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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우리사회의 위기 속에서 좋은 일도 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내는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565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1000개 기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
하고 있다.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부족, 고령화, 지역의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도시지역에 비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기업 활동을 담당할 운영주체의 역량이 취약하고 수익
창출과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
해 볼 필요가 있어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회적기업과 농촌 지역사회
의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
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평가해보고, 일본과 유럽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
전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끝으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발표를 맡아 주신 벨기에 사회적경제센터 엄형식 연구원과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사쿠라이 마사나리 교수,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린
다. 또한 연구추진 과정에서 세미나를 준비해 준 연구진의 노고 역시 치하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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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주제발표 유럽의 사회적기업과 농촌지역 활성화

유럽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이해를 위한 개념틀
엄형식(벨기에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

목
1. 서론
2. 사회경제적 변동
3. 기존 조직적 토대
4. 확장된 정치적 기회구조
5. 인지적 해방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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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회적기업과 농촌지역 활성화

엄형식

1. 서론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이야
기할 때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직들뿐만 아니라 이들 조직을 둘러싼 사회현상
일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보다도
사회적기업 현상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개념화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현상, 특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상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유럽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상에 대한 개념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사회적기업 그 자체보다는 유럽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들의 등장과 발전
을 촉진시킨 ‘사회경제적 변동’, ‘정치적 기회구조’, ‘기존 조직적 토대’, ‘인지
적 해방’이라는 측면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개념들은 맥아담이 제안한 사회운
동에 대한 정치과정 모델에서 차용되었다(McAdam, 1982). 사회적기업 현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이니셔티브 그리고 공공정책의 상호작
용을 통해 발전해왔기 때문에, 사회운동 이론의 하나로서 주체와 환경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정치과정모델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사회적기업 현상에 대
한 개념틀을 구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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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자와 정체(기존체제)의 갈등 관계를 전제하는 전통적인 사회운동에 대
한 이해와 비교하여(Tilly, 1978), 사회적기업 현상은 자기제한적 급진주의
(self-limiting radicalism)로 설명되는 신사회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Cohen, 1985 ; Offe, 1985). 따라서 미국 흑인저항운동에 대한 분석
을 위해 사용된 정치과정모델의 개념들을 원래의 의미에서 다소 바꾸어서 차
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전자들이 정치적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
행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인지적 해방’의
의미라면, 자기제한적 급진주의 운동으로서 사회적기업 현상은 도전자들이 사
회적기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들을 채택함으로써
고무되고 촉발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개념틀은 맥아담의 도식(1982)을
수정한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유럽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상 개념틀(McAdam 1982: p. 51 수정)
확장된 정치기회구조
- 우호적인 공공정책

사회경제적 변동
-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수요
(일반+농촌지역 특수)

인지적 해방
- 연대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기존 조직적 토대
- 사회적경제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위의 개념틀에서 제시한 각각 요소들을 검토한다. 7
절에서는 결론으로서 이 개념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직관들을 바탕으
로 한국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6

2. 사회경제적 변동

2.1. 일반적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수요
서유럽 사회에서 사회적기업 현상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체제라고도
불리는 2차 대전 이후 시장-국가 시너지 시스템에서 배태되었지만, 결국 이 시스
템을 흔들게 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자극되고 가속화되었다(Laville, 2007). 2차
대전 이후,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를 통한 재분배는 서유럽 사회 전반
에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민주주의의 안착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경제적·
양적 가치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적·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대의 등장을 가능
하게 하였다. 그러나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던 이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나
타난 인구학적·사회정치적·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마감하게 된다.
먼저 인구학적 변화는 고령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이
민자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이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만들어 내었다(Laville, 2008).
사회정치적 변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가치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다. 표준화되고 관료적인 성격을 가졌던 복지국가 시스템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가치를 추
구하는 사람들은 보다 참여적인 형태의 새로운 연대에 대한 실험을 통해 국가
만이 사회적 연대를 담보한다는 기존 체제의 구상을 넘어서고자 하였다(Evers
and Laville, 2004).
사회경제적 변화는 1970년대부터 국제 경쟁의 격화,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이윤율 저하로 촉발되었으며, 이는 1, 2차 산업의 축소 및 3차 산업의 증가라는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및 빈곤의 증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야기한 사회문제들에도 불구
하고, 국가는 실질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공공재정의 제약으로 이를 충분히 다
룰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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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럽 농촌지역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수요
사회일반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새로운 수요 이외에도 유럽의 농촌지역이라
는 특정한 맥락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농촌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와 구조적 실업
농촌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는 구조적 실업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농촌지
역의 기본 산업이었던 1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어 왔다. 2006년
현재 EU 27개국에서 1차 산업 피고용인구는 1,290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6%
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촌지역(IR과 PR)1에서도 1차 산업은 전체 고용
의 10% 이하이며,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1/3에서는 5% 이하로 내려간다(EU
DG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9 ; Corpus et al., 2006). 이러한 추
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4~5백만 명의 노동
력이 농업부문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이미 농촌지역(IR 30%, PR 28%)에서 도시지역(26%)
보다 높다. 그러나 3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도시지역(74%)에 비해 낮으며(IR
63%, PR 57%), PR의 경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3차 산업의 고용비중 증가
속도가 도시지역(75%)이나 IR(71%)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난다(60%).
1차 산업의 고용비중 감소와 3차 산업 고용비중의 느린 성장은 농촌지역에서
구조적 실업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 실업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여성
과 청년층인데, 이는 도시-농촌간 고용률 격차가 여성 고용률에서 두드러지게

1 유럽연합 농촌지역 개념규정에 따라, 이 글에서는 농촌기초단위지자체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에 따라 구분되는 3가지 지역유형을 사용한다. Predominantly Rural region(PR)은 지역인구의 50% 이상이 농촌기초단위지자체에 거주하는 지역이며,
Intermediate Region(IR)은 지역인구의 15%에서 50%가 농촌기초단위지자체에 거주
하는 지역이다. 지역인구 15% 이하만이 농촌기초단위지자체에 거주하는 지역은
Predominantly Urban region(PU)라고 불리지만,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도시지역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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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여성과 청년층의 실업율이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관
찰된다. 농촌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청년의 불리한 위치는 주요 인구유출이 여성
과 청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프라와 기본서비스의 부족
인프라와 기본서비스의 부족 문제는 사회변화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두드러
지게 부각되는 문제이다. 농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의 침체는 인프
라와 기본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수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또한 쉽게 형성
되지 않는다. 넓은 지역에 분산된 인구구조와 급속한 고령화는 이러한 문제들
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보조금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 기본
서비스 공급구조에서 기본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시장화 정책은 그나마 존재하
는 기존 공공부문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기본서비스의 부족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결국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농촌지역 인구유출, 특
히 기본서비스 수요에 민감한 여성과 청년층의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3. 기존 조직적 토대 - 사회적경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상의 모태이자 주체

사회적기업 현상에서 사회적기업이라 지칭되는 조직들은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거나, 사회적경제 틀 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역동적인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조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현상의 모태인 동시에 주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현상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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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적경제 개념의 기원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조직들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
단체들의 역사는 이미 산업혁명 초기인 19세기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만,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서구사회
가 경험한 가치의 위기와 경제위기를 통해 등장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동성
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역동성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
간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은 오일쇼크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스스로를 정립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이들은 스스로의 공통된 명칭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Demoustier and Roussiere, 2001). 198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정부가 사회
적경제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지
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은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서유럽 각국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던 노동자자주관리를 포함한 노동자협동조합,
실업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민간단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인 민간단체들의 등장은 각국의 전통적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들
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사회적경제 개념은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새로운 활동 및 조직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운동 주체들에
의해, 또는 공공부문에 의해 인정되고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3.2. 새로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개념은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일반
에 기반을 두어 발달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전통적 사회적경제의 비운동성
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경
제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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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1970년 초반 이후 활성화된 자조 그룹, 공동체
조직, 풀뿌리 사회운동그룹,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노동자협동조합, 혁신적인 사
회복지기관, 귀농운동 그룹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자족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두었으나 1980년대
부터는 실업문제,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기 시작하면서, 공공부문의 정책 변화와 맞물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법적지위와 활동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연대경제 조직들, 벨기에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 이
탈리아에서는 사회연대협동조합, 영국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커뮤니티비즈
니스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은 실업,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개
발 등에서 이들이 보여준 정책적 유용성을 점차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 기구들
에 의해 주목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EMES 연구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사회적기업
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은 비단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
직들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혁신적인 변화와 공공부문의 우호
적인 정책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일반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상 역시
기본적으로는 농촌지역이나 농촌인근 도시지역에 존재했던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거나, 기존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내에서 등장한 새로운 활동 및 조직
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4. 확장된 정치적 기회구조 - 우호적인 공공정책들

사회적기업들은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실험적인 활동들을 통해 시작
되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사회적기업들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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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우호적인 공공정책들을 통해서이다. 사회적기업과 공공정책이 긴
밀하게 연관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사회적기업 현상과도 구별되는
유럽 사회적기업들의 특징이기도 하다(Nyssens, 2006). 특히 내부자원이 부족
하고 시장이 협소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과 공공정책의 역할이 단순한 지
원자를 넘어서서 사회적기업 현상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많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부문이 주요한 비용지불자가 된다. 따라
서 일련의 우호적인 공공정책은 사회적기업 행위자들에 의해 기회로 인식된다.

4.1.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공정책들
가.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공공정책은 사회적기업에 적절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관련 제도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제도
적인 틀거리 안에 위치시키는 ‘제도화’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기업을 대상
으로 한 별도의 법적지위를 가진 국가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이들 법적지위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며, 다양한 법적지위, 특히 대부분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법적지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법적지위는 다
른 법적지위들에 비해 공익적 목적과 경제활동이라는 사회적기업 고유의 정체
성을 인정함으로써 활동의 내적 일관성을 보장해주고, 외부 파트너들에게 조직
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명료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제도화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한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나. 사회적경제 일반에 관련되는 공공정책들
사회적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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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관련된 제도적 지원 역시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포함된다.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에 관련된 공공정책들로는 주요하게 사회적경
제 조직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적지위 부여, 공공부문의 금융지원 시스템, 사
회적경제에 관련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유형에 따라 자신들의 특수성과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가령, 민간단체들은 이윤을 분배할 수 없는 엄격한
비영리 제약을 갖고 있는 반면, 수행하는 활동의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는 경
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잉여 중 일정비율을 협동조합이 해산하더라도 구성원
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비배분적립금(indivisible reserve)으로 적립하도록 법률
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
치는 협동조합의 재정적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각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주요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기관들
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중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기금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프랑스의 France Active와 벨
기에 왈룬지방의 SOWECSOM 등이 있으며, 직접적인 정부의 기금참여는 없지
만 협동조합 연합회 내부에 협동조합 지원기금 조성을 하도록 규정한 이탈리
아의 법률도 간접적인 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 사이의 파트너십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왔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DIES와 CNIAE, 벨기에 왈룬지방정부의 왈
룬사회적경제평의회와 Concertes, 스페인의 CEPES, 영국의 시민사회청 등이
주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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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책들
고용-사회정책의 일부는 사회적기업만을 위해 도입된 정책들은 아니지만 사
회적기업들의 등장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들
은 정책수행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아왔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에게 상당
한 정도의 공공자원을 제공하는 기제로서 이들 고용-사회정책들은 ‘기업’ 이미
지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유럽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동학을 설명해준다.

가. 실업자를 위한 훈련
많은 유럽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해 훈련생들의
고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
회적기업들이 고용정책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특히
이들 사회적기업들은 실업자들의 훈련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훈련기관
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훈련생들의 급여와 기관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나. 근린서비스 활성화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국가의 위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필요에 따라 기존
까지 가족과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던 사회서비스 중 특히 대인서비스라 불
리는 활동들과 소규모 수선 및 정원관리 등 소비자의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근린서비스(service de proximité)라 통칭되는 이들 활동들은 새로운 고용창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근린관계의 호혜성 원리, 공공부문의 재분배 원리, 시장의 교환원리가 혼
합되는 새로운 조절양식으로서 연대경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근린공공영역
으로 설명된다(Laville, 2007).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근린서비스 시장 형성을
취지로 하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들 제도들은 사회적기업만을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과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는 상
당한 규모의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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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유럽연합 프로젝트들
유럽연합에서 사회적경제는 1989년 정책의제로 편입되었지만, 고용에 관련
된 정책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다양한 지역수준의 시범사업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활동영역(근
린서비스, 환경보호, 지역개발 등)과 새로운 경제활동 주체(제3섹터)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가. EQUAL 프로젝트
다양한 유럽연합 프로젝트들 중 사회적기업 모델이 유럽전역에 확산되는 데
기여한 것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EQUAL 프로젝트이다. 유럽사회
기금에 의해 재정이 충당되었던 EQUAL 프로젝트는 ‘노동과 구직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테스트하
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EQUAL 프로젝트의 고유한 특징은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지방정부, 노조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로 구성된 개발파트너십(development partnership)이라 불린
프로젝트 수행단위이다. EQUAL 프로젝트 중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관련된 프
로젝트들은 주요하게 ‘기업가 정신’ 주제에 속하는 ‘비즈니스 창업’과 ‘사회적
경제’ 두 테마에 집중되어 수행되었다.

나. LEADER +
유럽연합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EQUAL 프로젝트와 함께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1991년부
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2007년 이후로는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한 축으로 통합된 LEADER 프로젝트는 농촌지역 사회
적기업들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특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LEADER +는 지역행동그룹(local action group)이라 불리는 지역파트너십에 의
해 주도되고 실천되는 통합적인 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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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핵심인 지역행동그룹은 지역 내부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구성된다. 지역행동그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이해하며, 집합적
인 방식으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원이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면서 혁신적인 해법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지역행동그룹들의 활동은 지역의 기
업가정신을 촉진시키는 프로젝트, 교육훈련에 관련된 프로젝트, 농촌관광 등
특정한 사업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등이었으며, 지역행동
그룹들은 이들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을 조성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5. 인지적 해방 - 새로운 아이디어들

사회적기업 현상은 사회경제적 변동, 우호적인 공공정책 그리고 기존 사회적
경제 행위자들의 존재만으로 자동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행위자들이 전통적
인 해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인지하고 채택해야, ‘사회적기업’이
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치과정모델에서
행위자들이 변화한 정치기회구조의 변화를 집합행동의 계기로 인식하게 되는
인지적 전환을 ‘인지적 해방’으로 개념화했다면, 사회적기업 현상에 있어서는
행위자들을 새로운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존재가 ‘인지적
해방’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1. 다중목적
사회적기업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기업 현상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아
이디어가 공익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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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연대적 관계를 창출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연대적 관계
는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며, 동시에 사회적기업은 연대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수단이 된다(Borzaga and Defourny, 2001 ; Bacchiega and Borzaga, 2001 ;
Evers, 2001 ; Evers and Laville, 2004 ; Campi et al. 2006).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연대적 관계를 창출한다는 사
회정치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활동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속성을 추구
하는 경제적 목적,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서 공익활동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중목적(multi-goal) 조직으로 설명된다(Nyssens, 2006).

5.2. 자원혼합
다중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
공공부문의 재분배 자원 그리고 사회정치적으로 조절되는 시장 및 상호적인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Nyssens, 2006). 자원혼합(resource mixture 또는 hybridisation)으로 불리는 이러한 사회적기업 고유의 자원동원방식은
기업, 국가, 비공식적 근린관계와 같이 각각의 고유한 자원에만 국한된 경제주
체들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게 된다.

