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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보고서는 2011∼13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장기 

육성 략’연구의 1차연도 탁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이다.농 분야의 커뮤

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해 국내외 간지원조직 추진사례를 조사,분석함으

로써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도출하고 한국형 농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

원조직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 략을 수립하고 정책 안을 모색하는 데 연

구목 이 있다.

한국의 CB정책은 CB육성에 한 종합 인 지원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 아

니라 부분 CB의 창업  양  확 에만 이 맞추어져 있다.CB자체에 

한 사업지원보다는 이를 육성하는 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지원정책이 수반

되어져야 한다.농 형 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농어 공동체지

원센터의 경우, 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에 장 착형의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농 형 간지원조직은 앙단 , 역단 ,지역단 에 

다양한 형태의 간지원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이것을 인증제를 통해 간

으로 리·지원할 필요가 있다.CB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앙단 ,지자체,

간지원조직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  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농 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공동화 등의 문제는 농 형 간지

원조직의 활동 자체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간지원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 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간지원조직은 행정의 향력

이나 행정에 한 의존력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때문에 독립 인 지 를 갖고 

행정과의 등한 계 속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를 해 

농 형 간지원조직은 첫째,도시민이나 지역청년들을 상으로 한 교육을 통

해 농 으로의 인재유입을 도모하고 CB의 창업이나 간지원조직의 활동가,

볼런티어로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재양성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독립된 기 조성이 가능한 독자사업의 운 이 필요하다.국내 간지원

조직들은 재정  측면에서 부분 행정에 의존하고 있다.공 지원정책 속에서

만 간지원의 기능을 하는 실에서 벗어나 경 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수익보장활동이 필요하며,이를 통해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성장이 요구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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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RolesofIntermediariesforCommunity
BusinessVitalization

This is a report of a commissioned research project, ‘Mid/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of Community Business’ for 2011-2013. In order to vitalize community 

business in rural areas, this study drew roles of rur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by 

investigat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Ultimately, we tried to find policy alter-

natives and establish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Korean model for rural com-

munity business intermediaries.

  The Korean CB policy doesn’t include th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and fo-

cuses on the establishment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CB. For CB invigoration 

the support policy for community business intermediaries (CBIs) is needed. As the 

Rural Community Support Center as a rural CBI i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

ment, community based support is limited. Therefore CBIs have to promote various 

types of intermediary in centr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nd indirect management 

by certification is needed. For CB invigo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

ment and intermediaries should divide their roles and build organic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rur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are likely 

to restrict CBIs’ activities. Also there is a lot of concern about dependence on and 

influence of administration, because rural areas don’t have diverse infrastructure for 

active intermediary’s work. Thus CBIs have to be independent and draw up measures 

to network on an equal footing with administration.

To achieve this, 

  1) CBIs need to concentrate on cultivating people of talent. Through education for 

urban people and rural youths, they should promote the influx of talent toward 

rural areas and make a system to involve them in CB as volunteers, en-

trepreneurs an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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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BIs have to be independent by their own funding. Currently most domestic 

intermediaries depend financially on administrat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management, intermediaries need activities guaranteeing profits to be in-

dependent businesses.

Researchers: Jae-Hyun Kim, Yoo-Lee Tae, Hyo-Jung Lee, Yun-Jeong Lim
E-mail address: jaehyunk@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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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연구 배경과 목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목표로 달려왔다.2007년에 1인당 국

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섰으며,이제는 2020년까지 4만 불을 달성하여 진정한 선

진국으로서 도약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그러나 4만 불 시 는 실제로  사

회구조와는 많은 차이 을 갖고 있을 것으로 측되며,가장 표 인 변화가 

공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환이다.

OECD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의 35%를 지식기반산업에 의해 얻고 있는 것

으로 추산되는데,선진국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지식노동의 비 이 

증가할수록 종사자가 갖게 되는 여가시간이 많아지므로,커뮤니티 내에서의 클

럽활동이나 볼런티어 활동이 늘어나게 된다(神野直彦,澤井安勇 2004).이러한 

활동들은 시민들의 의식 환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부족한 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소유욕구’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며 사회발 에 기여하고자 하는 ‘존재욕

구’의 실 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Maslow1968).즉,함께하는 활동들을 통

해 시민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되고,지역사회에서는 자발 인 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생산  공 하

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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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Business:CB)는 바로 이러한 배경아래 형성

된 시민들의 자발  력의 소산이다.생활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고자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생산  공 하여 지역경제의 순환과 활성

화를 도모한다.이러한 에서 CB는 가까운 미래에 생활과 착된 형태로 지

역사회의 발  동력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 되어지고 있다.이미 이러한 형태

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정부의 주도아래 추진

되어 왔다.새로운 정책 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일시 인 효과는 발생되었지

만,획일화된 제도권 범  내에서의 추진은 지역성이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

인 성과의 도출로 이어졌다. 한,끊임없는 정책개발과 지역으로의 투입은 

지역민들의 정부정책에 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래했다.

이러한 재의 상황에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생활공동체가 주체

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한다”는 CB의 개념

은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 을 극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성을 가

져올 수 있는 정책 안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붕괴 일로에 있는 생활공동체를 회복시켜 CB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CB자체가 성립하기 해서도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자원과 기능을 네트워킹할 수 있어야 하며,창업 이후 운 인 측면에서도 지

속 으로 다양한 문성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CB의 특성상 이

것을 육성  지원해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간지원조직(intermediary)은 필

수불가결한 존재이다.

농 에서도 지역활성화의 일환으로서 CB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소수의 마을리더가 심이 되어 마을가꾸기를 추진해왔던 지역활성화 방식과 

달리 CB는 리더십을 분산시켜 네트워크형 리더십의 체계를 지향하고 있기에,

 농 의 응방식으로는 CB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다.고령화·과소화로 인

해 자체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CB지원시스템을 갖춘 간지

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 사회에서 C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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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정립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연구 범 와 방법

CB의 활성화를 해서는 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인 간지원조직에 한 국내외 동향

을 악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정책  환경 속에서 간지원조직

이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연구 범

이제까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에 한 연구가 국내외를 통틀어 

세분화되거나 도 있게 선행되어오지 않았기에,본 연구에서 간지원조직의 

일반 황에 한 조사는 SB1를 포함한 사회  경제 역 반의 의  범 에

서 근하 다.구체 인 황조사  사례조사의 경우에는 활동범 를 CB와 

농 지역에 을 맞춰 수행함으로써,최종 으로 농업농 분야에서의 커뮤

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한 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1SB(SocialBusiness,소셜비즈니스)란 사회  과제를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여 해결

하는 개념으로,CB와 사회 기업을 모두 포 하는 역이다.일본이나 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CB와 사회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SB라는 큰 틀에서 근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시범사업단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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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법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로 구분되며,이를 바탕으로 간지원

조직의 역할  농 형 간지원조직의 육성방향을 수립하고자 하 다. 간지

원조직의 일반론에 해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문가 인터뷰를 통해 CB 간지원조직의 표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하 다.사

례분석에 있어서,국내의 경우에는 정책단 ,지자체단 ,민간단 에서 근

하고 있는 간지원조직의 황을 조사하 으며,국외의 경우에는 CB의 표

인 간지원조직 사례와 련 제도에 해 일본, 국의 사례를 조사하 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농 분야 CB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도출해내

고 한국 농 황에 맞는 간지원조직의 창출 략  정책  과제를 제시하

고자 하 다.

간지원조직의 일반 황 조사
∘개념과 등장배경
∘커뮤니티 비즈니스와의
계

국내 황 분석 국외사례 분석

∘정책단 추진 황
∘지자체단 추진 황
∘민간단 추진 황

∘ 국의 간지원조직 사례
∘일본의 간지원조직 사례

간지원조직의 역할도출 ➡
농 활성화를 한
간지원조직의
정책과제

그림 1-1.연구의 흐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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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간지원조직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1. 간지원조직의 개념과 등장배경

사회환경 개선을 해 각각의 독자 인 단일활동을 해왔던 민간 비 리섹터

의 그룹들은 복잡·다변화해지는 사회 속에서의 응을 해 타 섹터나 기 들

과 트 십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융합방식을 모색하여 시 지효과를 발생시

키고자 하 다.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실천하

는 NGO,NPO등의 민간 비 리섹터의 설립과 활동을 진하는 매개자로서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간지원조직이란 일반 으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 의 교류를 조정하

는 기 을 말한다. 간지원조직은 자신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이해 계자의 

니즈를 명확히 악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재,자 ,정보 등)을 제공해주

거나 다양한 주체 간의 제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日本 內閣府 2002;김재

 등 2009;커뮤니티 비즈니스시범사업단 2011).

표 인 유형으로는 클러스터 방식이 있다.특정 분야에 있어 련된 기업

이나 연계기업, 문성을 가진 생산자, 학,단체 등이 지리 으로도 인 해있

어,경쟁과 동시해 력하는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응하는 

형태이다.이러한 클러스터 방식의 구조는 다음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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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클러스터의 모형

자료:谷本寛治(2006).

이러한 멀티거버 스의 구조 속에서 력활동이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해 계자들 간의 계를 조정하거나 활동주체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제공하

여 채워  수 있는 조력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네트워크형 시민사회의 성

장과 함께 간지원조직이 등장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간지원조직이 보편 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

며,선진국에서 간지원조직이 도입된 배경과 시민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한국

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

1.1. 미국

미국은 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  도입한 나라이다.1800년  후

반에 ‘인 라스트럭처 조직(InfrastructureOrganization:IO)'이라는 용어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당시에 갑자기 지역자선단체들의 수가 폭발 으로 증가하

2강내 (2008)과 김재  등(2007),김재  등(2010),커뮤니티 비즈니스시범사업단

(2011),山田晴義(2006)과 塚本一郎,柳澤敏勝,山岸秀雄(2007),Lester(2002)의 내용

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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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들의 활동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내용의 복성을 조정해주고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이것이 미국 간지원조직의 

기 형태이다.1970년  이후 비 리섹터의 활동분야가 보건·복지에만 국한되

지 않고 환경과 술문화,IT,농림업,국제 력 등으로 확 되면서 각각의 분

야에서 활동하는 문성을 지닌 간지원조직들이 증가하게 된다.미국의 경우 

‘재단(Foundation)'이 가장 많이 알려진 간지원조직의 형태이며,그 외에 미

국 NPO활동의 강화를 해 설립된 NPO네트워크 조직인 ‘인디펜던트섹터

(IndependentSector)'도 표 이라 할 수 있다.

간지원조직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결정 인 배경은 정부에 의해 직·간 으

로 추진된 NPO의 자립화의 향이었다.당시 미국은 증하는 NPO에 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나 지원한도가 한계에 도달했었다.결국 정부는 NPO에

게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보조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으며,이로 인해 

탈세개 법이 제정되면서 NPO의 회계 리에 해서도 정부감시가 엄격해지

고,NPO에서는 이를 담당해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도 불거졌다.다른 한편

으로,NPO들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사회사업 활동이 증 되자,계약조건을 

충족시키기 해 경 체계의 개선과 활동에 한 문화가 요구되었다.이에 

한 공통된 응수단이 요구됨에 따라,NPO의 활동을 진시켜  수 있는 기

능을 가진 간지원조직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1.2. 국

국의 간지원조직은 IO,엄 러 조직(UmbrellaOrganization),로컬 디

벨롭먼트 에이 시(LocalDevelopmentAgency)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

다.사회서비스에 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정부는 이것을 담당해  수 있

는 주체로서 볼런터리·커뮤니티섹터(Voluntary&CommunitySector:VCS)를 

내세우게 되었다.이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련된 지역의 주요 공공서비스의 

제공  핵심역할이 지역의 VCS에게 임된다.VCS의 활동이 진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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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행정,VCS간의 네트워킹  커뮤니 이션을 조율해  수 있는 

개자인 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것의 기모델이 1919년에 설

립된 국사회서비스 력회이다.

이후 이들 기 은 정부와 시민섹터 간에 트 십을 구축하고 지역 내 구심

 역할을 하며,지역에서 인재육성이나 문가 매칭,자 조달 등의 활동을 지

원해주면서 VCS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이와 같이 국은 사회정책에 

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가격제  민 화의 도입을 

통해 지역단  간지원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1.3.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보편 인 용어인 ‘간지원조직(Intermediary)'은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다.일본에서는 이 외에 MSO(ManagementSupportOrganization)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일본에서 간지원조직이 발달한 계기는 NPO

법의 제정과 한 계가 있다.1995년 고베 지진 발생 이후 일본의 시민

사회에는 수많은 볼런티어 그룹들이 등장하게 된다.이들이 바탕이 되어 지

역에서 풀뿌리단체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볼런티어활동을 넘어 주민자

치,지역자치에도 극 으로 참여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 그룹들을 보다 조직화,체계화될 수 있도록 간 으로 지원

하기 해 NPO법(특정비 리활동추진법)을 1998년에 제정한다.제도  지원 

아래 NPO들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인재나 자

,정보 등을 제공하 다. 한,행정과 기업,주민,NPO간의 연 계를 활

성하기 해 간지원조직인 NPO서포트센터가 설립된다.정보센터사업,인재

육성사업,지원사업,정책 안운동을 심으로 시민운동과 시민활동,시민사업

이라는 NPO만의 활동들을 지원해나가면서 일본 NPO가 발 할 수 있는 기틀

을 제공하 다.2011년 재 300여 개 정도의 조직들이 일본 역에서 활동하

고 있으며3,이들이 심이 되어 일본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간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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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들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1.4. 국

우리사회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에 한 욕구가 상

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도농  빈부격

차의 심화라는 복합 인 사회·환경문제들의 발생과 함께 사회 심리  불안과 

소외감,갈등 등을 겪어왔기 때문이다.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종다양

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고  요구에 해 으로 국가가 가진 역량이나 재

정만으로는 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0년 에 들어서는,‘고용 없는 성장’의 기에 직면해 있었기에 한국 정

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추진하게 되었다.시민들이 요구하는 사

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해서 국가가 담해왔던 역할들을 시

민섹터로 이양함으로써,생산  공 이 공존하는 사회  경제 역과 비화폐 

경제시장을 새롭게 형성하는 방안이었다.이에 한 솔루션으로서  사회 기업

이나 CB등의 민간단  사회서비스 공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 으며,동

시에 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물론,그 에도 간지원조직은 한국에 존재해왔던 개념이다.단지 그 기능

이 단편 이거나 비 이 작아 시민사회 속에서 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민간

단 의 사회서비스 공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육성하는 

간지원조직에 한 역할  요구도가 높아지면서,시민사회에 흩어져있던 기능 

 의미를 재구성해내고 한국만의 간지원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별로 간지원조직의 등장배경을 비교해보면,자의 이든 

타의 이든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공통 이 있다.볼런터리 커뮤니

3일본NPO서포트센터 홈페이지(http://www.jnpoc.ne.jp)-NPO서포트센터 목록을 참고하

여 추정함.



