정부의 지

원을 받기 위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를 새로

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사회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혁신자가 되기 위한 노

력을 해야 한다.

이인재(2009)는 먼저 사회적기업의 과제로 다중이해자가 참여할 수 있

는 지배구조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근무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하거

나 적절한 가격과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을 들고 있

다. 그 다음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한 7가지 요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

업모델의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착안점이라 할 수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운동의 관점이 아닌 사업분야에 집중할 것, 기업 운영의 중심을

상품 소비자에게 둘 것,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제품 등 변

화를 추구할 것 등을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적기

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함께 기업 경영의 지속과 성

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과 관련

하여 실태와 발전 과제를 <표 1-2>와 같이 제시하였다(오내원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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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사회적기업의 영역으로 로컬푸드,

도농교류, 대안여행 등을 꼽았다.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

스로의 노력을 통한 시장 창출·확보와 함께, 사회적 목적 활동을 위한 비

용 보전, 보호시장 비용, 바우처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처방을 할 컨설팅의

강화와 중간지원 조직의 육성도 강조하였다.

표 1-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분 야 분석 결과와 과제

사회적 목적 달성

- 농촌지역 개발

∙지역 산업과의 전후방 연계가 높지만, 다른 사회적기

업이나 일반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약함

∙농촌지역 특성에 기반한 로컬푸드, 도농교류, 대안여행,

환경·산림·경관 등 사업영역이 적극 개발되어야 함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필요는 없지만, 사

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 수입구조를 확보해야 함

∙재정자립도(총수입 중 매출액 비중)는 평균 70%로 낮

지 않으나, 외부 수입의 대부분(88%)이 정부지원(한

시적인 인건비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에 기업의 지속

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평가되

고 이와 연계하여 비용 직접 보전, 보호시장 제공, 바

우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과 민간의 기부를 확보

하여야 함

기업·조직의 역량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 문화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

었으나, 현장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 적음

∙컨설팅의 강화와 중간지원 조직의 육성 필요



서 론 7

3. 연구 방법

3.1. 사업모델의 구성요소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의 핵심적인 두 축은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경제

적 지속성의 확보다. 경제적 지속성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지속성

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적 목적의 달성도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성과

측면에서의 지표이지만, 기업의 잠재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현실의 사회적기업들의 경영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라준영(2010)의 견해를 토대로 사

업모델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되 사회적 목적과 사업의 연계성 여부를 보완

하였다. 보완된 사업모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과제의 중요성과 사업과의 실질적 연계

- 표방하는 사회적 목적과 사업 연계의 적합성

- 사회적 목적의 변화와 확장

- 정부, 시장, 기존 비영리법인 등의 문제 접근과의 차이

② 경제적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

- 목표시장의 성격(공공시장, 경쟁시장)

-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과 동향

- 경쟁시장 동향과 확보 방안

- 시장경쟁력과 혁신성

③ 기업 조직으로서의 경영 역량

- 상품개발과 마케팅 능력

- 필요한 인력(전문, 현장직)의 확보와 훈련, 생산과 공급, 품질관리의

프로세스 관리 (표준화와 개선)

- 관련 단체, 기구, 기업과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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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연구 절차와 방법

도출된 사업모델 구성요소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실태 조사를 통

해 그 다양성과 수준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연륜이 짧은

편이어서 조사 기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주요 업종별로 선도적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 심층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사업모델을 평가하였다. 특히 경쟁시장

과 공공시장의 동향에 근거하여 시장확보를 위한 선도적기업들의 경영사

례와 함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사례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자체의 노력이 경주되어

야 할 사항도 제시하였다.

그림 1-1. 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의 연구 절차

사업모델

구성요소

도출

선도적

사회적기업

조사

사례기업의

사업모델

평가

사업모델의

개선과

정책지원

3.3  대상 사업분야와 업체 선정

조사연구 업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요구되는 역

할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인증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참조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기대하는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전달 체계의 효율화, 지역농업과 연계된 가공·유통업의 개발로 부

가가치 증대, 지역의 생태·환경·문화 보전과 낙후지역 개발, 취약계층 등에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구와 지역사회 유지로 나타났다(지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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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오내원 외, 2010).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제공, 농업연

계 및 지역개발,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기업 인증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장애

인 전문 취업체만 포함하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취약계층일자리 제공

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농업연계 등 사회적 목적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에서의 취업자 중 연령 기준(55세 이상) 취약

계층의 비중이 매우 높아 구분의 실질적 의미가 적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에서는 돌봄과 교육, 의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노

인, 장애자, 장기 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전통적인 분야이지만, 노령

화와 복지사회 진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기

존의 병의원과 학교, 사교육이 채워줄 수 없는 맞춤형 서비스, 대안적 서비

스의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이다. 더구나 농촌지역에서

는 인구 분산으로 사회서비스의 전달이 어려운 원격지가 많아 서비스 전달

체계의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연계 및 지역개발에서는 농업생산·유통·가공, 지역개발, 문화·관광,

주거 개선, 자원 재활용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역과 연계된 사업의 발굴이

라는 사회적기업의 지향성에 비추어 농업연계업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

는 분야이다2.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넘어 로컬푸드 지향을 강하

게 표방하고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업종을 선택하였는데,

특히 귀촌 지원, 대안 관광업을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로 보고 조사하였다.

전통 문화 복원과 유지, 공연문화 사업은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표 1-3>과 같이 총 9개 분야에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2 농촌지역의 농업연게 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46개 중 26개 업체(57%)가 2010년

에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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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포

역할 분야 업종(사업 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수 사례 업체 수

사회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41 2

교육 복지 4 1

의료 복지 2 2

청소 18 -

농업연계 및
지역개발

농업생산·가공·유통 46 3

지역개발 1 1

주거 개선 8 2

문화·관광 15 1

자원 재활용 21 2

장애인 전문 고용업체 (26) 2

일반 제조업 22 -

기타 9 -

계 187 16

주: 1) 농촌지역(도농통합시, 군)에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187개의 분석임(2011.4 기준)

2) 장애인 전문 고용업체 26개는 업종별 업체수와 중복되며, 제조업 16개, 농업연계

8개, 기타 2개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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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업종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모델을 분석하였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로서는 돌봄서비스, 의료

생활협동조합, 교육복지 분야를 보았다.

농업과 환경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

역활성화 분야에서는 농업 생산·가공·유통, 지역개발, 주거개선, 문화관광,

자원재활용의 5개 분야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응을 돕는 사업을 보

았다.

각 분야별로는 사회적 과제와 시장여건, 정책 환경 등 사회적기업이 당

면한 사업환경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야별로 대표적인 기업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 여부, 경제적 지속성 평가, 일반적 경

영역량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모델의 개선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

시하였는데, 사례기업 외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

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사

회적 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참고가 되도록 부록에 수록하였다.

단, 이 장에서는 익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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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서비스

1.1. 사업 환경

사회적 과제

돌봄서비스는 환자 간병,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돌봄, 아이

돌봄, 산후 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민간 시장과 정

책지원사업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참여는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거

나 제도화되지 못하던 돌봄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목

적을 추구한다. 첫째,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사회·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분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

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 신장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합리적인 수익의 균형을 꾀한다. 특히

영리업체의 과도한 시장경쟁으로 인한 노동권의 침해와 서비스의 질적 하

락을 방지한다.

시장 여건

돌봄서비스는 순수 민간시장과 사회보험 및 조세가 투여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민간공급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비영리기관 외에 다수의 영리업체가 참여하여 치열

한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공식부문 20만 명 등 대략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

되는데3 다양한 형태의 돌봄사업에 직간접으로 고용되어 있다<표 2-1>.

3 민간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사도우미 15만명, 간병인(시설) 9만명,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사업모델 분석 13

구 분 노동자 (만 명)

노인요양사업 활동 요양보호사 (재가와 시설) 15.2

복지 바우처사업
(재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2.2

산후 도우미 0.5

노인 돌보미 1.2

방문 도우미 0.2

여성가족부 바우처사업 (재가 베이비시터) 0.7

계 20.0

돌봄서비스의 사업형태는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형)과 인력공급형(파견

형)이 대부분인데 영리업체가 지배하고 있다. 고용과 서비스를 업체가 직

접 책임지는 개인서비스형은 많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 등 정부정책과 함

께 확대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영리와 비영리업체의 경쟁이 치열한데

영리업체가 2/3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영리업체의 경우 종사자의 노동권 미보장, 농촌 등 취약지역(교통시간과

비용 소요)에 대한 서비스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서 사회적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의 연대조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사회

화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복지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한 업체가 다양한 분야의 돌봄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표 2-1. 정책사업 부문 돌봄서비스 노동자 규모

관련 정책과 지원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주도하고 있다. 2011년 6

월 말을 기준으로 요양인정을 신청한 누적인원은 653,657명이고, 2010년

베이비시터 8만명 등 30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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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요양급여 지급액은 1조 3,04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

우처사업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월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671,196명

에 달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추

후 노인장기요양사업 규모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간병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외에는 돌봄사

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정책은 없으며, 바우처제도로 서비스 제공

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정책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돌봄서비스의

시장 균형과 건전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다4.

1.2.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기업

돌봄서비스의 사례기업은 다음 2개를 선정하였다.

<사례 1-1>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를 거쳐

사회서비스센터와 결합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이다(2008년 7월

인증). 사업영역은 재가간병에서 시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바우처사

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휠체어등 복지용품의 판매와 임대사업 등으로 확

장해왔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일

자리 제공,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90여명의 종사자

에 연 매출액은 13.7억 원이다.

4 2011년 8월 4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년 2월 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지

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제도개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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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는 퇴원환자와 노인들에 대한 재가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

회복지법인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5년에 병원간병사업을 위주로 한 사회

적일자리 창출업체로 출발하였으나 농업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과제

를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농촌형종합생활지원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간병사

업 외에도 아동교육시설(공부방) 위탁운영, 청소업,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

하였고 최근에도 육묘사업을 시작하고(2009년), 새싹·어린잎 재배업을 시

도(2010년)하는 등 새로운 사업분야를 찾고 있다.

표 2-2. 돌봄서비스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1-1 사례 1-2

인증연도(설립) 2008 (2008) 2007 (2005)

주요 사업

재가간병,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목

지용품 판매와 임대

병원간병, 아동공부방 위탁,

청소업, 육묘장, 새싹과 어린

잎채소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일자

리 창출.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농업 발전 지원

종사자 수 90명 88명(돌봄부문 39 명)

연 매출액 13.7억원 11.7억원(돌봄부문 7억원)

특징
종업원 절반이상이 출자한

종업원지주회사

농촌형종합생활지원센터 지향

- 지역사회 문제 전반

사회적 목적의 달성

두 사례기업 모두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가 신념과 사업비전이 뚜렷한 사

회적기업가로 평가된다. 돌봄사업의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 일자리 창출도 잘 달성되고 있다. <사례 1-1>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

인과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 1-2>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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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환자, 원격지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 외에 농민지원을 위한 육묘

사업, 아동공부방 사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지 <사례 1-2>에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줄면서 고용이 191명에서

88명으로 감소하였는데5 사회적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해 해결해야 하는 과

제이다.

경제적 지속성

두 업체는 타 업체와 구별되는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사례 1-1>은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출자자로 확보한 종업원지주회사로서 종업원들의

조직 충성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 1-2>는 모 법인이 운영하

는 병원을 간병과 청소업의 사업장으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재한 대기업(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의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

건비 지원(공부방 교사)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돌봄서비스업의 경쟁 격화와 낮은 돌봄서비스 수수료라는 조건

속에서도 수지균형을 맞추어 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건비 지원 감축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찾고 있다. <사례 1-1>은 장애아동보장

구 판매·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기 어렵다6. <사례 1-2>는 새싹채소, 육묘 등 농업 부문 참여를 모색 중인

데 아직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7. 현재의 적자 운영을

벗어나 성공하더라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된다.

5 간병 부문에서 줄어든 고용인원의 상당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

다고 한다. 사회적기업이 경과적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2010년의 매출액은 773만원에 불과하였다.
7 2009년에 시작한 육묘사업은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고추 등의 어린 묘를 적

정가격으로 공급해 왔으나 이용시기가 한정되어 가동률이 낮은데다가 유가 인

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에 시작한 새싹채소는 독일에서 2011년 발

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사건으로 소비가 줄었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정상화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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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 경영역량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신념과 비전, 의사결정력 등은 뛰어난 것으로 평가

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영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

스 개발, 시장확보 방안을 성공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영농부문에 참

여한 <사례 1-2>의 경우에는 의욕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전문

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1-1>은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협동조합적

성격이 강하다. 이 기업이 선택한 종업원지주회사 방식은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같이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지배구조형태라

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편으로 경영과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례 1-1>은 특히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사례

1-２>는 외부 사회적기업 및 전문가와의 협력관계가 돋보인다.

1.3. 사업모델 개선 및 정책지원 방향

이 분야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지만,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막고 사회

화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장’과 ‘민간경쟁시장’을 균형있

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시장에서는 고객의 소득수준과 욕구에 부

합하여 서비스와 가격을 다양화해야 한다. 공공시장에서는 장애인, 간병서

비스의 제도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즉, 돌봄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와의 융합을 도모하되 생애주기를 감안한

종합모델 - 임신과 출산, 보육, 간병, 가사, 장례서비스의 연계 관리를 구상

할 수 있다. 이 외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재가와 시설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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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신장과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방식을 지향하되 효과적인 연대활동으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합리적인 서비스 수가 책정으로 수익여건을 개선해야 한

다. 특히 원격지 서비스에 대한 교통시간과 비용이 계산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종사자를 직접고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 등 노무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지배적인 형

태인 알선방식의 돌봄서비스는 시장의 적정서비스료 형성을 방해하여 돌

봄종사자의 정상적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의료 복지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1. 사업 환경

사회적과제

열악한 농촌지역 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의 대안적 공급을 통

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장, 의료서비스의 사회성 확대, 종사자들의 노동권

신장, 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지역의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이들의 출자금을 기

반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이용·운영한다. 의료기

관으로는 여건에 따라 의원(가정의학, 검진센터), 한의원, 치과를 운영하고,

재가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 산후서비스사업 등을 겸하기도 한다. 또

한 유료사업만이 아니라 무료로 주민건강돌봄사업과 복지사업, 조합원 상

호부조사업 등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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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특성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8. 의료생협

들은 의료서비스의 영리시장화 억제와 사회화를 위해 ‘한국의료생활협동

조합연대’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15개 지역의료생협이 회

원으로 있으며 인증 사회적기업은 10개(2011년 4월 기준)이다. 이들은 대

부분 수도권 대도시에 소재하는데 안성과 원주의 2개 도농통합시 의료생

협을 농촌형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여건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90%가 민간이며 국공립의

비율이 낮다9. 그런데, 시장이 작은 농촌지역에서 중소형 병원의 폐업이 늘

어나는 등 민간 의료기관이 적어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

다. 나아가 공공병원들도 폐지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협소하고 법적으로는 비영리인 민간의

료기관들의 영리추구 성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과다 진료·처방 및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고통이 많다.