5.3. 다중이해당사자 역동성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직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다중이해당사자 역동성(multi-stakeholder dynamic, Pestoff, 1998)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는, 각각의 이해당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이고 자기이해중심적 태도가 부차적으로 형성되
며, 집합적 성찰을 토대로 한 상호신뢰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상호신뢰는
이해당사자 각각의 일방적 이해추구와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하고, 조직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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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형성된 근린 공공영역 속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성찰적이고 연대적으로 행
동하도록 이끌어낸다. 단순한 경제조직이 아닌, 새로운 공공영역으로서의 사회
적기업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자원을,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제도적 자원을,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활동 및 기부와 같은 호혜적 자원을 사회
적기업에 투입할 수 있게 한다(Evers and Laville, 2004). 이러한 다중이해당사
자의 역동성은 사회적기업 내부와 외부 모두에 형성될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로, 외부에서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형태로 나타
난다.
사회적기업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적기업의 핵심 아이디어로 언급되는 다중
목적, 자원혼합 그리고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는 모든 사회적기업에서 동일
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아이디어는 사회적 문제에 대
한 대응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국가, 시장 또는 이들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
전통적 사회적경제)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으로서 사회적기업 현상의 등장
을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결론 - 한국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주는 시사점

이 글에서는 유럽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상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사회운동 현상을 설명하는 정치과정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현상의 다차원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틀을 구성
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
고 보완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사회적기업 현상이란
다양한 요소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
적기업이 보여주는 혁신성의 원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 활동과
경제 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연대적 관계와 상호신뢰를 만
들고 확장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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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현상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된 사회적기업 현상에 대한 개념틀은 한국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현상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전반의 활성화
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럽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라 주목받는
것은 사실상 이미 농촌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여기에서 파생된 새로운 활동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농촌지역의 경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들, 농
민단체들, 신활력사업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이니셔티
브 등이 농촌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경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이들 농촌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농촌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조적인 수단이자, 공공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해왔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기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접근을 통해, 기존 사회적경제 조
직들로 하여금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
도록 자극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정책 역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라
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실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제도와 지원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고용정책,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일반에서 농촌지역의 특수
성이 반영된 정책적 고려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개발정책들의 아래에서 발생하
고 있는 사회적기업 현상을 반영하는 접근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속가
능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단기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근린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보여주듯이, 사
회적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공공재
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구매력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수요자
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공공재정의 투입 및 소득재분배 정책의 강화는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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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셋째, 유럽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에 대
한 공공정책의 지원은 시장에서의 자립생존을 조건으로 한 단기적인 직접 지
원보다,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사
회적기업들이 이들 제도들을 혁신적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해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기업가정신의 확충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지역에서의 산업활동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농촌지역에서 가능한 새로운 적소시장과 고용기회를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농촌관광, 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등 농촌지역
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답을 하면서도, 농촌지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잠재력이
있으나,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이들 산업들의 개척자로서 공공부문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매개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적소시장을 분석하고 정의하며 이를 실제적인 경제활동
과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추동력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새로
운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농업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식량생산과 이를 통한
농민의 소득창출 수단으로만 간주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들은 환경 및 경관 보존, 생물학적 다양성의 유지, 농업노동의 정서적 효과 등
농업의 비물질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이 갖는 가치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은 농업의 이러한 비물질적 가치들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받고 있
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내세우는 사회적 의미의 부가가치가 일반시민과
공공정책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에 대한 자원의 배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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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필요
가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경영전략을 잘 수립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것만으
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공공성 실현 주체로 인정을
받는 것은,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참여적인 지배구조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연대적 관계
와 상호신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한 공익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연대적 관계와 상호신뢰
자체가 물질적이면서도 비물질적인 의미의 사회 부가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적 악순환을 겪는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사회 자본이라
고도 불리는 이러한 연대 관계 및 상호신뢰가 지역사회 내부의 자원과 잠재력
을 극대화시키는 경제적 원동력으로서도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정책의 지원은 단위 개별기업에 대한 관심
보다 정책의 결과물로서 형성되는 새로운 신뢰관계와 상호신뢰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EQUAL과 LEADER+ 와 같이 새롭게 증가한 일
자리의 수라는 직접적인 결과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 공공정책 모델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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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제발표 일본의 사회적기업과 농촌지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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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농촌의 실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고도성장기 이래, 수도권(도쿄도·카나가와현·사
이타마현·치바현 등), 중경권(아이치현·미에현 등), 긴키권(오사카부·교토부·효
고현 등)의 3대 도시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왔다. 현재 일본 전체 인구수는 감소
세로 돌아섰지만 이러한 인구밀도의 편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NPO법인의 고향회귀·순환운동추진·지원센터의 도시생활자의 고향회
귀·순환운동에 관한 설문조사2에 따르면 대도시권 주민 중 20세부터 60세까
지의 폭넓은 연령층의 약 40%가 ‘고향에서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층은 50대였으며, 이 연령층에서는 ‘일을 하면
서 정주’하는 것보다는 ‘유유자적한 생활에서 정주’를 희망하고 있어 정년퇴직
후에 고향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각부(2005)의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에 관한 여론조사3에
서 농산어촌지역에서 정주하고 싶은 의향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의향이 있다’라
고 답한 비율은 20%인 것에 반해, ‘의향이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76.0%에 이
르렀다. 연령층별로는 ‘의향이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앞의 조사에서 ‘고향회귀 희망’이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지만, 본 조사에서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50대의 비율은 30% 미만에 그쳤
다. 그러므로 ‘고향회귀 희망’이 반드시 농산촌·어촌에서의 생활을 원하는 것
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기능을 갖춘 출신지역 부근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2008)의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에 따르면 일본의 농촌과 도
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2 2005년 1월 공표. 3대 도시권의 50,150명을 대상으로 실시. 회수율 45.4%
3 전국 20세 이상 가운데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시기 2005년11월~12월. 유효
회수(율) 1,746명(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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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농촌부와 도시부 비교
구분

농촌부 도시부

비고
2007년. 인터넷사용률, 휴대전화·PHS 보유
대수(15～64세 인구 대비), 위성방송계약률,
신문부수, 우편물 수령 수
2007년, 전문대학·4년제대학 지원률, 인구 대
비 교육비 지출, 고학력졸, 인구 대비 도서관
대출 권수

정보화율(전국=100)

74.0

114.9

교육화율(전국=100)

79.9

110.5

컴퓨터 보유율

46

70

2005년. 세대당 컴퓨터 보유율

교통사고(건/천인)

6.1

6.5

2006년

지가(주택)(천 엔/㎡)

33.0

185.7

2007년

주택소유율(%)

67.9

55.9

2005년

13.0
25.5
64.5

1.2
24.4
74.4

2005년

1인당 소득(만 엔/인)

224

334

2005년

1인당 예금 금액(만 엔/인)

363

578

2006년

도로 정비율

54

61

도로 포장률

77

86

쓰레기 처리율

75

82

상수도 보급률

95

100

하수도 보급률

63

94

취업
구조
(%)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2005년. 기존 일반도로 가운데 도로구조령
기준의 도로폭을 갖춘 도로 비율
2005년. 도로구조령 기준에 적합한 포장도로
비율(간이포장 포함)
2005년. 쓰레기처리 가운데 직접소각 및 쓰
레기 추비화시설 합계 비율
2005년. 전인구 대비 상수도·간이수도·전용
수도의 급수 대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005년. 전인구 대비 공공하수, 농림수산업
의 집락배수·간이배수·소규모 집합 배수처
리시설 대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주: 도시와 농촌의 구분
*도시: 제1차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낮은 상위 5개 도도부현(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사이타마, 효고)을 대표하고 있음.
*농촌: 제1차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고치, 미야자키,
가고시마)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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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농촌부는 도시부에 비해 여전히 정보와 교육
면에서 뒤쳐져 있고, 경제면에서도 농촌부 주민은 도시부 주민에 비해 수입과
예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생활면에서는 도로 정비율, 도로 포장
률, 쓰레기 처리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의 인프라가 아직까지 농
촌부에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부 쪽이 도시부에 비해 우위에 있는 항목도 있
었다. 한 세대당 연면적 및 지가(택지)와 교통사고율은 농촌부가 도시부에 비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부와 비교하여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농촌부에
서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은 중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부에서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2.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정의
2.1. 일본에서의 사회적기업 개념의 확산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유럽과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일본은 각
각의 개념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
본에서의 독자적인 사회적기업의 개념 수용과 확산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크게는 세 종류의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다(Laratta, at el., 2011). 각각의 차이
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1의 접근은 ｢사업형 NPO｣이다. NPO법인의 다수는
현재 단체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다.4 NPO법인의 조직확대에 관해서는 기부
4 내각부가 2007년 8월에 공표한 2007년도 ｢시민활동단체 기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수입이 100만 엔 미만의 NPO법인이 전체 회답의 22.6%이었고, 500만 엔 미만
인 단체가 45%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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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비, 행정보조가 아닌 사업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다(川口, 2004; 柗永, 2006). 이러한 ｢사업형 NPO｣는 미국의 경우 1980
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당시 복지행정·재정개혁에 의한 보조금 삭감이
발생함에 따라, 이전까지 자선적인 기부와 보조금에 의존하여 온 NPO는 ‘상업
화’하여 사업수입을 올리기 위해 영리기업과 고객의 획득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Marsteller, et al., 1998). 그러나 일본의 사업형 NPO의 큰 특징은
수입에 있어서 개호보험료와 지원비 등의 순수한 시장에서의 거래와는 다른
이른바 ｢준시장｣에서의 사업수입이 크다는 점과 행정과의 거래(위탁 등)에서
의 사업수입도 많다는 점이다(桜井, 2009a).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의 주역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논의가 있다.
‘비영리·협동’이라고 하는 개념의 상징성으로 이 방식을 ‘비영리·협동’방식으
로 명명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론에서는 새로운 민간 비영리조직의 ‘섹터
(sector)의 다이나믹스(dynamics)를 강조하는(Nyssens, 2006:7)’개념으로서 사
회적기업을 인식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이 중심이 되어 수행한
비영리섹터 국제비교연구 프로젝트(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에서 NPO의 조직적인 구조·운영 면에 주목한 정의에서는 유럽
제3섹터의 주역인 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일본에
서도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융합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참고
하면서 협동조합과 NPO를 포함한 ‘비영리·협동조직’ 또는 ‘비영리·협동섹터’
의 개념이 제기된 것이다(角賴·川口, 1999). 또한 많은 협동조합 연구자·실천자
가 참가하는 형식으로 ‘사회적기업 연구회’가 2005년에 발족하면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협동조합 연구자와 실천자들이 중
심이 되어 이뤄졌으며, 협동조합형의 새로운 동향에 많이 주목하였다. 예를 들
면

1980년대

이후에

널리

알려진

노동자협동조합과

워커즈·컬렉티브

(workers·collective)가 그것이다. 워커즈·컬렉티브(workers·collective)는 결혼·
출산으로 퇴직한 여성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됨에
따라 자주적으로 취업노동의 장을 마련해 온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다. 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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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혼여성이고, 사업내용도 생활 관련 혹은 사회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많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들에 의해 소유(출
자)·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세 번째의 논의는 서비스와 사업의 사회적 혁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그것을 ‘소셜비즈니스’라고 불러 다
음 세 가지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다(경제산업성, 2008). 즉 (1)사회성: 현재 해
결이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에 대처하는 일을 사업활동의 미션으로 간주, (2)사
업성: (1)의 미션을 알기 쉬운 비즈니스 형태로 나타내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추진, (3)혁신성: 새로운 사회적 상품·서비스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 개
발 또는 일반적인 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
개발을 추진. 이러한 논의의 문맥을 소셜 비즈니스·접근(Social Business·
Approach)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소셜비즈니스·접근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가꾸기와 복지, 환
경, 농업, 교육, 개발도상국지원 등의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소셜 혁신)을 행하고 있는 추진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
나 이 접근법에서는 사업영역에서 일정한 윤곽을 나타내는 한편, 그 사업을 이
행하는 조직형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셜비즈니스·접근에
서는 사회적기업을 NPO와 영리조직의 양쪽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체라고 하는
미국의 ｢연속체｣ 접근법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Dees, 1998; 谷本, 2000). 소
셜비즈니스의 사업주체를 조사한 경제산업성(2008)에서는 소셜비즈니스 사업
주체의 절반 가까이가 NPO법인이었지만(46.7%), 비영리와 영리, 협동조합(상
기의 정의에 따르는 한) 등 모든 조직형태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영리조직은
조사대상 전체의 20.5%). 또한 그들 조직을 조합하여 운영되는 형태도 있었다
(하이브리드 형태).5

5 예를 들면 잡지판매 등을 통해서 홈리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빅이슈 일본｣
은 영리기업이지만, 그 활동을 지원하는 ｢빅이슈 기금｣은 NPO법인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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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소셜비즈니스에 주목하기 이전에, 유사한 신규사업으로서 ‘커
뮤니티 비즈니스’의 진흥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커뮤
니티 비즈니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2000년 전후부
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澤山(2005)은 여러 선행연구로부터 일본에서의 커뮤
니티 비즈니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1) 비영리활동과 영리사업
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2)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지역이라
고 하는 관점에서 지역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3) 지역
시민이 주역으로서 상정되고 있다. (4)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
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이고, 이를 위한 사업성이 중시되고 있으므로 비즈니스
로서의 시작을 돕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5) 따라서 영리기업으로서의 시작
을 부정하지 않는다. (6)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의 조직형태, 법인격을 따
지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NPO법
인이므로, ‘사업형 NPO’와의 차이는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커
뮤니티에 구애받을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川口,
2004; 橋本, 2007). 따라서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에 대해서는 ‘소셜·비
즈니스’, ‘사회적기업’개념으로의 수렴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橋本, 2007; 川口,
2004; 澤山, 2005). 경제산업성의 정의에서는 소셜 비즈니스에 개발도상국 지
원 등도 포함하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보다도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경
제산업성, 2008). 정책적인 의도로서는 커뮤니티 발전에 있어서 예산획득 시
정책적인 신규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속해서 비슷한
영역의 정책적인 예산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실태 등을 조
사해왔고, 이와 같은 조사 축적은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점에서 큰 실마리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본형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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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의 조류
문맥(文脈)

논의의 주된 초점

법인격(法人格)

중심적인 활동영역

사업형
NPO

시민성이 강한 NPO
(NPO법인)의 경제적 자립

비영리
(NPO 법인 중심)

준시장 등을 통한, 커뮤
니티의 니즈를 반영한
유상서비스 제공

비영리·협동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의 하
이브리드적 조직(사회적 미션 비영리·협동조합
을 갖는 협동조합 등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에 대한 고용과 훈련

소셜비즈니스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제
소셜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소
셜비즈니스와 사회기업가의 본 비영리·협동조합·영리 공, 시장창출을 통한 커
뮤니티 활성화
분·지원

사업형 NPO 접근에서는 시민성이 강한 비영리 조직인 NPO법인이 사업수입
에 의해 자립하는 부분에 대한 논점이 강조되고 있다. 비영리·협동접근에서는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의 주역으로서 간주하지만, 협동조합 연
구자가 논의를 색인하고 있어 ‘새로운 협동조합’에 그 관심이 있다. 소셜비즈니
스·접근은 조직형태로서는 가장 폭넓게 영리조직도 포함하여, 그것의 관심을
소셜이노베이션에 두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민주성·사회성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 각각의 문맥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대상을 별도로 사회적기업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대상조직은 크게 오버랩되어, 어느 것을 포함하
고 어느 것을 포함하지 않는 대상구분의 각론적 차이 혹은 그러한 조직군을 다
루는 것에 대한 논의의 초점에서의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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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형 사회적기업의 모델

2.2. WISE 개념과의 친화성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WISE(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노동포괄형 사회적기업)개념과 그것
에 기반한 연구성과이다. 유럽 각국과 영국에서는 8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이
후 ‘복지로부터 고용’으로 정책 방향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 기업이 바로 WISE
이다. WISE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된 리스크를 지닌 사람들에게 생활활동
참여를 통한 노동기회의 제공 혹은 고용을 수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회
적기업을 말한다(Defoury & Nyssens, 2006: 13).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유럽의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워크(the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에
의해 EU 내 11개국의 150개 WISE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정
리되어 있다(Defoury & Nyssens, 2006). 사회적기업 자체는 유럽에서도 국가
별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WISE는 유럽 전역에서 폭넓게 볼 수 있는 형
태이다.
WISE는 유럽에서 다음과 같은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취농지원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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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Davister et al., 2004). 첫 번째로,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구
직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신체·지적·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WISE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WISE는 가장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유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알코올과
약물중독, 심각한 가족문제, 보호관찰 중 또는 형무소 출소 후의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하는 조직도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배치가 어렵거나 또는 장기 구직
자이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은 장기실업자(특히 35세 이상)
의 새로운 직장으로서 설립되어 있다. 세 번째로, 이른 시기에 학교를 중퇴하여
기술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 구직자이다. 벨기에의 젊은이들에 대한
OJT(on the job training) 조직, 영국의 중간적 노동시장조직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된다.6 네 번째로, 소수파(특히 소수민족·인종)의 구직자이다. 영국의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소수의 외국인과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예가 있다. 마지
막으로 여성 구직자이다. 프랑스의 neighborhood enterprise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여성으로 지역적인 일(공원관리
또는 건물관리)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a)
이행적 노동기회의 제공, b) 영속적인 자기자금에 의한 노동기회의 제공, c) 영속적
인 보조금에 의한 전문적 포섭, d) 생산활동을 통한 사회성 획득기회의 제공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러한 WISE라고 불릴 수 있는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1970년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진 중급 지적장애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서 노동의 장 확보를 목표로 한 공동작업소(운동)는 일본의 대표적
인 WISE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공동작업소 운동은 요즘, 정신장애인 대상으
로까지 그 추진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워커즈·컬렉티브
(workers·collective)와 ｢빅이슈｣의 추진도 일본에서 WISE의 하나의 예라고 볼

6 중간적 노동시장이란 노동으로의 이동을 돕기 위한 계속적인 지원이 동반되는 형태로,
잘 갖추어진 노동환경 안에서의 일시적인 유급고용을 전형으로 하는 광범위한 대처임
(Finn&Simmonds, 2003).