10

티조직의 센터  기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회(自晦)  활동을 펼쳐나가

는 것이 특징이었다.시 의 흐름에 따라 필요에 의해 등장하 지만,그 물꼬를 

튼 것은 정부의 정책  배경과 의도가 바탕이 된 것이었다.따라서 정부에 

의한 트 로서 필요한 요소를 개해주거나 이해 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코디네이터 하는 기능이 공통 으로 요구되고 있다.단,지역단 에서의 활동

을 확산시켜나가는 일본과 국의 경우에는 인재육성에 한 간지원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비해 한국은 앙  역단 에 간지원조직이 등

장하는 단계로서 자 지원을 심으로 한 사업지원기능에만 아직 머물러 있다.

항목 미국 국 일본 한국

용어 IO IO,UO,LDA
간지원조직,

Intermediary,
MSO

간지원조직

도입
년도

1800년 1900년 1990년 말 2000년

최 의
간지
원조직

Charities
Information
Bureau

국 사회
서비스 력회

NPO
서포트센터

주요
기능

비 리섹터 내
사회서비스
효율화 한
NPO지원

정부-시민섹터
간 트 십
구축,인재육성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사회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효율화 한
SB사업체 지원

활동
역

앙, 역 지역 지역 앙, 역

표 2-1.국가별 간지원조직의 등장배경 비교분석

한국의 경우에 사회서비스 공 체계가 국에 균형 으로 안착되기 해서

는 지역단 에서도 간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

역 벨의 간지원조직이 략 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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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지원조직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사회 반에서 이

들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간지원조직은 활동 역에 따라 세분화되고 문

성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맥락 속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 도 

형성되었다.

CB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주민이 직  풀어냄으로

써 참여만족도가 높은 창의 인 사회를 실 하는 데 기여한다(김재  2010c).

특히,지역구성원의 자율성이 토 가 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지만,본인

들의 삶과 연계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방식

이므로,지역경제의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자 지역경제순환을 

제로 지역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 기 으로 요구되는 것이 자 과 인재,

경 능력 등이다.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에 해 구체 으로 응해  수 있는 은행이나 헤드헌 기 ,경 컨설 회사 

등이 존재하지만,경 기반이 취약하고 공동체성을 제로 하고 있는 CB는 일

반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의 응이 용이하지 않다(関東経済産業局 2005a;関

東経済産業局 2005b).따라서 CB의 창업과 운 에 해 도움을 주고 지원해  

수 있는 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은 CB의 창업과 활동을 진하는 

매개자라 볼 수 있다.희망제작소(2009)에서는 간지원조직을 CB가 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과 CB가 트 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CB창업  운 을 

한 물 ,공간 ,제도  지원  련 지식을 제공하는 기 이라 말하고 있다.

기존의 간지원조직은 <표 2-2>와 같이 민간 비 리섹터의 활동 역을 확

장시키고,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를 형성시키거나 매칭해주며,비 리활동의 계몽,비 리조직의 환경개선을 

한 정책 안,비 리조직 상의 컨설   교육, 련된 정책조언 등을 하고 

있다(吉田忠.彦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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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역할

정보수집
제공기능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자원과 기술
의 개기능

∙정보제공이나 상담업무 이외에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 ,인재 등을 지원하거나 이를 제공해 수 있는 제공자와 개

인재육성 기능

∙단체의 자립을 해 필요로 하는 조직운 ,자 확보 등에 응
가능한 인재 양성
∙활동가로 재무,세부의 문지식 컴퓨터 련 지식,기술을 가
지고 있는 인재 육성

상담
컨설 기능

∙단체가 체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 노하우를 제공하고, 련
해서 어려운 이나 문제 등을 컨설 해

네트워크
교류 진기능

∙다양한 형태와 가치 을 가진 기 들을 네트워크 하거나 각각의
기 이 가진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목 을 달성하도록 그것에
필요한 교류 견학,토론회 등 의사소통을 도모

NPO
평가기능

∙기 의 활동지표를 활용해서 활동실태나 정보에 한 수 을 정
부,기업,개인 등 지원기 에게 제공

정책제안기능
∙사회 문제를 이슈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을 창출
∙지역문제해결을 해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정책제
안기능을 강화

조사연구기능
∙ 간지원조직만이 실행가능한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 특정사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
∙정책제안기능을 수행하기 한 기 작업단계의 일환으로서 실행

표 2-2. 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료:김재  등(2010).

그림 2-2.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의 역할

자료:김재  등(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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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도 이와 유사하게 CB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ⅰ)정보의 송·수신,ii)자원과 기술의 개,iii)자 의 연결,iv)인재의 육성,

v)경 능력의 향상,vi)사업체에 한 평가,vii)커뮤니티의 가치창출 등의 기

능을 한다(石田正昭,2008).

그러나 기존 간지원조직과 차이 이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항목이다.

첫째,커뮤니티활동에 한 지원과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기능이 동시에 부여

된다.CB는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정

보의 송수신이나 세미나,토론회,교류의 장 등을 통해 주민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한편으로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미션의 달성,주

민들로 구성된 조직 리,지역에 한 기여 등을 고려한 사업성과 CB만의 회

계  특성지원,상품개발  업,마  등에 한 경  지원 등을 한다.

둘째,CB는 지역이해 계자들과 네트워크방식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에서 

이에 한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활용가능한 지역자

원 요소를 도출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결

정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연   력 계를 이루

어내는 기능을 한다.에이 시의 기능을 살려 상호 간의 자원과 지역성을 다양

한 조합을 통해 살려냄으로써 지역 계자들 간의 계를 형성시켜내는 것 

한 CB 간지원조직의 큰 역할이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종합해 볼 때,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 이

란,지역 내에서 C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CB사업자를 포함하여 CB를 둘러싼 

이해 계자들을 지원해주는 기 으로서, 동가능한 기   멘토와의 네트워

크를 형성해주고 인재, 융,창업  운 의 노하우(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지역네트워크 구축,마 을 포함한 사업경 ,조직 리 등)와 기타 

요한 정보  인맥 등 직·간 으로 제공해주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공 자

와 사업자를 개해주는 기 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한,지원기능에 한 수요가 CB분야에서  높아짐에 따라 특화된 간

지원조직의 설립이 요구됨과 동시에 여러 기존단체들의 연 력을 통해 지역

에서의 CB 간지원기능을 실행해나갈 것을 기 하고 있다(NPO法人 コミュニ

ティビジネスサポートセンタ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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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외 간지원조직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지역단 로까지 확산되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과 일본의 간

지원조직에 해 앙정부 단 에서의 추진시스템과 구체 인 사례를 조사하

다.CB에 한 정부주도형 지원정책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의 사

례와,정부주도형의 정책  지원은 포 이나 지자체  민간단 에서 극

인 CB지원을 실행해나가는 일본의 사례에 해 살펴본다.

1. 국의 간지원조직

1.1. 사회· 책  추진 경

1.1.1.정부와 비 리섹터의 계변화

국의 사회 경제 역의 황  지원시스템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검토

되어야 할 것이 비 리섹터의 황이다. 부분의 사회 경제 역은 비 리섹

터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고,지원시스템도 포 이면서 다양화되고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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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NPO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보수당정권시 의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부터이다.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은 정부가 제공해왔

던 공공서비스분야를 민간으로 이양한다.사회구조가 다원화되면서 공공서비

스에 한 수요도 다양해진 반면,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수혜자의 여

건에 계없이 획일 으로 공 되었고,평균  수요자의 기 에 맞추어 서비스

가 제공되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NPO에 한 기 치가 차 높아

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와 NPO의 계는 다원화된다.공공서비스의 성격이나 

추진역량에 따라 ‘정부우 모델(govermentdominantmodel)’,‘제3섹터우 모델

(third-sectordominantmodel)’,‘이원모델(dualmodel)’,‘동모델(collaborative

model)’등 다양한 형태의 계형성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NPO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부와 

NPO의 동모델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은 정부와 비 리 역 간의 다양한 형태의 계형성을 통해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고 비 리조직은 다원  정책형성 네트워크에 있어서 요한 행 자

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여기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비 리섹터와의 계에 있

어서도 여 히 정부주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 리섹터

의 자발 인 움직임까지 정부 심으로 일원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 

표 인 사례가 ‘의의 사회 기업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1.2.‘제3의길’과 트 십정책의 개

1997년 총선거에서 당선된 토니 블 어 수상의 신노동당정권의 정치노선은 

‘제3의길(thirdway)’로 특징지을 수 있다.제3의길 노선은 국의 복지체계에 

두 가지 주요한 과제를 제기하 다는 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즉,‘

트 십(partnership)’을 강조하 다는 과 ‘사회 기업’과 ‘사회 경제’의 개념

을 역설하 다는 이다.이러한 정치  향력을 받아 통 인 비 리단체의 

개념을 표하는 채리티(charity)의 이미지를 넘어 재화와 서비스의 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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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한 의존도를 높여 차 기업가  마인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환하게 되고,그것을 표하는 개념으로 VCS(Voluntary&CommunitySector)

가 등장한다.

한편,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국정부는 지방정부의 

화(ModernisationofLocalGoverment)와 폭넓은 이해 계자와의 트 십

을 형성하여 공공섹터의 개 에 착수하 다.이러한 트 십 정책으로의 환

은 VCS에 있어서도 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첫째,서비스공 의 역할이 국가로부터 독립  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지

까지 정부서비스의 보완  제공에서 정부재원을 기 로 하면서 VCO(Voluntary

&CommunityOrganization)가 독자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

되었다. 한,정부기 과 VCS와의 의구조에 한 기 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콤팩트(Compact)’와 ‘지역 략 트 십(LocalStrategicPartnership;

LSP)'으로 구체화된다.

콤팩트는 일종의 정부와 VCS와의 정문서로서 국 벨의 콤팩트와 지자

체 벨의 로컬콤팩트(LocalCompact)가 있다.콤팩트는 법  구속력은 없으며,

2004년 당시 94%의 지자체가 정을 맺었다.그러나 내용 으로 보면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콤팩트가 검토되고 있다.

지역 략 트 십(LSP)은 공  서비스개선을 목 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민

간기업섹터도 포함하는,보다 포 이면서 략 인 트 십이라 할 수 있

다.즉,‘공공섹터+민간섹터+VCS’가 함께하는 지역 동기 의 개념인 것이다.

LSP가 작성되면 각각의 단 에서 ‘커뮤니티 략’을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

고 있다.

국은 이러한 지역정책의 토 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가 활

성화되고 있으며,그것의 한 형태를 CB라 할 수 있다. 국의 정부와 VCS의 

계와 역할,지방분권과 역량강화, 트 십에 의한 지역정책,커뮤니티활성

화의 요성 강조 등 사회 반 인 인 라구축이 CB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CB 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이 시간 으로나 

공간 으로 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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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지역 략 트 십(LSP)과 지역 정(LAA)의 체계

자료:OfficeofDeputyPrimeMinister(2004;2005);塚本一郎 等(2007).

1.2. 간지원조직  추진시스

국에서 간지원조직이 지역VCS의 코디네이터로서 그리고 정부섹터와의 

연 의 열쇠를 쥔 기 으로서 의의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이후이다.

국에서 간지원조직이 나타난 사회경제 인 배경을 살펴보면,첫째,공공정

책과 사회정책의 변화에 의해 지역의 주요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한 VCO

의 역할이 차 커지고 있다는 이다.특히,보수당정권의 커뮤니티 어 개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지방VCS의 이해를 표하는 지방 간지원조직의 요

성이 속하게 부각되었다.

두 번째로 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한 VCS(NPO)의 인지와 

양자의 계성이 구축됨에 따라 간지원조직의 상이 높아지게 되었다.지역

VCS의 이해를 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와의 교섭과 정책제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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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간지원조직에 요구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VCO의 

계자들도 문성이 향상되었다.세 번째로 로컬콤팩트와 LSP를 비롯하여 다양

한 VCS의 지원정책은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

다.네 번째로 VCS의 기반정비사업인 ｢ChangeUp｣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지

역의 간지원조직에게 심 인 역할이 기 되고 있고,그 자 도 간지원조

직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한편, 간지원조직을 유형화하면 ‘종합지원형(generalistbodies)’,‘기능별 

지원형(functionalbodies)’,‘문분야별지원형(specialistbodies)’으로 나  수 있

다.종합지원형은 간지원조직이 가지는 일반 인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고,

기능별지원형은 특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간지원조직이다(Burridge1990).

우리나라도 지역단 에서 다양한 유형의 간지원조직이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이 가지는 문성과 역할을 통해 사회  경제 역의 발 의 원동력이 될 

필요가 있다.이때 가장 유의해야할 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더라도 항상 

유기  계를 형성하여 그 효과성을 극 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1.3. Community Interest Companies4

1.3.1.기 개요

CICs(CommunityInterestCompany,지역공동체이익회사)는 SB사업체들의 

인증  지원하는 기구로, 국의 경제 신부(BIS;DepartmentforBusiness

Innovation&Skills)에 의해 2005년 6월에 제도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국의 SB사업체가 당시에 직면했던 문제들은 i)자산보호의 결여,ii)SB사업

체라는 랜드 인지의 부족,iii)자 조달에 있어서의 어려움,iv)사업체 등록에 

있어 등기비용의 문제 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B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4BIS(2010),塚本一郎 等(2007),(株)三菱總合硏究所(2008),内閣府(2011)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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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 유연성 있는 활동을 보장해주기 해5,SB사업

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타입의 회사로서 CIC를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 다.