현재 의료생협은 125곳인데 이 중 상당수가 겉모양만 협동조합이고 실

제로는 의사가 아닌 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기존 병원 이상의 과잉 진료, 과다한 항생제 사용, 비급여 덤핑, 불법 환자

유인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의 운영이 도시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는 의사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는 보수의 절대 수준이 낮

은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생활근거지 문제, 생협 운영의 안정성에

8 의료법 33조에 의해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포함)나 의료법인, 국

가와 지자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9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93.8%, 병상의 89.2%가 민간부문이다(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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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려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 둘째, 적정 이용자 수를 확보하는 문제

이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이 사실상 어렵고 통합

시인 안성과 원주에서도 이용자 수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관련 정책과 지원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없다. 관련된 법은 ‘소비자생

활협동조합법’인데, 비조합원의 이용액이 전체 진료금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법 46조) 운영상 애로가 없지 않다. 한편 이사 및 감사의 직

원 겸직도 금지되어 있다(법 43조).

원격지 농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의 운영난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 민관협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의료생협이 조명을 받

을 수 있다. 이웃 일본은 의료생협이 170여개로 전체 조합원수 300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기업

앞에서 언급한대로 농촌지역의 의료생협은 안성과 원주 2곳에 불과하지

만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새로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모

델 분석 업종으로 선택하였다. 두 의료생협의 운영방식과 시사점에 차이가

있어 함께 살펴보았다.

<사례 2-1>은 1994년에 300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의

료생협이다. 1987년 연세대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 과정에서 주말진료소

를 운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검진센터를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도 가정간호사업과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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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보험 등 재가돌봄서비스사업도 겸하고 있다. 2008년 4월에 지역사

회에서 공공의료 실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

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2011년 현재 조합원이 3,100세대이고 출자금

6억 8천만원, 직원 90명의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으로 자리잡았으며, 2010년

매출액은 36억 원 규모이다.

<사례 2-2>는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출자해 설립한 의료생협이다. 2002

년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의원(건강검진

센터 겸)과 한의원을 설립하여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설립하였다. 2009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

하는 주거복지센터(집고치기사업단)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이에 위스

타트 마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사업, 요양보호사 교육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2011년 현재 조합원 2,300 세대, 직원 96명(파트타임

60명)이고, 2010년 매출액 13억원 규모이다.

표 2-3. 의료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2-1 사례 2-2

인증연도(설립) 2008 (1994) 2007 (2002)

주요 사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검진

센터, 재가돌봄서비스, 건강·

취미 소모임 운영

의원, 한의원, 검진센터, 주거

복지센터(집고치기 사업), 위

스타트 마을센터, 지역아동센

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사회적 목적

주민의 건강권 확장

의료·돌봄서비스의 사회화

협동조합 활성화

주민의 건강권 확장

의료서비스의 사회화

취약계층 주거복지

종사자 수 90명 96명(파트타임 60명)

연 매출액 35.9억원 13억원

특징 협동조합 조직활성화 모범

지역 협동조합들이 출자

의료를 넘어 종합적 복지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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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의 달성

두 의료생협은 모두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사회

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인 의료행위 외에 원격지 중환자를 위한 순회 및 방문진료10, 건

강교육 및 소모임 운영으로 예방의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와 주

사제의 처방을 가능한 한 줄이는 등 과잉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환

자 1인당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등 환자의 만족

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 왔다11.

<사례 2-1>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질병과 진료 설명, 신속 대응, 성

과 등 사람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시설, 의료장비, 홍보에 관

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한다(의료생협 내부자료).

경제적 지속성

<사례 2-1>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흑자운영을 해왔고 수익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수가는 억제되는 반

면(2011년 수가 2.5% 인상), 의료 재료비와 관리비 상승률이 높아 수익성

이 떨어지고 있다. 치과와 한의원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는 적자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의 확대로 수익성 감소에 대응하

지만 의료생협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고민이다.

2002년에 설립된 <사례 2-2>는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사업의 확장, 이용

자 부족으로 적자를 보다 2011년에 들어와서 비로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2011년 3월에 임대아파트 주변에 제2진료소를 설치하여 이용환자를 많이

10 <사례 2-2>에서는 자원봉사 의사가 방문진료를 돕고 있다. 2010년 821명 방문

진료.
11 <사례 2-2>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9.3%(전국 평균 22.3%), 주사제 처방률은

6.13%(전국 35.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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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며 정상적인 운영궤도에 올려놓았다.

현재 의료생협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고 민간 기부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출자금과 진료비로 운영되고 있다.

부차적 사업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주거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도 주

민복지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받고 있어 수익사업은

아니다. 수익개선을 위해서는 의료부문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위탁운영 등 민관협조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논의는 아직 접근되지 못한 상태이다.

기업으로서의 경영역량

양 의료생협은 협동조합 운영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례 2-1>의 경우 마을 단위의 조직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 124개 마

을 단위에서 지역조합원 1/3 이상이 출석하여 조합 임원진, 활동가의 동참

하에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은 40대, 50대의 활동층에서 많이 선

출되며 지역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자리로 인정받고 있다. 대의원들은 교육

과 활동을 통해 조합의식이 계발되어 농협 대의원에도 진출하는 등 지역인

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취미·문화, 자원봉사, 자기개발을 위한 소모임

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례 2-2>는 지역의 한살림, 생협, 신협 등 협동조합들이 설립을 결정

하고 출자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회적경제들이 지속적으로 조합 운영

에 참여하며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간 조

합원을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2.3. 사업모델 개선 및 정책 지원 방향

일반 농촌지역에 의료생협이 새로 조직되기는 쉽지 않다. 지역의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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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공의료와의 협조, 돌봄서비스와의 공조, 소비자생협의 법적 틀 등에

대해 선도 조합에서 모색과 검증을 거쳐 새로운 모델 구성이 필요하다. 이

런 바탕 위에 지자체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협조로 새로운 지역에 모델

이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농촌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의 광역화가 필요하다. 광역화는 의료서

비스와 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연계, 순회진료 시스템의 구축, 공공의료 부

문과의 협조 등의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원주의료생협의 경우 인근

지역(인제, 횡성)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다양한 협조 요구가 있으

며, 조합 측에서도 명칭에서 원주를 삭제하고 사업지역을 넓힐 것을 검토

중이다. 안성의료생협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원격지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도 의료인력의 결원으로 주민

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생협과

연계하면 인력과 설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생협의 사

업확대에는 의사 확보와 함께 장소와 의료설비의 투자자금 확보가 부담인

데 공공의료부문의 투자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고임금의 공공부분

과 저임금의 민간부문의 융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협동조합에 적합한 틀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조합원이 소비자인 소비자생협의 틀이 아니라 대안의료운동

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지배구조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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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복지

3.1. 사업 환경

사회적 과제

교육복지사업은 계층간, 지역간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교과부의 방과후

학교,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위스타트 등 정책지원사업의 위탁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업의 사회적가치는 빈곤층 자녀의 돌봄, 건강, 학습의 종합적 지원

으로 아동문제와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청장년층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인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사회 유지에 기

여하고, 방과후 학습과 특기적성 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를 절

감한다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장 여건과 정책지원

이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조성된 공공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시장

이 형성되기 곤란한 분야다.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

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표 2-4>와 같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부방을 정책이 흡수한

것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1개 정도씩 설치되어 있으며 1개소당 월 370만원

이 지원된다(2011년 기준). 이중 연간 1500만원 정도인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되는데 양 부문 모두 사회적기

업의 참여가 필요한 공공시장으로 주5일 학교, 교육복지 강조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학교당 1억원 정도의 예산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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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한 교육복지 사업

사업명(부처)
시작
연도

주요 사업 내용 사업량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2004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정

서, 문화, 급식, 보호

전국 3,585개(2010).

읍면동당 1개 정도

드림스타트(복지부) 2008
빈곤아동의 건강, 보육, 교

육 등 종합적 양육환경 개선

101개 시군구당 1개

읍면동(2010)

돌봄교실(복지부) 2009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학교당 1개(20명 내외)

방과후학교(교과부) 2006 다양한 특성화 교육 거의 모든 학교

위스타트(민간과 지

자체 공동)
2005 저소득층 아동복지 전국 25개 마을

3.2.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교육복지 부문의 사례로는 1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도농통합시에 위치한

<사례 3-1>은 각종 농촌 아동교육복지 사업 위탁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되어 2008년 12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19 곳, 드림스타트 1곳(돌봄교실 한곳 포함), 방과후학

교 20여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의 단기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총 직원 수는 21명이고 2010년 매출은 25억원이다.

아동에 대한 교육·돌봄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성에 의한 분업과 협업이 필요하나 농촌지역에 이를 담당할 만한 사업주체

와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 사례기업은 프로그램 강사의 지역순회형 풀을

조성하여 교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강사의 강의 시간 수

를 보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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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100명 정도의 강사 풀을 확보하여 공급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

었는데, 수요 측면에서 체계적 대응이 되지 않아 사업장 확보가 부족하다.

2011년 12월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경영 애로가 예상되어 추가 사업

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시장과 강사 확보 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농촌지

역의 단위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소

재지 시를 벗어나 인근 시군으로 사업을 광역화 하려고 하고 있다.

표 2-5. 교육복지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3-1

인증연도(설립) 2008 (2005)

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교육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아동 돌봄, 농촌지역 교육문제의 해소

종사자 수 21명

연 매출액 25억원

특징
강사 풀 100명 확보로 전문성과 규모화 달성

강원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지정

12 예를 들어 조직화만 돼면 분야별 전문교사 12명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당 12개의 공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도 주 10시간의 시수

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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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모델 개선 및 정책지원 방향

주5일 근무와 교육복지 강조로 정책지원 사업에 따른 시장은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한 사례기업의 강사 풀 조성과 통합적 사업모델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 모델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조정하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기업에서 지자체가 드림스타트와 지역아

동센터, 보육교실의 운영을 연계한 것이 좋은 예이다.

둘째,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학교별 계약이 아니라 시군 교육지원청 단

위에서 계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표준화

와 예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사례기업의 사업모델이 바람직하더라도 타 지

역에서 이러한 모델을 따라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어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에는 일정기간의 노력과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프

로그램 개발과 강사진 교육의 초기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4.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4.1. 사업 개요

사회적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지역사

회 공헌형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산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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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통 분야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농업과 연계를 가진 사회적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지향하는 사회적가치를 크게 분류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농업 생산·유통·가공 분야 사업과 사회적 가치

사업 내용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친환경농산물 가공

- 일반 경쟁시장 출하(주로 타지역 시장)

친환경농업 확산.

부분적으로 로컬푸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납품 친환경농업 확산. 로컬푸드

취약계층(결식아동 등) 무료급식 서비스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대행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 개선

식당 운영 또는 도시락, 출장부페 등 외식산업

- 친환경농산물 주 재료
로컬푸드

농업생산 지원사업

- 농가에 친환경자재, 기술 보급

친환경농업 확산

농가경영 지원

이 분야 사회적기업들은 이중에서 2-3개의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1차농산물을 생산하기보다는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13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의 확산이 공통된 지향점

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 여건

가공식품과 외식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웰빙 식품

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두부류, 떡

13 농업생산 기업으로는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 4-2> 외에 새벽영농조합법인, 흙

살림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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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장류를 들 수 있다(최지현 외, 2009).

친환경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두부류, 장류의 시장은 확대될 것으

로 보이나, 많은 영세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친환경 가공품

이라는 것 이상의 경쟁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산업 중 일반한식당과 기관구내식당업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

이며(최지현 외, 2009),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의 비중은 아직 낮지

만 기관구내식당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책과 지원

학교 친환경급식의 확대로 식자재 조달방식이 개별 학교 가격입찰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식자재 공급을 가능케 하는 지

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동구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과

젱에서 지역농업관련 단체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4.

한편,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무료급식 정책 수혜

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시장에서는 급식카

드제나 쿠폰제와 같이 시장에 맡기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피급식자의 건강식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에서 경쟁

해야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외의 지원은 어려

운 실정이다. 특히 식품 안전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설비 투자가 필

요한데 이를 받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보조사업인 사업

개발비 지원에서 자산취득이 제한되어 있고, 농식품부에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사업 등 융자사업이 있으나 담보력과 기술수준이 낮은 사회적기

업이 활용하기 어렵다.

14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식자재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을 지역 외부

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지역생산자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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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기업

이 분야는 사업이 다양하여 3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15. 사례별 업체 개

요는 다음과 같다.

<사례 4-1>은 농산물 가공업과 식당을 연계한 사례이다. 대표적인 패스

트푸드인 햄버거를 대체할 수 있는 콩비지버거를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

다. 유치원 등에 콩비지버거, 우리밀 와플, 콩 쿠키, 떡볶이, 부침개 등 간

식을 공급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식당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채소류를 식재료로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는 로컬푸드를 지향하고 있다16. 유치원과 학교 단체 급식

을 제고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겸하여 진행한다. 현재 상시고

용은 7명이며 2010년 매출은 1억 8900만원이다.

<사례 4-2>는 농업생산과 농산물 가공, 영농체험활동과 식당을 연계한

사례이다. 당초 친환경농업조직에서 출발하였으며 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 친환경작목반을 구성하여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영농체험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등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하다.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매를

위해 꾸러미사업을 시작하였고, 읍내와 현지 마을에 식당 2곳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상시종사자는 16명이며 2011년 매출액은 10.5억

원으로 추산된다.17

<사례 4-3>은 무료급식 위탁사업과 식당, 도시락 단체 판매, 출장부페

등 외식사업을 연계한 경우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차린 식당을 거점으로 저

15 장애인 전문 고용 업체 2곳도 농업관련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었다.
16 식재료 중 46.7%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7 연도별로 매출 변화가 커서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1년 11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액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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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노인, 결식아동에 무료급식 서비스, 외식사업을 결합하여 시설과 인

력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현재 고용인원은 12명이고 2010년 매출액은

12억 5천만원이다.

표 2-7.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4-1 사례 4-2 사례 4-3

인증연도(설립) 2008 (2008) 2008 (2008) 2008 (2006)

주요 사업
콩비지버거 생산

식당 운영

유기농업

친환경 두부 생산

식당 운영

도농교류사업

무료급식 서비스

외식사업(도시락)

식당 운영

사회적 목적
건강한 식생활 보급,

로컬푸드 지향

로컬푸드 지향

지역활성화

취약계층 급식서비스,

일자리 창출

종사자 수 7명 16명 12명

연 매출액 1.9억원 10.5억원 12.5억원

특 징 식생활 교육 마을 거점 자원봉사자 조직

사회적 목적의 달성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강하며, 중고령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도 비교적 많은 노동집약적 업종이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의 문제의식과 사명감도 높은 편이다.