33
수 있다. 유럽처럼 장애인에 대한 취농을 지원하는 소규모 작업소도 1970년대
이후 증가하여 자립지원법 아래에서 많은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최근,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과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지원이 정책적
인 과제로 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도 NPO·사회적기업은 활약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은둔자와 등교하지 않는 젊은이들 등 미취업층에 대한 지원은 행정기
관과 민간기업에 비해 NPO가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小杉·堀, 2003).
이러한 WISE의 활동은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에 있어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노동시장에서 소외
된 많은 특정 커뮤니티(특히, 하나의 집락처럼 지리적으로 한정된 커뮤니티)에
있어서, 생산활동 참가를 통하여 노동기회의 제공, 또는 고용을 동반한 취업훈
련을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을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연구에 있어, 石見(1996a, 1996b)이 일찍이 농업의
공동경영에도 관심을 갖고, 기업수와 종류 등 양적인 면도 포함하여 동향을 분
석한 흔치않은 논자이다. 石見은 농촌형 노동자협동조합이 일본 농촌의 협동
풍토상에서 성립된 점을 지적하여, 구미의 노동자협동조합을 외견적으로 모방
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있다(石見, 1996a).
이와 같이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곤란에 직면하는
지역에 대한 포섭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제주체(사회적기업)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기업 개념 정의를 엄밀하게 적용하면 전체적인 면을 파
악할 수 없다. 앞서 서술한 대로 일본의 사회적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소셜비
즈니스·접근에서는)에는 많은 영리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MES의 연구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기준인 자본의 소유
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의사결정과 이윤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배제
하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보사항으로서 영리기업의 경우
에는 자본의 소유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 스테이크홀더의 의사가 경
영에 반영될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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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에서의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개황: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사 참고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커
뮤니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커뮤니티 비즈
니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셜비즈니스·접근법의 하나의 원류(源流)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지금도 그 개념을 이용한 학술적인 성과는 계속 이어
지고 있고, 또한 그 지원시책도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개념적인 정의
는 앞에서 말한 대로 너무 다양하여 통일된 것은 없다. 여기서 커뮤니티 비즈니
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주의 깊게 선정함에 따라,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으
로 명하고 싶은 조직군에 대해서 그 개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가 될 만한 조사는 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2005) 커뮤니티 비즈니스
와 커뮤니티의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이다. 이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전국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소개 및 지방공공단체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천단체(854단체)에 대해서 시행되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
란 (1)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2) 비즈니스의 수법을 활용하면서 (3) 지역과
제의 해결에 대처하여, (4)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 자체는 본 연구에
서의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지만 농촌지역 고용·경제
의 활성화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관한 조사는 아니다. 이 때문에 동 조사보고서
가운데 활동의 초점을 ‘쵸손부(町村部)’에 맞추어 단체들을 분석한 개소 등을
참조하여,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개요를 정리하고자 한다.
동 조사에 의하면 쵸손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시부의 그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조직형태(법인격)로 보면 쵸손부는 ‘임의단체’의 회답
률이 가장 높은 약 40%를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쵸손부는 시부에 비해 조직규
모가 작은 단체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쵸손부는 ‘협동조합’의 회답률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NPO법인’의 회답률은 현저하게 낮았다. 쵸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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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법인이라고 하는 당시 새로운 조직형태가 시부만큼 침투되지 않아 오히려
농업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보면 시부에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회답
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보광고사업’, ‘복지사업’, ‘사람과 조직에 대한
중간지원사업’순으로 되어 모두 40% 전후였다. 반면, 쵸손부는 ‘마을가꾸기 사
업’의 회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산업진흥사업’으로 모두 50%를 넘었
다. 더욱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분야에 한정해 보면, 시부는 복지사업의 회
답률이 가장 높아 20%를 넘고 있지만, 회답률은 분산경향을 보였다. 반면, 쵸
손부는 ‘산업진흥사업’의 회답률이 50% 가까이 차지하며 집중적으로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쵸손부는 산업진흥에 대한 경제적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
인다. 결과적으로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이 쵸손부의 사회적기업의 전형적인
사업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사업개시 동기에 관한 회답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시부에서는 행정서비스에서 포착할 수 없는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것에 반해, 쵸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회답률이 상당히 높
아(60% 이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특징이 보인다. 시부와 쵸손부 모두 ‘새로운 고용의 기
회가 생겼다’,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었다’, ‘지역활동에 대처하는 자세가
강했다’의 회답률은 높았다. 하지만 시부에서는 ‘서로 아는 기회가 늘었다’, ‘친
목·교류하는 기회가 늘었다’의 회답률이 쵸손부에 비해 높았다. 쵸손부에 비해
이웃관계가 희박한 시부에서 지역주민의 교류 촉진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맺고 있다. 지방 쵸손부는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실시하는 경향이 높았다’의 회답률이 시부에 비해 높았다.
동 보고서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쵸손부의 커뮤니티 비
즈니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쵸손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장(地場)산품의 가공판매, 농촌생활체험 등의 산업진흥사업과 생태
관광 등의 관광진흥사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산지소와 도시·농촌 교류를
수익분야로 거론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천단체가 많아, 산업계 분야가 커뮤
니티 비즈니스의 주요한 마케팅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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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쵸손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제는 본보고서의 분석만으로는 명확
하지 않다. 하지만 쵸손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산업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의 사업과제에 대해서는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분야도 동일
하지만) 자금형성, 인재확보, 경영지식 부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산업계 단체
의 인재에는 40~50대 여성이 많아 보이는 점으로 보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의 커뮤니
티 비즈니스에서는 여성 중심의 협동조합형태가 많은 점도 보고되고 있다. 그
리고 극히 소규모 그룹과 대규모 조직이 이분화되는 점도 조사결과로부터 지
적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면서 영위하고 있는 여성들의 그룹이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농촌 소셜캐피탈의 영향

위에서 서술했듯이 농촌부에서는 인적자원과 사회 인프라, 그리고 자금적인
면에서 도시부와 비교하여 고용과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이 빈약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원 조건의 하나로서 농촌사회에 풍부한 소셜캐피탈이 존재하고 있
는 점이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Hofferth & Iceland(1998)는 도
시와 농촌에서의 소셜캐피탈을 비교분석하여, 농촌에서는 도시와 비교하여 친
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Beaudoin & Thorson(2004)의 조사에서는 농촌이 도시와 비교했을 때 커뮤니티
와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소속감, 이웃관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鷲見(2010)의 돗토리현 토오카
쵸 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산간지역 주민이 평지보다도 지역활동 참여도가 ‘적
극적’인 정도가 높았다. 또한 지리조건별로 비율을 보면 ‘적극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평지 주민이 15%이었던 것에 반해, 산간지역 주민은 28%로 2배 가까
이 높았다. 또한 농림수산성(2007)에서는 농업지역 및 농가의 특징·속성과 소

37
셜캐피탈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은 사람이 지역에 대한 신뢰
도가 높고, 농업관계자 쪽이 이웃교제 등의 네트워크가 높으며, 집락 내의 농업
관련 공동활동과 자치활동 등에 대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셜캐피탈 축적의 배경으로서 일본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의 활발한 조직활동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마을회·자
치회를 중심으로 한 이웃주민조직(neighborhood associations)의 활동이다.
Pekkanen(2006=2008)은 그러한 조직활동이 일본 시민사회의 소셜캐피탈 양성
의 원천이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로 농업협동조합(JA)의 부회활동이다. 櫻井
(2011)는 ‘농협자체는 집락을 기초로 조직되어 온 것으로 집락자치가 기본적으
로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사회적 경제가 성립한 위에서의 기초가 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전제로 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에 언급한 조사에서도 나
타난 것처럼 JA가 지역에서 조직한 여성부가 지역활성화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사례도 많다. 세 번째로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 활동이다. 공민관은 사
회교육법에서 유일하게 정해 놓은 사회교육시설로 지역에 있어 정기적인 강좌
를 개설하거나 주민 집회와 학습활동, 서클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이다. 시쵸
손이 설치하며 대부분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2002년 10월 시점에서 전국적
으로 1만8819관의 공민관이 존재하며 5만79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유사
시설 포함).
이러한 풍부한 소셜캐피탈은 지역발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개발도상
국의 지역발전(community development)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에 축적된 소셜
캐피탈이 활용됨에 따라 개발프로젝트와 그 공공재의 유지관리가 성공할 것이
라고 하는 논고가 다수 보인다(Krishna & Uphoff, 2002; Isham & Kahkonen,
2002; Pargal, et al., 2002). 또한 지역주민이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함
에 따라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Prokopy, 2005).
일본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실시된 바 있다. 國光(2007)은 지역활성화에 있어
서 주민활동의 근저에 있는 소셜캐피탈과 사회자본정비가 요인으로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주민만족도와 정주지표가 활성화의 결과로서 향상되는 점을
정량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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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커뮤니티 연구에서는 농촌부의 풍부한 소셜캐피탈의 활용이 그
성공요인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石田, 2008など). 鈴木(2006)는 풍부한 소셜
캐피탈의 작용에 따른 강한 사회적인 유대가 있어야만 그곳으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경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생겨남에 따라 그 결과 강
한 사회적인 유대가 발생하여 소셜캐피탈이 양성되는 경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여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소셜캐피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Birch&Whittam(2008)도 제3의 섹터는 소셜캐피탈을
촉진하는 일이 지역개발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WISE에 있어서 그 60% 가까이는 마루치·스테이크홀더 모델의 거버
넌스 구조를 지니고 있다. 스테이크홀더의 종류로서는 유저, 자원봉사자, 상근
직원, 참가자, 기업, 행정기관, 그 밖의 NPO 등이 있다. 이 때문에 그만큼 다양
한 채널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소셜캐피탈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양
한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Hulgard & Spear, 2006).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셜캐피탈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Portes & Landolt (1996)는 소셜캐피탈을 ‘네트워크
와 그 밖의 사회구조의 원인을 통하여 이익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여,
그곳에는 부정적(negative)인 소셜캐피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논하고 있
다. 그들은 겟토지역에서는 상당한 소셜캐피탈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축적에
따라 그들이 빈곤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한
소셜캐피탈의 부의 측면으로서 1) 외부자의 배제, 2) 개인 자유의 제한, 3) 집
단성원의 과도한 요구, 4) 규범의 하방수준(downward leveling norms)을 들고
있다.
또한 소셜캐피탈은 사회 구성원에 균일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계층과 성별
이라고 하는 해당사회 내외의 권력구조에도 그 획득과 유지는 규정되는 것이
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Putzel, 1997; Lin, 2001=2008). 특히 여성은 농촌부에
서는 남편과 가족을 신경 쓰면서 생활하고 있어(山下他, 2006), 사회적으로 폭
넓은 소셜캐피탈을 구축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셜캐피탈의 구조에
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본딩형(또는 결속형, bounding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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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과 브릿징형(또는 다리건너기형, bridging social capital)이다. 본딩형은
‘내향형(의 네트워크)으로 배타적인 아이덴티티와 동질적인 그룹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브릿징형은 열린 네트워크로 ‘외향적인 시점에서
다양한 사회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라고 한다(Putnam, 2000=2006: p.22).
Narayan(1999)에 따르면 본딩형이 강한 지역에서는 특정한 특권적 그룹에게
자원이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 마이너리티는 소외되고 있다고 한다.

5.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3개 단체의 사례 연구

5.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3개 단체의 사례 연구로부터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기업(起
業)에 있어서 소셜캐피탈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 사례는 이로도리(도쿠
시마현), 夢未来くんま(시즈오카현),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홋카이도)이다.
이것들은 성공사례로 취급되는 일이 많아 이미 정평이 있는 단체이다. 이 때문
에 그 기업(起業)단계에 대해서는 기술된 자료와 연구논문도 많은 편이다. 이
들 자료를 사용하면서 2차 분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업단계에 있어 농촌지역
의 소셜캐피탈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추출하여 그것이 창업에 어느 정도
의 영향을 미쳤을까? 긍정적인 영향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일까? 나중에
그 영향은 어떠한 결과를 빚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 분석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은 우선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
째로 논리적인 관점에서도 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소셜캐피탈
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외부에 전하는 일은 바
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표된 자료를 사용하는 일로 사용이
허가된 정보로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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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례의 개요
가. 이로도리7
시코쿠 산맥의 산골짜기에 위치한 죠쇼마치는 인구가 1,997명 854세대(2009
년 9월1일), 고령자 비율이 49.5%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
다.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 유역의 조그마한 평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산
지로, 사면에는 계단식 논도 보이는 산촌지역이다. 목재와 귤이 오랫동안 주요
한 산업이었지만, 목재는 수입재와의 경쟁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고, 귤도 수
입자유화와 1981년의 이상한파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 지역산업 자체의 재생이
크나큰 문제가 되었다. 80년대에 죠쇼마치 농업의 신전개가 모색되고 있는 가
운데 당시, 농업협동조합의 영농지도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横石知二씨(현
이로도리 임원)이었다. 그는 상품 납품 도중에 들른 음식점에서 ‘이로도리’, ‘츠
마모노’라고 불리는 일본요리에 곁들일 수 있는 단풍 등이 마을 야산에 풍부하
다는 점을 알았다. 하지만 横石 씨가 ‘이로도리’의 생산·출하를 제안한 당초,
그 고장 농가는 뜰과 뒷산 초목이 상품이 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1986년부터
죠쇼마치 농협에 채부회가 결성되었다. 착실한 시장정보 수집과 생산 지도를
계속한 결과, 판매는 초년도인 1986년 100만 엔에서 90년도에는 1억 엔을 넘을
정도까지 급성장하여, 1999년부터는 마을 등이 출자하여 새롭게 설립된 ‘주식
회사 이로도리’로 사업이 이관되어, 지금은 약 200명의 고령자가 생산에 참여
하고 있고, 판매도 연간 2억 5천만 엔에 달하고 있다. 현재는 ‘츠마모노’시장에
서 전국 셰어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까지 되었다.
② NPO 夢未来くんま
시즈오카현 松市天竜区熊地区에서는 임업의 쇠퇴 등에 의해 1960년대부터
7 이로도리의 사례 기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용개소의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
외하고,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横石(2007), 野中･勝見(2010), 이로도리 홈페
이지(http://www.irodori.co.jp/own/index.asp 2011년10월9일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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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화가 진행되어 1985년에는 인구가 1,178명까지 감소하였다. 그 즈음 과소
화에 대한 위기감이 지역전체에서 공유되어 1982년에 주민, 행정직원 등에 의
해 熊地区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내일의 熊를 얘기하는 모임’이 개최되었다.
그 이전 1976년부터 熊地区의 부인회의 생활개선 그룹에서는 지역 식문화를
책자로 정리하여 전승하거나, 실제 조리도 실시하였다. 여성들은 ‘내일의 熊를
얘기하는 모임’에서 가공·판매시설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반복하여 단체에 진
정을 내어 미소(일본 된장)의 가공을 실시하는 공적시설이 만들어졌지만, 그곳
에서 만들어진 것은 판매가 허가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
식으로 1986년에서 시에서 농산품 가공·판매시설 등의 정비를 하는 ‘고향 활성
화 사업’이 제안되어 동사업의 수용자로서 동년 10월에 ‘熊地区 활성화 추진협
의회’가 지구 306호의 가입으로 조직되었다. 1987년 농산가공의 활동을 지속하
여 온 31명의 여성들이 모여 농산물 가공을 실시하는 그룹 ‘군마수차의 마을’
을 설립하여 상품개발, 운영자금조달과 광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농산물가공·판매시설 ‘마을 가꾸기 군마수차의 마을’이 완성. 그 안에 농산물
판매와 메밀을 중심으로 한 식사처 ‘엄마의 가게’가 개점하였다. 2000년 熊地
区 활성화 추진협의회, 군마수차의 마을, 엄마의 가게 등 3개 조직을 통합하여
NPO법인 ‘夢未来くんま’가 설립되었다. ‘군마’는 熊地区의 방언에서 나온 명
칭이다.
현재는 지장산품의 개발·육성·판매 외에 농촌과 도시의 교류와 관광의 추진,
복지사업(고령자에 급식서비스 제공. 보람의 집에서의 고령자 복지 시설), 자연
환경보호 등에 힘을 쏟고 있다. 2006년도 수입은 결산 기준으로 7,350만엔이
며, 이 가운데 7,150만 엔이 ‘수차부(엄마의 가게, 수차 마을)’의 수입이다. 현재
熊地区는 인구가 900명이 안될 정도로, ‘엄마의 가게’로 인해 인구는 물론 판매
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에 고령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거동이 활발
하여 모두 건강하고,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보이지 않
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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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8
키리탓부 습원은 홋카이도의 동부, 釧路과 根室의 거의 한가운데 태평양 연
안에 있으며, ‘꽃의 습원’으로 불릴 정도로 꽃의 종류가 많고 밀도도 높은
3,168ha 규모의 국내 3번째 규모의 습원이다. 습원의 중심부는 국가 천연기념
물로 지정을 받았고, 1993년에는 람사르 협약에 등장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마을의 7.4%가 습원으로 되어 있는 浜
中町는 인구가 약 6,800명이다. 콘부어 등의 어업과 농업이 중심인 마을로 제1
차산업 취업자가 52%에 달한다. 또한 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수도 연 34만
명 정도다.
하지만 보전과 관광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1986년 아름
다운 꽃의 습원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키리탓부 습원 팬클럽’이
발족한 것이 그 계기이다. 당시 천연기념물이었던 중심부 이외의 주변지역은
사유지로 민가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 습지와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위기의식
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내쇼널 트러스터의 수법을 이용하여 보전을 가능하
게 하고자 하였다. 내쇼널 트러스트 운동이란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부터 자
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활동 등을 통해 습지를 사들이거나 자치단체에게
매입과 보전을 요구하는 활동의 총칭으로 영국이 발원이다. 그리고 2000년에
는 NPO법인인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가 설립되어, 활동이 승계되었다. 현
재 동 단체에서는 민유지 매입과 습원관찰을 위한 수도 등의 정비, 자연을 소중
히 하는 교육·계몽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도 실시하여 그
관광수입을 보전활동에 쓰고 있다. 또한 1993년 키리탓부 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키리탓부 습원 센터가 세워졌다. 이것은 자연공원 등에 있는 방문객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양한 전시물 외에 전망홀, 커
피숍 등이 있다. 2005년 4월부터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가 지정관리자로서 센
터를 운영하고 있다.
8 이하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에 과한 기술 및 분석은 자료에 의존하고 있음. 小島･平
本･樽見･後藤(2008), 松本(2003), 敷田･内田･森重(2009),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ト
홈페이지(http://www.kiritappu.or.jp)(2011년10월17일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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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농촌의 소셜캐피탈