CIC란 커뮤니티의 이익을 목 으로 설립하는 회사로서,CICs제도는 SB사업체

의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쉽도록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제도화한 법

률이다.CICs는 2010년 3월을 기 으로 3,500여 개의 CIC를 리하고 있다.

1.3.2.추진방식

CIC가 되기 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법인격을 갖추어야 한다.CIC는 비상장주식회사,보증유한책임회

사,공개주식회사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서 법인화한다.법인의 유형을 결정

하여 회사등기국(CompanyHouse)에 등록한다.이러한 법인격은 자선단체와 

달리 주식발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 의 조달이 용이하고, 융기 에서 융

을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선택한 법인격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발생되는 잉여 

수익의 분배를 제한하는 ‘자산의 고정화(AssetLock)'를 따라야 한다.이러한 

원칙은 CIC로 활동하여 발생된 수익을 커뮤니티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

무화하기 해 제정한 것이다.구성원들에게는 일정한 상한액을 설정하여 잉여

수익 을 분배한다6.

5그동안 국의 SB사업체들은 자선단체(charity)로 등록을 해왔다.이 경우 Charity

Commission(CC)의 리를 받게 되는데, 범 한 세 면제와 자 조달의 용이성,

사회  지  향상,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공익성 테

스트(PublicBenefitTest)를 통과해야 하고 인증기 이 매우 까다로우며 엄격한 규정

에 따라 주식발행 지,이익분배나 회사형태,사업운 의 제약을 받는 단 이 있다.

한,자선단체로 등록을 할 경우 법인격은 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부분 보증유한

책임회사로 설립하기에 회사등기국인 CompanyHouse(CH)에 등록을 해야 하므로 

CC와 CH의 이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그러나 CICs의 경우에는 등록될 경우 CH와 

연동되어 이 감시를 받지 않는다.CIC와 자선단체는 이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자격의 상호 환은 가능하다. 한,자선단체의 자회사로서 CIC의 설치도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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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CommunityInterestTest(CIT)를 통해 CICs로의 등록여부를 

단한다.커뮤니티의 이익을 한 회사인가를 단하는 것이 주된 목 으로 

CIT는 CIC감독국(OfficeoftheRegulatorofCIC)의 감독 (Regulator)에 의해 

이루어진다.다음의 표 3-1과 같이 크게 3가지 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CIC로 등록이 된 이후에도 정기 인 테스트를 통해 CIC인증에 한 지속여부

를 가름한다.

기 내용

설립목 ∙조직의 설립목 이 커뮤니티의 이익을 증 시키기 한 것인가

사업범 ∙활동내용이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있는가

수익자
∙사업종사자를 포함하여 계된 지역의 이해 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가

표 3-1.CIT의 기

네 번째로 CIC로 등록되면 CIC는 매년 연차보고서(CICReport)를 제출해야 

한다.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내용을 포함하여 회사등기국에 제출하면 이

곳에서 사본은 CIC감독국에 달하여 함께 리한다.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

의 이해 계자들의 참여  공감 를 얻어 커뮤니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지를 정기 으로 검토  단하며,경 의 투명성도 높이고자 하 다.

1.3.3.주요기능과 역할

CIC에 한 리  할을 담하는 CIC감독국은 CIC감독 의 업무를 지

원하는 사무국이다.감독국과 감독 은 국정부(BIS,BERR)로부터 재정  

6배당  총액은 배당 의 잉여수익 의 35%로 제한되어 있으며 1주당 최 배당율은 

은행의 출기 리+5%(재 20%로 완화한 상태임)이다.다시 말해 최 총배당률

은 35%로 수익의 3분의 1은 주주에게,3분의 2는 CIC의 새로운 활동  커뮤니티의 

이익으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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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감독국의 사무실은 

재 웨일즈지방의 회사등기국 내에 설치되어 국 역의 CIC를 일  리하고 

있다.직원은 풀타임이 5명, 트타임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CIC감독 은 CICs법이 제정될 때에 새롭게 임명된 공직이다.감독 은 다음

과 같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한다.i)신규신청한 사업체나 이미 CIC인증을 받은 

법인에 해 CIC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단,ii)필요에 따라 CIC인증의 

박탈여부를 평가,iii)CICs법규에 따라 활동하도록 제도시행에 한 안내  

조정,iv)CIC 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CIC에 한 지원을 한다. 차 CIC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장매니 의 업무량이 증 되고 있다.

기능 역할

CIC인증, 리 ∙CIT,연차보고서 검토를 통한 CIC의 리

정보제공 ∙CIC의 DB화 리스트, 련 정보 제공

정책제안 ∙CIC발 을 한 정책제언

표 3-2.CIC감독국의 기능과 역할

그림 3-2.CIC감독국의 추진체계에 한 계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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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매니 는 BIS에 의해 고용된 형태이다.따라서 감독 의 권한은 정부로

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직원에 한 인사노무 리는 BIS가 가지고 있다.BIS,

내각부와 함께 CIC시책에 한 논의는 4개월에 1회씩 진행하며 지속 으로 

CIC를 발 시켜 나가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1.3.4.평가  시사

CIC는 국사회에서 S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에서 등장한 랜

드이자 인증제도이다.자선단체격의 법인형태로는 활동의 제약이 많다는 을 

고려하여 SB사업체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것이다.이 제

도는 정부가 단순히 ‘인증’을 하고 리만 하는 형태이지,사업지원 등의 직

인 재정지원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세제혜택이나 우선입찰의 기회 등은 제

공되지 않는다.장 이라고 한다면,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의 형태로 법인격을 갖춰 수익 의 사용  측면이나 융을 통한 자 조

달이 용이해진 것이며,정부로부터는 CIC로 인증받았다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회  신용도가 향상된 것이다.SB사업체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제3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  틀만을 제공해주었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2.일본의 간지원조직

2.1. 사회· 책  추진 경

일본은 1998년 NPO법(특정비 리활동 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31일 재 43,116개의 NPO가 법인격을 취득하 다.이러한 수치

는 NPO법을 제정한 당시의 상을 월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와 같이 NPO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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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성장한 배경은 일본사회의 독특한 행정 심의 리방식의 한계를 ‘시

민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한 데서 시작하 다.NPO법은 시민의 자주 인 활동

인 시민운동,시민활동,시민사업을 통해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

률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도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실업,방재 등을 비롯하여 복

지,환경,지역 만들기 등 정부의 힘만으로는 응할 수 없는 한계 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었다.한편,기업도 ‘기업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SocialResponsibility:CSR)’을 활발하게 진행하

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성장한다.

이러한 NPO의 자발 인 성장은 조직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다.일본의 NPO가 직면한 과제는 주로 조직의 운

과 활동을 개하기 해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활동역량

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있었다.여기에 한 해결책으로 근한 것이 ‘수

익형 NPO’로의 환과 ‘간지원조직’의 육성이었다. 국과 달리 일본은 정

부의 정책  틀이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한 자

발성을 가지고 성장했으며,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경

우가 많았다.

수익형 NPO 에 비교  사업성이 높거나 안정 으로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사업체는 CB 는 SB로 발 하게 되었다. 재 경제산업성을 

심으로 SB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이나 우리나라와 비교

하여 소극  지원의 형태를 띄고 있다.정책  지원은 간지원조직의 지원,인

재육성,홍보 정도의 수 에서 이루어지며,CB사업에 한 직  사업비를 지

원하지는 않는다.사업지원은 지자체단 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사업과 연계

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커뮤니티펀드 등을 포함한 구체 인 지원

사업도 부분 지자체 단 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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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지원조직  추진시스

일본의 CB지원체계는 크게 ‘네트워크체계’와 ‘지원체계’로 나뉜다.네트워크

체계는 앙정부조직인 경제산업성이 권역단 에서 직할하는 경제산업국별로 

‘CB 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권역 내의 표 인 간지원조직 등이 참여하

는 형태이다. 의회에 참여하는 간지원조직 에 하나가 간사조직이 되어 

의회운 의 실무 인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는 행정과 간지원조직의 의

견교환을 하는 의기구로서 직 인 사업지원은 하지 않고 간지원조직의 

인력양성 로그램을 인증하고 지원하거나 홍보,심포지엄 등 CB와 련된 간

인 사업지원을 한다.그러나 산규모나 정부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소극 인 지원형태로 운 되며 민간의 자율성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림 3-3.일본의 CB지원체계와 간지원조직의 계도

자료:栗原裕治(2010)의 계도를 재구성함.

지원체계는 간지원조직,지자체,CB사업체의 계망 형성을 통해 이루어

진다.지자체는 CB와 련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소기업지원 로그램,지역



25

만들기와 련한 정책 로그램,복지 련 정책 로그램을 차림표 방식으로 제

공한다. 간지원조직의 가장 요한 역할은 지역 내 네트워크와 인재육성 로

그램의 운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 차림표를 CB사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

격과 방향성에 맞게 코디네이트하는 것이다.

CB사업체는 지역 내의 공공서비스를 행하거나 수익사업 활동을 하며,사

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이러한 지원체계에는 핵심 인 주체는 

아니지만 볼런티어의 역할이 지 하다.볼런티어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투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한편 자신의 공동체  

가치추구에 의한 삶의 만족도를 높여간다.

2.3. 역  간지원조직 NPO추진아 모리회

2.3.1.기 개요

NPO추진아오모리회의(NPO推進青森会議:NAC)는 아오모리 에서 두 번째

로 만들어진 역지자체 벨의 간지원조직으로서,비 리 시민활동을 하는 

단체가 발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자 2001년 6월에 설립된 단

체이다.이를 해 시민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

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트 십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에는 

민간자본 으로 임 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을 시작하 으며,이후 아오모리

으로부터 2004년에  CB지원사업을 탁받게 되면서 ‘아오모리 CB서포트센

터’를 사무국 내에 설치하고 본격 인 CB의 보   개발,지원에 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상근직원만 29명으로,1차산업 심지인 아오모리  체를 

아우르며 농산 형 CB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 으로 추진하는 민간단 의 

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으로서 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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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추진방식

가.아오모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

NAC는 CB지원에 필요한 문가그룹인 ‘경 문가 원회’를 2003년 12월

에 만든다.회계  세무 문가,NPO경 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원회를 

심으로 아오모리 으로부터 탁받은 CB지원사업(2004∼2007)을 실시하

다.이후 2008년에 환경성의 CB모델사업을 지역에 용하게 되면서 상담  

조언과 같은 단편  기능의 지원에서 법인격의 취득,사업  수지계획의 책정,

자 조달 등의 다양한 지원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토 로 문가 지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과 

동시에 CB사업자,창업희망자,행정 등과 새로운 력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고 경 문가 원회에서 발 된 형태인  아오모리 커뮤니티 비

즈니스 랫폼(ACBP) 을 2009년에 설립하게 된다.

ACBP는 ‘CB지원에 있어 서포터와 실행자,코디네이터 간의 네트워크화’를 

핵심으로 한다.아오모리  내의 CB사업자와 지원 문가들을 연계해주고 CB

에 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며,CB코디네이터들을 통해 CB사업체에 한 

핸즈온지원을 실행하고,지원계획의 검토 등을 하게 된다.다음 <그림 3-4>는 

ACBP의 추진체계를 나타낸 것이다.NAC는 CB육성에 있어 지역력 향상을 목

표로 종합 인 지원을 실천하고자, 역형 간지원조직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장에서 CB지원을 실행해  수 있는 CB코디네이터를 육성하게 된다.

NAC는 CB육성에 있어 계되는 CB사업자,지역리더,행정공무원,기업가,

CB코디네이터를 네트워크화하고 아오모리  내의 교육기   문기 ,경

문가 원회의 도움을 받아 CB육성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제공해 다.

실질 으로 사업운 에 필요한 조직화,법인화,경 지원은 NAC에서 담하

되 장에서의 착형 지원은 NAC가 육성한 CB코디네이터들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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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아오모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의 추진체계

나.지역 착형의 CB지원체계

NAC는 장에서 CB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지원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지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 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이러한 기반 아래, 장에서 CB의 

창업을 원할 경우,<그림 3-5>와 같이 지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그 사업에 

심이 있는 행정공무원,NAC사무국담당자,지역안 의 이해 계자들 등 실

질 으로 도와  수 있는 핵심멤버들로 로젝트 TF 을 구성한다.NAC는 

반 인 코디네이트를 하는 반면,이 로젝트 TF 이 실제 지역에서 체제로 

CB육성에 한 장지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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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역할

사업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사업,모델개발 사업지원

홍보·정보제공 ∙포럼,워크 의 개최 운

자원과 기술의
개

∙경 문가 원회의 운
∙아오모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의 운

인재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이스터 강좌
∙지역경 인재육성 -지역코디네이터의 양성
∙인재육성매뉴얼,CB텍스트의 개발

표 3-3.NPO추진아오모리회의의 기능과 역할

그림 3-5.NPO추진아오모리회의의 CB지원체계

2.3.3.주요기능과 역할

NAC는 앙정부(내각부,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환경성 등)의 보조 과 지

자체(아오모리 ,아오모리시 등)의 정책지원 을 탁받아 CB지원에 필요한 

문 인 기반을 구축하고 CB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독자사업으로는 네트워

크 구축을 한 교류의 장,인재육성을 한 강좌,CB 랫폼 운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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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역할

상담 컨설
∙조직화,법인화지원 경 지원을 한 컨설
∙지역코디네이터를 통한 장지원의 실시

네트워크
∙ 계만들기 티의 정기 운
∙ 트 십 테이블의 운

정책제안
∙조사연구사업을 토 로 행정과 NPO 간 트 십 구축에 한
정책제언 등

조사연구
∙CB,NPO에 한 실태조사
∙CB지원 지원시스템에 한 연구개발

표 3-3.(계속)

NAC의 표 인 간지원기능은 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기능이다.CB사업자

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거나, 장에서 CB의 창업을 지원해  수 있는 인

재의 발굴  양성은 매우 요하기 때문에,NAC는 처음부터 인재육성사업에 

을 두었다.2년간 40여 시간의 교육(장연수 포함)로그램을 통해,2005

년을 시작으로 재  내 6지구에 18명의 CB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한

편으로 다각도에서 CB의 창업  운 을 도와  수 있는 이해 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지역 안 의 문가,지역단체,행정 등과

의 정보공유  교류를 통해 이들이 CB육성에 참여해  수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드는 데 노력하 다.이를 통해 NAC는 ACBP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이를 기반으로 체계 인 장지원형 CB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3.4.평가  시사

NAC는 아오모리 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간지원조직이다. 역

단 의 민간기구로서 탁사업 외에 독자사업도 추진하면서 지역 내에서 행정

과 시민사회 간의 독립 인 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무엇보다 지역에서 추

진되는 CB의 창업  운 을 지원할 수 있는 장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착형의 CB육성이 실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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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시켜 역형 간지원조직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농산물의 생산이 부분인 아오모리 의 

경우 상품에 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해서는 생산가공 매와 연계할 수 있

는 인재육성이 필수 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농상공연 를 통한 CB의 추진

에 있어 실제 인 상품제품에 한 네트워크,인재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 형 

CB의 육성7을 실 하 다.