<사례 4-1>은 버려지는 재료를 이용해 대안 음식을 개발한 점과 청소년

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병행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례 4-2>는 지역의

친환경작목반을 리드하는 점, 식당과 도농교류 등 지역개발을 위한 업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점이 장점으로 보인다. <사례 4-3>에서 취약계층 무

료급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유상 외식사업

을 연계한 것은 사회적 목적의 달성도도 높고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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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듯이 이 분야의 사례기업들은 사업모델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가운에 경영불안이 커 사회적 목적의 달성도 높은 점

수를 주기 어렵다. 사례기업들의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한 다

양하고 의미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거두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지속성

대체로 경쟁시장에서의 뚜렷한 수익모델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업체의 경우 고용 인원과 사업규

모가 축소되었다. <사례 4-1>은 16명에서 7명으로 <사례 4-3>은 19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었다18.

친환경농업 확산 이상의 사회적가치를 찾기 위해 로컬푸드를 지향점으

로 하고 있으나, 논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문의 다양화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전후방 연계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

기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한 결과인데, 취약한 인적 역량과 자본의 분산이

라는 부작용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식당 운영은 대부

분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으로서의 경영 역량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해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

하지 못하고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비전문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기회도 별로 없지만, <사례 4-3>은 대학

18 이 기업의 경우는 유료도시락 대형 납품처와의 계약이 만료된 것도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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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있다.

지역농업이나 사회적경제와의 네트워크가 불충분한 편이지만 일부 기업

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 4-2>에서는 마을 기반을 가지고

유기농업 작목반 구성, 도농교류 시도 등 사업연계가 있지만, 나머지 두 마

을은 구체적 지역연계가 결여되어 있다. <사례 4-1>에서는 농식품 업체간

공동브랜드(행복담쟁이)와 원료 공동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

문이다. <사례 4-3>은 무상급식 배달에서 지역의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의 도움을 받고 있다.

4.3. 사업모델 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농산물 가공업이 노동집약적이고 원료지향적이라 하더라도 품질과 위생

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설비와 전문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따

라서 사업 다양화보다는 자본과 인적 역량을 집중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사례 4-1>, <사례 4-2>에서는 경영에 부담이 되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자에 넘기고, 식자재 납품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4-3>의 형태에서는 유무상 급식과 이를

위한 작업장으로서 식당 겸업이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식당 경영에 대한 컨

설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산가공을 하거나 농가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농업생산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농업생산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농가와 생산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

면 농가와의 계약에 의한 원료농산물 조달이 가격경쟁력이나 기업경영의

전문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가공업에서는 원료농산물의 원활한 조달이 중요하다. 영세한 사회

적기업으로서는 다품목 소량을,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주 재료는 지역 작목반과의 계약재배를 추진하되 가능하다면

인근 사회적기업과 공동구매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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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농민시장 등의 지역시장 형

성이 필요할 것이다.

농산가공에서 판매처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기업이 사회적 목적

을 이유로 보호시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쟁시장이 기본인 농식품 시장에

서 보호시장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로컬푸드나 지역 취약계층

에 대한 급식서비스 대행 등 지역사회 공헌형인 경우 지자체 수준에서의

보호시장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이나 관공서, 공공기관 식

당에 식자재 납품 또는 식당 위탁운영에 지역의 사회적기업 특히 조리시설

이 필요한 무상급식업체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단체급식 등에 대한 상호 시장확보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한편, 무상급식 사업에서는 조리와 배달에 필요한 인건비 인정이 중요하

다. 현재 급식 지원비(한 끼당 아동 3500원, 노인 2100원)에서 식재료는

80-90%, 운영비(연료, 자재 등)는 10-20%이고 인건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기는 어

려우므로 적정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지역 개발 - 생태관광

5.1. 사업 개요

사회적과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도농교류, 체험관광, 전통문화 복원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태관광과 귀촌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태관광은 단순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위주의 여행을 벗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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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인 여행문화 활성화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

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주 내용으로 한 여행문

화 상품을 개발하여 여행객을 모집한다. 둘째, 차별화된 지역의 숙소, 식당

을 네트워킹하고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한다.

생태관광의 사회적가치는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민과 여행객 쌍방의 상

호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로 농촌의 문화, 생태가치의 재발견함으로써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적 지속성을 위한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여건과 관련 정책

기존 형태의 국내관광 수요가 주춤하면서 생태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관광에 대한 욕구가 많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취약

하다.

이 분야의 업체들은 대부분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 단계이며

전문 여행기업은 거의 없어 잠재적 수요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3개이다(2011년 4월 기준).

관련된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제도

가 있는데, 지원 내용은 <표 2-8>과 같다. 2011년의 총 예산은 61억원이며

국고보조율은 70%이다. 지원단가가 적고 대상이 취약계층에 제한되어 이

용률이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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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여행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내용

구분 신청 자격 지원 금액

개별 또는 가족

여행 바우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또

는 법정 차상위 계층

개별 여행 :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가족여행 : 가족 수에 관계없

이 최대 20만원까지

복지시설단체

여행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1인당 15만원까지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지자체 기획 여

행 바우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필

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또는 기관·단체

1인당 15만원까지

5.2.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5-1>은 제주도에서 대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을 모집

하고 여행객이 원할 경우 현지안내도 하고 있다. 오름, 둘레길, 습지 등의

생태관광, 문화·역사 관광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교육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여행객과의 협의에 의한 맞춤

형 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 연간 여행객이 700만명으로 매력있는 대안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하나 사업실적을 통해 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04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0년 12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

는데 아직까지는 상품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종사자 11명에 상반기 매출액은 8천만원이다. 매출액 중 인건

비, 실비, 부가세 등이 차지하는 비용이 90%로 수익을 기대할 단계는 아니

다. 5~6년 정도 후에는 자립이 가능한 매출액 2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대안여행은 고객에게 비용을 절감해주지는 않지만 질적인 만족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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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소개를 통한 고객 창출율이 30~40%에 달하고 있어 성장목표가 달

성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 기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이 생계가 우선이 아니라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란 점이다. 종사자들의 주축은 모태기관인 ‘제주참여

환경연대’의 활동가이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대표는 오랜 NGO 활동을 통

해 지역자원 활용 역량과 대중 인지도가 높으며 실무자인 실장은 관광학을

전공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표 2-9. 지역개발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5-1 사례 6-1

인증연도(설립) 2010 (2004) 2007 (2001)

주요 사업

대안관광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교육캠프 운영

현지 가이드

농촌마을개발 컨설팅과 연구

귀촌종합서비스, 생태건축

사회적 목적

농촌의 생태, 문화적 가치

재발견

농촌지역 활성화

성공적인 귀촌지원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

생태, 환경, 커뮤니티 복원

종사자 수 11명 30명

연 매출액 0.8억원(2011 상반기) 18억원

특징 환경단체에서 출발
생태건축, 농촌관광, 교육 등

내부 네트워크 구성

사업방법에서도 6개의 거점 마을을 여행자원으로 개발하였으며, 지속

적인 소통과 이익 공유로 외지인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편

이다. 문화관광부의 여행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NGO 및 환경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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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모델의 개선과 정책 방향

대안관광 사업은 민간시장을 주로 하되 일정한 규모의 공공시장으로 보

완하는 모델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초기의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타 지역

사회적경제와의 네트워크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

가 있다. 예를들어 지자체에서 지역 문화·생태자원의 발굴과 해설을 담당

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활동비 보조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행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안관광을 포함하여 공공시장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안관광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6. 지역 개발 - 귀촌 종합지원

6.1. 사업개요와 사회적 과제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

문기관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제공, 귀촌자 마을의 조성과 입주자 교육까지 종합적 지원사업을

시작한 <사례 6-1>은 실천적인 농촌개발지원사업의 유력한 모델로 볼 수

있다.

귀촌자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주를 도와주고 그들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6.2. 사업 환경

베이비붐 세대 등 귀촌자는 급격히 확대될 전망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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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교육, 주거 확보 등의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다. 특히

귀농·귀촌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착성공률을 제고하는 서비스 제

공이 관건으로, 기존 마을 커뮤니티와의 연계와 함께 농촌에서의 일자리와

역할의 모색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자 지원정책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귀농·귀촌 지원 정책

지원 정책 지원 내용

농업창업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및 멘토링. 정착자금과 교육훈련 지원

주택구입 및 신축 지원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

농산업 인턴제
창업준비 과정에서 선도농가 농장 실습지원 (고용

노동부 이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자체의 도시민 이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노후 불량주택 개량이나 신축 지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

농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주택단지 공급

(진행중인 사업만 완료)

전원마을 조성 20호 이상 주택단지 조성 공공사업

6.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6-1>은 농촌마을개발에 대한 컨설팅과 연구를 수행하는 업체로

2001년 설립하였다.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귀촌자에게

정보 제공부터 입주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귀촌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적인 귀촌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체 형성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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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들의 정착과 생태마을 조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표 5-10 참조).

사업수입으로 주택 건축비(마을 공동시설 포함)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보통 호당 3천만원으로 연간 7-8

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서천 산너울마을(2008 준공) 등 3개 마을을 조

성하였으며, 현재 순천 띠앗마을 등 2개 마을을 조성 중이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3명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너

무 낮아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 회사는 다년간 지역개발 컨설팅과 생태건축을 전문적으로 해 기술역

량이 높은 편이다. 자회사 또는 독립채산제로 생태건축, 농촌관광, 연구소

의 전문가 팀을 육성하여 귀촌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6.4. 사업모델의 개선과 정책 방향

현재 집단귀촌 위주의 마을 조성사업에서 개별 귀촌의 경우까지 사업대

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후자가 보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개별 귀촌의 경우 낮아지는 수수료 수입에 대응하여 정보 수집과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과제이다.

이 경우에는 주택 신축 외에 가능하면 빈집 활용이 비용 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빈집 34만호 중 27만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빈집활용 사업은 실수요자가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에게도 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20호 이상 규모의 농촌지역 주택 공공개발인 전원주택개발사업을

귀농·귀촌자에 대한 민간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구입 및 신축지원을 귀농인에 한정하지 않

고 귀촌인에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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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귀촌자를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등에는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귀촌을 유인하는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

7. 집수리 - 주거개선

7.1. 사업 개요와 사회적 과제

이 분야는 자활센터의 5대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시장이 많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며, 민간의 공익기관 및 기업의 후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개선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집수리는 대부분 화장

실, 난방, 주방 등 부분적 설비와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수준에서 이루

어지는데, 최근에는 석면지붕 철거사업도 진행중이다. 기술이 필요한 분야

는 기술공을 일용으로 사용하며,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겸하기도 한다.

7.2. 사업 환경

농촌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현재 자활사업체가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반 업체들의 참여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국에 관련 자활사업체를 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199개

와 자활근로 139개의 사업단에서 약 1,6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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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복지협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자활공동체의 연매출액은 약

500억 정도이고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13개(2011년 4월 기준)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과거의 주택 보급 위주에서 주택 개선으로 변하

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주택개량사업 현황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부처별 주택개량사업

부처 사업명

보건복지부
주거현물급여 사업, 농어촌 고령자·장애인 편의

시설 사업

지식경제부 에너지효율화 사업

국토해양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행정안전부 석면지붕 철거 및 지붕 교체 사업

환경부 석면지붕 철거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7.3. 사례기업의 사업모델 평가

사례 기업

<사례 7-1>은 2007년 유한회사로 출발하였으며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출자자 겸 고정종사자 3인의 소규모 회사이다. 2010년 매출액

은 3억원 정도인데 현물주거급여와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공공물량이 매출

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를 민간시장이 점하고 있다.

고정종사자는 30-40대로 젊은 층이며 비정규직을 2명 고용하고, 다수의

기술자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설비와 목공은 직접 시공하고 도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기타 시공은 협력기술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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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2>는 자활공동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거쳐 2008년 7월

에 집수리업체로는 최초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이다. 집수리사업

5명 외에 건축자재판매사업 2명, 재활용사업으로 3명, 도시락·밑반찬사업

으로 5명 등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표 2-12. 집수리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7-1 사례 7-2

인증연도(설립) 2008 (2007) 2008 (2007)

주요 사업

공공사업(영세민 집수리와 에

너지효율화 사업)

민간 집수리 사업

집수리, 건축자재판매,

재활용, 도시락·밑반찬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주거 개선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주거개선

종사자 수 5 명 (비정규 2인 포함) 15명

연 매출액 3억원 7억원

특징
출자자 3인의 유한회사

기술자들과 협력관계 구축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와 긴

밀한 네트워크 구성

공공사업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현물주거급여와 에너지효율화사

업 외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일반건물 샷시사업 정도를 하고 있다. 건축자재판매사업은 집

수리사업을 내부 시장으로 가지고 있다.

사업모델 평가

<사례 7-1>은 본 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겨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사업확장 시도가 실패하였다. 2010년 매출액 중

직·간접 인건비가 25%, 자재비가 55%, 부가세가 5%, 수익이 15%였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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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익은 경상비 10%와 순이익 5%였다. 즉, 부가가치가 9천만원(인건비와

순이익의 합)으로 3인 기업으로서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시장 진입을 위한 인테리어점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실

패하고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전제한 황토벽돌 시설투자가 중단되면서 손

실을 보았다. 주거복지센터 추진도 자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지역실태조사

만 마치고 후속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본의 부족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지 못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경로당개보수사업, 장애인주택개선사업, 취약계층 주택 보수사업 등에 참

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례 7-1>은 사회적 목적을 양적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사례 7-2>는 모태기관을 중심으로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기

타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체 규모가 상당하고 유기

적 긴밀성에 힘입어 사람과 돈과 기술이 내부순환과 협력이 되는 원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각 사업단위는 자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집수리사업을 보호

시장으로 위탁받는 조건에서이다. 사례지역 지자체는 집수리사업을 지역자

활센터에 위탁하고 이를 자활공동체에 재위탁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3

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영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7.4. 사업모델의 개선과 정책방향

집수리사업단은 대부분의 시군에 설립되어 있어 시장규모가 작다. 따라

서, 공공시장을 주로 하되 민간시장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는 방향을 모색

해야 한다. 특히 유효수요가 있는 귀촌자와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간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 지자체의 취약계층 주택 개

선사업은 집수리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의 토대이다. 따라서, 이를 사회

적기업에 보호시장으로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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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집수리사업은 혹한기와 장마철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계절적 비수기

가 있다. 이 때 핵심인력 외 인력을 고용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일자리 인건

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자원 재활용

8.1. 사업개요와 사회적 과제

자원 재활용업은 당초 지역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시작하였으

나, 점차 기술과 자본을 갖춘 전문업체이자 환경업체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 분야의 사회적 가치는 취약 품목의 재활용 촉진,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재활용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다. 특히 농촌지

역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혼합하여 발생하

여 소각이나 매립으로 폐기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품목별로 선별·

가공하는 것은 자원의 활용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업은 재활용자원이 배출되는 주거지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고물상에

모아진 것을 수집하며, 지자체 및 기업과 매입 계약 또는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된다. 폐기물을 수집, 선별, 분해, 압축 등을 하

여 중간처리업자에 판매하는 방식이 많다. 헌옷, 가구, 전자제품, 자전거,

폐현수막 등을 재사용하거나 리폼하는 경우는 매장을 운영한다.