6.1. 이로도리에 있어서 소셜캐피탈의 활용과 제약
이러한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사업발전에 있어서 농촌의 소셜캐
피탈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을까. 우선 ‘이로도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로도리’사업이 개시되기 전 죠쇼쵸의 모습은 横石 씨 부임 당시의 마을에
대한 인상묘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죠쇼에 와서 우선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산과 논밭에서 일하는 60대, 70대 정도의 남자 몇 명이 아침부터 술병을 들고
농협이랑 사무실에 모여 술을 마시고 주정하고 있었다(横石, 2007:22)’. ‘일은
없고 돈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있는 여성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며느리나 누군
가에 대한 흉을 보며 빈둥거리며 지냈다(横石, 2007:24)’. 당시 농림업의 쇠퇴
와 인구 유출에 의해 마을 분위기가 무척 나빴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横石 씨가 마을 가꾸기에 대해 제안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우 성을 내
면서, ‘너는 딴 데서 오지 않았냐’라고 무시해 버린다. 심한 텃세로 새로운 제안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풍토와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横石 씨가 농업지도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하였을 때 ｢이로도리｣사업 제안을 한 경우마저도 당초에는 4명의 여성밖
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보수적인 것에 더하여 사업의 신기함도 주
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横石 씨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4명의 현명한 여성의 상품개량 노력이
있어서 1년 반 후에는 44곳으로 생산농가는 늘어난다. 그 후, 사업은 궤도에 오
르지만 横石 씨의 돌연 사직으로 매출은 저조해진다. 이 때 퇴직 철회를 요구
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하룻밤만에 생산농가 177명 전원의 서명을 모은 것은
사업개시에 동참했던 4명의 여성 가운데 한명이었다. 이 일이 ‘이로도리’의 주
식회사화로 연결되어 横石는 대표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로도리의 성공 원인의 하나로 당초에는 FAX망, 나중에는 고령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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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컴퓨터 통신망을 정비하여 시장정보 제공, 수·발주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보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이점에 대해 横石 씨는 ‘시골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조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반대이다. 시골 사람들일수록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다’
고 진술한다(野中·勝見, 2010: 231). 이러한 농가의 경쟁의식을 정보망의 정비
에 의해 촉진할 수 있게 되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순환되고 있다.
이로도리의 사례로부터 농촌 소셜캐피탈의 적극적·소극적인 측면 중 어느
것이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
다. 특히 최후의 ‘경쟁의식’의 에피소드는 본딩형 소셜캐피탈을 비즈니스 성공
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6.2. NPO 夢未来くんま에 있어서 소셜캐피탈의 활용과 제약
본 사례에서 마을의 소셜캐피탈이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 설립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다. 夢未来くんま의 설립과 발전에 중심적으로 기여한 것은 지
구(地區)의 여성들이었다. 일찍이 생활개선운동을 통하여 53명의 여성들에 의
해 생활개선 그룹이 조직되어 지역활성화 추진이 이루어진 것이 군마 설립의
원류이다. 이 생활개선 그룹은 부인회(여성회)가 모체이다. 추진은 공민관을 거
점으로 하고 있어 사회교육 활동이기도 하였다. 또한 가공시설 건설의 자금확
보 시에도 강력한 지원을 ‘마을의 유대’를 통해 받는다. 계획에서는 사업비가
1억 6천만 엔으로 4,200만 엔의 자가부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그것을
부담할 수 없었지만, 지구재산구 회계자금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여성들을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소셜캐피탈의 역기능(dark side)도 발견되었다. 수차의
마을 참가자는 남성 1명을 포함하는 31명으로 생활개선 그룹의 전원이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규모의 크기에 본인과 가족이 참가하기를 망설인 것이다.
‘아줌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빛

45
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험담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지역에서는 여성이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
가 오히려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게 하였다.
매스컴을 탄 이후 매출은 개시부터 늘어나 1990년에는 수차 마을에서 1,200
만 엔, 엄마의 가계에서 800만엔의 정기예금이 가능할 정도까지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하던 여성들의 급료를 줄인 결과이다. 여성들은 처음으로 자
신들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임금이 제대로 지
불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가족으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일부 촌
민으로부터는 ‘자기들만 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샘의 목소리도 들렸
다. 그즈음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추징과세가 발생함에 따라 이 때 운영에 공정
을 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출자금을 반환하
였으며, 새롭게 ‘엄마의 집 운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지구(地區) 전호(全戶)의
회사’라고 명하였다. 아울러 추진 모체인 ‘수차 마을’의 운영은 31명이 출자하
여 별도로 경영을 하였다. 또한 熊地区 활성화 협의회에 시설이용료를 납입하
는 것으로 하였다.
이처럼 여성들의 결속에 의해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여 조직은 발전하여 왔
다. 하지만 그 결속의 강함 때문인지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 임금이 적어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 해당 직업에 대한 매력도 떨어졌
고, 활동의 의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도 있어 조직의 일체화
와 법인화에 대해 1995년부터 ‘熊地区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직원과 ‘수차 마
을’ 직원, 그리고 행정직원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성 그룹의 리더인 大
平 씨가 시즈오카현 주최의 강좌에 참가하여, 그곳에서 강사로부터 NPO법인
조직 형태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시즈오카현의 담당직원을 熊
地区에 초대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NPO법인격 취득의 검토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시즈오카현의 담당직원이 지역 남성들을 설득한 일이 법인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어려운 지역의 의사결정을 외부의 소셜캐피
탈 활용에 의해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강연회와 연구회를
거듭하여 동년 11월에 NPO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결정되어 인증절차 준비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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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에 있어서 소셜캐피탈의 활용과 제약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 발족의 계기가 된 것은 외부로부터 정주자가 1982
년에 마을 내에서 시작한 찻집이었다. 점주 伊東 씨는 주민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浜中町의 자연에 반해 이 지역에 이주하여 가게를
열었다. 1984년 찻집에서의 伊東 씨와 단골고객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젊은이
들이 중심이 되어 ‘키리탓부 습원에 반한 모임’이 결성되었고, 이 모임은 습원
에서의 꽃구경, 바비큐, 캠프 등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실시되었다. 이 모임이
발전하여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의 생태관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모임은
월 일회의 회보를 발행하여 마을 내 2,500세대 신문 등에 끼워넣어 배포하였다.
이 발간비용에는 伊東 씨의 전 근무처인 기업이 제공한 광고 게재료가 크게 도
움이 되었다. 이것도 伊東 씨의 소셜캐피탈일 것이다.
1986년 伊東 씨가 사무국이 되어 ‘키리탓부 습원 팬클럽’이 발족되었다. 이
조직은 습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트러스트 운동이 진행
되었다. 팬클럽은 자금이 부족하여 키리탓부 습원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지 않
고 임대하였다. 그 때 팬클럽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가 모임의 대표를 맡았다는 것이었다. 팬 클럽의 구성은 伊東 씨
를 시작으로 타지역 사람과 젊은이들이 많아 지역에서는 그리 신뢰받는 조직
이 아니었다. 따라서 모임의 대표인 의사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그 결과 수월
하게 임차가 진행되었다.
1993년 마을에서 방문객센터(키리탓부 습원센터)를 설치할 때도 팬클럽은
큰 역할을 하였다. 센터의 설치가 검토된 마을 회의에는 팬클럽의 멤버가 다수
참석하여 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의 탄생과 발견에는 농촌의
소셜캐피탈보다도 기업과 개인의 외부와의 유대, 자원(행정 등)과의 유대가 크
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키리탓부 습원 트러스트의 개인회원 2,705명 가운데
94.9%(2,568명), 법인회원 172개 단체 가운데 79.1%(136개 단체)가 지역 외 회
원으로 지역 외 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소셜캐피탈로 활용될 수 없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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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권위자인 의사가 조직의 대표가 되어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한편 외부자의 관점이 지역거주자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 NPO법인의 이사장
인 三膳 씨는 “여기에서 생활하고 매일 이 자연을 보아 왔지만,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정주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
다, ‘자연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등의 전화를 받은 사이에 마을
을 보는 자신의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였다.9

7. 결론: 농촌 소셜캐피탈의 가능성과 제약

3개 단체의 사례분석 결과,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창업 시 농촌사회의 소
셜캐피탈은 대부분 그 조직 탄생의 촉진제일 뿐만 아니라 장애도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농촌사회의 소셜캐피탈이 극히 강고한 본딩형으로 창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릿징형이 아닌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와 여
성이라고 하는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조직운영의 당사자가 되는 사
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고, 또한 농촌사회에서도 권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다. 적절하게 창업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창업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창업은 곤란하다. 하지만 창업가 자신이 브릿징형의 소셜캐피탈을 가지고 창업
자원을 활용가능한 인물일지라도, 그러한 인물은 농촌사회의 ‘외부자’인 경우
가 많아, 이 경우 농촌사회의 본딩형 소셜캐피탈에 저지되어 조직운영 당사자
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촉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소셜캐피탈은 창업의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제약도 될 수 있다.
행정 등의 지원기관에서 이와 같은 소셜캐피탈의 양면성에 배려하며 농촌활
성화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9 http://www.npohokkaido.jp/volunavi/modules/monthly/index.php?content_id=170 (2011
년 10월21일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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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의 배경과 목적

18～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토지의 박탈로 농촌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
이 열악한 환경의 공장 노동자로 내몰렸다. 대규모 자본에 의한 공장제공업의
발달은 가내공업의 몰락과 직인층(職人層)의 빈곤화, 공장 노동자들의 궁핍화
를 초래하였다.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제공하던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역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19세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위기에 집
합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다각적으로 추구한다. 이중 대안 경
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오늘날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일종의 ‘이해 당사자 경제’인데, 당시 사회적 경제의 이데올로기적 전통
은 자유주의와 기독교연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대별된다. 자유주의와 기독
교연대주의는 주로 특정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곤란한 상황을 개선하는 실
용적·개량적 관점을 지닌 반면, 사회주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역 수준의
분산된 권력을 통해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안 사
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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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
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사회 진보가 유토피아적 운동이나 혁
명보다는 경제성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는 신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자본주의 발전의 황금기라 일컫는 당시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해 자본
주의 사회가 확대·재생산되었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지지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19세기 사회적 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제
공하였던 유토피아적 관념이나 노동자 조직의 혁명성이 거의 폐기되었다. 그
대신 사회적 경제는 개량주의 운동, 교회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정치·사회적으
로 연계되어 소비·은행업·제조업·농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의 재구조화와 선진국의 경제 위기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회적 경제는 높은 실업과 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등
의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들을 생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사회적 경제는 (유럽의 경우)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필요에 대응하는 전
략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에서 축소 또는 철회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보충하는’, 즉 ‘지역적으로 관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들의 생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순수한 민
간 및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경제로서의 의미보다는 사회문제 관리를 위한 고
비용, 노동자의 조직화, 관료주의 구조 등을 회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기
능이 혼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 중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지출 감축은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그 대
표적인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다.
즉, 서구 선진국들이 케인즈적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포기하고, 혁신과 경
쟁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는 슘페터적 근로국가
(workfare state)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공급방식도 복지혼합
이라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공급,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었고 그 구체적인 실천 조직
으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국가에 따라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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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개념이 달리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 조직’ 또는 ‘사회문제를 기업적 방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조직’이라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
배경은 전언(前言)한 서구사회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혹자는 두레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공동체 조직이 사회적 경제의 한국적 전형이라고 지적하기도 하
지만, 위기에 몰린 사회계층이 대안경제로서 꿈꾸고 실천하던 서구사회와는 전
혀 다른 맥락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자조와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대안경제의 형태이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
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10
즉,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자 취약계층
의 빈곤 및 실업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을 전개
하고 2003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공되는
일자리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
성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크게 다
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주도 경제 공동체 조직들이 개별 부처의 정
책지원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외에도 행정안전부
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
즈니스가 그것이다.11
이처럼 한국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도 부족하며, 사회적기업에 정책적 관심을
갖게된 계기 역시 서구사회와 적지 않게 다르다. 특정 부처(고용노동부)가 ‘사
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인증제도를 통해 독점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부처
10 오히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원류는 1980년대 빈민운동 진영에서 벌였던 생산공
동체 운동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11 이 외에도 2000년도부터 육성되기 시작한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이후 글의 전개에
는 자활공동체 역시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의 주요 형태로서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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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 조
직들을 제각기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12 그러면서도 자조와 협력에 기반한
자생적 경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장의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회적기업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 글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 조직 육성정책의 실태와 그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
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한국에서 추진
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둘째, 지역주도의 자생적
사회적 경제 구축 노력과 지역사회 기반의 경제 공동체 운영 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경제 공동체 육성을 위한 합리적 정책 과제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향후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으로
총칭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특정 부처가 인증제도를 통해 독점하고 있어 타 부처의 정책 대상인 경제 공동
체들은 정작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
로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조직들이다. 또 사회적
기업 앞에는 ‘지역사회 주도’라는 수식어를 붙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여러
유형의 경제 공동체인 사회적기업 한국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활성
화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
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12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아닌 상태로 ‘사회적기업’이나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보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인증
받았느냐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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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실태와 문제

2.1.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현황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이 정책적으로 도입되기 전 실질적으로 지
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형태는 자활공동체이다. 자활공동체
의 배경은 1970~80년대에 전개된 민중교회의 주민조직화 활동과 1990년대의
빈민지역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탈빈곤을 위한 자
생적인 차원의 노력으로서 위기에 처한 빈곤층의 대안적 경제의 형태로 1990
년대 중반 들어 학계와 정부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빈민지역 생산
공동체 운동을 ‘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시혜가 아닌 참여를 제
공하는 복지 시스템’, ‘고용과 교육활동을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시스템’의 구
축을 위한 모델로 제도화하였다. 그것이 199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역자
활센터(구 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이다.
지역자활센터는 빈곤층이 참여에 의한 근로를 통해 탈빈곤과 자활(자립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 빈곤층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청
소, 집수리, 영농, 간병, 자원재활용의 5대 표준화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자활사업단이라는 생산공동체에 참여하여 자활의 기반을 닦
고 있다. 특히 자활사업단의 경제활동이 수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참여자들이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게 된다. 자활공동체는 경제적·조직적으로
독립된 사업체이자 지역 내 빈곤층의 자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 결과
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활공동체는 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고 교육·훈련을 통
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목적
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공식
적인 정책용어가 도입되기 전 자활공동체가 이미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존
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자활공동체는 1226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전국 2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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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1개 이상의 자활공
동체가 경영되고 있다. 이들은 평균 고용자(참여자) 수가 6.6명인 매우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13 도시(대도시 자치구, 일반시)와 농촌(도농복합시, 군)
간 자활공동체의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14 도시 자활공동체의 평균 고
용자 수가 6.5명인데 비해 농촌 자활공동체의 평균 고용자 수는 6.8명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당 자활공동체의 분포 수는 도시와 농촌 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도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당 자활공동체
의 평균 분포는 6.8개소로 나타나지만 농촌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분포는 4.2개
소에 그치고 있다.
그림 1. 자활공동체 분포

도농구분
도시
농촌

(a) 도시-농촌 지역 분포

자활공동체 분포
공동체수

(b) 시·군·구별 자활공동체 분포

13 고용자 수 100인 이상 규모의 자활공동체는 19개소에 그칠 정도이다.
14 이 글에서 도시는 자치구와 일반시를, 농촌은 도농복합시와 군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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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는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인증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모
순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의 발굴
과 육성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2007~2009년의 3년 동안 인증된 사회
적기업 중 26.0%가 자활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다.