2.4. 사업  간지원조직 에가 나게

2.4.1.기 개요

NPO법인 에가오츠나게테(えがおつなげて)는 야마나시  호쿠토시(山梨県

北杜 )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 인 농 형 CB 간지원조직이다.다른 간

지원조직들과 달리,개인사업을 하는 농가에서 출발하여 지역사업을 하는 

NPO로 재는 농 형 CB를 육성하는 간지원조직으로서 성장한 사례이다.

2001년에 설립된 이후 기업CSR과 연계한 다양한 도농교류 로그램의 독자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쌓여진 경험들은 에가오츠나게테 만의 문성이 되었다.

재는 지역의 농 사업체들이 지역활성화를 해 추진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다양한 농 정책사업들을 연계해주거나 육성을 지원해

주고,도농네트워크 사업으로 동투어리즘 학을 운 하거나,지역인재 육성을 

해 에가오학교를 설립하여 도농교류 매니지먼트 코디네이터,CB  SB사업

가의 육성도 담당하고 있다.이와 같이 에가오츠나게테는 표 인 민간주도형 

기 으로,농 을 상으로 사업형 간지원기능을 발 시켜 나가고 있다.

7NAC를 통해 창출된 농 형 CB의 사례는 <부록1>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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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추진방식

가.독자사업을 심으로 문역량 간지원체계의 강화

에가오츠나게테는 3개의 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기업팜,에가오팜 등 

도농교류사업 추진을 해 도시민과 기업참여를 연계하는 도쿄사무국과 야마

나시 의 반 인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사무국,그리고 농장사업을 담당하는 

장사무실이 있다.총 12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으며,도쿄에 5명,지역사무

국에 3명, 장사무실에 4명이다. 장사무실의 4명은 농업연수생으로 농 에 

정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내각부의  지역사회고용창조사업 으로 운 되는 

에가오 학원의 농 인턴코스  인건비지원을 2년과정으로 받으면서 활동하

고 있다.

독자사업과 탁사업을 병행해서 운 하고 있는데, 앙정부,지자체,기업,

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정지원  기 을 마련한다. 탁사업의 경우,

보조 의 명목이 지역활성화,신산업  고용창출,환경 등 ‘농 ’이나 ‘농업’

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도농교류 로그램이 심이 되는 농장사업은 에가오츠나게테의 표 인 독

자사업이다.고령화율 62%,경작포기율 62.3%인 한계 락지 마스토미(増富)지

구의 유휴농지들을 임 하여,기업,도시민이 볼런티어로 참여하고 에가오츠나

게테가 연 리를 하는 농장사업은,임 농지 면 이 재 5ha로 늘어났으며 

연간 1천 명의 도시민이 방문하고 500명의 볼런티어 그룹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다.기업팜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원료로 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  생산· 매하여 지역특산품으로 호평을 받는 등 농상공연 의 

시 지효과도 발생하 다.

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  책임)과 연계함으로써 

운 에 필요한 기 을 민간에서 확보하여 유연성 있게 활동하고,도농교류 로

그램을 통해 기업과 농가,도시와 농 을 연계하는 다양한 간지원기능을 시

도한다.<그림 3-6>과 같이 세부사업 속에서 이해 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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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며,농 활성화라는 궁극 인 목표 속에 도시와 농 을 잇는 간지원기능

을 실천한다.이러한 큰 방향성 속에서 CB에 한 근  간지원기능을 하

고 있다.

그림 3-6.에가오츠나게테의 체 추진시스템 CB지원기능

나.인력양성사업을 통한 CB육성의 원동력 구축

농업종사자의 61%가 65세 이상인 일본의 농 에서는8CB를 포함하여 농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이것을 하려는 사람, 는 도와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내는 것이 우선이 되

었다.

에가오학교,에가오 학원, 동투어리즘 학은 에가오츠나게테에서 농 지

역의 인력양성을 해 운 하고 있는 표 인 교육사업이다.‘도농교류 매니

지먼트 코디네이터 육성과정’을 담당하는 에가오학교는 2010년까지 152명이 

8農林水産省.2011.2010年世界農林業センサス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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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되었으며,이  40%정도가 도농교류와 련된 CB나 농 사업을 창업했

다.이 교육은 2008년부터 경제산업성의 지원으로,야마나시 을 포함하여 미

에 ,후쿠오카  등 국의 7개 지역에서 에가오츠나게테의 총 아래 1년과

정으로 운 된다.에가오 학원은 내각부의 지원아래,도농교류-고용 진을 목

표로 운 되고 있는 교육시설이다.SB를 창업할 수 있도록 300만 엔씩 지원하

는 ‘SB창업가 육성코스’와 향후 농 정착을 목표로 2년간 인건비 지원을 하며 

10개의 농 지역에 각 배치되어 농 활동과 노하우를 익히는 ‘농 인턴코스’

를 운 함으로써 농 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 인 문인력을 양성하고 있

다. 동투어리즘 학은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지원 아래 동권역 내에 해

당되는 ,지자체,기업,농 지역,NPO등이 정기 인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는 강좌를 운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농 주민 는 도시민들은 야마나시 을 포함하

여 자신들이 활동하는 농 에서 CB나 농 사업,농상공연 사업 등을 펼쳐나

가거나 이를 지원하는 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2.4.3.주요기능과 역할

도시와 농 을 잇는 도농교류활동에 있어서는 직 사업과 함께 다양한 간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CB에 한 역할에 한정한다면 정보제공과 인재

육성,네트워크가 에가오츠나게테의 주된 간지원기능이다.

기능 역할

홍보·정보제공 ∙CB창업,운 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인재육성
∙에가오학교,에가오 학원, 동투어리즘 학 운 을 통해 농
형 CB창업의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

네트워크
∙ 동투어리즘 학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에가오츠나게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Pool의 활용

표 3-4.에가오츠나게테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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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부문’은 CB와 직 인 연계가 있는 SB창업가육성과정을 탁받

아 운 하고,그 외에 농 인력을 양성한다는 큰 방향성 속에서 교육과정들을 

통해 CB를 주도해갈 인재들이 간 으로 양성되고 있다.

‘정보제공기능’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기능들을 부분 포 하고 있는 것이 

에가오츠나게테만의 특징이기도 하다.자원과 기술 개,상담  컨설  기능

은 다른 CB사업자들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한 형태로 맞춤형으로 제공된

다.‘네트워크기능’에 있어서도 에가오츠나게테가 도농교류활동을 통해 구축한 

다양한 이해 계자 간의 네트워크 Pool의 일부를 제공해주거나 동투어리즘

학 참가자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CB운 에 목된다.즉,직 인 지

원은 아니더라도 재로서는 CB를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들을 재

소에 해결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2.4.4.평가  시사

에가오츠나게테는 야마나시 에서 활동하는 농 형 간지원조직이다.지역 

내에서 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 에 있어 행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

업,재단 등으로부터 기 을 마련하여 독자사업을 하며 민간기구로서 단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한편,에가오츠나게테가 농 지역에서 간지원조직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된 직 인 이유는 고령사회인 일본 농 의 특성상 함께 농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는 실문제를 해결하기 한 틈

새시장을 겨냥한 것에도 있다.

농 활성화를 목표로 도농교류의 간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에가오츠나게테

는 도시와 농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원하는 

부분을 악하여 매칭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이러한 매칭은 새로운 상품

의 개발과 농상공연 를 통한 산업창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9.인 ·물 으로 

열악한 환경인 농 지역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에서 의

9에가오츠나게테를 통해 창출된 농 형 CB의 사례는 <부록2>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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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지원체계  노

하우에 한 표 화작업을 거쳐 국 으로 확산시키는 활동도 하고 있다.기

업팜이나,에가오학교 로그램이 이에 해당되며,도쿄사무국이 이것을 확산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CB자체에 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한 직 인 지원기능은 약하

지만,인재육성을 통해 간 으로 CB가 형성될 수 있는 핵심기반을 마련해주

고 있다. 한,창업  운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는 에서,지역에서 발생가능한 CB육성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3.소결

3.1. 국과 일본  간지원조직

국과 일본에 도입된 배경과 사회 경제 역 속에서 간지원조직 추진시

스템이 운 되어지고 있는 황을 국가단 에서 살펴보고, 련된 사례들도 조

사하 다.

국과 일본의 간지원조직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을 정리하면,첫째,VCO

(Voluntary&CommunityOrganization)가 사회를 구성하는 섹터로서 인식되

고,정부도 트 로서 인정하기 시작하 다는 이 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된 

것과 연계되었다는 이다.둘째,네트워크를 코디네이터 하는 기능이 간지

원조직에 요구되고 있다는 이다.셋째, 간지원조직의 기능으로서 인재육성

이 강력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다.

이와 같이 간지원조직이 생성되어야만 하는 사회  요청이 강화된 것은 

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물론,일본과 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지역 벨까지 간지원조직이 략  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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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인 원인도 있겠지만,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단된다.

국의 경우는 정부주도로 체 인 틀을 만들고 있고,일본의 경우는 비 리

섹터의 자발 인 움직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3.2. 국 간지원조직  나아가야  향

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의 계구축과 간지원기능을 수행

함에 있어 지역 내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이를 해서는 간지원조직만의 문노하우와 스킬을 개발  보유해야

하며, 산운 에 있어서도 독립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간지원조직들은 독자사업을 일부 가지고 

있다. 개의 비율은 2:810로 자신들만이 갖출 수 있는 노하우로서 네트워크 구

축이나 정보교류,인력양성에 고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이러한 문성을 기

반으로 신뢰 계 속에서 간자 인 역할들을 수행  조정해나가고 있는 것

이다.

한편, 간지원기능에 있어 ‘사업지원’기능에 을 두기보다는 이들이 자

발 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먼

라 할 수 있다. 국의 경우 이에 한 안으로서 CIC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

다.국내에서도 이에 한 실 을 해서는 앙정부에서의 응이 먼 다.최

소한 국내에서 CB사업체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해 활동하는 데 있어 제약이 

없는 환경을 마련해  필요가 있다.단순히 CB사업육성을 한 재정투자  

지원보다는 활동의 기 과 틀의 범주를 구성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10독자사업  탁사업의 비율은 2:8로 권장하고 있다(NPO法人 コミュニティビジ

ネスサポートセンタ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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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간지원조직의 황분석

CB의 활성화를 진시켜  수 있는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CB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의 문제 은 무엇인지 악하기 해,국내 

앙단 ,지자체단 ,민간단 의 추진 황을 조사  분석하 다.

1. 앙정부차원에서의 간지원조직 운 황

사회  자본구조가 미약한 한국에서는 하나의 비즈니스 역으로 자리잡은 

선진국의 SB와 달리 종합화되지 못하고 아이템별로 정부정책  지역정책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도입된다(커뮤니티 비즈니스시범사업단 2011a).

앙단 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 분야 CB지원정책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 공동체회사와 행정안 부(  안 행정부)의 마을기

업,고용노동부의 사회 기업 지원정책 속에서 간지원조직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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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림 산식품부  농어 공동체회사

1.1.1.농어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각 부처별로 CB도입에 한 검토와 정책수립이 이루어졌던 2010년 ,농

림수산식품부는 농어 지역 활성화의 안으로서 CB를 정책 으로 도입하

다.CB가 아닌 ‘농어 공동체회사’라는 명칭으로  농어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을 추진한다.새롭게 CB를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자생 으로 만들어진 ‘농어 공동체회사’가 국 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로 이들을 더욱 발 시킴으로써 농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을 목표

로 한다.

농어 공동체회사란,‘지역주민 는 귀 인력이 자발 으로 참여해 기업경

방식을 목하여 지역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  지역의 일

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한다(농림수산

식품부 농 정책과 2011a).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행정조사를 통해 국에 약 

235개의 농어 공동체회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악했다.이러한 회사들의 육

성을 좀 더 지원해 으로써 ‘일자리 창출,농어 의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농어 의 소득을 증 시켜 궁극 으로는 농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농

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 다(박진서 2011).이를 해 ‘농어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을 지원한다.시·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사업체 에서 시·도

에서 구성된 평가 원회를 통해 선정된 농어 공동체회사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특회계 농어 특별세사업계정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최  2년,연간 5천만 원(국고 50%,지방비 25%,자부담 25%)을 

지원받는다.2011년도에 총 54개의 사업을 지원하 고,2015년까지 1,000개 우

수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농 정책과 2011b).

농어 공동체회사의 활성화를 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 경제연구원과 지

역재단을 통해 이론  기반과 체 틀을 마련하고 앙단  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국 1,274개의 농   수 과 연계하는 형태로 농어 공동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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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는 지역단 에서의 지원체계를 구성하 다(오내원 등 2010).

1.1.2.농어 공동체지원센터

가.일반 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2월에 농어 공동체회사의 육성을 진시키고자 

담지원을 맡을 간지원조직 ‘농어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 다. 주도

형으로 한국농어 공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 내에 소속되어 센터장을 포함

하여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농어 공동체지원센터는 정부와 농어  간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농어 공동체회사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련 정부정책을 착하여 지원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한국농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 마을종

합개발사업이나 농지은행,농어 산업박람회 등과 연계시켜 사업효과를 높이

고자 한다.무엇보다 국조직을 갖추고 있는 한국농어 공사의 문인력이나 

지사조직,인력풀(POOL)등을 활용하여 종합 이고 체계  지원을 도모할 것

을 기 하고 있다(수철 2011).센터의 지원 상에는 자생 으로 분포되어 활

동하는 모든 농어 공동체회사가 해당된다.