현재 관련 자활사업체는 150여개이며 이중 인증 사회적기업은 27개

(2011년 4월 기준)이다. 이들 중 일부가 ‘한국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를 만

들어 재활용사업의 사회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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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환경

석유와 합성수지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내수시장에서 활용가능

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폐합성수지류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의

분쇄를 통한 펠릿 생산의 시장성이 좋아지고 있다.

재활용시장은 일반주택은 지자체와 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이 수거하고, 아파트는 대부분 영리수집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사업다각화와 안정적인

재활용실적 증명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들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아파트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영리업체가 기피하는 폐플라스

틱과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소형폐가

전을 주 품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 법규가 2011년 7월 개정되어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재활

용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관리와 처벌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지, 합성수지류, 병류,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적법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므로 인허가업체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책임확대재활용제도(EPR)에서 전자제품은 현재

10가지 품목인데 2013년부터 40가지 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에 재활용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정

책은 없다19.

19 서울의 경우 ‘도시광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수거한 소형가전처리시

설을 ‘한국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가 주관기관인 컨소시엄에 위탁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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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기업

<사례 8-1>은 도농통합시에 소재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독립

한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이다. 2007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았다.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

을 수거·선별·가공하여 판매한다. 인근 읍면 지역의 중간집하장이나 고물

상에서도 수거한다. 2011년 10월 현재 21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례 8-2>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독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법인

형태는 유한회사이다. 2개의 사업장에서 주로 폐플라스틱과 소형 폐가전제

품에서 재활용품을 수거·선별·가공하여 판매한다.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제

천시 등 8개 지역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0년 말부터 삼성과 LG의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를 위탁받아 수익영역

을 확장하였다. 2010년의 매출은 4억원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 3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13. 자원재활용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8-1 사례 8-2

인증연도(설립) 2007 (2006) 2008 (2004)

주요 사업
폐플라스틱 수거·선별·가공·

판매로 재활용

폐플라스틱과 소형 폐가전 수

거·선별·가공·판매

사회적 목적
폐자원활용과 환경개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폐자원활용과 환경개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종사자 수 21명 37명

연 매출액 6.8억원 4억원

특징
지역의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서 중추 역할
LG, 삼성과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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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달성

두 사례업체 모두 당초의 사회적목적, 즉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취약계

층의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은 노동집

약적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 두 업체 모두 고용의 90% 이상을 취약계

층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 영리업자가 기피하는 폐플라스틱과 폐전

기전자제품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재활용과 지역환경개선

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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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지만20 시청과 계약으로

안정적 물량을 확보한 점이 경영안정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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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체 선별

장에서 인근 8개 시군의 기업 등에서 폐자원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금년 들어 사업량이 늘어 상반기 매출액이 3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했다. 특히 2010년 말에 LG물류센터와 삼성전자와 전기전

자제품 처리계약을 성사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월평균 처리량은 167톤

인데 인건비 지원 중단에 대비한 완전 자립에 필요한 물량은 월 200톤 정

도이다. 물량확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와의 계약, 시설보완을 위한 자금조

달이 필요한 실정이다21.

20 면담에 의하면 인구 60만명의 도시지역이 사업단위로 적정하다고 한다.
21 2011년 상반기 매출 포함 총 수입은 6.1억원으로 1.2억원의 흑자를 내어 투자

자금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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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의 경영역량 등

두 사례기업 모두 대표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자기 전망이 확실하며 재활

용에 대한 사명감과 비전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 내 좋은 조

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소통과 협력이 잘된다는 평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 높고 사회적경제간 네트워크도 활발한 편이다. 두 기업

모두 재활용대안기업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8.4. 사업모델의 방향과 과제

이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조에 의한 공공시장 확보가 중요하다. 지자

체의 재활용선별장 위탁, 수거위탁, 처리위탁 등 공공시장을 주로 하되, 일

정한 규모의 민간시장을 확보하여 보완하는 모델이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일정한 역량을 갖춘 다른 사회적기업등과 적극적인 협력(공동)사업 모델

을 개발하여 규모화와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 효율화를 위한 과제이다. 이

를 위해 기존의 영리업자의 1차 수집체계를 혁신하여야 하는데, 지역의 사

회적경제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수거자들을 협동조합으로 묶어내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물량 구매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자금’ 조성이

필요하며, 규모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중간처리업 시설을 할 수 있

도록 투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관련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사업으로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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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9.1. 사업개요와 사회적 목적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36.0%로 전체 인구 고용률(60.0%)보다 낮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17.8%

로 매우 낮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특히 농촌지역에서

는 고용률이 더욱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 등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비

정규직이 많아 취업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나가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제고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농촌지역에 장애인 전문 재활업체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는 2010년말

기준으로 26개 업체가 파악되었는데, 이중 2010년에 인증받은 업체가 16

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 고용업체는 종이컵, 쓰레기 봉투, 복사지, 면장갑 등 보호시

장을 겨냥한 단순가공업이 대부분이지만 가공도가 높은 업종, 농업생산·가

공업 등 일반 시장생산을 겨냥한 업종도 없지 않다.

9.2. 사업 환경

종이컵, 복사지 등 전통적인 보호시장은 포화상태로서 시장 확대를 기대

하기 어려우므로 경쟁력을 갖추어 일반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산물가공업도 고려할 수 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작업 분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장애인도 충분히 작

업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자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장려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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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받을 수 있다(중복지원은 안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지급단가(원/월) 300,000 400,000 400,000 500,000

9.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기업

<사례 9-1>은 새싹채소, 어린잎채소, 콩나물 등 농산물 생산을 하는 장

애인 복지재단이다. 1994년 설립 후 봉제사업을 하다 IMF로 타격을 받아

품목 전환을 모색하다 2004년부터 새싹채소 생산을 시작하였다. 전체 직원

74명 중 45명이 청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

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며, 일부 새터민과 고령자, 장기 미취업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새싹채소 업계에서는 메이저에 속하며 2010년 매출액

은 13억원이다.

<사례 9-2>는 제주도의 특산물인 흑돼지를 가공한 햄, 소시지 및 가공육

을 생산하는 복지법인이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매출액은 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총 직원 30명중 장애인이 21명, 사회복

지사 5명, 일반직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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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장애인 전문 고용 사례기업 개황

사례 9-1 사례 9-2

인증연도(설립) 2008 (1994) 2008 (2003)

주요 사업 새싹·어린잎 채소, 콩나물 생산
제주 흑돼지를 가공한 햄, 소

세지 생산

사회적 목적
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장애인 직업교육

장애인 취업 및 사회적응

장애인 직업교육

종사자 수 74명 (장애인 45명) 30명 (장애인 21명)

연 매출액 13억원 8억원

특징 장애인 수용시설 겸함 업계의 메이저급 기업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목적의 달성

사례업체들은 경쟁시장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경쟁력의 원천은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을 통

한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화를 이룬 점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장애

인업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시장경쟁에 정면으로 대처한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장애인의 작업 능력을 감안해 공정을 가능한 세

분화하고 개인에 맞는 공정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즉,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몇 주간의 관찰을 통해 적정한 일감을 찾아주고

현장에서 3개월 내지 1년간의 교육·실습과정을 거쳐 생산에 투입하고 있

다. 장애인 작업장의 특성상 작업의 표준화와 업무매뉴얼은 잘 갖추어졌으

며, 전문화를 통하여 인적자원과 자본의 집중이 잘 이루어진 것도 장점으

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화에도 불구하고 작업능력의 부족으로 높은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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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가피한데 이를 고용장려금이나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보완하여 최

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22.

이상의 두 사례기업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사회적응 등의 기회

를 잘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다. 사회적 목적의 달성이 경제적 지속성을 바

탕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지속성이 완전한 자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지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 특히 경쟁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좋은

사례로 다른 사회적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9.4. 사업모델 개선과 정책 방향

두 사례기업의 경우 시장경쟁력이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른 위험 대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9-1>의 경우 2011년 독일에서 발생한 콩새싹의 장출혈성 대장균

사건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애로가 발생하였다. 어린잎 채소와 콩나물

부문의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계된 품목으로의 적

정한 다양화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위기의 강도가 적었을 것이다. 또한, 장

애인 업체로서 어느 정도의 보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9-2>에서는 원료공급이 한정된 흑돼지 가공이라는 품목한계를 극

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닭고기 가공 등 유사 품목으로 확장을 검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 설비를 위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현재 업체

에서 검토하고 있는 레스토랑, 농촌관광 등 서비스 업종으로의 확대는 전

문성 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보호시장 제공과 투자자본 지원을 들 수 있다. 사례기업들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 정착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

22 일부는 시간급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일일 4시간에 월 46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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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애로를 일부 해소하고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비교적 많은 투자가 필요한 농업과 농산물가공업의 경우 일반기

업보다도 적극적인 융자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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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모델의 평가와 개선 방향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업

분야를 특정 업종에 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

음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사

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사업이다. 이 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관련 정책의 확대로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리업

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쟁시장에서 서비스 공급

이 이루어지지만 원격지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종사자

노동권의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의의가 있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을 감

안한 종합적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

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며, 종사자의 노동권 확보를 통해 높

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의료 사업이다. 이 분야에서는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

라 재정상의 이유로 공공이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간경쟁시장에서 공급하기도 힘들므로 사회적기업의 활

동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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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광역적 공급체계를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과후 교육, 돌봄

교실 등의 전문교사를 교육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의 확보는 사업의 광역화

안에서 가능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조나 순회진료 시

스템, 건강검진 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는 전문화에 기초한 광역화가 필요

하다.

셋째, 농업연계 사업이다. 전국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힘든 중소농이 생

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영농활동 지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수의 농업관련 업체가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관련 사회적기업간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논의

가 활발한데, 마을 단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농업과의 구체적

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로 다각화되어 있는 업종

을 전문화해야 한다.

넷째, 생태관광이나 문화산업, 귀촌자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이다. 이 분

야는 대안적 산업으로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기업활용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보전과 공연예술 등 문화산업은

상당기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재활용이나 집수리사업 등이다. 이 분야는 시장경쟁이 심하

며 성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

약계층의 일자리 획득,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

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

어 줄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여섯째, 장애인 전문고용사업이다. 이 분야는 보호시장에 의존하며 조악

한 상품을 생산하다면 기업의 장기 생존도 어렵고 사회적가치 평가도 낮게

된다. 장애인의 불가피한 생산성 저하는 장애인고용보조금 등 정부지원으

로 충당하더라도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비결

이다. 사례로 든 기업들은 공정의 분할과 위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고품

질화에 성공한 모범적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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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간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한다.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 인재의 육성과 공급, 자본의 조달, 시

장 확보 등 산업적 연계, 지역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네트

워크 역할이 매우 크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사업모델의 구축도 중요하

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업종별 네트워크의 형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존재가 중요하다.

표 3-1. 사업 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

사업 분야 사업모델 평가 개선 방향

돌봄서비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익 악화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미흡

∙종합적 복지시스템

∙의료생협과의 연계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의료 복지

∙경쟁 격화, 또는 인구과소화로

수지 악화

∙협동조합 방식의 장점 부각

∙사업영역의 광역화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조

교육 복지

∙강사 풀 조성으로 전문성 확보

∙종합적 교육복지사업 체계 구축

∙사업량 확보 미흡

∙사업지구 광역화

∙교육청 단위로 사업 확보

농업 생산·
가공·유통

∙시장경쟁 속에서 수익성 낮음

∙전문성과 자본투자 미흡

∙마을, 농기업과 연계 부족

∙업종 전문화

∙지역농업의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간 상호시장화

농촌
지역개발

∙활동의 수익사업화 미흡

- 시장형성 되지 않음

∙서비스 유료화 모색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

∙사회적경제간 네트워크

자원재활용
집수리

∙경쟁으로 사업성 악화

∙집수리사업도 시장 협소

∙전문성 확보로 품질 제고

∙보호시장 제공

장애인 고용

∙전문화가 성공 요인

∙생산성 저하를 지원으로 해결

하되 고품질은 유지

∙투자확대로 전문화

∙보호시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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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원 방향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초기의 경영애로 해소를 넘어 방만한

경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은 비

용보전 등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

어 장애인 고용, 무상급식 조리 및 배달 인건비,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문

화나 생태 해설사(지자체에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고용알선이나 파견업과 비교하여 직접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

서 4대 보험료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에서 판매처 확보가 중요하나 홍보나 보호시장의

제공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장의 제공이 사

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료급식 대행업체에 관공서 식당 위탁

운영 등 보호시장을 제공한다. 둘째,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교육복지사업

등에서 학교별 계약이 아니라 지자체(교육청) 단위의 계약을 한다. 셋째,

대안관광에 대해 바우처사업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혜

자가 산재한 농산촌(면 단위) 지역의 각종 돌봄서비스에 차등 수수료 책정

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사회적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였지만 액수가 부족하고

운영의 경직성이 있어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관련

부처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여 투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를들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격을 부여

한다던지 귀촌자를 위한 민간의 택지조성 사업, 빈집 수리사업에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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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회적기업의 경영 개황

1. 휴먼케어

사업개황

○ 청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와 사회

서비스센터가 계승·통합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옴.

○ 재가장기노인요양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종사자는 90여명이며 2010년 매출액은 13.7억원임.

○ 주요 연혁

- 2001년 7월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개소, 재가간병사업단 개시

- 2004년 8월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개시

- 2006년 7월 수자원공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단 개시

- 2007년 2월 부설 청원군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

- 2007년 12월 자활공동체 사업자 등록, 바우처사업기관 지정

- 2008년 3월 자활공동체 인정

- 2008년 5월 주식회사 설립

- 2008년 6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인가

- 2010년 3월 복지용구임대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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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 사회적 목적을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한 사업방향을 일하는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주인 되기,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근로조건 향상, 창출한 이익과 자원봉사 등으로 정

하고 있음.

○ 대표의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신념과 비전이 명확하며, 지역사회에 질좋

은 돌봄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

회적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평가받고 있음.

- 일상생활 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케어 서비스 및 용구사업으로 지

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특징임.

○ 직원들도 주주로서 참여와 교육으로 높은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경영참

여를 하고 있어 보람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그렇지만 대인케어사업의 수익률이 낮아 최저임금 수준밖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직의 임금수준도 낮은 편임.

경제적 지속성

○ 청원군 내 최대 돌봄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현장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만, 낮은 서비스료와 영리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2010년 매출액(노동부 지원수입 포함)은 1,37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

해 7% 감소함. 매출액 중 사회서비스 바우처 매출이 44%, 장기요양사

업이 43%로 대부분을 차지함.

- 매출액 감소는 주로 가사간병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등 경쟁이 심한 부

문의 수입의 감소 때문이었으며, 복지용구 매출 등 새로운 사업이 이

를 보충해주지 못함.