2.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현황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 동 법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추구, 의사결정구조, 일정 기준 이상의 영업이
익, 정관 및 규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사용 등에 대한 조항을 인증 요건
으로 제시한 후 일정 절차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50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증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
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6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
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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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전국에 531개소가 분포한다. 따라서 고용노
동부의 인증제도 등에 의해 지정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모두 1197개소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
단체 중 204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 종사자 수는 20,671명에 달한다.
이들 고용노동부 정책 하의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지역형 예비)은 앞서 제시
한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영농,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및 일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농촌보다
는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도시 기초자치단체당 사회적기
업의 평균 분포는 7.7개소로 나타나는 반면, 농촌에서는 동 분포가 3.5개소에 불
과하다. 특히 전형적인 농촌이라 할 수 있는 군지역당 사회적기업의 평균 분포
는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86개 군지역 중 사회적기업이 1개소도 없는
곳이 21개 지역(24.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해 사회적기업들은 평균 종사자
수가 17.3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농촌 사회적기업의 경우 평
균 종사자 수가 도시의 18.2명에 비해 소규모인 15.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육성정책 하에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경
영비지원, 회계프로그램 구입 지원, 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경
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자본대부, 세제해택,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재정지원 역시 제공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연구조사, 프로보노 등의 기타 지원
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
및 조직들은 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의 목적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하
는 경향이 있다.15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할 사회적 목적에
‘지역사회공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착으로 낙후된 지역
의 활성화와 같은 목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16

15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까지 1천 개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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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기업 분포

도농구분
도시
농촌

(a) 도시-농촌 지역 분포

사회적기업 분포
사회적기업

(b) 시·군·구별 사회적기업 분포

2.3.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현황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에 따라 2009년부터 공
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휴·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
에 대한 임금의 반을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즉각적인 구매를 촉진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7월부

16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
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분류하는데, 2009년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유형
별 비중은 일자리 제공형이 59.7%,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0.4%, 혼합형이 20.8%,
지역사회 공헌형이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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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전자
는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 반면, 후자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에는 다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마을기업을 향후 3년간(2011~2013년) 1
천 개 육성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조직)는 최장 2년 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을
연차별로 지원받게 되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470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었다. 이들 중 농촌
에는 53.2%(250개소)가, 도시에는 46.8%(220개소)가 분포하고 있어 공간적 분
포에 있어 도-농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마을기업의 유형별 분포
는 도-농간 지역특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을 지역
자원 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 생활지원·복지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은 전체 312개소 중 68.9%가 농촌에 분포하
고 있으며,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 마을기업은 전체 71개소 중 73.2%가, 그리
고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은 전체 87개소 중 81.6%가 도시에 분포하고 있
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1～2개의 마을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7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된 반면, 전국 18개 기초자체단체에는 선
정된 마을기업이 전무한 상태이다.
마을기업 육성은 공식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사업이지만 실제 기대하고 있는 정책효과는 고용노동부의 사회
적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엇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인지 불분명하므
로 정책적 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방 현장에서는 두 경제 공동체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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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이유도 없으며,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굳이 구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3. 마을기업 분포

도농구분
도시
농촌

(a) 도시-농촌 지역 분포

마을기업 분포
마을기업수

(b) 시·군·구별 마을기업 분포

2.4.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농촌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의 한 형태인 농어
촌 공동체회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
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 조직은 특성별로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
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형, 복합형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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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5년까지 이러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30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해 2011년 5월 139개 농어촌 기초자치단체(86
개 군, 53개 도농복합시)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전국 농어촌
에 443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식품
산업형이 40.4%, 도농교류형이 39.7%, 지역개발형이 4.5% 복지서비스형이
9.0%, 그리고 복합형이 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평균
고용인원 22.9명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복지서비스형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평균 고용인원 26.8명) 지역개발형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가장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15.2명). 기초자치단체별 분포에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139개 시·군 중 33.1%에 해당하는 46개 지역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전북 완주군에는 무려 41개소가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7
애초 농림수산식품부는 들녘별 경영체나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등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포함하려 하였으나 실태조사 시에는 이들 조직을 제외하였다. 이
들이 실질적인 기업조직의 형태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포함된 443개 조직 대부분은 정부사업이 투입된 마을단
위 조직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들 조직 중 54개소를 선정하여 2년 동안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이
기존에 추진되었던 유사 농촌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특히

17 조사 결과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시·군별 분포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현실을 그
대로 반영한 것이기보다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라 고려된다.
즉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조사를 시달하면,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대
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실태조사가 이루
어졌다. 이러다 보니 조사에 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등에 따라 조사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65
다양한 폐해를 초래하였던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문제들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림 4. 농어촌 공동체회사 분포

도농구분
도시
농촌

(a) 도시-농촌 지역 분포

농어촌공동체회사 분포
기업수

(b) 시·군별 농어촌 공동체회사 분포

2.5.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
한국에서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기업 유형은 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
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
촌 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앞에서는 10개
소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한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유형과 관련한 정책추진 실태와 해당 조직의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다시 한 번 요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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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부처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 공동체 조직을 육성하다보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전국에 3천 3백 여개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이 양산되
었고 이를 통해 수만명의 고용 역시 창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정책효
과를 제외한다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특정 부처가 인증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독점하
다 보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제
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Social Firm이나 지역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CIC(Community
Interest Companies)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영국의 CIC가 한국에 세워져 사회적기업임을 자처한다면 사
회적기업의 명칭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판이다.
둘째, 그간 한국에서는 부처 간 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유사·중복
과 비효율성 초래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사회 주도의 사
회적기업 육성정책 역시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각 부처의 특장
(特長)을 살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연계하여 정책추
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보다는 별반 차별성이 없는 유사 정책사업들이 개별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경제라는 토대를 무시한 채 개
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연대와 협력, 집
합적인 자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경제활동 조직으
로 사회적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체들 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
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개별 사회
적기업을 양산하는 데 정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경제의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위와 동일한 논리이지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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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보다는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이 함께 맞추어져야 한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가 창출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
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두 포괄하는 계획과정에
위해 지역사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
화,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훈련, 생산자와 소비자를 새로운 관계
로 연계하는 사회적 마케팅의 추진 등이 실천되고 나서야 지역사회 주도의 사
회적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한 지원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업종이나 사업성장 시기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공간적 분포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함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기원이 그러하듯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공존하는 취약계층 또는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3
의 방식과 조직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기피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이 낮은 낙후지
역이나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서는 자생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낙후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 위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과 대조하여 향후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자
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 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기업으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로 변경
성화
단위의 기업
․사업비 지원, 금융 지원, 경영컨설
팅 지원

행정안전부
(2010)

지식경제부
(2010)

농식품부
(2011)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現 시범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

삶의 질 향
상 특별법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 ․2010년 6개 중간지원조직과 MOU
지역 활성화
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체결 및 10개 시범사업 추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 ․8개월 간 사업경비 지원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 ․농촌 지립기반 구축에 초점을 둔
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 지역 공동체 조직 지원
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활동비 지원(최대 2년)
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하는 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2007)

근거법

사회적기업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인증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 도 도입
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경영·재정·홍보사업 지원, 사회적 일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요 정책추진 내용

자활공동체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설립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조합 또 운영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 ․창업 후 최대 1년간 수급자에 한해
업자로 설립한 조직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임금 지원

관계 부처
(추진 연도)

보건복지부
(2000)

구분

표 1. 한국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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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경제 구축 및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운영 사례
3.1. 민간부문 주도의 사회적 경제 구축 사례(횡성)
횡성군의 경우 횡성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구축의 중요한 축
을 이루고 있다. 횡성지역자활센터는 인증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3개소를 창
업시키고 현재 2개소의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12개의 자활사업단 등 20개
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13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횡성지역자활센터는 청소, 영농, 집수리, 간병, 재활용 등 5대 표준사업 외에
도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사회적기
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인큐베이팅사업을 통해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에 자활 참여자들의 취업도 알선하고 있다. 또 강원도 광역자활센터
와의 연대를 통해 재활용사업, 로컬푸드사업, 교육사업 등 광역사업을 발굴하
여 다른 지역자활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광역자활공동체 계획 등을 수립하
고 있다. 수자원공사와의 위탁사업에 의해 연 1억 규모의 간병사업 및 환경사
업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횡성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대표들
간에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기반에 의해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취업 연계, 회계 및 재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횡성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 50여명
및 지역주민 15명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자활공제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
중인데,18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금융을 저리(연 3%)로 제공하고 있
다.19
18 출자금액에 비례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출자액 50만 원 이상 조합원은
100만 원, 출자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은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상한
은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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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횡성지역자활센터의 협력네트워크 구조

3.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회적 경제 구축 사례(진안)
진안군은 마을 만들기를 농촌의 사회적 경제 구축 과정과 동일시한다. 마을
만들기란 농촌 주민들 스스로 자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해가는 지역발전
전략이다. 또 시장과 행정에 덜 의존하는 농촌사회를 만드는 주민자치운동이기
도 하다. 자급경제와 공동체경제가 시장경제 및 공공행정과 균형을 이루는 농
촌지역, 이것이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은, 진안이 추구하는
마을 만들기의 기본 목표이다.
이 과정을 처음에는 행정이 주도했다. 지역사회가 해체 위기에 놓이고,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의 구축을 지역주민들 스스

19 자활공제협동조합은 횡성군에서 처음 출발한 이후, 현재 전국에 약 70개 조합이 생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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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1년 주민 참여형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추
진함으로써 마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읍면지역 개발계획은
‘으뜸마을 가꾸기’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안군
은 독자사업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와 ‘그린 빌리지 사업’을 각각
2007년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은 이러한 독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역량을 증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초기에 필요한 주
민 교육과 훈련, 지역 핵심 리더 형성, 기타 행정사무 등은 군 행정에서 지원하
지만 마을 만들기 과정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 행정에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모임
을 만들어 지원하면, 학습모임 참여자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모임을 구성하
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한다. 결국 마을 만들기의 과정을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주
체가 육성되고 이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구축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창출된다.
마을 만들기와 같이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이의 주요 주체들을 육성하는
진안군의 또 다른 전략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다. 이는 농촌에 필요한 인재
를 유치하기 위한 진안의 전략적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세 가지
로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다. 첫 번째는 ‘마을 간사’ 제도의 도입으로, 이는 인
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의 보완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두 번째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사업이다. 이는 인재를 유치함
은 물론 농촌사회에서 농업생산 외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귀농·귀촌 민간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안군에는 지난 10년간 군 행정의 도움과 주민들 간
자조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조직이 형성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어 왔
다. 물론 여전히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독립적
사업체로의 성장을 준비하는 많은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군 행정에서는 마
을 축제, 마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들 간 연대 역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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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 마을 만들기를 바탕으로 조직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모
습은 <그림 6>과 같다. 이들 조직이 형성될 수 있는 씨앗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뿌렸지만 이를 가꾸고 성장시키는 몫은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
다. 참여 주민들 간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만들어가
는 과정에서 자조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무진장체험마을네트워크,
공정여행사업단, 뿌리협회, 로컬푸드 사업단 등이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
직 간 연대는 아직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진안군에서는 마을 축제나 마을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이들 간 조우(遭遇)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제 서로에 대한 인식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림 6. 마을 만들기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

주: 원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2010년 7월 이후 출범 예정인 조직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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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을단위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 사례: 임실 치즈마을
임실 치즈마을은 화성, 중금, 금당이라는 3개 마을의 86가구, 230명의 주민
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특별한 경제적 기반이 없이 매우 낙후된 곳
이었지만 1964년 지정환 신부(본명: 디디에 세스테벤스)가 임실성당에 부임하
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지정환 신부는 마을의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해 양 사
육을 시작하고 그 부산물을 이용해 1967년 한국 최초의 치즈를 만들게 된다.
이후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치즈 등의 유가공과 결합하여 농촌체
험관광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각종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지정되어
치즈가공 및 농촌체험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지정된 임실 치즈마을은 체계
적인 마을 사업조직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스스로 거부할 정도로 재정적 자립도를 높인 상태
이다. 마을사업과 관련해 사업 분야별로 전문 이사를 두어 해당 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해 도움을 받
고 있다. 마을사업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은 2010년 15억 2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06년 2억 3천만 원에 비하면 불과 4년 사이에 6.5배 증가한 것이다. 15
억 원 중 10억 원은 체험관광에 의한 수입이며 5억 원은 치즈 등의 판매에 의
한 수입이다.20
임실 치즈마을의 상시 고용인력은 8명으로 이중 4명은 마을주민이며, 다른
4명은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마을주민 50여 명이 체
험관광 시 경운기 운행, 식당 도우미, 풀매기 등으로 마을 사업에 참여해 소득
을 올리고 있다. 이 중 경운기 운행은 60세 이상 노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주민에 대한 소득기회를 보장하고 식당도우미 등에게는 일당 3만 5천 원
을 지급하고 있다.