나.주요 기능과 역할11

농어 공동체지원센터는 설립 기로, 재는 체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있는 단계이다.계획했던 간지원기능은 <표 4-1>과 같다.

첫 번째는 창업지원기능으로,농어 공동체회사로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개

인이나 공동체를 상으로 지원해주거나, 재는 농어 공동체회사이지만 사

회 기업으로 환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를 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11박균환(2011),박진서(2011), 수철(2011)의 내용을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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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농어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 농어 공동체회사와의 계모식도

기능 역할 기능

사업지원
∙농어 공동체회사 창업지원
∙사회 기업으로의 환 지원

컨설 ∙생산·가공,기술 개,유통· 로 개척,개발·경 지원 ○

인재육성
∙연 2회씩 귀농·귀 인,농어업경 체 표 등 상 개
념이해,기획가 정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련 법규
등 교육

조사연구 ∙농어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모니터링 ○

홍보·정보제공 ∙워크 ,온라인 홍보,사례집 발간 등 ○

네트워크 ∙민간기업과의 트 십 구축

표 4-1.농어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료: 수철(2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후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용노동부와 MOU체결을 통해 2012년

까지 농어 공동체회사 에서 80개의 사회 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

웠기 때문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컨설 기능으로,농어 공동체회사를 경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

되는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경 ,생산,유통,마 ,회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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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의 분야에 해 상담  컨설 을 해주는 기능이다.지 까지 선정된 

54개의 우수사업 지원사업체를 상으로 컨설  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한 항목

들을 컨설 해주고 있으며,시범 으로 국에서 14개의 농어 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장 컨설 을 실시하 다.

세 번째는 교육기능으로 농어 공동체회사를 운  이거나 창업을 희망하

는 이들을 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아직 로그램 개발 에 있다.

네 번째는 조사연구 기능으로 농어 공동체회사에 한 성과 리  제도개

선,모델발굴을 해 진행한다.올해에는 140개 시·군을 상으로 농어 공동

체회사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35개의 사업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정기 인 모니터링을 통해 DB화를 계획 이다.

다섯 번째로는 홍보기능이 있다.농어 공동체회사에 한 사회  심과 공

감 를 불러일으키기 해 온·오 라인을 통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 온라인 

카페12를 개설하여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네트워킹 기능이다.농어 공동체회사의 지속  발 을 지원하

기 해 상품에 한 유통 로를 확 시켜  수 있는 민간기업체를 발굴하고 

농어 공동체회사와 트 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하고자 한다.

다.평가 문제

센터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간지원기능은 조사결과 모니터링과 홍보,컨설

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니터링을 통해 악된 200개 이상의 

농어 공동체회사를 상으로 발  모델로 육성시키는 것에 한 간지원

기능에 을 맞추고 있다.따라서 간지원의 상을 악하는 실태조사형태

의 모니터링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사업 기 단계이므로 개념에 

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컨설 의 경

우에도 앙거 의 간지원조직이기 때문에 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사업

체에 한 지원 신 시범 인 맞춤형 컨설 을 실시하고 있다.

12울타리 없는 마을.<http://cafe.naver.com/community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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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창업지원 기능의 경우에는 신규창업에 한 지원정책이나 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센터를 통한 지원이 실 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교육의 경

우 ‘사회 기업 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간지원조직의 핵심기능이 

될만한 ‘농어 공동체회사 아카데미’교육은 (재)지역재단이 수행하고 있어13,

교육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다.

농어 공동체지원센터는 아직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되었기에 지원체계  

로그램을 개발  구축해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

들이 지 되고 있으나(박균환 2011;박진서 2011),지역 착형 지원을 필요

로 하는 농어 공동체회사들에게는 재의 지원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200여개가 넘는 사업체들에 한 다양한 지원을 앙단  간지원조직 1개소

에 근무하는 13명이 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농어 공동체지원센터가 신생조직이어서 농 에서의 입지가 부족하거나,센

터 근무자들의 문성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

야할 요한 사항이다. 한, 앙단  간지원조직은 말 그 로 앙단 의 

간지원기능을 수행해야하고, 국에서 장과 착한 긴 한 지원체계를 갖

추는 것이 우선이겠다. 기 계획의도 던 국 한국농어 공사의 지사조직과 

농 들이 각각의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어 공동체회사를 지원해  수 있

는 체계를 마련하고,그것의 상 기능들을 농어 공동체지원센터가 조정  아

우를 수 있어야 하겠다.그러기 해서는 지역단  간지원기능을 할 조직들

에 한 역량강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농어 공사의 지사와 단 농 이 농어 공동체회사의 장지원을 수

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체질개선과 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CB사업의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CB사업의 특성상 상당

13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의 지원 아래 지역재단은 우수사업 지원 상으로 선정

된 54개 사업체를 상으로 국단  3개권역을 상으로 2박3일의 교육과정을 3차례씩

(입문,심화, 문과정)을 운 (9월-11월)한다(지역재단 홈페이지 <http://www.krdf.or.ke>-

공지사항-2011년 농어 공동체회사 아카데미 교육안내).



43

한 유연성과 커뮤니 이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그러나 공동체사업자의 

시각에서 보면,한국농어 공사지사와 단 조합은 여 히 리조직이어서 행

정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별도의 민간베이스의 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국농어 공사지사

와 단 농 이 들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극 으로 발휘하는 것

이 가장 이상 이라 할 수 있겠다.

1.2. 행 안 부(  안 행 부)  마 업

1.2.1.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가 정책으로 CB를 가장 먼  받아들인 행정안 부는 일자리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CB지원정책을 도입하 다.공공근로사업→사회 일자리→희망근

로사업→Post희망근로의 발 방향으로서 2010년 후반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며 2011년에 ‘마을기업’이라 명칭을 변경하고 CB정책을 본격화

하 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 의 

기업’을 마을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행정안 부 지역발 정책국 2011). 주

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생되었던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서비스의 과잉

공 을 지양하고,행정의 간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내실 있는 지역

경 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 다(행정안

부 2011).특히,자치단체가 심이 되어 지역거버 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목표이다(유정

규 2011b).

마을기업은 지자체 내에 마을기업 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신청을 받고 

선정  육성하는 방식이다.최  2년으로 1년차에 5,000만 원,2년차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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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한다(신경희 2011).지 까지 육성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2010년에 184개가 선정되고 이  145개 사업체가 2011년에

도 연차 으로 지원·육성되고 있다.올 신규사업으로는 371개의 마을기업을 선

정하여 국 으로 총 516개의 마을기업이 육성 이다.행정안 부는 2011년

까지 마을기업 500개,2013년까지 총 1,000개의 사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유

정규 2011a).아직 근거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가)마을기업 육성지원에 

한 법률을 검토 에 있다.

농어 공동체회사나 사회 기업 지원정책과 달리 정책단 에서 형성된 앙

단  간지원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지자체 단 에서 지원  실행되는 

산집행방식과 연동하여 지역단  간지원조직의 등장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 행정안 부는 마을기업의 육성을 진하기 해,국가단 에서는 마을기

업자문단(지역일자리코칭그룹)을 운 하고,시·도단 에서는 문컨설  회사

를 선정  활용하거나 간지원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 다.시·군·구에

는 지자체, 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단’을 운 하는 지원체계를 

정책 으로 마련코자 하 다.

1.2.2. 간지원조직 황

가.주요 기능과 역할

마을기업 활성화를 해 지자체단 에서 종합 인 간지원기능을 갖춘 곳

은 매우 극소수이다.마을기업의 지원정책의 내용 에는 간지원조직을 육성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 단 에서 극 으로 신청하고 있지는 않다. 한,

이와 별도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컨설 이나 교

육기능 만을 별도로 탁을 주어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산규모나 탁업체

가 담당해야할 개수가 무 많아 형식 인 수 에 그치고 있다.즉,개별 단

의 착형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이와 같은 형태는 <그림 4-2>에서 

B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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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간지원조직과 마을기업과의 계모식도

실 으로 간지원기능을 부분 시·도의 발 연구원들이 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주)

지역활성화센터와 (주)뜻있는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교육  컨설

기능을 맡고 있다.(재)지역재단은 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의 탁사업으로 충

청남도 마을기업 상 컨설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의 경우에는 (사)풀

뿌리사람들이 산하 ‘ 풀뿌리사회 경제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시 마을

기업에 한 컨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평가 문제

탁을 받아 활동하는 마을기업의 간지원조직들은 컨설   교육지원 등 

특정기능에만 한정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기 들이다.활동의 범 가 산범

(마을기업 1사업체당 500만 원 정도 기 )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기존에 담

당해오던 주된 역할과 활동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본래의 업무 외에 부가

으로 마을기업에 한 간지원기능이 부가된 경우이다.따라서 마을기업 창

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산한도 내에

서의 단편  기능실행에 따라 큰 시 지 효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단 을 가



46

지고 있다.따라서 새롭게 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간지원조직

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지역 착형의 다양한 간지원기능을 통해 CB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기 하기 어렵다.

물론,마을기업의 간지원조직들 에도 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A형)나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C형)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해 종합 인 간지

원기능을 하는 기 들이 있다.그러나 이 기 들은 마을기업의 정책추진을 

해 만들어진 기 이 아니라 지역단 에서 사회  경제의 필요에 의해 CB,사

회 기업 등의 창업  육성을 진시키고자 자발 으로 설립된 문성을 갖

춘 간지원조직이다.이에 해서는 ‘지자체단 에서의 간지원조직 추진

황’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3. 고용노동부  사회 업

1.3.1.사회 기업

SB분야에서는 사회 기업이 국내에 가장 먼  도입된 유형이다.사회 일자

리의 발  안으로서 주목했었기에, 기에는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수 문

제보다는 기존 일자리정책의 목표인 취약계층의 고용문제에 이 맞추어져 

추진되어 왔다.고용노동부는 사회 기업 정책수립에 극 으로 응하며,단

기간 내에 사회 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실행했다.사업개발비에 

한 지원은 지방비 20%를 매칭하는 형태로,사회 기업은 7,000만 원 비사

회 기업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기업과 CB의 경계가 첩되어 SB  개념에서 근하는 선진국들과 

달리,한국은 인증제의 테두리 속에서 매우 의  범주로 사회 기업의 개념

 범 를 한정지었다.이후 CB에 한 정책  반 의 분 기가 확산되면서,

사회 기업의 지속성과 시장성을 확보하기 해,‘취약계층 심의 고용과 사

회서비스 제공’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CB에 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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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한 ‘지역사회공헌형’의 사회 기업 육성을 신설하게 된다.그 결과,

2011년 7월 재 555개의 사회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동 이다.

서비스의 내용과는 상 없이 행정구역상 농 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은 

이  97개이다.농 형 사회 기업의 경우,2010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와 고

용노동부의 MOU체결을 통해 2011년에 20개의 모델을 개발하고,2012년까지 

농어 공동체회사 100개를 사회 기업화 하기로 부처 간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와 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농 분야 특화지원기 으로 (재)지역재단,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지정하고 이들을 통해 농 형 사회 기업의 육

성을 기 하고 있다.

한편,정책실행 기에는 고용노동부가 담하여 직  사회 기업을 공모하

고 인증하는 방식이었으나,행정의 업무부담과 사회 기업의 지속  리  

성과향상을 해 이를 체 으로 담할 수 있는 독자기  ‘한국사회 기업

진흥원’을 설립한다.

1.3.2. 간지원조직 황

가.주요 기능과 역할

사회 기업 육성과 련된 간지원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앙단  간지원조직인 한국사회 기업진흥원과 지역,권역단 에서 사회

기업의 육성을 지원해주는 지원기 이 그것이다.

한국사회 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를 신하여 사회 기업 육성과 진흥업

무를 담하는 총 기구이다.진흥원에서는 컨설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에 해 주력하고 있다.특히,성과 리를 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제언,홍보  정보제공 기능이 이다.네트워크의 경우,사회 기업 육성

을 지원해주는 기 들을 선정하여 사회 기업들과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

다.그 외에 컨설   교육,사회 기업가양성사업은 탁사업의 형태로 역할

이 부분 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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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 의 경우,매년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지

원기 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비)사회 기업의 육성을 맡아 컨설   

교육을 수행하고 련해서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네트워크의 경

우에는 부분 권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 기업 의회가 사회 기업들 간

의 교류  연 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4-3. 간지원조직과 사회 기업과의 계모식도

기능
역할

한국사회 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

사업지원
∙사회 기업가 양성사업
∙사회 기업모델 발굴
∙인증

-

컨설 - ∙(비)사회 기업 컨설 ,멘토링

인재육성 - ∙( 비)사회 기업 교육

조사연구 ∙사회 기업 모니터링 평가 -

홍보·정보제공
∙소셜벤처 경연 회
∙홈페이지 통합구축시스템 구축운

∙워크 ,심포지엄의 개최

네트워크
∙업종,지역별 사회 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정책개발
제언

∙정 등의 변경 -

표 4-2.사회 기업 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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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가 문제

사회 기업은 간지원조직의 유형별로 지원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유형별로 간지원을 수행하는 상이나 역이 구분되어 있기에 각각의 간

지원조직별로 업무부담의 문제없이 응이 가능하다.사회 기업 육성정책의 

체 인 틀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각각의 지원 상별로 체계  응이 가능한 

구조로서 간지원조직의 유형  그들의 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 기업은 표 인 정부주도형으로, 간지원조직들 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져 국가 산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시민사회의 수요에 의해 

민간단 에서 자발 으로 설립된 구조가 아닌 정책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

기에 간지원기능 한 정책  틀에 갇  있다.각각의 지원기 별로 자발

인 기능  역할을 만들며 활동해나가기 보다는, 탁받은 사업의 산에 맞춰 

주어진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의 간

지원조직의 기능들이 정책  틀에서 벗어나,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보다 시민

역으로 무게 심을 이동하여 운 할 필요가 있으며,그 지 못할 경우 정책

 패러다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2.지자체단 에서의 간지원조직 추진 황

다음은 지자체단 에서 CB도입의 필요성을 발견하고,지역정책으로 입안해

나감과 동시에 CB활성화에 필요한 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인 충청남도와 완주군,순천시에 해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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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청남도

2.1.1.일반 황

충청남도는 개발 심의 하드웨어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삶 속

에서 질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경제의 성장방안으로서,사회 경

제 역의 발 을 도모하고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 다.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 경제 역의 발 을 해 2010년부터 도 내에 충남사회 경제TF,

충남사회 경제기획단,충남도의회사회 경제연구회 등을 조직하고 행정 공무

원  사회 경제 주체들이 정책 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다.