○ 대인케어 부문의 성장은 정체 국면이며 복지용구 및 보장구·보조기기

등 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경향성이 강함. 휴먼케어도 부족한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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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장애아동보장구바우처 등 신규 사업을 개척하고 있음.

○ 휴먼케어의 장점은 우리사주조합 구현에 따른 주인정신, 빠른 의사결정

및 대응력을 들 수 있음.

-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으며, 모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들과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비주주직원들의 대부분도 경영진에 대한 높은 신뢰와 회사에 대한 자

부심이 높음.

- 그렇지만, 서비스·신사업 개발에 관한 독자적 기획 역량은 부족하며,

직원들의 능력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기업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동기 부여에 어려움이 있음.

2. 청람

사업개황

○ 1993년부터 ‘영광종합병원’의 자원봉사 동아리에 연원을 둠. 경제적 형

편 때문에 조기퇴원하는 환자에게 종합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60여명의 직원이 ‘자원봉사대’를 발족하면서 시작됨.

○ 2005년에 ‘영광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에 사회

적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사업을 체계화하게 됨.

○ 의료법인 ‘호연재단’을 모태로 하여 ‘영광종합병원’, ‘사회적기업 (사)

청람’, ‘사회복지법인 청람원’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사)청람은 현재 돌봄사업 중에서는 병원환자간병사업만 수행하고 있으

며, 새싹·어린잎 채소, 육묘장 등 영농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음.

- 가정봉사원 파견, 장기요양사업 등 재가노인돌봄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등은 ‘청람원’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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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1993년: 자원봉사 동아리 결성

- 2002년 11월: 영광종합병원 직장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대 결성

- 2005년 3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 2007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

○ 돌봄사업 부문 직원은 39명이며 매출액은 7억여원임.

사회적 목적 달성

○ 돌봄사업의 재가서비스 분야는 제도화되어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고 더

잘할 수 있는 유관기관으로 이관하고, 농촌지역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생활지원센터를 지향하고 있음.

- 돌봄기관의 정체성(가치, 비전, 사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지

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의 사명을 변화하고자 함.

-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육묘사업 등 농업 분야로 사업 중심을 이동하였

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폐자원 재활용, 공공기관 청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

의 간병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생활적 혜택과 지역 내 취약계층(중고

령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음.

- 정부의 인건비 지원 감소로 총 고용이 2009년 191명에서 2010년에 88

명으로 감소하였음. 고용이 중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가사·간병업

체에 고용되었는데, 취약계층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통합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경제적 지속성

○ 돌봄부문은 경영수익은 적지만 안정된 반면, 농업 쪽은 전문적 노하우

의 부족과 외부 요인으로 경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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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사업은 2005년 이후 사업을 지속하여 상당한 사업 경험과 노하우

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장기근속으로 안정되어 있음.

- 병원환자간병사업은 ‘영광종합병원’이라는 안정적 고객처를 가지고 있

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없음. 앞으로 간병서비스가 제도화 될 경우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아동센터 운영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영광지역본부’의 지속적인 사회

공헌사업(인건비 연 1억 5천만원 지원)의 도움으로 수행하고 있음.

○ 육묘장사업은 가동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으나 난방비용 증대 등으로

아직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새싹채소는 독일에서 발생한 장출

혈성 대장균 사건으로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정상화

되고 있음.

3.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 개황

○ 안성의료생협은 1987년 고삼면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

을 하던 중 가유리 주말진료소 운영이 계기가 됨. 1994년 300여 명의

조합원과 1억 2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임의단체)

을 설립하였음.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협임.

- 2001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재창립.

- 2004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재가간병사업 시작.

- 2008년 4월 지역사회 내에 공공의료 실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

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동년 7월에 재

가장기요양기관 설립.

- 2009년 6월에 피터드러커 혁신상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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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안성의료생협 조직도

자료: 안성의료생협 내부 자료, 2011

○ 현재 3100세대의 조합원과 6억 8천만 원의 출자금, 7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함.

- 임원 20명, 실무자 74명, 대의원 120명, 자원봉사자 138명, 소모임 회

원 262명 등 총 614명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 이는 전체 조합원의

20%에 해당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조합원 중 젊은 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높지 않으나 참여는 적극적인

편임. 반면 나이가 많은 고연령층은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함.

○ 안성의료생협은 총회, 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와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판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경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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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 농촌지역은 의료시설과 인력의 부족, 의료기관 접근도 열악, 의료비 부

담 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더하여 기존 의료체계의 문제

점들로 과잉진료와 불신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적절한 예방이나

재활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미비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이러한 문제들

로 인한 이촌가속화 위기에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인 지역 주

민에게 양질의 의료·건강관리·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 의료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좋

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의료생협이 적지 않음. 현재 인가받은

생협 280여 개 중 의료생협은 15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목적이 불분

명한 의료생협들이 난무하고 있음.

- 500만 원만 있으면 생협을 만들 수 있고, 의사를 고용할 경우 의료생

협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제도적인 단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목적이 불분명한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복지부에 관련 규정

을 변경할 필요 있음.

○ 진료서비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설명, 신속대응, 성과 등 사람과 관

련된 항목은 점수가 높은 반면 의료장비, 시설, 홍보 등의 항목에서는

점수가 낮은 편임.

경제적 지속성

○ 2006년 한 해를 빼고는 적자가 난 적이 없으나, 의료기자재 비용의 인

상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와 경쟁격화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음. 2010

년의 총 매출액은 35.9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천 6백만 원임.

- 예전에 비해 치과와 한의원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는 적자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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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의료보험 수가가 2.5% 상승했지만, 재료비, 관리비 등의 비

용은 더 많이 상승함.

- 매출액 중 지원금은 4천 5백만원(1.3%), 기부수입은 1천 1백만원(0.3%)임

- 안성지역의 인구는 10년 전 18만 명에서 현재 19만 명으로 약간 증가

하였지만, 의료기관 수는 16개에서 100개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의료진과 직원들이 시중보다 적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음.

○ 그렇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의료생협과 같은 신

뢰할 만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저녁시간대 진료,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서비

스 제공을 계획 중.

○ 공도지역에 지점을 개설하여 기존에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객층이 생김.

- 공도지역은 안성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평택

일부 지역과 양성, 원곡 주민들의 이용도 더 용이해짐.

- 기존에 본점을 이용하던 서부권 주민들이 공도 지점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본점에서 새로운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여유가 생김.

○ 재가영역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로 사업을 다각화 함.

- 정부 지원 및 민간의 다양한 돌봄사업 즉, 산후서비스,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에 참여하였으며, 지역내 다양한 돌봄사회적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이 부문 2010년 수입은 3.8억 원임(10.5%)

○ 취약지역의 경우 보건소와 같은 역할 부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정부 정책 변화를 위한 사회 연대 활동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사회적 자원을 통해 해결함.

기업으로서의 경영역량

○ 서비스의 독자적 기획 역량이 높지 않음.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

우 기획능력이 취약하여, 의료인, 마케팅 전문 인력도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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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책임성 매우 높고 활성화되어 있음.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용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에 대하여 논의

하여 개선하고 피드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1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많은 일을 수행하였으며 반응도 좋은 편이었음.

- 3,200여 가구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126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동네 25

명 당 1명 정도의 대의원을 선출함. 1/3 이상 조합원이 참석해야 선출

이 가능하며, 대의원 선출에 2달 정도 소요됨. 매년 2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함. 대의원은 40~50대가 대부분이며, 20대와 70대 대의원도 있음.

대의원에 선출되면 일거리가 많지만 지역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자리

이므로 주민들이 인정을 해줌.

- 직선제로 선출되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매월 1

회 개최함.

- 연간 100회 이상의 조합원 모임을 개최함.

○ 신규 자원 동원은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출자금을 통해 충

당함. 일부 후원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활동

과 지역현황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을 활발히 함.

- 2000년 이후 지역내 복지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정책 수립 및 협력

체계 구축과 활동을 해 옴. 생협 사무국장이 시 복지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 2001년 한국의료생협연대를 결성하여 활발한 공동 활동을 하고, 2008

년 이후부터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참여 중임.

○ 간부직원 및 평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대부분 5년 이상으로 신념이 강하

고 역량이 높음.

정부 지원과 정책수요

○ 현재는 경영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개발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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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생협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건강서

비스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4~5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 시설비 지원은 없었으며, 사업 초기 의료기기 구입 시 연대보증으로 대

출을 받은 적이 있음.

○ 전문가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규모

가 작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 전문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전문가의 요건이 5년 이상 근무 경험과 관련 학과 졸업에 한하므로 지

역에서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음. 전문가를 구했다고

하더라고 급여가 작은 편이고 소규모 기업일 경우 전문분야 외에 다른

업무도 중복해서 해야 하는 관계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

함.

○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영세한 기업이므로 스스로 살

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따라서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위해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며, 이들 사회적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생

태계 조성’과 같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을 개별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직접 맡겨서는 안

되고, 기초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머

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농촌의 복지와 관련하여 중심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다목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 고려 필요

- 보육, 다문화가정, 돌봄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몇 개의 면 단위로 묶어서 센터를 조성하고, 지역여성들을 고용

하면 효율적일 것임.

-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고려 필요.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자원과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

하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귀농자들을 중심으로 농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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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정부 측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병원들에게 주고 있지만 자격조건을 낮춰서 의료생

협들도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4.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 개황

○ 원주의료생협은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독특한 사례임.

2001년에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절차를 밟아 2002년 6월에 법

인설립인가를 받고 2002. 11.16일에 밝음의원과 한의원을 개원하여 출

범하였음.

- 2004년에 사회적일자리 재가케어복지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에는 방

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등 사업영역을 넓혀 왔음.

- 2007년 10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음.

- 2009년 1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원주주거복지센터 운영

- 2011년 3월에 제2진료소 개원

○ 2011년 5월 현재 조합원 2140가구, 출자금 2억 4천만 원에 임원 22명,

정규직 직원 36명, 파트타임 6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매출액은

12억 7천만 원임. 사업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의료부문은 밝음의원과 우리동네의원(제2진료소), 밝음한의원의 3개

의료기관으로 구성

- 재가케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을 담당하는 길동무(계약자 80명에 월

매출 6천만원 내외로 가장 큰 사업)

- 요양보호사 교육원(2010년 315명 교육에 1억 5424만원 수입)

-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위스타트 원주마을센터(연간 사업비 2억원)와 밝

음지역아동센터(연간 사업비 4700만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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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서비스를 담당하는 원주주거복지센터(사회복

지공동모금회의 연간 사업비 지원 7000만원 등)

사업 운영과 경제적 지속성

○ 초기의 투자부담과 이용자 제한으로 적자였으나, 2011년 9월부터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시작함.

○ 원주의료생협(밝음의원)이 위치한 곳이 상업지역으로 주거인구가 적은

편이어서 이전을 계획 중임. 2011년 3월 28일에 원주의 당구동에서 흥

업면까지 진료가 가능한 제2진료소를 개원하였는데 인근에 임대아파트

가 있어 진료를 필요로 하는 서민층이 많음. 제2진료소의 개원 약 5개

월 만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였음.

○ 2007년부터 민간기금으로 집고치기 사업을 시작하였음. 첫해 15채를

시작으로 현재는 한해 150가구의 집고치기 사업을 진행 중임.

- 비닐하우스나 쪽방에 주거하는 노인들 25가구를 제2진료소 인근으로

이주시킴.

- 원주지역의 민간단체 천만 원, 네이버 등 타지역 삼천만 원, 원주신협

250만원 등 지원이 있음. 그러나 LH공사의 지원이 실질적인 수익임.

- 정부의 집고치기 사업예산 지원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편임. 350만원이

면 한 가구의 집수리가 가능하지만, 부처별 예산이 백만원 가량 내려

오는 경우 벽개선 등의 소규모 수리를 몇 차례에 걸쳐 할 수밖에 없음.

정부예산은 분산되어 내려오더라도 지자체에서 묶어서 지원하는 형태

로 변경 필요.

사회적 목적과 네트워크

○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하고 안전한 건강마을 만

들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협인의 양성 등 설립목표에 부합하는 의

료기관 운영과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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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부문에서는 과잉진료와 항생제 사용 억제, 사후관리 전담 간호사

제, 방문진료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

- 항생제 처방율 9.3%(동일 평가군 평균 22.3%), 주사체처방률 6.13%

(평균 35.76%).

- 한약 반재 처방 후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시 처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임.

- 자원봉사 의사와 연계하여 거동불편 조합원과 취약계층 등 방문진료

(2010년 821명).

- 비급여진료의 억제.

- 대의원 등 모니터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료이용위원회에서 검토하

여 사업에 반영.

○ 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워킹클리닉과 관절과 비만 등 치료를 위한 타

이치 운동), 어린이날 등 지역행사 시 거리검진 등 건강사회를 위한 보

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 원주의료생협은 친환경생산자조직이 있는 곳을 기반으로 출범하여 조

합원 중 농민의 비중이 높음.

-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생협이 주요 기관출자자이며 밝음신협에서 낮은

임대료로 의원 건물과 사무실을 빌려줌.

○ 최근 원주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지역 전역으로 진료영역을 확대해달라

는 요청이 많음. 의료생협의 명칭에서 원주를 삭제할 것을 검토.

- 횡성의 ‘열린재가서비스’는 투약과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왕진 요청.

- 인제군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계속 바뀌고 비므로 원주의료생협에서

위탁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음.

○ 농촌지역에 의료생협을 위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

음.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임.

- 도시 근교에서는 의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농촌에서는 의사들이 잘

들어오려 하지 않음.

-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함. 의료생협이 들어가

보건지소의 스텝과 연계하면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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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생협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 ◌◌의료생협의

경우 외부에서 의사를 고용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의료생협을 만든

후 이사장이 조합비 20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함.

- 브로커까지 개입하여 의료생협을 단기적인 수익목적의 수단으로 이용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의료비용 상승으로 의료생협이 성장하는 추세임.

- 캐나다는 병원과 떨어져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도시에서 은퇴한 의사

를 초청하여 만성질병을 진료받는 등의 의료생협이 발전하고 있음.

- 일본의 의료생협은 170개로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연합회 형태로

전환되므로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 일본의 전체 조합원수는 300만 명

이고, 병원수는 1,500개에 달하고 있음. 의료생협이 발달한 사이타마

현의 의료생협 조합원은 30만세대(약 100만 명)수준임.

5. 희망공간사업단

사업 개황

○ 1997년 IMF때 실업극복과 빈곤해소를 위해 구성한 “실업극복국민운동

본부”에서 계승된 단체임. 2005년 사단법인 ‘함께사는 세상’을 설립하

였고 2008년 12월에 교육부문의 희망공간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받음

- (사)함께사는세상은 교육복지와 사회연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

강원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되고 행정안전부의 행안부

의 마을기업 컨설팅을 맡고 있음.