20 임실 치즈마을을 방문하는 연간 체험객은 2006년 10,348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
는 57,270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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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치즈마을의 마을사업은 주민을 위한 고용과 소득 창출에만 머물지 않
는다. 수익금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발전과 복지 증진,
인재 양성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 즉 <그림 7 (b)>와 같이 2010년
임실 치즈마을의 잉여금은 총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중 30% 정도를 마을
노인의 복지 증진, 지역사회 기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마을 발전기금 등
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7. 임실 치즈마을의 조직 구성과 마을 사업 잉여금 사용 구조

(a) 조직 구성

(b) 사업 잉여금 사용 구조

3.4. 귀농·귀촌인 중심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 사례: (주)공정여행
풍덩
공정여행은 CBT(Community Based Tourism), 즉 단순히 환경만이 아닌 지
역주민의 삶에 기반을 둔 여행을 의미한다. 공정여행사업단 풍덩은 CBT를 지
향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화, 환경과 생태의 보전, 여행
지출의 지역 내 순환 등의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사업 조직이다.
(주)공정여행 풍덩은 진안군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어른들의 공부방’을 통해
4년 전부터 시작된 향토문화해설사들의 학습모임이 발전된 조직이다.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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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년 4개월 과정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른들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약선요리, 공예공방, 대안여행(공정여행) 3개 분과의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풍덩 역시 이러한 학습모임이 모태가 되었다. 현재 공
정여행사업단 풍덩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마을희망네트워크를 모법인으로 하는
산하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단 출자에 참여한 15명의 해설사들에 의해
출범되었다. 현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설사는 모두 20~25명 정도이다.
풍덩의 주요 활동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으로,
자원 네트워크란 진안군 내의 먹거리와 숙박, 향토역사자원, 시설체험, 인적자
원 등의 지역자원을 엮어 여행상품으로 패키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안
여행 조직으로서 풍덩은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
역의 자연·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내 경제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
고 있다.
풍덩은 학습모임으로 시작하여 사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단으로 조직되어
관련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다가 2011년 올해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사업 초기라 풍덩의 사업추진 실적은 많지 않
다. 시범사업으로 2010년 5월과 6월에 각각 ‘진안을 만난다’와 ‘제비 몰러 나간
다’와 같은 대안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리고 첫 정식 사업으로는 2010년
7월 28~30일까지 2박 3일 동안 SK행복나눔재단과 연계하여 Happy Cooking
School 학생 50여 명을 유치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귀촌
자들 간 지속적인 학습모임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연대 구축을 통해 사업을 발굴
하고, 이의 추진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어 풍덩의 사례는 향후 농
촌형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5. 자원재활용사업 유형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사례: (유)청정에너텍
(유)청정에너텍은 2004년부터 횡성지역자활센터 재활용 사업단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후,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와 함께 2008년 자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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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하고, 그해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두 개의 선별장을 운영하
면서 횡성군의 자원 재활용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데 주로 플라스틱과 소형 폐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 압축, 판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후 많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
러한 지원으로 고물상 수준에 머물던 청정에너텍이 지금처럼 중간처리 단계까
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으로 28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
원받고 있으며, 이 외에 청년 전문인력으로 1명 등 총 29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
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 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모두 34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
다. 현재 연간 매출액은 4억 원 수준에 달한다.
청정에너텍이 추구하는 사회적 공헌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폐기
물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제로(zero)화이다. 이중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인
건비 지원을 통해 달성한다. 그러나 재활용 업체의 특성상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 위주인 현재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으로
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압축·분쇄 등 1차 공정에만
기업활동이 머물러 있고, 물분쇄 단계를 거쳐 연료와 펠릿을 제조하는 2차 공
정은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재활용 분야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전국 15개
사업체 연합)에 넘기고, 여기서도 안 되는 공정은 일반 전문기업에 넘기고 있
는 실정이다.
대규모 기업과는 달리 소규모의 영세 재활용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정에너텍 경영진의 의견
이며, 실제 이러한 컨소시엄을 준비 중에 있다. 즉, 강원도 지역의 8개 재활용
업체들(횡성·원주·평창·홍천·인제·강릉·양양·삼척의 사회적기업 2개, 자활공동
체 1개, 자활사업단 5개)을 연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열사 방식으로 운영
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 8개 업체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에 각각 4개
씩 분포하는데 2011년에는 컨소시엄을 통한 공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21 컨소시엄에 의한 공통사업이 본격화되면 <그림 8>과 같은 청정에너

21 영서지역의 4개 업체는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영동지역을 포함해 8개 업체 전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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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의 현 사업구조가 2차 공정까지 횡성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내에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청정에너텍의 사례는 농촌 사회적기업의 적소시장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재
활용 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즉, 인건비 지원 위주의 현 사회적기업 지원을 업종에 따라 다양한 지
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
업이 많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 컨소시엄 구성과 같
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그림 8. (유)청정에너텍의 사업 네트워크 구조

연 4회 정도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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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먹거리사업 유형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사례: (유)나눔푸드
사회적기업 (유)나눔푸드는 진안지역자활센터(후견기관)가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으로 추진한 녹수청산먹거리 사업단(2003년)이 자활공동체인 나눔푸
드(2007년)로 성장한 후 2008년 유한회사 전환 및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현재의
사업체로 발전하였다. 나눔푸드는 ‘먹을거리를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람
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먹을거리를 파는’ 사회적기업
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분야로 공공급식사업, 외식사업,
농산물 생산, 홍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총 종사자는 40명으로 이 중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 인력은 35명이다. 급
식 및 외식 분야에 17명이 근무하고, 농산물 생산 분야에 13명, 홍삼사업 분야
에 7명, 그리고 기획마케팅과 생산관리 전문인력을 포함한 경영 지원 인력이
3명 근무하고 있다. 나눔푸드는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기업 경영을
위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2009년 5월에는 사업개발비 13,800천 원을 고용
노동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이 외에 진안군으로부터 인건비 19,057천 원을
지원받았다(2007.4~2008.3).
나눔푸드는 농촌지역에서 급식사업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어 다양한 사
업 아이템을 발굴해 왔다. 먼저 진안군 결식이웃 급식사업 전체를 군에서 위탁
받아 결식이웃(결식아동, 저소득 재가노인) 325명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출장뷔페, 수제한과 생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2천 평 정도를 임대해 유기농산물(깻잎) 영농
사업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진안 홍삼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하여 홍삼 가
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푸드 역시 다른 사회적기업과 비슷하게 정부지원이 끊기면 완전한 재정
자립이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현재의 재정 자립도는 약 70%로 평가되고 있다.
한 해 매출액은 약 10억 원인데 이 중 공공급식이 3억 원, 출장뷔페가 1억 원,
수제유과가 1억 원, 농산물 생산·가공·판매가 약 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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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나눔푸드는 공공급식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 자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
굴하고 있다.
나눔푸드는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진안군의 지역 활성화에 다
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 40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 진안 내에서 농산물 원료 및 인삼을 구매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에 기여하고 있으며 진안 내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연구원
에 한과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판매액의 10%를 고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두 조직 간 업무협약에 의해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은
나눔푸드의 요청이 있을 시 진안군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제
공하고 있다.
그림 9. (유)나눔푸드의 기업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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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육성방안

4.1. 정책 과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의 현황, 정책추진 실태와 문
제,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정책적 관심의 초점이
된 계기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불어닥친 취약계층의 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
한 정부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애초에는 일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
층의 생활고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일시성에 대
한 비판으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사회적기
업을 육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국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안정된 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
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
성사업은 모두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들 정책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경제 공동체들이 실상은
모두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의
기대 역할을 일자리 창출에만 한정해 너무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계 부처의 특장을 살려 다양하게 특성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특정 부처가 사회적기업 명칭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책
적 혼란과 비효율성의 문제 등이 초래되고 있다. 또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경제라는 숲은 보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나무만 바라보는 관점의 오류 역
시 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숙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진지한 노력들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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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제도 개선 방향
앞서 제시한 문제들과 지역 나름의 진지한 노력들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사
회 주도의 경제 공동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관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설립
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통상산업부(DTI)가 사회적기업 지원 전담부서인 사
회적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부
처 간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기업 지원정
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 관련법 개정과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
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처 간 통합운영 등도 필요하다.
둘째, 각 부처의 특장을 살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
다. 현재 부처별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도 경제 공동체들은 일자리 창출
이라는 정책목표에 과하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일자리 창
출 자체보다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최소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는 지역문제
를 지역사회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가 고유업무를 통해 지닐 수 있
는 특장을 살려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유형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 육성에 앞서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구축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도 정책적 관심을 두
어야 한다. 현재의 관련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에 집착한 나머지 사회적기업 창
출과 발전에 토대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구축에는 소홀하였다. 예를 들어 마
을기업이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에는 적극적이지만 마을과 지역사회의 역
량강화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과거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정책자금
이 투입되었던 여러 마을이 미처 역량강화에 준비가 미흡한 채 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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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히려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사례가 적지 않
다. 지금의 사회적기업 육성방식이라면 이러한 폐해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으
란 법이 없다.
넷째,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있어 지역성을 고려한 지역적 안
배가 필요하다. 단순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사회적기업의 분포가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여 구조적 낙
후성을 면치 못하는 낙후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보다 절실한 지역활성화 수단
이 될 수 있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취
약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구의 분산분포와 이동성 제약으로 필수
적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농촌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 모두를 경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
이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
로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우선 일자
리를 늘리려다 보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력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건비
지원이 우선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형태의 직접적 지원이 인건비에 국한되지 않고 업종에 따라
시설투자에도 (대출지원이 아닌)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업종에 따라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
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
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한다고 인식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전달이 대인서비스공급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일시
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건비 지원만
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건비 지원을 빌미로 한 재정적 자립성 문제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 역시 재고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이해 증진과 사회적 신뢰가 구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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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접했을 것이
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국민들의 착한 소비가 촉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
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에게만 부족한 것이 아
니라 정작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려는 기업가들에게조차 부족한 현실에서는 사
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4.3.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앞에서 논한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많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방안들은 결국 동시에 추진되어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밝히고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농촌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육성과 다양하고 차별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농촌 지역사회 주도의 개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추구해야 한다. 선행 조건으로 지역사회 발전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네트워크화,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과 훈련, 생산자와 소비자를 새로운 관계로 연계하는 사회적 마케팅이 추진되
어야 한다.
지역사회주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공간적 분포에 대한 고려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정책과 다양한 정
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민간자본의 투자가 기피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이 낮은 낙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제2단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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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익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적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2단계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다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용이하지
않다. 수익구조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단
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지원은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방
식보다는 자생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하도록 기업환경조성, 경영장애요소 제
거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지위에 관한 체계적이고 합법적
인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함에 있어 현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발전 등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매년 선정하는 체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안정
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 수행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책
임과 의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넷째, 전국적·지역적 네트워크(의체나 협력네트워크)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
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협의회 구성은 분과별로 세분화하
여 실제로 필요한 정보 공유, 제도개선 요구, 사회적기업의 협력 등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업종 중심으로 구성하고 업종별 협의체의 대표가 모여 사회
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별 협의회도 중앙에 전국단위
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시·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의 공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업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판로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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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컨설팅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큰 약점 중의 하나가 질 높은 인적자원의 부족이다. 회
사의 수익성, 안정성 등으로 고급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인
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자
원봉사 정신이 기반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존재의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시스템을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유
능한 인재가 많지만 그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는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원봉사자 활용이 필요함에도 자원봉사자
와의 연계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시스템적이고 조직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은퇴자, 귀촌자,
귀농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도 자원봉사자를
찾기가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참여하게 할 시스템적인 조
직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을 위한 보호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
호시장은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 열위,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
업군의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인 시장경제체제를 왜곡시
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가 일정한 시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에서 제기된 제도라 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인적, 물적, 자본적 맥락에서 경쟁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게 하는 중소기업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 경쟁력이 약하지만 미래 지향적이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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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기업에 대해 보호시장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중소기업보다
모든 면에서 더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착근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제품
을 일정비율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기보다는 평가를 통해 우수사회적기
업을 선정하고 이들이 판매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제도
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역내 우수 사회적기업 제
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
례를 제정하여 일정비율 사회적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제품의 품질이 일반기업 제품과 비슷하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사회적기업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블록시장이 육성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블록시장은 생활협동조합 등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
하여 네트워킹을 구성함으로써 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상품을 역내에
서 우선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블록시장의 영역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
인가는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지역에서 여러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의 사회경제
체제에서 네트워킹이 가능한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재원조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나 사업의 수익성 등이 일
반적인 영리기업보다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
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서베이 결과
(노희진, 2010)에 따르면, 자본조달의 대부분이 내부조달이었으며 주식회사형
태의 사회적기업도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없으며, 직접 금융기관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담보력 등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
자매력을 강화시켜 자금조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자본조달의 어려움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농촌지역에 있
는 사회적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방법은 기업의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부정책의 위임이
나 위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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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부지원과 기부, 일정 부분 수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넓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많은 정책 중 하나의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을 보아야 한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기는 힘들고, 농촌사회적기업에의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탄생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서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모태펀
드는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농촌개발정책과 연계한 지원, ②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이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사회적기업전용기금(가칭)의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일곱째,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가의 리더십과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영마인드와 직업윤리 등이 기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사회적기업이 기업환경이나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교육
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
업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으로 기업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정부 산하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교육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
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배분하면 될 것이다.
컨설팅기관에 대한 교육에서 현재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컨설팅업체가 무수
히 많은 실정이지만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연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사
회적기업 컨설팅기관을 선정할 때, 최소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업무에 대한 기
본적인 내용 즉, 사회적기업의 목적, 방향, 내용 등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라 컨설팅 분야나 질적 차이를 극
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필요 시 동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
제 동원여부를 확인하는 등 컨설팅 기관을 정기적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평가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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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술이 가장 중요한 성장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으며, 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농림
기술기획평가원 등 독립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여기
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영세한 사회적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지만, 기술개발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이 미래의 튼튼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기업에 한
정된 기술개발 연구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들의 기술개발자금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인기술개발사업으로 농업인
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청의 연구자금에 일정 부분 실링
을 지정하여 배분하거나, 사회적기업진흥원 혹은 광역자치단체가 연구기금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89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201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구자인·곽동원·이호율. 2010.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소박한 풍경.
김광선‧권인혜‧감창호. 2010.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과 과
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2011.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과제.” 2011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과 갈등관리. 김대중컨벤션센터. 2011년 9월
8일-9일.
김선기. (근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영수·함유근.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9. ｢신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김정원 외. 2009. ｢2009년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사)한국지
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김정원. 2009a.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 제10차 지역리더포
럼 ｢한국의 농촌형 사회적기업 확대전략｣: 49-65. 지역재단.
김정원. 2009b.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김정원·진명숙·박순영. 2008.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과 귀농귀촌인 역량
DB 구축 연구｣. (사)호남사회연구회.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 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35-71.
노대명. 2008.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38호. 62-85.
노동부. 2007.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역
할 방안.”
노동부. 2009. ｢주요 국가의 사회적기업｣. 노동부.
박 경.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47: 87-123.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용규·주영민·최홍. 2009.10.28.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커뮤니티 비즈니스.” CEO
Information. 제728호. 삼성경제연구소.
박진도 외. 2009.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90
박찬임. 2008.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노동리뷰」 43: 31-48.
변필성‧윤영모. (근간).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 국토연구원.
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해외 사회적기업 법제도 현황｣. 서울: 사회투자지원재단.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통권 75호:
11-4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신용석. 2009. ｢관광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엄형석.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
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엄형식. 근간(2010). “유럽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염돈민. 2010.10. “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정책브리프 제81호. 강원
발전연구원.
이문국·이성수·손치훈·최은미·박미란·이지은·박영옥. 2005. ｢농어촌 자활사업 실태조사 및 농
어촌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자활정보센터.
임경수. 2009. “지역 살리기의 핵심은 지역경제순환.” ｢지역리더｣ 8: 6-7. 지역재단.
임경수. 2010.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표
자료(2010. 03. 11).
조영복. 2008.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참여와 나눔을 위한 아름다운 기업｣.
사회적기업연구원.
조영복·곽선화·류정란(옮김). 2010.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 사회적기업연구원.
지구촌공생회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사무국. 2008.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2007. 2008｣. 함께일하는재단.
희망제작소·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2010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지역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략포럼) 자료집: “효고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파트
너십 정책.”
Alonso,

William.

1975.

“Industrial

Location

and

Regional

Policy

in

Economic

Development”, in John Friedman and William Alonso(eds.).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Colonial Press. pp.64-96.
DTI. 2006. “Social Enterprise Unit in the Small Business Service.”
ESF-Works. 2009. “Legal and Fiscal Frameworks to support the Social Economy”
(www.esf-works.com).

91
Fahy, P. B. 2008. “Gone Local.” SixStates.net(http://www.sixstates.net).
Friedman, John and William Alonso(eds.). 1975.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Colonial Press.
Hirschman, Albert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Jessop. B. 1994. The Transition to Post-Fordism and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Roger Barrows et al. Towards a Post-Fordist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Jiwa, Farouk. 2002. “Social Enterprise Models as Key Drivers for Community-based
Agriculture.” Honey Care Africa.
Karl, Birkhölzer. 2009.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2nd E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Trento, Italy. July 1-4.
2009.
Michael, Alun. 2003. “Foreword.” Rural Social Enterprise. October 2003. DTI, Defra and
the Plunkett Foundation.
Mike Aiken. 2006. 6. “영국의 사회적기업.”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6. 한국노동연구원
New Economics Foundation. 2002. Supporting Rural Social Enterprises.
OECD. 1999. Social Enterprises. France: OECD Publications.
OECD. 1992. Business and Job in the Rural World.
OECD대표부. 2006.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과 시사점.”
Pearce, John. 2003.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Plunkett Foundation. 2008. Fresh Ideas: Rural Social Enterprise. Issue 2: Winter. 2008.
Porter, Michael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Scott, Allen J. 1988. New Industrial Spaces: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London: Pion Limited.
SERA(Social Enterprise Rural Alliance). 2010. From Need to Opportunity: Building Vibrant
Rural Communities.
Skills & Rural Enterprise Division. 2005. “Defra and Social Enterprise: a Position
Statement.” Defra.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9. State of Social Enterprise Survey 2009.