도 단 에서 사회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충청남도 사회 기업 육성지원에 한 조례｣  ‘충청남도 사회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청과의 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CB와 

사회 기업을 포 하는 소셜비즈니스 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 경제지원센

터’를 설립하 다.

2.1.2.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

2011년 2월 개소한 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출연기 인 충남발

연구원 내에 설치되었다.사회 경제 역의 기반확충을 한 조사,연구,워

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원역량을 축 하고,충남형 사회 기업,마을

기업의 발굴·육성과 이들의 자립화를 한 교육  컨설 을 실시함으로써 다

양한 유형의 CB시책을 통합 으로 지원  조정할 수 있는 간지원조직의 기

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송두범 2011a). 주도형의 이 조직에는 총 6명의 

연구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해서는 충남발 연구원의 연구진

들과 동수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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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주요기능과 역할

지원센터의 역할은 크게 연구사업과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이에 따라 간

지원기능들이 구성되었다.<표 4-3>과 같이 기 계획했던 간지원기능들은 

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되어 일부기능만 발휘되고 있다.

충남발 연구원과의 력 계는 조사연구  정책개발기능이 더해지면서 상

승효과를 가져와 타 간지원조직들과 달리 운 기부터 연구  정책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비사업자들을 발굴하여 선정  지원하거나 이미 선정되어 

창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 기업,마을기업 상자들에 한 경 컨설   

교육을 진행한다.정부지원사업과 련된 간지원기능으로서 컨설   교육

을 운 하고는 있으나 그 기능이 정부지원사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로

그램 단 이므로 아직 문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재까지는 컨설 과 

교육 모두 (재)지역재단에 그 역할을 일임하고 있다.

기능 역할 기능

사업지원 ∙ 비사업자 발굴 지원 ○

컨설 ∙선정된 사업자에 한 지원 -경 지원,컨설 ○

인재육성 ∙선정된 사업자에 한 교육 ○

조사연구
∙사회 경제에 한 조사 연구
∙충남사회 경제연구회 운

○

홍보·정보제공
∙홍보책자 발간 배포
∙워크 ,세미나,포럼 등의 개최
∙선진운 기법,성공사례,정책 동향 등의 정보제공

정책제안 ∙ 련 정책개발을 통한 시책으로의 도입 추진

표 4-3.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료:송두범(2011b)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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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의 계모식도

2.1.4.평가  문제

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는 역단 의 간지원조직으로서 CB를 포함하여 

사회 경제와 련된 정부지원사업들을 지역에서 통합  조정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공무원들이 행정 으로 이 기 의 활동을 이해하고 서포트 해  

수 있도록 사회 경제와 련된 모임들을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1년간의 비

과정을 거쳐 체계 으로 간지원조직을 설립한 경우이다.다른 사례에 비해 

도와의 계가 등하고,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정책개발,시책건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에서 지역의 사회 경제 구축에 많은 향을 미치는 간지원

조직으로서 자리 잡게 되리라 기 된다.

한편,컨설 이나 교육에 있어 문화된 기능의 확보가 미흡하다.이는 도단

, 역형 간지원조직의 기능이 충남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CB의 지원을 

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선 컨설   교육에 있어 충

청남도의 특성을 지닌 지원기능  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지자체에 보 하

며,지역단 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CB를 지원해  수 있는 체계를 차 구축

해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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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군

2.2.1.일반 황

완주군은 CB가 지역활성화에 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지자체장의 강

력한 의지에 따라 단계별 과정을 거쳐 체계 으로 CB를 지역정책화하 다.

2007년 CB에 한 개념을 한 이후 2008∼2009년에 걸쳐 CB에 한 지역  

공감 의 형성과, 간지원조직에 한 설립연구  지원조례 ｢완주군 지역공

동체 활성화(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한 조례｣를 제정하고 CB계를 설치함

으로서 CB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 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농업농 의 발 을 해 농  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간지원조직을 구상하게 된다.CB외에 로컬푸드,귀농귀 ,도농교류도 개해

 수 있는 의의 간지원조직 ‘지역경제순환센터’를 2010년 6월에 설립하

고,그 안에 CB센터를 포함하여 로컬푸드센터,마을회사육성센터,도농순환센

터,공감문화센터를 설치한다.이에 맞게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마을회사육성,

로컬푸드,도농순환,지역일자리,CB,농정기획 부서를 장하는 ‘농 활력과’

를 조직함으로써 농 지역에 체계 으로 근  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하 다.

2.2.2.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CB 간지원조직으로서 국내에서는 최 로 설립된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는 설민 방식이다.고삼농 을 비롯하여 지역의 단체들  지역리더,

주민들이 함께 출자를 하여 지역단 의 CB 간지원조직인 (재)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지원센터를 2010년 5월에 설립하 다.이후 CB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된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2010년 6월부터 탁운  하고 있다.완주군

은 매년 5억 원씩 센터운 에 필요한 민간 탁 을 지원한다.사무국장을 포함

하여 총 6명의 연구원이 센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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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주요기능과 역할

지역단  간지원조직인 완주CB센터는 민간 탁 으로 운 하는 완주군 

탁사업과 노동부를 통해 지원받는 사업비로 체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탁사업으로 i) 비CB창업공동체를 지원하거나 아이디어경진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ii)창업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사업과 iii)CB서

포터즈 포럼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iv)CB 학 기자단을 통해 홍보

를 하고,v)그 외에 간지원조직 해외사례 조사,마을공동체 시설  생산품 

랜드 디자인에 한 실태조사 등의 조사연구  DB화를 추진한다.노동부로

부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받아 다문화창업지원교육과 CB

일자리창업지원 교육을 운 하고 ‘농 형 사회 기업 특화 문 지원기 ’으로

도 지정받아 활동 이다((재)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지원센터,2011).이러한 

사업들을 토 로 완주CB센터의 간지원기능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기 센터설립당시에 계획했던 기능과 비교했을 때 부분의 기능들을 수행

해나가고 있다.특히,창업지원과 교육기능은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들어왔

다고 볼 수 있다. 비CB창업공동체를 선발하여 CB나 사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교육의 경우에는 비CB창업공동체를 상으로 

하는 창업아카데미와 입문-창업-매니 과정이라는 단계별로 구성하여 사업추

진에 필요한 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CB일자리창업지원 교육

을 기획  운 하고 있다.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한 조사연구도 병행하

고 있으며,CB에 한 심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외부로 정보를 확산시켜

 수 있는 홍보활동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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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계모식도

기능 역할 기능

사업지원 ∙ 비CB창업공동체 발굴 육성 ○

컨설 ∙CB운 에 요구되는 경 지원

인재육성
∙CB창업아카데미 2종
∙다문화 창업지원 교육

○

조사연구
∙ 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한 연구
∙CB육성 지역연계 한 실태조사

○

홍보·정보제공
∙CB아이디어경진 회,CB 학기자단
∙온·오 라인 아카이 의 구축

○

네트워크 ∙CB서포터즈 포럼 ○

재정지원 ∙CB육성을 한 독자기 마련 지원

커뮤니티지원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지역활성화 사업 지원
∙커뮤니티 기반강화사업과의 연계추진

정책제안 ∙CB정책 각종 지원제도 개발

표 4-4.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료:김창환(2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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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일자리사업이나 사회 기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CB지원도 추진

하고 있다.재정지원에 있어서도 독자 인 펀드 조성이 아닌 민간 탁 을 일

부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탁사업에 모든 이 맞춰져 있기에 상 으로 정보제공이나 정책

제안 기능은 미약하다.실행사업 심의 정보수집  제공으로 아카이 를 구

축할 만큼 문 인 정보수집  제공은 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아직 사

업 기이므로 2∼3년 반복된 사업실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근거로 련 제

도  정책의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단된다.컨설 의 경우에는 창업지원  

교육을 통해 일부 해결되고 있다.그러나 그 상이 비CB창업공동체로 한정

되어 있는 만큼,CB희망자나 2년차 비CB창업공동체,CB사업체 등이 요구

하는 문 인 기술이나 문가 등 특정분야에 한 지원  개는 미약하다.

2.2.4.평가  문제

완주CB센터는 지역 착형으로 CB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간지원

기능을 갖고 있으며,국내에 CB를 처음 소개하여 다양한 CB연구를 수행해왔

던 (재)희망제작소와의 긴 한 네트워크를 통해 CB에 한 문Pool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특히,교육이나 홍보에 있어서는 다양한 세   유형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요에 맞는 방식을 악하여  도입하고 기획·운 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무엇보다 완주군 자체 으로 수행하는 CB육성사업을 포

함하여 행정안 부의 마을기업,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 공동체회사,노동부

의 사회 기업 지원정책을 지역에서 통합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센터를 탁운 하고 있고,지자체에 의존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

으므로 독자 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 에 있어 지자체와 수평  계를 유

지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해서는 민간

기 의 확보방안을 차차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며, 재는 운 기 단계이므로 

사업지원의 상이 ‘비CB창업공동체’에 한정되어 있지만 완주군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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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으로서 나아가고자할 방향  략에 맞게 지원 상을 넓히고 그에 

맞는 간지원기능  역할을 실행하려는 비가 필요하다.

2.3. 천시

2.3.1.일반 황

순천시는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지만,내발

 발 보다는 지역주민의 행정에 한 재정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지역사회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CB의 도입을 고민하게 되었다.완주군과 비슷한 시기에 CB에 한 개념을 

했으나,지원체계를 먼  구축한 후 CB정책을 추진했던 완주와 달리 순천은 

2008년부터 자치행정과가 심이 되어 마을만들기 정책사업과 연계한 CB지원

사업을 실행하 다.지자체 에서는 CB를 지역정책으로 도입했던 최 의 사

례이다.2011년을 기 으로 10여개의 CB성공 모델들을 육성해내었으며, 련 

정부지원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속 인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국내 표 인 

CB사례지역으로서 자리매김과 지역 내에서도 CB의 필요성에 한 이해  공

감 가 형성되자,CB사업의 성과들을 근거로,보다 문 인 CB 담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2.3.2. 간지원조직 육성추진

이러한 배경에서,순천시는 CB사업에 한 체계 인 육성지원을 실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2011년 6월에 공포하 다.해당 

조례를 근거로 2011년에 CB 간지원조직의 설립을 목표로 비 에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기 해 본래 CB사업의 심의를 담당했

던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원회’를 해체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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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추진 원회’를 새롭게 구성하 다.여기에 간지원조직에 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도형의 간지원조직(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순천시의 생

활공동체 활성화사업의 효율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14.

2.3.3.평가  문제

아직 간지원조직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지 까지의 추진 황을 살펴보

았을 때,순천시의 간지원조직은 완주와 마찬가지로 지역 착형의 다양한 

간지원기능을 이행할 것으로 단된다.다양한 지원기 을 보유하고 있는 완주

와 달리,조례의 성격상 순천은 CB 련 정부지원정책 외에도 기존의 마을활성

화사업들을 포 한 형태의 총체 인 간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 된다.

한,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 을 아우르기에,농 형 CB지원에만 주력

하고 있는 완주의 사례보다도 확장된 형태의 기능과 역량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으로,기존에 CB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지원조직이 새

롭게 설립되는 것이므로 당분간은 기존의 CB지원사업과 간지원조직의 역할

이 다소 갭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다소의 갭이 있더라도 장기 인 

안목에서 간지원조직이 지역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비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어느 정도 안정되어 궤도에 오르게 되면 향후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 평등한 트 십을 형성하고 지속 으로 CB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펀드를 구성하여 조직의 독

립 인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주도형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4아직 조직이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타 사례에서처럼 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을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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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간단 에서의 간지원조직 추진 황

3.1. 군 동면  지역  마 력소

3.1.1.일반 황

충남 홍성군 홍동지역은 국내에서 내발  발 을 이루어낸 몇 안 되는 지역

이다.1950년  설립된 풀무학교를 심으로 70～80년  지역농   생활

동조합이 등장하 고,90년  이후 친환경 오리농법의 도입에 의한 유기농업

의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만들기가 시작되었다.무엇보다 이 지역

은 풀무학교에서 배출된 지역인재들이 요소요소에서 마을을 이끌어온 것이 지

과 같은 자립 인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주민들이 만들어 운 하고 있는 ‘갓골 작은가게’,‘풀무비 공장’,‘반짇고리공

방’,‘느티나무 헌책방’,‘갓골목공실’,‘동네마실방 뜰’,‘은퇴농장’사람들 등과 

같이 홍동면은 이미 90년 부터 자생 으로 CB들이 만들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 다양한 CB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러한 사업체들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해 주민들 스스

로가 인식하게 된다.다른 한편으로,다양한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

지만 크고 작은 40여개의 단체들이 실질 으로 긴 한 연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 주민들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따라서 궁극 으로는 지역 내에 존

재하는 다양한 조직들 간의 소통과 연 , 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체를 유기

인 계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간지원조직의 설립을 비하게 된다.