○ 희망공간사업단은 강릉시 일원의 아동교육복지사업을 맡고 있으며,

2011년에 지역아동센터 13곳, 방과후학교 20여곳(읍면인 농산촌지역

19개 초등학교 모두와 동지역 학교 일부), 드림스타트 1곳(돌봄교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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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교)을 운용하고 있음.

-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3개 부문에서 총 매출액은 25억 원임.

(외부 강사 인건비 포함)

- 2011년 12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될 경

우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방과후 학교

○ 방과후 학교가 교육돌봄사업에서 가장 큰 공공시장이지만 사업으로 성

립시키기는 쉽지 않음. 그렇지만 이미 학교당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

보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운영방식의 재조직화를 통해 수요자

와 공급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면 사회적의미도 있고 사

업으로 성공할 수 있음.

- 강사 급여 개선, 프로그램의 질 향상, 지역자원의 활용도 제고 지향.

- 주5일제 수업으로 방과후 시장은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창의성개발 프로그램은 성장가능성이 큼. 초등학교는 학과 비연

계, 중학교는 50% 이내 연계, 고등학교는 80%까지 연계이므로 초등학

교에서 특기 적성개발 등 참여 분야 넓음.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문성 있는 교사의 확보 문제임. 이는 운영의 광

역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 내에서 선생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도

권에서 공급을 해야 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음. 지역에서 그나

마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공무원 가족과 본인, 전문직 종사자

(의사) 등임. 현직 교사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수당을 받으면 문제발

생 가능성 있음.

-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으로 방학중 캠프로 일괄 대체하는 경우 많음.

○ 강사 풀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모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교육지원

청과 사회적기업의 협약에 의해 최적화가 가능함.

- 5개 학교 대상. 학교당 공통으로 12개 프로그램 제공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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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교사 1인이 주 2회씩 5개 학교 담당하면 12명의 교사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이 경우 교사도 주 10회의 강의시간 확보로 생활 가능.

○ 이러한 모델운영이 가능하려면 정책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예

시가 필요함. 이 바탕 위에서 분야별 전문인력의 계획적 양성이 가능.

보육교실 사업

○ 방과후 학교에 더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즉, 교실 하나를 어린이집

처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에서 교육부문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우선 가능한 사업임.

- 농촌지역의 학교는 거의 100%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규모에 관계없이

1학교 1학급으로 제한되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 대체로 시군에 20학교 내외이며 학교당 보육교실 운영 예산이 연간 최

소 1500만원 책정되어 있음.

- 보육교사는 주5일 4시간씩 근무가 필요하고 월 85만 원 수입

○ 강릉지역에서는 ‘함께사는 세상’에서 2009년에 36개 전체학교를 위탁

받아 운영했으나 2010년 인건비 지원 40% 삭감으로 철수하고 현재는

학교마다 보육교사 개별 채용.

- 사회적기업의 참여 효과는 학교간 보육교실의 서비스 격차의 해소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의 결과인 순환근무 문제를 해결임.

○ 돌봄교실은 현재 5시까지만 운영되는데 저녁 7~9시까지 연장되어야 실

질적 돌봄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

- 석식 해결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며, 1교 1교실을 탈피하여 큰

학교는 수요에 따라 돌봄학급이 증설되어야 함.

지역아동센터

○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 1곳 당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시군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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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곳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돌봄학교와의 정책적 경합관계를 탈피하여 통합시스템또는 역할분담이

모색되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 대부분의 어린이 집에서는 프로그램에 옵션을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 아이들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채 한쪽 방에서 생활하는 등의 차별을 받음.

○ ‘함께사는 세상’에서 강원도 지역 방과후 공부방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

러한 문제에 대해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6. 올리

사업개황

○ 청주 YWCA는 1995년에 친환경농산물을 다루는 생협 결성으로 농업

에 연계하기 시작함. 유통사업은 나중에 생협연대(아이쿱)에 넘어갔지

만 농민 조직화를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하였음.

○ 올리의 설립자는 청주 YWCA에서 일하던 중 산하 ‘민들레 워커즈 콜

렉티브’라는 아나바다클럽에서 사업화의 아이디어를 얻었음.

- 청주 YWCA에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리 콩으로 두부

를 만들었는데 부산물인 비지의 처리가 문제였음. 비지는 영양이 우수

하고 섬유소가 많아 청소년 변비와 비만에 좋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가

없었음. 고민 끝에 YWCA 소속 청소년들에게 비지로 패티를 만들어

햄버거(콩비지버거)를 선보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음.

- 2007년 9월에 Y의 프로그램으로 버거매장을 개장.

- 2008. 4월에 독립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 ‘올리’는 All과 梨의 합성어로 ‘모두에게 이롭다’는 뜻으로 작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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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비지버거를 주 생산품으로 유치원 간식 공급과 친환경식당 2곳 운영.

- 해물라이스버거, 스테이크버거(무항생제 국산 돼지고기 페티)와 우리

밀 와플, 우리 밀 콩 쿠키, 쌀 찐빵 등을 만들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

양한 간식(위 상품 외 식혜, 떡볶이, 부침개 등) 납품도 하고 있음.

○ 현재 청주 YWCA 건물 내에 친환경식당(봉명매장)을 운영하고 인근

한금빌딩에 사무실과 작업장을 두고 있음. 산남동 어린이문화센터에도

매장을 두고 있음. 하나로마트에 매장을 두었으나 철수함.

○ 2010년 1억 8900만원 매출을 올림.

사회적 목적의 달성

○ 첫째 사회적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여성들에 건강한 일

자리 제공)이지만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로컬푸드의 실현도 주요 목

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현재 고용 7명(정부 인건비 지원 축소로 16명에서 감소) 중에 5명이 취

약계층이며 모두 여성임.

○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을 쓰는데 로컬푸드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체 식재료 중 46.7%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음(청원생명살림 등). 그러나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는 것은 아직 힘든 편임.

- 소비자와 약속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생산했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쓰지만, 원칙은 지역농산물을 쓰면서 친환경으로 전환을 견인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음.

○ 버거에 들어가는 빵은 농약과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우리밀 제품이

고, 채소는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패티 원료인 콩비지는 여성장애인연

대 ‘다음 일터’에서 두부 부산물을 공급받는데 수급상 어려움이 있음.

- 콩의 단경기에는 콩비지의 공급량이 급감함. 수급 차질을 만회하기 위

해 올해부터 계약재배를 시작하려 함. ‘올리’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많

지 않아 지역의 타 업체와 연합해서 계약재배를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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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양상추 계약재배를 했으나 소규모의 한계(공급 조절이 안됨)로

계약이 어려워 엽채류 농가, 생협 등에 구두 출하약속으로 공급 받음.

- 청원군 농민회와의 계약재배는 회원들이 흩어져 있어 어렵고 영농조합

법인이나 마을 단위 친환경작목반이 유력함.

○ 어린이집에 간식을 납품하면서 식생활교육을 병행함.

- 홍보물과 함께 버거 만드는 체험교육 실시.

○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참여.

- 농산물생산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지역농산물 생산, 유

통, 가공, 소비의 순환구조 형성을 위한 로칼푸드 지향을 선언하였으나

아직 준비단계임.

- 2009. 8월 가공·유통 부문 업체를 중심으로 소그룹 ‘행복담쟁이’을 결

성하고 공동브랜드화 추진. 구체적 사업을 위한 정관 제정 작업 중임.

○ 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 현재의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을 검토중임.

- 현재의 생협은 대규모 협동조합만 가능(1/2 이상을 조합원에 판매)

- 지역에 토대를 둔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연합회 방식으로

묶어져야 함.

○ 로컬푸드를 지향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

라 지역에서 확산시키는 공동의 시스템 창출이 필요함.

- 공동 계약재배나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점(시장) 조성.

운영실적과 경제적 지속성

○ 올리버거는 한달 평균 6,000~7,000개 정도 판매되고 있으며 연매출 2

억 원 수준임(2010년 1억 8900만원).

- 매출의 70% 정도는 어린이집 납품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남동과 봉

명동 두 곳에 매장(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이 높지 않음.

- 어린이집에 오후 간식으로 올리버거등 원하는 메뉴를 납품하는 형태

임. 10군데의 어린이집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주문을 하고 있고,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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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1-3회 정도 주문을 함. 어린이집 매출은 마진은

작지만 대량고객 확보로 중요함.

- 매장은 매출은 작지만 소비자 노출로 새로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함

○ 재료비가 판매가의 45%로 비용이 높은 것이 고민임. 보통 식당의 재료

비 비중은 30%선임.

○ 현재 제조와 매장이 서로 독립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지만 추

후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과 같은 준공공시장

과 함께 일반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SWOT

- 기회요인: 윤리소비, 육류를 피하는 웰빙 소비

- 위협요인: 경기침체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 간식비 부담. 샌드위

치, 떡 등 대체간식. 정크푸드 이미지

- 장점: 공익성을 이해하는 충성고객. 두부 생산 많아지므로 비지 원료

공급도 많아짐

- 약점: 제품 개발의 어려움(기술 축적으로 점차 좋아짐. 소비자의 인내

도 기여). 기계화 하지 못함

○ 16명이던 고용인원을 인건비 지원 감소 후 7명으로 줄이고 매출이 많

은 주말에는 임시직(아르바이트)을 고용하고 있음.

○ 현재 구상 중인 계획은 초 중 고교에 ‘건강매점’을 개설하여 건강 및

친환경제품을 판매하고, 식생활 교육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

으면 함.

○ 일자리 창출, 친환경 로칼푸드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건물 시설의 무

상/염가 임대 등의 지원 필요. 시민사회영역에서 자본 조달이 어려움.

경제적 지속성 평가

○ 활용도가 낮은 두부 부산물 콩비지와 청소년이 좋아하는 버거의 결합

은 자원이용이나 건강식생활에서 의미있는 상품개발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버거의 정크푸드 이미지를 극복하여 판매망을 확보하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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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경영애로가 심각함.

○ 인건비 지원 축소로 인한 위기에 노동강도 강화, 식생활교육서비스 축

소, 시간급 노동 사용으로 대응하고 있음.

- 지나치게 고용유지에 목표를 두다 오히려 고용 축소 결과 초래.

○ 서비스업인 식당 운영이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직접 운영보다는 개인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관계로 전환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함.

○ 소규모 거래로 계약재배 등 지역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구입의 애로.

- 업계 공통된 사정으로 우선은 가공업체의 공동 구매로 돌파 계획

○ 전체적으로 사업모델의 리모델링이 필요.

- 가공업체와 식당의 분리

- 가공업체로서 전문화와 함께 제품의 추가 개발 필요

-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안정적인 원료조달 방안: 작목반과의 계약재배 등

기업으로서의 경영역량 등

○ 현재 시설은 수작업을 위한 주방설비 수준임. ‘올리’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계시스템의 도입이 어려움.

- 수요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이 없어 기계시스템의 도입에 주저하고 있

으나 기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

○ 종업원들은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자부심은 있으나 이익에 민감한 편임.

- 급여는 최저임금에 약간의 수당이며 개인별 인센티브 시스템은 없음.

○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 인력이 없으며 독자적 레시피가 있지만 아직 완

비되지 않음. 예전과 비교하여 좋아졌지만 작업인력이 계속 바뀌기 때

문에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 현장 인력이 담당하는 메뉴 개발이 원활하지 못함.

○ 총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한 달에 1회의 이사회를 개최함.

그리고 지역운영위원회도 한 달에 1회씩 개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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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는 모법인(청주 Y)에서 6명, 올리 직원 2명, 외부 2명.

○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간 네트워크 형성 노력에도 불구

하고 아직 시작단계로 성공전망이 불투명함.

- YWCA(모법인)와 여성장애인연대 ‘다음일터’(두부업체로 콩비지 제

공)와의 연계는 이사회 구성, 원료공급 등 부분적임.

○ 사회적경제로서 문제의식과 사명감은 높지만,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높

이기 위한 경영컨설팅 등이 필요함.

7. 콩세알 나눔센터

기업 개황

○ 수도권이면서도 민통선 내에 있어 오지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

군 양사면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2005년에 비영리법인(일벗생산공동

체)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 10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음.

○ 농업과 연계하여 가공·유통업에 종사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지역기반이

대체로 추상적이고 광역인 것에 비해, 기업이 위치한 교산리를 중심으

로 양사면 지역에서 영농활동과 체험활동을 주도하며 작목반과 연계한

판매활동을 하는 등 구체적인 기반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사례임.

○ 국산 콩을 이용한 두부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친환경 수도작 등 영

농사업을 하고 있음. 이 외에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유통을 위한

식당과 꾸러미사업을 하는 한편, 영농체험과 전통놀이 체험, 숲 생태와

역사 해설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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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분야별 사업의 개요

분야 시작 연도 참여 인원
2011년 실적

(백만원, 연말 추정치)

두부 제조 2005 7 650

영농사업 2005 2(비정규 2) 70

농민식당 2010 3 140

읍내 식당 2007 2(비정규 1) 140

꾸러미 사업 2010 1(겸직) 30

체험. 도농교류 2010 1 16

총괄 - 1 -

계 16(비정규 3) 1,046

두부 제조

○ 국산콩을 이용한 두부 가공업은 웰빙 트렌드 속에서 시장이 크게 성장

중이며, 연중 생산품으로 사업화 하기에도 좋음.

○ 유화제, 소포제, 화학응고제 등의 화학적 첨가제를 넣지 않고 물, 콩, 간

수만으로 가마솥에서 끓이는 전통적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품질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음.

○ 노동집약적 생산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음. 규모화된 공장제 생산에서

는 4명이 1일 1만 모의 두부를 생산하지만 콩세알에서는 5명이 1,500

모 가량을 생산함.

○ 두부 원료인 콩은 강화 지역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지

역 내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주로 외지에서 구입함. 연간 소요량 50톤

중 지역에서는 5톤 내외를 조달하고 있음.

-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확기에 원료를 확보하여야 하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큼. 담보가 없는 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판매망은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음. 35%는 유기농 식품회사인 새롬식품

에 공급하고, 35%는 YMCA 생협 등의 매장에, 20%는 가정 배달, 10%

는 자영 농민식당과 대량 소비처에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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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회사나 생협으로의 판매가격은 2000원, 가정 배달은 이보다 높은

2500원이나 택배와 포장비용 소요됨.

○ 두부 외에 된장, 고추장, 장아치 등을 소량(연간 3천만원) 생산하여 직

영 식당에서 소비하고 있음.

영농 사업

○ 콩세알은 2005년에 영농사업에서 시작하였음. 2011년의 영농규모는 논

4000평, 밭 9500평, 비닐하우스 500평이며, 총 생산액은 7천만원으로

비교적 경영상태가 좋았다고 평가됨.

- 벼농사는 2009년에 오리농법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하였으며, 친환

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강화친환경농업연합회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

- 하우스에서는 비가림 고추와 순무를 생산하고, 밭에서는 순무, 김장배

추, 감자, 쌈채소류 등을 다양하게 생산.

○ 농산물의 판매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꾸러미

사업을 시작함.