종

합

토

론

95

이인제(좌장: 한신대학교 교수)

예, 반갑습니다. 한신대학교 이인제입니다. 발표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엄형식 선생님은 이런 발표에 드물게 정치과정모델의 틀을 가지고 설명
을 해 주셨습니다. 유럽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
는 인구학적 변화,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 농촌의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설명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회와 주체에는 전통적으로 사회
적 경제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런 움직들이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서 사회적기업이라 부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법적 지위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린 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사회서비
스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나 사회적기업의 하나의 협동모델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비
전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델이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내
용이다’라는 강조를 마지막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을 위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
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나 생태환경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유럽에서 많이 주목
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쿠라이 교수님은 일본에서는 협동조합, NPO, 비즈니스의 세 가지가 사회
적기업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노동조합 형태의 사회
적기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내
용들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농촌의 투어리즘이나, 에코투어, 산업진흥산업 등
이 농촌 일자리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셜캐피탈이라
는 개념이 단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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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사례와 3월 11일 동북지역에 펀드레이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잘 들
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천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기업과 정책
들에 대해 소개하시고, 마을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이나 전북 진안군, 임실군 등 지역의
사례들과 함께 재활용사업이나 로컬푸드, 대안관광 등의 여러 형태의 농촌형
사회적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육성
방안을 다양한 방식에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고, 한분씩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 성공회대학
에 김신양 교수님, 지역재단의 유정규 이사님, Seed에 이은혜 단장님, 고용노동
부에 김경선 사무관님, 한국사회적기업지원센터 하재찬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
러면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97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곤입니다. 세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표주제의
연결이 잘된 것 같습니다. 우선 유럽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며, 비즈
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 그 기반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는 내
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사회자본
의 개념은 현재 일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자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
다. 일본의 원로 중에서 우자와 교수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자연자본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지역사회의 교육, 의료, 금융제도까지 포함한 제도적인 자본과 간
접자본까지 포함하여 그 위에서 어떤 규범이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를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본이 산업의 성장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
에서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하는 것
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농촌지역은
대부분 농가, 협동조합, 지역의 중소 상공업자 등의 경제주체들이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즉, 활성화가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부족하다거나 시장개방 등의 대외여건이 나빠
지게 되어 다음 단계로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 다음으로 국가·시민사회·기업이
혼합된 제3섹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3섹터도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 제약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 부상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명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활성화하자
는 의견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활성화는 세 가지의 지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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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자리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일
자리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
다. 둘째, 소득증가 혹은 생산액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의해서 산업이
축소가 되고,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득증가 내지는 생
산액 증가의 문제입니다. 셋째, 인구증가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정주인구를 늘
리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주인구가 부족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류인
구를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는 위 세 가지 지표의 수치가
상승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때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사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내용 중에 사
회자본에 본딩형과 브릿지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딩형은 농촌사회
의 폐쇄적인 사회자본 같은 느낌이 들고, 브릿지형은 개방적인 사회자본을 지
향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이 알기 쉽게 잘 지적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에 네 가지 사례지역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이로도리를 살펴보면 단
순하게 나뭇잎을 음식의 장식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인데, 마을의 할머니들이
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비즈니스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공의 배경은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적으로 소개하여 비즈니스로 활용했다는 것입니
다. 사회자본 입장에서 보면 나뭇잎도 비즈니스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소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거대한 것을 들고 나왔는데, 단풍잎이나 나뭇잎도 비즈니스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비즈니스의 주체가 마을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 사회자
본으로 정보를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가와 사례는 만두를 소재로 주로 할머니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만두는 그 지역의 전통방식으로 구운 것이며, 이를 비즈니스화하려는 시
도를 농협에서 진행하였는데 만두가 비즈니스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많
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두를 생산하였고, 비즈니스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습지문제 혹은 군마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식당을 하는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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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있는데,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재료가 다양하고, 지역의 여성들이 주로 비
즈니스의 주체로 참여하며, 직거래 혹은 식당을 운영하거나 클러스터를 조성하
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현재 일본의 사회적기업 혹은 커뮤
니티 비즈니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사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본에 대해서
본딩형과 브릿지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고, 현재 이들이 양립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양립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
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든 커뮤니티 비즈니스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며, 6차 산업화 등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소
개된 나뭇잎, 만두 이외에 현재 일본에서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소재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도시주민에 대해 농촌정주에 대한 의향조사를 살펴보면 20대에서 상당히
높게 농촌정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50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0대가 농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
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해서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위
해서는 어떤 점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신양(성공회대학교 교수)
발표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연구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농촌지역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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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정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농
촌 활성화의 방향이 뭐가 있는지가 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 방향 하에서 사회
적기업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예컨대, 일본은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약한 측면이 있고,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등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규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할 지 제시를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쿠
라이 교수의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사쿠라이 교수가 앞부분에
서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과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는 현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가 있
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볼 때 연령대별 욕
구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보건복지, 돌봄서
비스의 욕구가 강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려와서 일할거리가 더 강하다든
지, 이런 것들의 구분이 된 것이 굉장히 큰 시사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형식 선생님이 발표를 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
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문이 있는데, 이야기를 추가로 들었으면 좋
겠는 것이 사실, 농촌지역의 활성화라는 것이 농업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정부의 보호
를 받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식량주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식
량주권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한국의 농촌지역 활
성화에서는 농민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기초소득보장으로 될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농업이 아닌 다양한 것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비물질적인 가치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는 그렇게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유럽과 한국은 상황이 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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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농촌지역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나 이
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한국
에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규천 박사님께서 발표해주셨던 사례에서 굉장히 시사점
이 많은데, 그 시사점을 사람·조직·네트워크·정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가 시사점이 다른데, 농촌
에서 이 사회조사가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주체에 대해서 다 구분이 되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주시면 농촌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보면, 지역에 내려간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였고, 한국에
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들을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기본적인 문제의식
하에서 농촌지역 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는 주체, 도시와
연결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거기서 핵심을, 저는
유통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기
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이 나누어
져 있고, 마을기업들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서비스제공형이 아닌 어떤 영농이
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는 생산품을 다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
는지도 모르고 또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지만 컨설턴트가 유통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유통을 조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통은 마을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한다고해서 유통구
조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자기자본 조직의 유통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대전에 호의시장 형성을 해서 금강생명생협을
만들고 있고 12월에 창립총회를 하는데, 그곳의 경우는 과학기술보조와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한살림, 생협, 불교생협 등등이 같이 조직이 되어서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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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시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주요한 품목
은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해서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등 굉장히 통합적인 형태
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의 고민
도 필요하지만 그 조직들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유통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것
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은 농촌지역에서 그래도 농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엄형식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
존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도 기
존에 존재하던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생협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분도
영입이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귀농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골에는 배운 사람
들이 많이 없는데,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골에 가는 경우가 좀 있습
니다. 그런 분들이 농업을 하면서 뜻있는 일을 하고자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
니다. 그런데 다들 농협의 조합원인데 협동조합이 뭔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
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아카데
미를 하고 있으면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
존의 농협이나 축협이나 또는 공제조합이나 이런 조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촌지역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 사업 이런 것
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안내려가는 게 학교가 없고, 의료시설 등의 기초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고자하는 사람도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부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
고, 전국에 의료생협이 200개 가까이 있는데 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유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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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의료생협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생협
은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병원을 만들고 자체돌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굉장
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생협을 농촌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주민스스로가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돌보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적용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정규(지역재단 이사)

반갑습니다. 지역재단에 류정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 세미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고 하고, 두 번째는 각 주제발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세 번째는 한국의 사회
적기업, 혹은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제 자신의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세미나에 대한 제자신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식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문제목이 ‘Social Enterprise & revitalization'에서
‘&'(and)가 아니고 ‘for'가 되어야 할 겁니다. ‘&'를 했기 때문에 뒤에 발표를
한 내용들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아니고 사회적기
업과 농촌지역 활성화가 따로 병렬적으로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서 기획의 시각이 ‘for’가 아니고 ‘&’라는 것이 저하고는 시각이 다르다는 측면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for’라고 생각을 하면, 이전에 김신양 선생님이 지
역 활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된다고 하셨고, 김태곤 박
사님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세 가지 지표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좁게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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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소득증대입니다. 따라서 좁게
지역활성화를 정리하면 이것은 곧 농촌경제 활성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농촌
지역 활성화와 농촌경제 활성화가 동일화되는데, 경제활성화에서 가령, 이런
역량강화라든가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이 첨가되면 이것이 지역활성화
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농촌지
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은 농
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농촌지역에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얼마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얼마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논리적인 친밀성을 갖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물론 이
것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
다만, 연구의 흐름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 하에서 과연 얼마나 일자리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가,
또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이 어떻게 뒷받침을 했는가 라는
쪽으로 나가면 제가 기대했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
니다.
두 번째는 주제발표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제 1주제에 엄형식 박사님 발표내
용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현상을 단순하게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시민
들의 이니셔티브 확보라든가 공공정책과의 상호관계의 결과물로 본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60년대 후반 70년대 이후에 서구사회의 가치의 위
기, 경제적 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한 역사적 개념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은 저와
일치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계, 향약, 품앗이까지 사회적 경제의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는
데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와 관련
해서보면, 초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
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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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전반,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등의 활성화를
전제한 이후에 출발해야된다 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은 뒤에
이규천 박사님 발표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확장 노력없이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 또는 계기로서 사회적기업 정책만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
으로 유럽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의 현황, 또는 유럽의 농촌지역 활
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우호정책, 공공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
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해주신
사쿠라이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새
로운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농촌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도 공부를 했습니다. WISE화 농촌활성화 기업의 관련이
라든가,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문제 이런 것들도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
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이로도리 같은 경우는 200
명의 주민이 참여해 1년에 2억 5천만 엔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200명이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
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창출이 20명 3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은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농촌지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200명의 고용인원
중에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중에 제도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주는지 등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
면 공부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3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 유사 사회적기업 현황, 농
촌형 사회적기업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우는 조직에 대한 지원이고, 농어촌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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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업 즉,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501개는 조직에 대한 지원인 반면에 농어
촌공동체 회사는 443개 중에서 54개의 우수사업 지원이다 라는 것을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농어촌공동체회사 고용규모가 평균
26.8명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용형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26.8명이 근무하는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
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자신의 고민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의 고민은
첫째, 한국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공통적인 관심은 지원이 종료된 후 지속성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나 실천가들이 대안
을 만들고 정부에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속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말
로 사회적기업의 수입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고
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2년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이 1000개, 2013년까지 마을기업이 1000개, 2015년까지 공동
체회사 3000개, 각 도에서 진행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만개는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과연 사회적기업, 공동체회사, 마을기업이 제대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은 우등생을 85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계속 늘이니까 나중에는 30점 짜리도 우등생으로 줘야 될 겁니다. 아마
도 그럴 경우 우등상이라고 하는 상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꾸 실패하는 쪽으로, 실패사례가 증가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데 이것은 큰 문제다. 단순하게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무용론,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당국, 연구
자들의 강력한 의견표현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 시장형성이 필요하다는 것
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구매, 역량강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기금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중간지원기관의 난립문제입니다. 이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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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통합할 것이냐 또는 조직단위를 기초단위로 할 것인가, 광역단위로 할 것
인가와 구성원의 역량이나 자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중간지원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으려면 자동
차로 모시러갔다가 다시 모셔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사람이 중
간지원기관의 컨설턴트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단위에서 통합적 접근을 어떻
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별 개별 정책들이 지역의 시·군
단위에 가면 전부 뭉쳐지는데 시·군 단위는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단위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면, 농식품부에서는 공동체회사육성법안을 만들려 하고, 행안부에서는 마을기
업 육성법안을 이미 제안했고, 그러다보면 사업별로 개별법안이 다 만들어집니
다. 사업과 사업 간에 시너지효과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하나의 법아래
서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형 사회적기업과 도시형 사
회적기업, 흔히 말하는 일반 사회적기업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의 의미가 농촌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바쁠 경우 주
말에도 일을 하는데, 주5일제 근무만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농촌
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수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
이 제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같이 고민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은혜(Seed;S 단장)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부분과, 한국에서의 정책적 과제와 세미나의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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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세 분이 말씀해 주신대로 개별 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을 경영학에서 이
야기하는 경쟁전략이라는 개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며, 생태계라는 관점을
가져야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야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합
니다. 그런데 발표하신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너무 제도환경 중심으
로 사례가 제시되었다든지, 생태계 전체를 읽어내기에는 한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남지역에서 도단위와 군단위 면단위 생태계 조사를 최근에 해
봤습니다. 그러한 정리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자본까지 포함해서
생태계의 구축방안, 아니면 현황을 파악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전국단위나,
도단위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과제는 그렇게 풀 수 있지만
면이나 기초 시·군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지원이 결합될 필요가 있는
데, 사실은 도단위에 시정개발단이라든가 정도의 수준이 존재하면서 세부지역
단위에서의 연구나 구체적인 과제도출로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농경연이 앞으로 연구사업을 펼칠 때 기초지역 안에서의 생태계 구
축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례로 나누어서 연구과제화해가면 어떨까 제안을 합
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대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
만 마을기업과 농어촌회사를 모니터링 해보면 그간 농림부에서 관리해왔던 농
업농촌 정책사업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본딩,
소셜캐피탈에 개념에 맞추어서 마을을 찢어놓고, 경쟁시키고, 유지들에 의해서
자원이 독점되는 형태, 그리고 눈먼 자원을 누가 먼저 갖다 쓰느냐, 그래서 굉
장히 소모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게끔 농식품부가 농촌의 농민들을 길들여 온
것이 과연 사회적기업 전체 하나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정책 전
체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그
래서 저희들의 과제인데요, 우선 정책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
론 농촌에 대한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법도 개정이 돼서 이제, 사회적기업의 지원가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농촌이라

109
는 것이 자기특수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자체정책을 들여다 보
면, 중앙정부가 했었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문제를
읽어내지도 않고, 우리지역에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지역의 강점과 약
점이 뭐고, 강점에서 출발하고자 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이렇게 하지 않
습니다. 그냥 자원을 고르기 위한 공모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성과목표를 단기
에 달성하기 위한, 그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돼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라는 넓은 범주가 다시 자리잡게
하는, 중앙정부의 시그널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자율성, 즉,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책임이 지자체한테 던져
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정책이 개발되고, 현
장을 살려내게 하려면, 지역에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위임 방식은
예산분배방식이 지금처럼 지정제가 아니라 포괄지원금 형식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 우리는 인건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전반적인 시민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든가, 농협 같은 기존
의 전통 사회적기업들의 조직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자기에 맞는 사업
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자신의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화라는 것은 그냥 반복하는 것이어서, 다시 지역정책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도마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불방식 등을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향후 시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시장 안에는 시민시장과 사회적 거래계 내에 내부거래 시장이 있는데,
내부거래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
니다. 특히 농촌형 사회적기업은 그 지역 내에서 가능한한 선순환적인 생산과
소비를 순환시키고자 하지만,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수도권 중심으
로 소비시장, 진입력, 시민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중
앙정부가 ‘갑자기 유통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몇 개의 매장을 만들어주는
방식도 답이 아니고, 지자체 수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점하자는 방식으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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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의 유통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협이라든가
전국에 내부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구체
적인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촌에서 너무나 많은 자원이 부처별로
너무 많이 내려 보내져서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될 정도인데,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뿐만 아니라 중간
지원 쪽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마을단위로 중간조직이 나올
수 있는 곳이 10개 마을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른 부처에서 다른
방식의 중간지원조직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 칸막이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세대들이 수도권 안에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지방대 친구들이 그 지역에 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청년세대 그리고 귀농귀촌 운동조직들하고도 협
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운동이 너무 유기농 전환 등
의 농법 중심의 훈련에 집중을 했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일꾼이 되게 할 것인
가에 대한 부분에 미흡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계 안에
서 자기전략의 것들도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지역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안타까
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생활협동조합이 다른 거대 생협에게 운영권
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생존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물론 2006년과 2007년
에 쌀 과잉 생산과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생협이 혼자 짊어졌던 원인도 있었
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농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책에 대해서만 왜 계속
우리를 개별화시키느냐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의 연대적인
활동 그리고 물적기관을 공유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서도 또한 묻
고 싶습니다. 많은 사례들과 원주나 홍성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
는 것은 그 지역단위에서 또는 그 복합체 안에서는 자기수익의 몇 프로를 공유
자산으로 법적으로 강제해 가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전에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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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인력의 공동양성이라든가, R&D공동투자 등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데 있
어서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하도록 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
이 생기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의회, 마을기업 협의회, 마을공동체협의회 이런
단위들이 실제 물적기관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을 더 만들게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본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농촌형 사회
적기업의 자본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랑 연결된다고 봅니다. 절
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촌의 자본부족을 위해서 먼저 출연하고 그것을
다시 비난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협의체 수준에서 내부적
으로 자본이 모아졌을 때 그것에 대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가면서, 대신에 그
자본의 운영관리 주체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등의 전략들이 펼쳐질 수 있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간단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농촌형사회적기업과 WISE
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라는 의
문이 듭니다. 한국의 정책이 너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한다는 비
판들이 있고, 농촌형과의 괴리가 우리나라 소농인구는 취약계층이냐 아니냐에
서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WISE
식의 관점이 들어오면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읽는 과정들을 건너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의 인력구성 안에서 사회적기업의 주력이 되어야 되
는 또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면밀하게
읽어내는 연구와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사무관)