2010년 반 마을토론회 등의 지역 내 합의과정을 거쳐,홍동에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現,마을기업 육성사업)’공모신청을 통해 ‘간지원조직형’

의 사업지원을 받았다.홍동 마을자치 주민모임이 심이 되어 추진 원회를 

설립하고 민간단  간지원조직의 육성을 추진하 다.그 결과 재 7명의 활

동가가 참여하는 CB 간지원조직인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를 개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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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주요기능  역할

마을활력소는 홍동지역을 상으로 동조합  방식의 운 을 모색하고 있

으며,지역에 공통 으로 필요한 실제 인 일의 우선을 지향하고 있다.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의 하나 던 지역 간 연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서 

간지원조직의 설립이 추진되었던 만큼,정보센터 기능과 함께 지역 내 다양

한 조직들을 지원하고 이들 간 는 실무자 간의 연 력을 도모하는 네트워

크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마을활력소는 지역의 공동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나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마실통신을 정기 으

로 발간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CB,사회 기업 등 사회 경제와 

련된 행사  정부동향에 한 정보들도 지속 으로 악하여 홈페이지를 통

해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정보의 송수신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능 역할 기능

사업지원
∙상품제작,교육, 장견학 등을 원하는 공동체에게 사
업비를 지원

○

홍보·정보제공
∙네트워킹활성화,CB육성에 필요한 정보제공
∙마실통신,지역안내 리 릿 발간 배포

○

네트워크 ∙지역 내 단체들 간의 연 력 ○

표 4-5.지역센터 마을활력소의 기능과 역할

그림 4-6.지역센터 마을활력소의 계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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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원조직육성을 해 지원받은 사업비15는 센터설립과 함께 지역 내 CB

육성의 종자돈으로 사용되었다.마을활력소는 홍동면,장곡면의 CB를 희망하

는 공동체를 상으로 상품제작,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의 운 이나 장견

학,홈페이지 제작16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 다.지원 은 최  100만 원 

이내로,CB를 만들어내는 동기부여의 형태로 사업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이

게 해서 지역 내 44개의 단체  26개의 단체가 사업지원을 받았다.주민들이 

자발 으로 활동해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으로써 지역의 내발성을 

높이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3.1.3.평가  문제

간지원기능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단 에서의 공감  과정을 거

쳐, 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추진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간지원조직의 

운 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재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을 악하고 이것에 

을 맞춰 단계 인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사업지원에 있어서도 기존에 존재

하는 공동체들이 자발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소액

의 지원 을 지원해주므로 간지원조직의 경  부담을 이고,공동체들의 

역량강화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다.무엇보다 홍동지역 자체가 내

발  발 을 이룬 지역이기 때문에,이제 막 설립되기 시작한 ‘마을활력소’의 

간지원기능의 발 가능성은 크다.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연

력을 개해주는 역할과 함께 컨설 이나 교육,연구조사 등에 한 문

 기반을 갖추어 낸다면 좀 더 시 지효과가 발생될 것이라 기 된다.

15사업비 8,600만 원(1,000만 원 자부담 포함)을 지원받아 수행하 다.

16마을활력소 홈페이지에 웹페이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온라인 페이지 개설을 지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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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커뮤니티 즈니스

3.2.1.일반 황

석탄 합리화조치 이후 속한 인구유출과 함께 침체기에 빠진 정선군의 사

북·고한지역의 커뮤니티 회복을 도모하기 하여 그 지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 기업인 (주)하이원리조트의 CSR을 토 로,건국 학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재)3.3기념사업회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2010년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역  특수성과 사회  분 기상 지역주민들은 정부  거 기업에 

한 의존성향이 매우 높으며,커뮤니티의 붕괴로 인해 자율 이고 자발  형

태의 지역 만들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이다.특히,사회 경제 역에 

한 심과 이해도가 매우 낮기에,CB를 추진하기 해 간지원조직의 육성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 이었다.이를 해 CB  간지원조직에 한 육성기반

과 문성을 갖추고 있는 건국 학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와 사북·고한지역

의 뿌리 깊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재)3.3기념사업회가 력을 통해 각자의 

문성과 노하우를 제공해 으로써 지역성과 문성을 갖춘 간지원조직의 

육성과 CB의 안착을 모색하고 있다. 재는 사업1년차로,건국 학교 커뮤니

티 비즈니스센터에서 1인,(재)3.3기념사업회에서 2명의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가칭)정선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심으로 CB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2.2.주요기능  역할

정선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지역단  CB 간지원조직으로,마을활력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에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기단계이다.그러나 마을활력소와 

달리 건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와 (재)3.3기념사업회의 도움을 받아 CB육

성에 필요한 반 인 간지원기능을 실행해나가고 있다.이미 실무자들을 

심으로 CB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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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과 달리 사북·고한지역은 자생 인 CB나 사회 기업이 매우 극소수

인 지역이므로 CB의 발굴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사업의 1차연도에는 

CB발굴에 을 맞춘 교육  홍보,사업지원기능을 정선CB센터에서 하고 

있다.따라서 가장 먼  시작한 것은 지역에 한 잠재력 조사로 CB성장의 가

능성을 악하고 활용가능한 자원들을 찾는 연구조사부터 실시하 다.실행하

고자 계획 인 기능과 재 이행하고 있는 역할은 다음 <표 4-6>과 같다.

기능 역할 기능

사업지원 ∙( 비)CB의 발굴 육성 ○

컨설 ∙CB창업,운 에 필요한 컨설

인재육성 ∙일반인 상,( 비)CB사업자 상 교육운 ○

조사연구 ∙CB육성을 한 지역잠재력 조사 ○

홍보·정보제공
∙CB아이디어공모 , 문가 토론회 개최
∙온-오 라인 커뮤니티 공간의 개설

○

네트워크 ∙CB육성에 필요한 문가,지역단체와의 력 계 구축

표 4-6.정선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림 4-7.정선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계모식도

한편,주민주도의 자발 인 CB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CB아이디어공모

’을 통해 6개의 아이템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활동비와 교육과정을 지원해

다.선발된 은 이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CB로 발 시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면 정선CB센터에서는 심사를 통해 2차연도 CB창업 지원 상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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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지원을 한다.주민들이 CB에 해 이야기를 나 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이 있는 공간에 커뮤니티카페를 조성하 다.온라인 커뮤니티공

간도 개설하여 온-오 라인 정보제공의 기능을 갖추어나가고 있다.아직 설립

기이기에 문  기능이 요구되는 컨설 의 기능은 미약하며,네트워크의 기

능도 앞으로 지역  공감  형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선CB센터에 한 존재

를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의 계를 맺어나가고자 한다.

3.2.3.평가  문제

이 사례는 정부주도형이 아닌 민간단 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CSR)에 의

해 기 이 형성되어 추진되는 독자 인 사업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아직 

운 기이기에 간지원조직의 기능이 미약하긴 하지만,한 가지 기능에만 집

하지 않고 지역단  간지원조직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은 조 씩 실

행해나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요구나 제

약에 계없이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성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사업실행에 있

어서는 마을활력소,완주CB센터와 마찬가지로 CB를 발굴해나가는 작업부터 

단계 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에서 향후 지속화되었을 때에 간지원조직이 

갖게 되는 역량과 문성,지역에서의 역할은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 된다.

재는 건국 학교 CB센터와 지역의 핵심단체인 (재)3.3기념사업회와의 

트 십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지만, 차 지역 안 의 여러 이해 계

자들과의 다층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다양한 분야의 CB의 육성과 사업

리를 체계화하는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4.소결

CB,농어 공동체회사,마을기업,사회 기업 등 사회 경제 역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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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8가지 사례의 운 황을 ‘앙정부주도형’,‘지

자체주도형’,‘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7~4-8>과 같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순천시를 제외하고 7개 기 들에게는 공통 인 특징이 

두 가지 있다.첫 번째는 CB창업에 한 사업지원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비창업,CB창업 등 산을 수반한 형태로서 지원을 하고 있다.국내 간

지원조직의 활동에서 가장 비 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그 지만 

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직  사업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우

리나라의 경우 사업지원이 불가피한 이유는 짧은 시간에 자발성을 끌어내기에

는 한계가 있고, 반 으로 사회  인 라와 볼런티어 역이 활성화되지 못

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단된다.그러나 사업지원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자기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사업비  자기부담비율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자원과 기술에 한 개기능이 미약하다.사업지원에 있어,상담 

 컨설  기능 속에 단편 으로 역할을 수행하지만,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자원과 기술에 한 개’는 지역 안 의 네트워킹과 연동되는 것으

로, 간지원조직만의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부분이 미약한 이유는 

간지원조직이 장에서의 문제 에 응할 수 있는 문성과 다양한 네트워

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앙정부주도형의 경우,정부정책을 

담하고 있어 홍보나 정보제공에 을 두고, 련 사업체에 한 국내외 조

사  정기 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개선에 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앙단  기구이므로 직 인 사업지원은 실 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모델

개발 등의 시범  형태로서 사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주도형의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토 로 CB 간지원조직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과의 긴 한 트 십을 통해 CB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앙 

 지방정부의 련 정책사업  산을 활용한다.지자체가 설립지원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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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앙정부주도형

농림부
농어 공동체회사

행안부
마을기업

노동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농어 공동체
지원센터

컨설 ,교육
탁기

한국사회
기업진흥원

추진년도 2011 2010 2011

조직성격 주도형 민간주도형 주도형

활동범 역( 국) 지역 역( 국)

기
능

사
업
지
원

자원과
기술 개

- - -

상담
컨설

○ ○ 지원기 이 수행

재정 - 지자체가 집행 ○

기
능

홍보·정보제공 ○ - ○

인재육성 - ○ 지원기 이 수행

네트워크
교류 진

- - ○

정책제안 - - ○

조사연구 ○ - ○

표 4-7.국내 간지원조직의 유형별 특성 구분 ①

탁형의 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어 행정의 의견이 운 의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단,충청남도의 경우 지역연구기 에서 생되었기 때문

에 조사·연구  정책제안의 기능이 크고, 한 역단 의 간지원조직이기 때

문에 장지원이 일반 시·군의 간지원조직보다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간주도형의 경우에는 지역  공감 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에 지역  특

성에 맞는 CB지원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지역에서 필요로 하

는 간지원기능을 우선으로 수행한다. 를 들어,마을활력소의 경우에는 네

트워크,정보제공의 기능,정선CB센터의 경우에는 조사연구기능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 내 지원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CB육성을 지원해  수 있는 

지역 안 의 다양한 문가  계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것이 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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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도형 민간주도형

충청남도 완주 순천 홍성 정선

충남사회
경제지원센터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비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정선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2011 2010 2012 정 2011 2011

주도형 민간 탁형 미정 민간주도형 민간주도형

역
(충청남도)

지역(완주군) 지역(순천시) 지역(홍동)
지역

(사북,고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4-8.국내 간지원조직의 유형별 특성 구분 ②

이상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가 국비나 지방비, 로젝트의 형

태로 탁사업의 형태로 조직운 을 하고 있어 역할에 한 독자 인 권한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각각의 유형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거나 유기  계를 통해 동사업을 실행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각

각의 활동범주 내에서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도입되어 지원기능을 펼치기 시작

한 것이 아직 2～3년도 채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따라서 한국형 간지

원조직에 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아직은 성장의 기단계

로서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과정에 놓여있는 만큼,선진국의 선행사례들과 비

교하며 한국형 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발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68

제5장

농 형 간지원조직의 정책과제

1. 간지원조직의 문제 과 개선방향

1.1. 국내 간지원조직  계

한국사회에서 간지원조직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CB를 포함

한 사회 경제 역의 활성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와,

정부주도형의 한계 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간지원조직이 극 으로 검토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식품부의 농어 공동체회사,행정안 부의 마을기업,고용노동부의 사

회 기업 등의 사회 경제사업 모두가 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한,

각 사업을 실질 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 기업진흥원’과 ‘농어 공동

체지원센터’는 간지원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나,정부의 리 행기 의 성격

에 가깝다.행안부의 마을기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 는 리되고 있어 행정

의 범  내에서 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문제는 앙정부 주도의 리

시스템이 CB사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사업이 가지는 독특한 커뮤니티의 정체성

이나 지역자원에 기반한 지역성 등을 충분히 존 하면서 지원할 수 없다는 태

생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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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는 국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기 을 가지고 획일 인 지

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과 장에 착한 지속 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

그리고 볼런티어나 기업의 CSR과 연계한 유연한 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앙정부조직에 따라 장에서 필요한 통합  지원이 아닌 

계열화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1.2. 개 향

CB와 련된 앙정부,지자체의 정책들은 CB육성에 한 종합 인 지원시

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CB의 창업,창출에만 이 맞추

어져 있다. 간지원조직 자체에 한 지원정책도 CB창업과 연계되어 컨설 ,

교육기능 등 핵심 인 활동에만 매우 단편 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

지원조직을 설립한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조례와 운 비 지 으로 간지원조

직의 활동을 지역정책 단 에서 마련해주고 있지만, 간지원조직 자체에 한 

운 활성화에 을 둔 것이 아닌,CB창업의 확 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 으로 CB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CB자체에 한 사업지원보

다는 이를 육성하는 간지원조직에 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하겠다.따

라서 <그림 5-1>과 같은 형태로의 체계를 토 로 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이를 

통한 CB의 육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간지원조직은 앞서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한 것처럼 앙단 , 역단

,지역단 의 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마다 기능과 역할이 

구분될 수 있다.각각의 주력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토 로 서로 간의 연계고

리를 갖춰 CB의 활성화를 모색해내야 한다.

첫째, 앙단  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앙부처의 CB담당부서나 마찬가지

이므로 정책실행  총  지원시스템의 개발  리에 주력해야 한다.지역

착형이 담보되지 않는 장지원은 CB창업의 효과성이 낮아지므로, 앙단  

간지원조직은 역형,지역형 간지원조직 자체를 육성·이원하는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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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CB정책 반에 한 총  리  네트워킹

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1.한국 간지원조직의 발 방향

둘째, 역단  간지원조직은 지역특성에 맞는 CB육성에 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개발해나가야 한다.컨설 ,기술 개,상담,인재육성 등에 한 지

원 로그램,Tool을 개발하는 데 심을 둔다.이 게 개발된 로그램,Tool을 

갖고 지역단  간지원조직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내는 역할을 

한다.CB창업에 한 직  지원은 역단 에서 표 인 모델을 개발해내

는 데 을 둔다.그 외에 지자체단 에서 CB정책발 에 요구되는 조사연구,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셋째,지역단  간지원조직은 직 인 CB육성을 담당한다. 역단  

간지원조직에서 개발한 CB지원 Tool  교육 로그램을 지역 CB창업자 등을 

상으로 직  실행한다.그 외에 커뮤니티 회복을 해 지역특성에 맞는 로

그램을 개발하여 운 해나간다.지역 내에서의 CB창업에 한 세부 인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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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와 같이 NPO추진아오모리회의의 체계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는 련 정책  재정지원과 

맞물려 있다. 앙단 ,지자체 단 의 정책들과 그 외에 민간 역과의 네트워

크를 통해 간지원조직의 활동기반을 마련한다.이를 한 주요 정책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앙정부의 CB정책에는 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이

들의 기본 인 활동  운 을 지원해주어야 한다.CB정책 내에 간지원조직

에 한 육성사업은 포함하도록 한다.그 지만 이들 기 에 의해 실행되는 

CB창업에 한 사업지원은 일본과 같이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지역활성

화와 련된 정책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앙부처를 통해 간지원조직 운 지원을 할 경우에는,사업체 운

에 한 재정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 ,교육의 Tool  로그램 

개발, 로그램 운  등에 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간지원조직의 지속

성  활동에 한 동기부여에 더 효과 이다.