- 2011년 12월 현재 102 가구가 회원으로 가입함. 장기적으로 1000회원

확보를 목표로 함.

- 신선농산물 위주의 제철꾸러미와 가공품과 저장성이 높은 농산물로 구

성된 사철꾸러미(두부, 순두부, 콩나물, 유정란, 버섯)로 나뉨. 1주에 한

번 택배로 배달하며 17,000원을 받음. 콩세알에서 직접 생산한 식품 외

에 주변 농가의 유정란과 버섯 등을 포함하여 꾸러미 구성.

- 꾸러미에 정규 포함되는 농산물 외에 감자 등 지역농산물의 일시적 판

매망으로도 활용함.

식당 운영

○ 강화 읍내와 양사면 내에 식당 두 곳을 운영하고 있음.

○ 콩세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과 두부의 소비와 홍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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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 시작함.

- 양사면에는 식당이 없어 체험학습 참가자 등 외부 손님이나 지역 주민

들의 행사시 어려움이 있었음. 2010년 농민식당이 열리면서 지역 주민

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음.

○ 서비스업인 식당의 특성을 감안하여 읍내의 콩세알식당은 독립채산제

로 전환하였으며, 농민식당도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여 독립채산제를

준비하고 있음. 앞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콩세알 식당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읍내 식당은 금년도에 시험단계를 거쳐 11월 말에 독립채산제를 실시

함. 별도 팀이 임차하여 경영하되 콩세알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친환경식당으로 운영하여야 함.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납부함.

- 시험사업 시작 이후 경영개선(메뉴 개발, 적극적 배달)으로 매출액이

얼 500만원에서 2.5배 이상으로 늘어남.

체험 활동

○ 2010년부터 지역 주민과 학생, 도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류활

동을 시작하였음.

- 두부, 메주, 떡 만들기 등 영농체험, 역사와 숲 해설, 전통놀이체험 등

을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12~15천원의 체험활동비를 받음.

- 강화농업기술센터의 우수체험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의 초·중·고

학생, YMCA, 아버지회, 생협 조합원 등이 방문.

- 사무국 직원 세 명이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강의, 식당 안내까지 맡

아 진행함. 농민식당 운영에도 도움이 됨.

지역사회 네트워크

○ 콩세알의 대표가 양사면의 친환경 수도작 작목반 총무를 맡아 기술협

력과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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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0여 농가 참여하고 있음. 10년 전부터 오리농법을 하였으나 영농

후 오리 처리 등의 문제점 때문에 2009년부터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함.

- 친환경 인증 비율은 50% 정도로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있으나, 나머지

미인증 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복지관으로 판매하는 일부 물량(연 4-5

천만원)을 제외하면 일반 시장에 판매함.

- 콩세알의 경쟁력은 네트워크에서 키워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활동기반

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음.

○ 친환경 밭작목반도 6농가가 참여하여 고구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콩

세알에서 이를 수매하여 고구마묵 등으로 가공할 계획임.

○ 노인복지센터, 푸드뱅크에 두부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강화친환경농업연합회 등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음.

향후 사업전망과 계획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급

식시장 등에서 판두부 수요 증가가 예상됨.

- 2011. 11. 4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2차 선정)되어 대기업

에 대해 포장두부는 확장 자제, 비포장 두부는 진입 자제, 포장용 대형

판두부는 철수.

- HACCP 인증을 받는 설비로 급식시장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음.

○ 두부 생산설비 개선, 고구마 전분 및 묵가공을 위해 제2가공장 신축 중

- 4억 2천만원 사업비 중 80%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에서 보조. 20%는 자부담이나 실제 사업비 6억원 정도 예정.

정책지원과 의견

○ 2011년 11월까지 받던 월 1500만원의 인건비 지원(직원 24명 인건비의

70%)이 중단되어 인원을 16명으로 줄이고, 식당의 독립채산제 전환,

새로운 품목 개발과 설비 신축 등 대응 준비를 하고 있음.



부 록 87

- 지금까지 인력을 과잉 고용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

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계속되

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회적기업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펀드 조성이 필요함.

특히 원료농산물 구매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의 조달이

중요함.

○ 새롭게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NG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 일자리와 연관된 경험이 있는 40대가 많음. 이들은 사업

초기 시장에서 일반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초기에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

피력.

- 현실과 동떨어진 컨설팅, 인큐베이팅 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자

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의견임.

8. 행복도시락

사업 개황

○ 포천 나눔의집 행복도시락은 전국의 29개 행복도시락센터 중 하나로

2006년 7월부터 시작함.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고 경기도에서는 첫 번

째 행복도시락임.

- SK행복나눔재단에서 행복도시락센터 운영자를 공모하였고, 포천시에

서 사업 참여 제의를 하여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 집’의 자활사업으

로 행복도시락 사업이 시작되었음.

- SK그룹에서 초기 시설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제공하여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형태였음. 포천 지역의 독거노인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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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임.

○ SK의 초기 지원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음. 마침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지원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됨. 그러나 현재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상황임.

- SK로부터 지원기간 이후에도 도시락 배달차량을 기증받고, 경영컨설

팅과 회계업무도 계속 지원받음.

운영실태와 경제적 지속성

○ 노인과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대행, 일반 도시락사업, 노인복지관

의 식당 운영이 주 사업임.

- 2010년 전체 수입은 12억 5천만원으로 8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림. 일자

리 지원으로 연간 1억 9800만원(월 1,7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것이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만 있어도 지속적

운영과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나 지원 중단으로 운영이 어렵고 새로

운 사업을 모색 중임.

○ 무료급식대행사업은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재가노인에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으로 대해서 포천시 소흘읍 등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

고 있음. 사업액수는 7억 6천만원(매출액 기준)이고 연간 263천인분으

로 1일 평균 720인분임(아동급식의 경우 학기 중보다 방학 때가 많음).

- 포천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번 배송에만 3~4시

간이 소요됨. 현재 배달차량 3대로는 점심식사 전까지 도시락을 전달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 농협, 한국전력,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거

점에 배달하면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동네 구석구석 배달하는 형태로

배송을 보조하고 있음.

- 급식사업비는 재료비(아동급식은 80%, 노인급식은 90%)와 운영비만

인정되고, 조리와 배송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음. 일자리사업 지원이

중단된 이후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움.

○ 유료사업으로 한국마사회의 의정부 실내경마장에 주말마다 가격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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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도시락을 납품하였음. 금요일과 토요일은 100인분씩, 일요일은

300인분 정도 판매하였음. 전체 유료 매출 4억 3천만원중 70% 정도가

실내경마장에서 이뤄졌음.

- 3년간 도시락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금년 3월 마사회와의 계약이 종료

되어 수입감소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쌀초아’ 라는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쌀과자를 준비 중임. 현재는 포천

에 있는 ‘쌀과 밀’ 레스토랑에 납품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계획임. 단맛이 없어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단점임. 포장 디

자인과 브랜드 네이밍은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

으며, ‘행복마케팅’에서 무료로 마케팅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컨설팅 해

주기로 함. 그리고 관련된 설비비용으로 1천 만원 정도 소요.

사회적 목적 달성과 정책 지원

○ 2010년 고용인원은 19명이었으나, 인건비 지원 중단으로 12명으로 축

소됨. 현재 고용인원 중 6명이 취약계층의 여성임.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외에 SK와 행복나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 NGO와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급식사업을 수행함.

- SK는 도시락 배달차량과 경영컨설팅 지원.

○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HACCP 인증을 받음.

○ 포천이 도농지역임을 감안할 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금을 높여줬으면 함.

- 인근 의정부의 경우 서울과 인접하여 유료판매가 가능하므로 수익을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임. 그러나 포천은 농촌지역이므로 유료판

매에 의한 수익을 올리기에 어려움이 따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한끼당 500원씩의 인상이 있었는데 포천시의 경우 지원금이 동결되었

음. 물가상승률에 따른 식자재비용의 인상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인상

해줬으면 함.

○ 지자체의 급식 입찰계약을 준비 중임. 시에서 1,500원을 지원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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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2,500원을 부담하여 총 4,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임. 그리고

총 800여 명의 직원 중 2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

○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사회적기업 네트워

크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영 및 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하우를 전

수받음. 이후 전체 수익의 10%는 기부하고 50%는 적립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음.

9. 이장

사업 개황

○ 사회적기업으로 2007년 말에 인증 받았음.

○ 팀별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며 상황에 따라 인원변동이 심한 편인데, 대

략 30명이 근무함.

- 서울 8명, 완주 4명, 춘천 9명, 소박한환경 3명, 자인디자인 4명, 레스

트 2명. 과거 70명까지 근무하였으나 축소됨.

○ 사업을 시작한 후 4~5년이 되기까지 농촌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많이

진행하였으나, 컨설팅이 단편적인 것에 그쳐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

획과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껴 방향전환을 시도함.

○ 농촌활성화를 실천하는 여러 방법에 따라 조직이 특성화, 분화하는 과

정에 있음.

- 임경수 전 대표는 완주에서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신진섭

대표는 춘천에 사무실을 갖고 여러 지역에서 귀농인 타운 조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이는 농촌의 변화 동인을 새로운 것의 농촌 유입 또는

농촌 교육에 두는 강조점의 차이라 할 수 있음.

- 현재는 조직을 지역을 기준으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입장임. 지역별 업

무가 초기에는 달랐으나 현재는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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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다 보니 분야별 지역별 업무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발생.

운영실태와 경제적 지속성

○ 본사 수익은 사업 초기에 40억원으로 많았으며, 작년에 17억원과 현재

18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듬.

- 컨설팅 업무, 교육사업, 건설사업 등이 크게 줄었기 때문임.

- 가장 큰 수입은 귀농자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로 7~8억원 선임. 서비

스 수수료는 전체 귀촌 비용의 15%를 받음.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으나 전문인력 3명을 지원 받은 것 이외에 인

건비 지원은 받지 않았음.

-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인건비를 지원받

는 전문인력의 경우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크게 떨어지고 이직이 잦은

편임.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이 확장되었는데, 고객인 귀촌인들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이므로 믿음이 간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도 있었음.

사회적 목적 달성

○ 성공가능성이 높은 귀촌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개인별 귀촌이 아니라 귀촌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농촌에서 할 일

을 사전에 생각하고, 생태마을을 만들며 기존 농촌마을 주민과 융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귀촌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귀촌인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농업 아니면 없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부족한 편임.

-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농촌도 도시와 같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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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깨달음이 중요함. 예를 들어 미용기술을 익힌 후 지역민들에 이발

소 봉사활동이나 사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귀촌인들은 기존의 지역주민들과 떨어진 곳을 선호하고, 과거 자신들

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의 극복이 중요함.

- 귀농 귀촌 후의 교육을 위해 임경수 전대표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짧게는 3박4일에서 길게는 8개월 과정의 귀농 귀촌 지원프로그

램이 있음.

향후 사업계획 등

○ 행안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이게 자리잡는데 필요

한 컨설팅 작업을 준비 중임.

- 강원도 내 43개 마을기업에 대하여 A, B, C, D로 등급을 나눈 후 상위

인 A와 B 등급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조하여 작

업 중.

○ 도농교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농촌을 크

게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그리고 농촌에서 잘할 수 있는 일

에 집중해야 하지만, 도농교류에 집중하여 컨설팅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임.

- 기존의 지역주민에 의한 인식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에 의한 인식변화가 필요함. 그러나 자본에 의한 변화는 부작

용을 낳을 수 있고,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가 교류에 의해 발생되는 인

식변화가 가장 효율적임.

○ 성공적인 귀촌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을 변화시

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함.

-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사업을 구조화할 것인지 고민 중임.

- 젊은 나이에 귀촌하면 지역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의식

이 완전히 잡힌 늦은 나이에 귀촌하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지역의 빈집들을 이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킬 사업을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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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20억 원 정도의 목돈을 조성하여 빈집 사업을 진행해볼 계획임.

- 1채당 1억 원 정도면 매입과 수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의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고, 유휴화되고 있는 텃밭을 활용하여 타

운을 조성할 경우 새롭게 귀촌인 타운을 조성하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절약하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법적 소유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빈집에 임대로

들어갈 사람들이 집을 고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 부담된다는 단점이

있음.

○ 농촌에 많은 지원정책들이 있지만 귀촌인들에게는 세세한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고 있음. 기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귀

촌인들에게만 지원 혜택이 주어질 경우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귀촌

인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추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

10. 두레건축

사업개황

○ 강릉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로 독

립하여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받음.

○ 주거복지, 유료건축, 건축자재 물류 사업을 수행하며 2010년 매출액은

3억 정도임.

운영 실태와 경제적 지속성

○ 공공사업인 현물주거급여와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매출의 80%를 차지하

고, 민간시장은 20%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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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주거급여 대상인 1,000여 가구로 큰 편이 아님.

○ 매출액 중 직·간접 인건비가 25%, 자재비가 55%, 부가세가 5%, 수익

은 15%였음. 수익 15%은 경상비 10%를 제하면 순이익은 5%였음.

○ 사업확장을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하였음.

- 일반시장 진입을 위해 자체 재원으로 ‘공감’이라는 인테리어점을 냈는

데, 곧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닥쳐 실패함.

- 황토벽돌사업을 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했는데 노동부의 인력지원사업

를 못하게 되어 중단된 상태임. 이는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자활근

로사업으로 수행을 협의 중임.

- 주거복지센터를 하기 위해 지역 실태조사를 했는데 자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추진을 못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기술 인력과 영업 인력의 부족, 자본금의 부족

은 약점임.

○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보면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환경사업,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자체

마다 집수리사업이 있어 시장확대에 제약이 있음.

- 두레건측은 지자체, 지역 고용지원센터와 관계가 밀접하지 못한 문제

가 있음.

- 지자체의 경로당개보수사업, 장애인주택개선사업, 취약계층 주택 보수

사업 등의 확보가 중요함.

사회적 목적의 달성 등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비용 절감을 통해 주거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 내 거주 환경 및 공간을 생태적이며 친인간적

으로 조성함.

○ 취약계층 출신 3명이 소사업자로 성공하고 추가 고용도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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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와 목공은 직접 시공하고 도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기타 시공은

협력기술자들에게 맡기는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3인의 유한회사로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종사자의 책임성이 높음

- 1인 1표 의결권, 임원 임기제 실시.

○ 한국주거복지협회, 강원주거복지네트워크 회원사로 활동, 강릉시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참여 등 사회적기업가로 신념이 투철하고 헌신적임.

11. 사람과공간

사업개황

○ 집수리 자활공동체 2개를 묶어 여수주거복지센터를 만들고 이를 사단

법인 ‘사람과공간’으로 전환함. 최초의 2008년 집수리 부문 최초로 사

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 집수리사업 외에도 재활용사업과 도시락·밑반찬사업을 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거복지 공헌 사업으로는 건축, 집수리, 난방효율 개선 사업 외에 주

거복지 관련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 친환경 주거용품 및 자재, 아토피와 새집증후군 예방용품, 냄새 제거용

품 판매.