저는 여기서, 다양한 학계의 전문가 분들과 현장 전문가 분들의 말씀들이, 정
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인식전환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감사의 말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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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하셨던 엄형식 연구원님께서 접근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관점들은 정부부처에서도 모든 부처에서 가져가야될 부
분인 것 같구습니다. 사쿠라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소셜캐피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소셜
캐피탈까지 담아서 가는 부분 즉,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정규 이사님께
서 말씀하셨던, 공공정책이 어떻게 일본 사례처럼 했느냐에 대해서 듣고 싶습
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정책이 내년까지 5개년 계획이 완료가 되는데, 육성
과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그 가운데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특정한 역할들을 담당해 왔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명 한계
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점일텐데 일본에서 긍정
적으로 정책이 개입해서, 정책의 타이밍상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사례도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부분은 굉장히 세세하게 집어주신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까지 5개년계획을 마치고, 13년부터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 6월 발표했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서 크게
잡고 있는 방안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공감대 확산 측면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회적 생태계
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접지원에만 초점을 맞췄
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환기를 하고 간접지원의 파트를, 그리고 추가적으
로 공감대 확산의 파트,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적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대로 가다보면 그동안 일자리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많은 부
분을 담당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어느 시점에는 또 해결이 되겠지
만 말씀하셨던 통합조직과 통합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변수들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희도 인프라와 네트워크 관점
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13
활성화 방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관심이 있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기존의
미소금융·중소기업정책자금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규모
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기업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판단하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검증
을 받고, 민간 자본시장에서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는, 투자자본이나 모태펀
드를 조성한 것입니다. 42억 원 규모이고, 정부가 25억 원, 민간이 17억 원을
출자해서 마련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정책자금
으로 가능성 있는 규모가 되려면 최소한 100억 이나 200억 원 정도되어야 가능
성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신호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본시장에서 그런 투자활성화를 통한 자생력제고가 필요하다 라는 관점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시장에서도 그런 관점을 받아들여서
소셜펀딩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펀딩 기재들이 있을 것이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셨던 자치단체 차원이나 농어촌차원도 그런 관점
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단
계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본다면 굉
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투자자본시장에서 사회
적기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네트워킹 상
황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고용부를 이야기 하고 있고,
타 부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해서 사실상 지원하고 모델을 발굴해 주고, 지원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있고,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 작년 10월에 고용부 농식품부 MOU를
체결하면서 올해 특화된 지역의 지역개발 전문분야 지원기관으로 지역재단에
컨소시엄으로 현재 작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초기단계라서 평가를
한다든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연구자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활성화된 네트워킹과 연
구를 부탁드리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농식품부와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인데, 지역의 농촌들은 매우 큰 범위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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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저희도 권역별 지원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짜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
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우선기구에 권
고라든가 경영컨설팅 등이 작을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
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지원들은 정부정
책에서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역사회 주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사업이 이관되면서 현재 인건비 지원쪽으로 가
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역량과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그 안에서 자체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되면 이것이 계속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
에 이런 지침을 둬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고용부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
은 선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정책의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무원 분들이 마을기업권역별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따라
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감대랑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호
흡을 같이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것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고,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펀딩체제라든가,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되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 사업조정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
에 담당했던 업무가 정부 전체 유사사업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가 사업의 이름과 목적이 다르다고 꼬리표를 붙여서
갑니다.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으면 다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이 옵니다. 정말 비
슷한 것인지 현장실무자라서 복잡하고 불편하고 귀찮은 부분도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 측면에
서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부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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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를 하반기에 하겠다 라고 해서 각 부처에 뿌려놓은 상
태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모델설계를 요청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지
원기관을 통해서 필요시 각부처가 협력을 해서 모델설계를 하겠다 라고 방향
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지만, 부처간 사업들이 비슷하구나 하는 인식들
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공동체회사의 경
우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원으로 나갈지 말지, 방향
설정도 어려웠습니다. 검토하다보면 결국 사회적기업 같이 지소가능한 모델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과 의견들이 있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
겠다는 방향을 잡고 그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지원을 하겠다 라는 체계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부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선을 일자리로 접근했기 때
문에 저희부가 총괄해 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는 체계라는 것을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격 문제, 인증제가 다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
든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
회적기업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
지 말아주십시요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부분과 민간이 할 부분, 자
생적으로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을텐데, 그 범위들을 잘 구분해 주셔서 타이밍
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재찬(충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 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세미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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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농촌활성화의 두 가지인가, 아니면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
업인가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서 몇 가지 말씀 드
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전체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
이라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고용취약계층
분들이 생산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5명의 취약계층분들이 일을 하시면 거기서 생산성이 발생하
는 것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의 생산성이 나온다는
얘길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분들도 소득취약
계층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일반기업과 분명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양쪽
에서 중복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정말 독자적으로 자기혼자
자립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런 기업이 정말 사회적기업인가
라고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지속가능성,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토대에서 보
면,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과 대안으로 만
들어진 것인데 그 잣대를 다시 자본주의 잣대와 기존의 경제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에 대한 것들은 정말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공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지
속가능한 것들이고, 진정한 성공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스스로 고
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소재나 성공소재를 찾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
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성공소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제, 살고 싶
은 지역을 만드는 것의 소재를 찾는 것이 사실은 화두인 것이지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찾는 것, 그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공동
체를 새로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작은 자원들을 활성화하는
것에 소재를 찾으려고 하고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사회적기업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의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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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지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중간에 현장
조사를 했고, 상반기에 27개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는 4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정받은 것
은 13개였습니다. 하반기에 17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실제 가능한 것은 5
개 정도라고 했는데 15개가 지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현재 노동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만 가지고도 사회적기업이 아
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과와 실적과 이런 과정 속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라
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로 봤을 때 4개는 사회적기업 답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개는 반수 이상은 그렇지 않은 사회적기업으
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좀전에 유정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
니다.
농촌문제를 보면, 개인적으로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북이라
는 곳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저도 농촌에 투여된 정책들의 성과보고를 보고 싶습니다. 실패했다라
고 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성공했던 정책이라면 농촌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협은 지금
굉장히 발전하였습니다. 농협이 기존의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것에 반대합니다. 농협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농촌마을은 없어지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정말 농협이 사회적 경제조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
에서는 보호된 상황에서 농촌이 사회적 경제를 구축해가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의 농촌의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형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사회적 일자리 지정을 받은 영농조합 ‘삼마루’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삼마루’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 반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
회적 일자리가 농촌의 생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일하는 시간, 주5일
근무제 등이 제시하고 있는 틀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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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져있는 것을 농촌에 적용하려고 하니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
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에서 하려했던 것이 어렵게 되고, 부정수급 받는 등의 상
황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지역으로 단양이나 보은이 있습니
다. 얼마 전 예산을 분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예산이 관광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계속 인구수가 줄고 산업은 쇠
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농촌이 그렇듯이 내부에 자본이 없기 때문
에 외부의 자본을 받아야겠다는 논리로 관광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업입니다. 농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떤
산업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자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관광산
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은 농업
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의 주체문제 즉, 사람의 문제입니다. 분명 마을에는 사람이 부
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정책과 이런 것들 안에 서로 경쟁을
했고, 신뢰가 깨졌고, 패배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특히 소농, 가족농 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대규모, 효율이나 경쟁력이라는 측면
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책을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져
가게 되어 신뢰가 깨지고, 패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주체가 없
으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농촌마을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너희들이 그
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
한 현상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세 번째는 농업정책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현재의 지속가능성이나
성공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농촌은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을에 맞는
것들을 찾고 그 마을에 맞는 주체들을 발굴하고, 그 마을과 잘 맞는 귀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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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찾아와서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분들께서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봤
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력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잘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통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
적기업은 거기서 제조도 해야되고, 마케팅도 해야 합니다. 유통도 작은 회사지
만 종합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이나 마케팅을 맡아줄 수 있는 사회
적기업들이 있다면 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유통이 어렵습니다. 마을에 계신 분들은 다 텃밭을 갖고 계십니다.
로컬푸드를 하면서 한 마을과 같이하는 사업 중에 심어놓은 콩을 한 귀농인분
이 오셔서 모아오면 판매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주 성황입니다. 그것처럼 많
지는 않지만 농촌마을에서 생산된 것을 정당한 과정과 가격을 받고 유통해주
는 주체가 생긴다면, 소농과 가족농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시민사회의 영역에
있다가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시민사회는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현재도 대학에서 하는 게 맞
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득해서 대학 안으로 들어갔습니
다. 그런데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
구가 목적이지 어떻게 마을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낼 것이냐
는 그분들의 관심이 맞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구 데이터만을 원하
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
라 숫자, 데이터, 통계, 그런데 70%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30%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0%에다
가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연구가 70%에 집중되었습니
다. 그런데 농촌은 다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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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간지원조직까지도, 사실은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다닐 수 있는 주체
들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도 저희지
역에 저희가 발굴한 회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계교육을 하는데 서
울에 계신 분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분 오시면 사회적기업이 뭔지 반나절
설명하구요 지역특성 등을 반나절 설명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잘못하면 권력기구가 됩니다.
권력기구가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저희 지원기관이 모델화사업
하나와 민간실무협의체를 구축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예를
들면 연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 두 번 모임
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가보자는 답론 정
도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이 일반시장에서 경쟁력
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에서 저는 후자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시장이 아니라 약간의
의식도 있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주체들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
다. 이상입니다.

이인제(좌장: 한신대학교 교수)

여섯 분의 토론자들이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들이 만만찮은데 발표자
들이 적절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121

엄형식(사회적경제센터)

이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고, 또한 어떻
게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나무를 썰어야 될 톱이 있고, 작은
나무를 자를 때 쓰는 톱은 서로 다릅니다. 통나무를 자를 때 전기톱을 사용해야
하는데 통나무를 베기 위해 실톱을 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유럽과 비교해서 봤을 때 거기는 일단 소득보장 됩니다. 농업을 하면
일단 국가에서 농업을 보전하기 때문에 농업이 가난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소
득보장은 농업정책으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으로 안되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촌지역 사회적기
업들이 막아줘야 될 작지만 정말 중요한 어려운 상황들을 다뤄줘야 될 문제들
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농업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이 어려운 것이 도시집중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크게 구분됩니
다. 그러나 유럽에 살면서 저는 거의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도
시가 있지만 몇 개 없고 대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
여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복잡하게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려운 농
업농촌지역에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사회적기업의 소개를 못 드려
서 죄송하지만, 사실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적당한 곳에 적당한 정책을 써야지
이것으로 저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제안이 되고 하는데, 유럽과 한국을 다시 한번 비교하자면,
유럽에서 사회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의 상당부분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토론회 등을 가보면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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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사회적 조직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
입니다. 공공부분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지원은 한국과 비교하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를 하는 것은 정부
와 시민사회의 관계, 정책집행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
는 많은 고민들의 답을 유럽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찾아야 될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 사는 한국사람의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덜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중간조직 통
합은 복잡하니까 손을 대는 순간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
고 생태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글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생태계는 계획을 해서 나무를 막
심어서 만든 것이 생태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정책과 지원보다는 사실은 호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에 취약계층만 모여서 만든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국적인 모델입니다. 취약계층을 모아서 지원해주면 잘될 수 있다. 이것
은 정말 한국적인 모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능력과 이
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좋
은 뜻의 하나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만 모아놓고, 변화해
라, 이런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계속 고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없는 것은
현장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없는 것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의 연구자들은 절대 현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초청하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
까, 그분들이 해야될 것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등의 가치와 의미와 논리를
만드는 것이 연구자의 일이고, 그것을 공부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언가 하면 교수님들
께 자꾸 실천적인 답을 원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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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답하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국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의 논리가 우리나라의 초기 사회적기업제도가
들어올 때 많이 참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회적기업
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입니다. 문제가 한국에 있고, 답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만 유럽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포인트는 유럽의 사회적경
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결론은 사회적기업은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고, 경제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바꾸려고,
더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좋은 일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경제 활동은 기업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두 개가 조인트가 되느냐, 이것을 모아서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
어 내는 겁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려면, 그러한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아이템, 돈
버는 방식보다는 어떠한 지배구조, 참여구조 속에서 이것이 지역, 즉, 이 사회
적기업은 여기꺼야, 저기꺼야가 아니라 우리마을꺼야 라는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즉, 돈 버는 것만이 아
니라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거버넌스 문제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안되니까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순환적인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겠지만,
힘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정책하는 분들과 연구하는 분들이 긴 시간을 움
직일 수 있는 것 속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규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는 연구를 끝내는 마당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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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들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박사님이 저한테 질문
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더가 존
재하지 않으면 그 사회적기업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어가는 사람의
사람됨을 보면, 이것이 성공할지 죽어갈지 알 수 있겠더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장사꾼들이 하면 분명 망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이용가능한 자원들이 얼마만큼 있느
냐 하는 것과 공동체의식이 같이 결부되면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느
냐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지역에서 주도하되 어려울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
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너무
나 심각하니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을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도 가져야 되고, 목표달
성 기능도 가져야 되며, 또 지역주도를 해야 유지하는 기능이 가서 지속가능성
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연구진들이 사실 농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의 실
체를 무엇으로 봐야하느냐, 포함시키기가 극히 어렵다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국회에서
예산받아 1년 동안 지불했으면 내년에는 또 내년예산 지불하니까 상관없습니
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하는 사람도 1년 받아먹고 2년 받아먹고 안되면 그
만둔다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도, 그것을 관리했
던 중간조직도 또는 중앙부처도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망했을 경우 나중
에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느냐, 사회전체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많이 양산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
총리실에서 평가를 할 때, 몇 개 만들었는지가 평가대상이지 어떤 질 좋은 것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15개를 만들라

125
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신청은 5개 밖에 안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태는 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에 관한한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칭펀드는 지역 자체에서 조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조금씩 내고 공동책임을 져라하는 것입니다. 그리
고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좀 보태고 해서 펀드를 만들자는 생각을 해보았
습니다. 지역에서 만들지 않으면, 정부에서 매칭을 주지 않는 방법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료들과 연구를 하는 입장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한신대학교 교수)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앉아계신 청중들께도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객석 의견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민숙입니다. 충남에서 일한 지
1년이 좀 안됐습니다. 저도 서울에서만 계속 살다가 지역으로 내려간 지 얼마
안됐는데,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괴리와 간극을 느껴서 사실 힘든 시간이었습
니다. 서울위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너무 큰 시대적, 공
간적 괴리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역할에 대해서 여
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자리나 소득증대가 농촌형 사회적기업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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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1차적인 역할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 또
해야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만 가지고서는, 사회적기업의
역할, 농촌의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한면 만을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자리나 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은 ‘직접기
여형’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기여형’으로 분류를 하면 어
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서 제조생산분야에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도시에 비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 일자
리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1, 2년 일하다가 다시 다 나간다’
는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살아간다는 게 일자
리나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한 측면
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접기여형’ 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렇게 일자리나 소득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떠나게 되는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다니면서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사회적기업들, 농촌에서 젊은
분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나 소득을 바로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젊은
인력분들이 많으시고, 기존에 토건사업위주로 진행됐던 농촌의 새로운 컨텐츠
를 제공하는 역할들, 도시에서 가졌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들어가는 역할
들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사회적기업들이 직접적으로 1차 제조생산가공 등의 농촌에 소득을 증대하는 방
식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즉, 젊은 사람들이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창구역할을 해주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도 평
가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부 사회적기업방식으
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표도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이라는 분류가 있기는 한데,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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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런 부분입니다. 객관화된 수치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부담
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제(한신대학교 교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
인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FTA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농촌·농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없으면 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세미나의 주제였는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촌이 고향은 아닙니다만, 농촌이 없이 도시가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현장의 좋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통역해주신 분들과 발표해 주신 세 분, 토론해 주신 여섯 분, 그리고 참
가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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