둘째,지자체의 경우에는 CB와 련된 독자 인 지역정책이나,기존의 지역

활성화 정책들을 간지원조직들이 지역에서 활용하여 CB창업의 효율성이 높

이도록 정책 활용의 제도  유연성을 보장해  필요가 있다.

셋째, 간지원조직들은 운  측면에서 행정에 한 의존을 벗어나기 해 

민간기 의 조성이 필수 이다.기업의 CSR을 활용하거나 시민섹터 내 재단 

등과의 트 십을 통해 지역 내 CB활성화를 한 펀드조성을 해나가야 한다.

2.농 형 간지원조직의 역할 도출

일반 간지원조직과 마찬가지로 농 형 간지원조직도 <표 2-2,4-7>과 같

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특히,정보수집  제공,네트워킹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이다.그 외에 CB활성화에 필요한 컨설 ,인재양성,자원과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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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은 농 사회에 합한 형태로 개발되어 기능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 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 인 문제들이 농 형 간지원조직의 활

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표 인 문제가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다.우리

나라 농 인구의 고령화율은 31.1%17로 농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

어섰다.농 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지원조직을 운 할 만한 인재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아마도 10∼20년 후쯤에는 CB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을 공산이 크다.

국내 농 형 간지원조직의 표사례인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에도 완주군 내에서 간지원조직을 이끌 수 있는 내부역량이 부재하여 외부

에서 역량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뒷받침 해주는 형태로 간지원조직의 운 체

제를 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외부역량들이 내부화되기에는 많은 시

간이 걸린다.

다른 한편으로 농 은 간지원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

라가 구축되어있지 않기에 행정의 향력이나 행정에 한 의존력이 크다.독

립 인 지 를 갖고 행정과의 등한 계 속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이를 해 농 형 간지원조직은 첫째로 인재양성사업에 주력해야 한다.일

본의 ‘에가오츠나게테’의 경우 도시민이나 지역청년들을 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농 으로의 인재유입을 도모하여,CB의 창업이나  간지원조직의 활동

가,볼런티어로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 다. 간지원조직 코디네이터,CB

창업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때 참가 상을 농 을 둘러싼 인근도시까지 확 하

여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인재의 유입에 한 가능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농 형 간지원조직은 독립된 기 조성이 가능한 독자사업의 

운 이 필요하다.단순히 공익성에 기반을 두고 CB육성을 지원하는 것에만 머

무는 것이 아니라 간지원조직이 지속화될 수 있는 수익보장활동이 필요하다.

국내 간지원조직들은 재정  측면에서 부분 행정에 의존하고 있다.공  

17통계청.2011.2010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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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속에서만 간지원의 기능을 하는 실을 벗어나 경 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성장이 요구된다. 를 들면,기업의 

CSR등을 활용하여 민간기 을 조성하고,이를 토 로 농 지역활성화,커뮤

니티의 회복 등과 연 된 수익사업의 기획·운 이 필요하다.다시 말해,농 지

역의 여건상 농 형 간지원조직은 사업형 간지원조직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농 형 간지원조직의 정책과제

3.1. 도농 류에  도농공동출자로   있는 여건  조

최근 우리 농 을 둘러싼 움직임 의 하나가 ‘시민을 농업·농 으로 받아들

이는 움직임’과 ‘시민이 농업·농 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이러한 시  상황을 배경으로 농 과 도시가 ‘교류·연 · 동’의 형태

를 만들어 내고 있다.아직까지는 동의 형태가 가시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

지만,그러한 움직임의 맹아는 상당히 생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은 역사 으로 보면,농 과 도시의 ‘분리· 립·격차’의 계에서 ‘교류·연

· 동’의 계로 환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연 · 동’그리고 융합의 계로의 환에는 사회경제 인 필

연  배경을 가지고 있다.첫째,농 과 도시의 분리와 립이 해짐으로써 

농 과 도시 모두 다양한 문제 이 산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융

합과 동이 불가피하다는 이다.둘째,상품경제가 극도로 발 하면서 교통·

통신시스템·기술의 비약  발 이 더 이상 공간을 분리,허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 다.셋째,농 과 도시의 각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농민과 시민이 자발

으로 ‘교류·연 · 동’을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다.

농 과 도시의 ‘교류·연 · 동’이 구체 으로 발 되는 형태가 ‘애그리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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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비즈니스(Agri-CommunityBisiness:ACB)’이다.ACB란 농림업과 커뮤니

티 비즈니스를 조합한 것이다.<그림 5-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종축은 농림

업을 기반으로 한 농산 력의 축이다.제1단계는 농산물과 에 지 생산이라고 

하는 자  측면의 획득이고,제2단계는 농상공연 와 6차산업화에 의한 경

제  측면의 발 이다.제3단계는 사회·환경 인 측면에서 풍요로움을 실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2.농산어 형 CB체계의 방향 환

횡축은 농 과 도시의 교류축이다.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분단이 심화되었던 

농 과 도시가 최근에 교류가 활발해지고,아직은 미약하지만 서로가 동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더하게 되면 사업경 이라는 입장으로 발 하게 된다.단,여기에

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윤추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

니스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CB는 지역자원,인재,노하우,시설과 자 을 활용

하여 지역의 과제를 비즈니스방식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새로운 사업과 고용창출,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의 환,지역커뮤니티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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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ACB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 으로는 농산 의 지속가능성이 이루어지게 된

다.구체 으로는 농상공연 와 6차산업화 등 경제  측면에 사회·환경  가치

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 농산 력을 회복하고 농 과 도시가 공감과 공동투자

를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내어야 하고,이러한 바탕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농 커뮤니티를 창조할 수 있다.이를 한 실제  창구로서 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 된다.

3.2. 앙 부, 지자체, 간지원조직   계구축과 역 분담

한국이 안고 있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는 다음의 에서 CB와 련

한 각각의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 인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앙정부는 정책기획,네트워크 지원,커뮤니티펀드 조성 등 기반구축에 주

력해야 한다. 앙정부가 주도하면 할수록 사업의 경직성은 커지겠지만,한국

사회가 가지는 오랜 앙정부주도의 국가경 이라는 역사문화 인 특성상 

앙정부의 역할은 여 히 지 하다. 앙정부에 의해 기획된 정책기반은 지방정

부를 통해 달되고,이 게 제공된 틀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하다.지방정부는 앙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내려온 정책을 통합하고 거기에 

지자체 독자 인 정책을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게 만들어진 지원정책은 직  사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튼튼한 

고리로 연결된 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 간지원조직은 CB사업체와 유기  계를 형성하여 양자 모두 사업추

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지원정책을 달하는 것이 아닌 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  등 사업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장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행정에 달하고 정책에 

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문가,기업,볼런티어, 학,주민자치

모임 등 다양한 그룹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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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3. 간지원조직   지원

농업농  심의 지자체 단 로 건 한 간지원조직이 육성될 수 있기 해

서는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일본의 경우 간지원조직 자체를 

인증하지는 않지만 간지원조직이 시행하고 있는 인재육성 로그램 등을 평

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행정의 달 역할만 하는 간

지원조직이 아니라 능동 이면서 창의 인 활동을 간지원조직이 되기 해

서는 평가에 필요한 지표개발 등을 통해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간지원조직의 지원원칙에 있어 조직운 에 필요한 최소 산을 지원(국비,

지방비,자부담 포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지역에서 CB가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이를 이끌어가거나 CB지원을 할 수 있는 인재육성 로그램의 운 을 지

원해주도록 한다.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간지원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유형별 간지원조직 설립을 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

하도록 한다.

3.4. 농  CB  연계   있는 책리스트  작   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만들기 정책,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만들기,CB 련 정책들을 리스트화하여 개략 인 정보를 담아 매뉴

화하여 지역에 배포하도록 한다. 간지원조직들은 이 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의 정책들을 지역에 합한 CB사업체와 연계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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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PO추진아오모리회의에 의해 육성된 농 형 CB

【사례 1】우시타키 생산자 모임(牛滝ねぇ～産の会)

사이무라 우시타키 지구(佐井村牛滝地区)는 약 40세 가 거주하는 어 으로 

주민  90%가 어부이다.주민 부분이 해산물을 자 자족하는 수 이고 시

장에 해산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가계수입이 낮고,고령화와 과소화,지역후

계자의 부족 한 이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이 지역에는 어부 외의 직업

이 없으며,도시와의 교통도 불편하여 객이 방문하기 어렵고, 련 인 라

도 부족하여 식사할 가게조차 없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산업과 

연계하여 이 지역 주부들이 모임을 만들어 풍부한 해산물을 지역  상품으

로 어가 스토랑  산지직송편의  CB를 창출하게 된다.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발생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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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농장(むつ観光ファーム)

농사조합법인 무츠 농장은 폐교를 활용해서 농업창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활성화를 모색하며,청년들을 상으로 농업분야 고용을 

도모하는 CB이다.

【사례 3】좋지않  로 트(いいびょんプロジェクト)

정보송수신  클럽 ‘좋지않을까 로젝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

한 농산물  음식에 한 정보를 ‘여성추천 원회’를 통해 지속 으로 제공

해 으로써 이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

록 개해주는 사업이다.과거의 ‘생산하는 농업’에서 ‘팔리는 농업’으로,農

작업에서 農 비즈니스로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이러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자의 지 향상과 수입상승,농업후계자들을 유인할 수 있으며 아오모리에

서 안 하고 맛있는 음식을 발굴해냄으로써 새로운 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

다.다른 한편으로는 CSA를 통해 지역을 환시키는 농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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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니 겐키타이(OH!! 鰐元気隊)

‘오오와니정(大鰐町)을 희망차고 건강한 마을로 만들자’는 강연회와 워크

을 통해 지역 안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지역을 상으로 한 볼런티어 그

룹들을 조직하 으며,2008년 ‘지방의 건강재생사업’ 상지구로 2년간 지원받

게 되면서 지역활성화를 한 활동을 CB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로젝트 오오와니(大鰐)사업 동조합’을 설립하

여 오오와니정(大鰐町)에 있는 지역교류센터 와니컴(鰐Come)의 지정 리자로,

무료로 탁받아 리하게 되면서 지역의 상품을 개발, 매하기 시작하여 1년

만에 흑자를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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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스소  로 트(おすそ分けプロジェクト)

아오모리  오오와니정(青森県 大鰐町)과 미에  다키정(三重県 多気町)은 

공동으로 오스소와  로젝트를 추진한다.상품에 흠집이 있어 매하기 어려

운 규격 외 농산물을 지역 간에 교환하는 사업이다.‘사람,마음,물건’의 교류

를 목 으로 추진하는 지산지소 활동을 캐치 이즈로 하여 아오모리 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미에 에서 생산되는 감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CB로 2010

년에 사업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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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지개  씨앗(虹色のたね)

고쇼가와라시(五所川原 )의 특산품인 붉은사과의 색소를 활용하여 아오모리

의 산업기술센터,생산자,행정, 련단체가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C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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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에가오츠나게테에 의해 육성된 농 형 CB

【사례 1】 업

한국의 1사1  로그램처럼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야마나시  후쿠토

시에 기업팜을 갖고 사원  사원의 가족들이 정기 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종부터 재배까지 농사를 짓는 것이다.기업의 CSR활동으로서,안 하고 안심

한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에서,사원의 인재육성과 복리후생의 차원

에서, 는 신규사업을 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다.

에가오츠나게테는 한계취락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농지들을 농민들로부터 임

하여 기업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직원들이 방문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에가

오츠나게테의 농장 에서 리해나가는 형태이다.

이 게 생산된 농작물들은 사원들이 갖고 가기도 하지만,새로운 기업의 상

품으로 탄생하기도 한다.과자회사인 청월(淸月)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재배하

는 하나마메(花豆)를 이용한 이크를 개발하여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주)미쓰비시지소(三菱支所)는 술 빚는 을 재배하여 술을 만들었다.이러한 

상품들은 기업의 CSR을 통해 농상공연 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의 특산품으로

서도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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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미나미알 스 릉도원 후르  로 트

(南アルプス桃源郷フルーツプロジェクト) 

미나미알 스팜필드트립(南アルプス FarmFieldTrip:SAFT)단체,상공회,

지자체,과수농가들은 농상공연 를 통해 질 좋고 잘 익은 과일에 한 지역

랜드로서 ‘미나미알 스 Love'마크와 특산품을 개발하 다. 한,최상품의 과

일들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후르츠마스터’인증을 했다.이 게 개발한 랜

드와 인증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미나미알 스 무릉도원 후르츠 로젝트를 

추진한다.SAFT가 심이 되어 규격 외 등 이 낮은 과일을 활용한 잼 등의 

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상공회와 연계해서 지역 내 스토랑,과자 에 유통

시켰다.다른 한편으로 SAFT는 도농교류 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도시민이 

후르츠마스터 농장에 방문하여 그 시기에 맞는 과일을 수확하고,직  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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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하 다.이러한 CB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에가오츠나

게테는 이러한 사업구상을 함에 있어 조직체의 구성  법인화 필요성을 상담

해주어 SAFT가 설립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었다.이후 기자 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그 외에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해 에가오츠나게테에서 하는 교

육과정에 참가를 독려하는 등의 지원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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