- 황토벽돌집 및 전통가옥, 태양광주택, 도배와 장판, 인테리어 기술학교

를 운영.

○ 주요 연혁

- 2003년 12월 집수리자활공동체 1호

- 2007년에 집수리자활공동체 2호를 결성하고, 공동체 1호와 2호 묶어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함.

- 2008년 ‘(사)사람과공간’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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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태와 경제적 지속성

○ 현물주거급여, 독거노인집수리사업, 장애인가구주택개선사업, 주택에너

지효율화사업 등 공공물량이 매출의 다수를 차지함. 민간시장에선 일반

건물 샷시 사업이 대부분임.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사업을 내

부 시장으로 가지고 있음.

- 공공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와 계약하여 ‘사람과공간’에 맡김.

- 집수리공동체 1호, 2호, 사회적기업이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

나, 구성원들은 다중 멤버쉽을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도 긴밀히 결합되

어 있음.

○ 모 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시공 능력이 높

아 경쟁력이 있음.

○ 에너지효율화사업,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확

대가 예상되나, 지자체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인식 부족으로 해당 사업

을 사회적기업에 직접 주지 않음.

사회적 목적의 달성 등

○ 각 사업부문별로 자립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하고 있음.

- 집수리사업 5명, 건축자재판매사업 2명, 재활용사업 2~3명, 도시락·밑

반찬사업으로 5명.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비용 절감,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

리창출을 도모함.

- 인테리어, 도배, 장판 등 자체 기술인력이 있고 지역 내 인력 풀 구축.

○ 실질적인 경영자인 부대표는 사회적기업가로 신념이 투철하고 헌신적

이며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힘쓰고 있음.

○ 모태기관인 ‘(사)일과복지’를 중심으로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공제조

합, 기타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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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규모가 상당하고, 유기적 긴밀성에 힘입어 ‘사람’과 ‘돈’의

‘내부순환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12. 청정에너텍

사업개황

○ 횡성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로 독

립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 독자적으로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횡성군의 선별장을 추가로 위

탁 운영하고 있음. 제천시를 비롯한 인근 8개 지역에서 플라스틱 등 수

집 및 처리사업과 소형폐가전 재활용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플라스틱 수거: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삼성물류센터(원주, 강릉), LG물류센터(원주),

횡성군청정환경사업소, 인제군 환경사업소

○ 청정에너텍의 구성원은 37명이고 2010년의 매출액은 4억원임.

○ 주요 연혁

- 2004년 5월 지역자활선터의 재활용사업단에서 시작.

- 2008년 7월 횡성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와 함께 자활공동체 출범.

- 2008년 8월에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10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

- 2009년 7월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시작.

운영실태 및 경제적 지속성

○ 매출이 늘어 2011년 상반기의 매출이 3억 1천만원이며 월 평균 140톤

을 처리하고 있는데, 완전 자립에 필요한 물량은 월 200톤임.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합쳐 1억 2천만원의 수익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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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선별장 위탁 추진, 원주 지역내 다른 사회적기업의 협력을 통한

원주시 물량 수집, 수집 자금 마련을 통한 공동주택 입찰, 지자체 선별

장 물량 입찰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횡성군 선별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으

며, 자체 수집 물량의 반입·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 인근 평창군에 현재 지자체 선별장이 없는데 2년 뒤 완공예정임.

- 수집 자금이 없어 공동주택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기업(농공단지)’ 물

량을 수집하고 있음.

○ 2010년 말부터 LG와 삼성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를 위탁받으면서 이

를 통한 폐전기전자제품의 해체/선별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매출품 생산

으로 수익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시장상황은 대체로 성장기회가 많은 편임.

- 수입원자재(석유 및 합성수지)의 가격상승으로 내수시장에서 활용가능

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공 합성수지류

및 재활용 원자재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재활용 원자재 수요 증대에 따른 단가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매출

액 증대.

- 반면 관련법 강화로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부담이 예상

되며, 유사 업체들의 경쟁 격화로 매입비용 상승 우려.

○ 청정에너택의 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3년간의 폐합성수지류의 사업 운영에 따른 제품 생산 노하우 축적과

유사 업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흐름 파악 능력 높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장 시설장비 증축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생산 속도를 높여 입고와 출고 간격을 좁히고 있음.

- 판매망 확보로 재고 물량이 적고 자금 회전이 빠름.

- 공장장과 반장의 책임체계로 생산과 품질 프로세스 관리가 뛰어남.

-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삼성, LG전자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위탁 업체

로 위상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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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달성 등

○ 플라스틱과 폐소형가전 자원순환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여 소각·매

립·불법해외유출을 막고, 적정 처리와 자원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이 분명하며 이를 잘 달성하고 있음.

- 지자체나 일반업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들을 효과적으로 선별

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게 처리함.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고유하고 경쟁력 있는

재활용 원자재 생산.

-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있음.

○ 지속적인 시설 보강과 작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고용으로 영

업력을 높이고 있음.

○ 출고 품목 별 거래처 매입단가에 따라 출고하고, 출고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 거래처의 관

리를 통한 매입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13. 유은복지재단

사업 개황

○ 유은복지재단은 1994년부터 청각장애인들에게 스스로 일해서 살아나가

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봉제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함. 당시 부

산과 대구 지역의 섬유시장 경기가 좋아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음.

- 1994년 개인사업으로 시작. 이랜드 캐쥬얼남방 등 대기업의 하청을 받

아 납품을 하였음. 또한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음.

- 봉제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음으로 일반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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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쉽지 않은데 청각장애인은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며 일반인들보

다 오히려 업무능력이 나은 편이었음.

- IMF 이후 봉제품 주문량이 80%가 감소하면서 봉제사업은 그만두게

됨. 대신 2004년부터 새싹채소 재배를 시작함.

○ 새싹채소는 중국에서의 수입 영향을 받지 않은 농산물로 기술습득도

쉬운 편이어서 생산품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음. 장애인 정서에도 좋으며

고용인원 소화에도 장점이 있음. 일반 시설농업은 많은 자본 필요.

- 돈까스 생산, 세탁사업 등 모색과정을 거쳐서 결정.

- 초기에는 재배기술과 경험부족 때문에 고전하였음. 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도 연간 매출액이 6,000만원에 불과할 때도 있었음.

- 무농약으로 재배한 새싹채소가 웰빙 열풍을 타고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함. 2010년 연매출이 약 13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새싹채소 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에 가까워져 이전과 같은 급속

성장은 멈추었다고 판단됨.

사회적 과제의 수행

○ 장애인 전문 직업재활 사업장으로, 전체 직원 74명 중 45명이 청각장

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임. 일부 새터민과 고령자, 장기 미취업자를 고용하고 있음.

○ 직원들을 위한 기숙시설은 없음.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차량 3대나 개인차량 등으로 안동시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음. 대

구 등 원격지에서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 있지만 기숙시설이

없는 관계로 재단에서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직원들의 연령은 대부분 20~30대의 미혼임. 40대 이상 직원은 적음.

-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사회적응에도 유리.

○ 급여는 노동부 최저임금 수준에서 근무 연수에 따른 차등을 두고 지급

하는 형태로, 이직률이 거의 없이 만족도가 높은 일터임.

○ 장애인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교육에만 짧게는 3개월에서 1년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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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소요됨. 장애인들을 각 공정에 투입해보고 재미를 느끼고 잘하

는 공정에서 교육하여 업무에 투입하고 있음.

운영실태와 경제적 지속성

○ 생산된 채소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판매됨. 가락시장의 중도

매인에게 가장 많은 물량이 출하되며, 양재와 성남의 하나로마트와 영

남지역의 롯데슈퍼 센터에도 납품되고 있음. 일부 물량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객들에게 직접 배송되기도 함.

- 식당, 백화점, 학교 급식업자 등.

○ 유통상의 어려운 점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 냉장 탑차로만 이동해

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큰 점임. 서울까지 배송해야 하는 경우 냉동 냉

장 탑차의 하루 이용료가 대략 30~35만원 선임. 물류비용으로만 대략 1

억 가량 소요되므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물류비용 때문에 인근의 대

구 경북지역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시장이 작아 전체 판매량

의 10%에 못미침.

○ 새싹채소 종묘의 최대 생산업체인 아시아 종묘에서 새싹채소의 종묘가

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직접 새싹채소

를 생산하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위협이 되고 있음.

○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2008년부터 어린잎 채소를 생산하기 시작함.

복지시설 옆 대형 비닐하우스(1,000㎡)에 아마란스, 경수채, 청경채, 적

겨자 등의 어린잎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음.

- 생산량도 많으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는 어린잎이 더 어려움.

○ 유은복지재단의 최종목표는 세금을 납부하는 장애인을 만드는 것임. 장

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시설투자

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시설투자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장

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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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평화의 마을

사업개황

○ 장애인을 고용하여 햄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하

는 사회복지법인임.

○ 2000년에 독일 견학에서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는 가

능성, 질 좋은 소시지와 햄을 만들면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

을 가지게 됨.

- 벤츠와 같은 최고급승용차 제작에서도 공정을 세분하여 장애인이 참여

하고 있었음.

- 당시 우리나라의 소시지와 햄은 품질 낮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인식

이 많았는데, 우수한 제주 돼지고기를 가지고 화학 첨가물을 배제하여

만들면 육가공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함.

○ 독일에서 식육 마이스터를 획득한 훔메유통의 임성천 사장에게서 식품

육가공 3개월 연수를 받은 후 가능성을 확인하고 2003년부터 정부 지

원으로 기본시설을 갖추고 시제품 제작과정에 들어감.

○ 2006년에 HACCP 기준으로 공장을 지어 2007년에 인증을 받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음.

- 총 6억원 중 3억 5천만원 지원(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억 5천만원은

자부담(이중 5천 5백만원은 일반 대출)

운영실태와 경제적 지속성

○ 제주가 시장이 작아 처음부터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 제주민의 돼지고기 소비가 삶아서 먹는 형태여서 시장개척이 어려움.

- 물류비가 매출액의 10% 정도로 비중이 높아 경영 압박.

○ 원료는 제주산 흑돼지와 일반 돼지를 사용함. 공급원이 협소하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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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심한 것이 약점임.

- 방역체계상 제주 외의 지역에서 원료 돼지고기를 들여올 수 없음.

- 2011년 구제역 파동 때 생고기의 육지부 유출이 많아 제주 돈육가격이

거의 두 배로 뛰는 등 어려움이 많았음. 원가 중 원재료비의 비중이 대

략 30%이므로 돈육 가격 변동의 영향이 큼.

- 원료의 고정 공급처는 있지만 가격과 물량을 정한 계약재배는 하지 못

하고 있음. 개인 농가에서 공급을 받더라도 축협 등 HACCP 인증 도

축장을 거쳐 거래하여야 함.

○ 제품은 햄류(등심이나 안심 등), 소시지류(고기를 갈아서 사용), 분쇄가

공육(스테이크, 돈가스, 함박 스테이크)으로 나뉘고, 빵도 약간 생산함.

○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소시지나 저가햄에 흔히 혼입하는 대두단백과 같은 증량제, 닭이나 오

리고기 등을 사용하지 않음. 돈육도 냉동이 아니라 냉장육 사용.

- 화학색소와 같은 첨가물을 쓰지 않고 마늘, 생강, 앙파도 건조 분말이

아니라 생야채를 사용함.

○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진공포장 후 냉장보관하므로 일반 제품의 유

통기한은 15일, 훈제는 30일로 짧아 유통에 어려움 있음.

-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의 반품은 받아주지 못함.

○ 제품개발과 디자인 수준은 아직 미비함.

- 제품의 영양 분석은 제주대학 교수에서 도움을 받기로 구두 약속.

- 디자인은 외부에 맡겨 왔는데 결과물이 불만족스러웠으나 앞으로 나아

질 것으로 예상됨. 브랜드 명은 ‘제주맘’임.

○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마케팅 전문인력 인건비를 한명 지원받고 있는데

성과가 있음.

○ 주요 판매처는 도내의 호텔과 리조트(30%), 포항과 울산 등 도외의 학

교급식(20%), 유통업체 매출(25%), 친환경 온라인 판매 등 소비자 직판

이 나머지를 차지함.

- 호텔은 가격할인 폭이 커서 이윤이 없음. 유통업자엔 30% 정도 마진

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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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에서 학교급식을 보호시장을 만들어 직거래하게 된다면 유통

비용을 줄여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임.

○ 2010년에 처음 일본 수출을 하였는데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길이 막힘.

- 일본시장을 겨냥한 기술전수, 상품 개발을 하였는데 발효햄 등 고가의

고급햄 시장으로 의미가 있음.

○ 2010년 매출은 4억이었는데 2011년은 8억을 목표로 하고 매출이 늘어

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 가동율이 15% 정도로 판매망 확보와 신제품 개발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과제임.

- 연간 80톤 작업. 설비의 생산능력은 1일 2톤 정도.

○ 향후 계획으로는 생산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2억원)이 확정되었고,

외부 방문자가 찾을 수 있는 견학시설과 레스토랑을 갖추어 관광코스

로도 발전할 수 있게 투자하고 싶다고 함.

사회적 목적 달성 등

○ 평화의 마을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터전’이라는 긍정적 개념을 지향하는 의미임.

-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재활원, ◯◯복지시설 등으로 안 좋은 이미

지를 갖기 쉬운 점을 극복하기 위함.

- 현재 집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14명)과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8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독립하더라도 이 부근에서 마을을 이루어 살 수 있

도록 계획.

○ 주로 지적 장애인들이 많이 일하는데 공정을 세분하여 한 사람이 1~3

가지 일을 담당하도록 함.

- 공장에는 15~20명이 일하는데 기계는 사용하지만 자동화는 하지 않음.

가공 물량이 작고 고용 유지를 위함. 사람은 작업기를 운전하고 기계

공정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함.

- 취업희망자가 오면 4주 정도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고 3~6개월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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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정식으로 고용하게 됨. 지금 훈련과정에 있는 사람이 10명 정

도임.

- 1일 4시간 근로자는 월 46만원, 풀타임 근로자는 초과수당까지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어 경제생활과 사회적 자립에 큰 역할을 함.

- 2011년 사회적일자리 지원 10명 (인건비의 70%), 나머지 인원은 장애

인 고용장려금을 받음.

- 인건비 지원을 받더라도 생산성 격차를 다 따라잡기는 어려움. 인건비

지원도 차등화되어야 할 것임.

○ 일반인은 9명 있음. 사회복지사 5명, 직업재활 전문가, 식품가공 전공,

마케팅 전문가, 실험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각각 1명씩 있음. 사회복지

사는 직무지도, 상담, 사회적응훈련 등을 맡음.

-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재활시설 지원금에 포

함되어 나옴. 복지사 4명 인건비와 운영비 연 1억 5천만원.

○ 대표와 외부 인사 7명으로 이사회(감사 별도 2명)는 1년에 두 차례 개

최하나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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