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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OECD, World Bank 등 국제 경제 기구는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 성장

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이 경제 성장의 과실(果實)을 공유함으로써 불평등과 경제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자는 인식이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을 추진하는 것
을 주요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농촌에도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다.
전북 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전반의 활력
을 제고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는 도시에
비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농업 부문은 최
근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확대되는 여건에서 시행착오를 최소
화하고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이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연구가 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 사회
적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
신 KREI 리포터와 통신원, 농촌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관계자에
게 감사드린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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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OECD, World Bank 등 국제 경제 기구는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각 기구 또는 연구자
마다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성장, 높은 고용,
노동생산성 증대, 폭넓은(broad base) 부문의 성장, 평등한 기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분배 개선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이 경제 성장의 과실(果
實)을 공유함으로써 불평등과 경제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

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가자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최근 농업 부문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완
화와 소득 개선을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폭넓은 영역에서 경제적 활성
화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에 대한 필요를 진단하고, 농촌지역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 국내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적경제는 정부 영역

에도 시장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
동)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영역
으로 볼 수 있으며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나 시장을 통해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사회
적 필요를 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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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사회적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넓게는 협업
적 방식의 경제 활동 전반을 사회적경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좁게는
복지 전달 체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공익적 사회·경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 시민사회의 발

전 등의 요소가 상호 연계하면서 형성된 영역이다. 사회의 발전과 해당
사회가 경험한 특정한 필요에 의해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고 발전한 것
이므로, 사회적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사
회적경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가능하다. 사회 구성원의 사회
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구분하면 크게 대자본의 시장 장
악에 대한 대응,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시장 결핍 대응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 1961년 ｢농협법｣ 제정 이후의 농협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성

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다소 상이하지만 농협·임협·수협 등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와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자조적 성격을 유
지하면서 발전하였으나 1980년대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 이후 정부의 감
독 강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제2금융권화 등의 변화를 거
치면서 일부 신협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2000
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자활사업은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지역 단위 다양한 민간
부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고용노동부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전개하였다. 행
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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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업이 전개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로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정책을 전

개하는 하향식 사업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설립·운영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강화되었다. 여기에 서울시와 같이 지
방자치단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활동이 성과를 발휘하면서 사회적경
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주도형 하향식 모델에서 탈
피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농촌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시설·금융

등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은 농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상호 금융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이나 시장 결핍 해소와 같은 사회적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는 농협의 수는 많지 않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적기업, 마
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농촌마을개발사업 등이 최근 농촌 사회적경제
와 연계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른 정부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상호 협력이 원
활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면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이나 부문으로 원활하
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
○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

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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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
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에는 범부처 사회적경제 활성
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은 사회적경제 역량 제고, 경제 부문에서 협력·

포용성장의 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활동 분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도
적 여건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다원화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
합한다. 또한, 사회혁신 펀드 등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당면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조달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우대
하여 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평생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부문에 지속적
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지역 및 품목 농협의 수는 본점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지점은 증가하

고 있어 총 점포 수는 증가하고 있다. 본점은 2013년 1,161개에서 2017
년 1,131개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지점은 3,323개에서 3,570개로 증
가하였다. 2018년 9월 기준 일선농협의 본점과 지점을 합한 수는 4,722
개이다. 지역 농협과 축협의 본점이 1,044개, 지점이 3,238개이며, 품목
농협·축협·인삼협의 본점이 79개, 지점이 361개이다. 특·광역시에 위치
한 본점과 지점의 수는 각각 114개, 763개로 그 비중은 각각 10%, 21%
이다. 즉 본점의 90%가 특·광역시가 아닌 도(道) 지역에 개설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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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은 농촌지역에 34%, 도시지역에 66%가 운영되고 있다. 농

촌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의 18%가 경북에서, 14%가 강원에서 운
영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농촌 사회적기업의 개설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은 문화·예술(13%), 청소·위생
(13%), 식품 가공·판매(14%), 비식품 제조·판매(20%) 등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크다. 농촌지역은 식품 가공·판매(19%), 농산물 생산·유통
(11%), 관광·운동(5%) 등 영역의 비중이 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7년 말 기준 1,514개가 운
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도시(36%)보다는 농촌지역(64%)에서 상대적
으로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농산물 생산·유통
(23%), 식품 가공·판매(43%)의 비중이 타 사업 영역에 비해 현저히 커

서 마을 단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형
태의 사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3%), 보건(0.1%), 사회복지(0.2%), 보육(0.5%), 간병·가사 지
원(0.5%), 주거 지원(0.3%) 등은 그 비중이 작다.
○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설립

되었고, 2017년 기준 1만 1,533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농
촌에 30.5%, 도시에 69.5% 분포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
개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00개가 설립되었으며 그 수가 연평균
71%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848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의 수는 일반협동조합 수의 7%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촌지역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은 21.5%로 전국 농촌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
합은 총 205개이다. 농촌에서 운영되는 일반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은 농
림어업(21%), 도소매업(20%), 제조업(1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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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 영역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영역이 17%를 차지하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
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농산물 생산·유통은 8%, 식품 가공·판매는 4%에 불과하다.
○ 조직 유형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6개 지역본부와 158개 시·군지부를 운영하고 있
다. 자활센터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49개의 지역자
활센터가 있다.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에 92
개소가 있다.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중앙단위의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과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다. 이 중간지원조직
들은 법령, 정책사업 등의 근거가 상이하며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운영
하고 있지 않다.
농촌 사회적경제 여건과 주민 인식
○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성

숙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농촌 거주자의 사회단체 참여나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은 도시민보다 다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
럼 농촌 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에도 농촌지역의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인식되는 것은 개개인의 사회참
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아 지역사회 측면
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다양성도 부족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진료서비스, 노인 요

양,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육성 및 통학수단 제공, 창업 및 취업 컨설
팅 등의 이행실태는 70% 내외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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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이 같은 영역의 정부나 시장을 통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등에 대한 확대 요구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10%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답하였으며, 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

한 의미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이며,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27%였다. 농촌 생

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의료·
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
육(14%), 대중교통(13%) 순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농촌 어린이나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시점에서
농촌지역을 떠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23%,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23%의 청소년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학하거나 이주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읍면 소재지에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보건소
(85%), 내과(74%), 한의원(72%), 치과(67%), 요양병원(52%) 등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과, 피부과 등 전문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비뇨기과(19%), 산부인과(21%), 종합
검진(23%), 소아과(30%)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의 비중이 높다.
거주 지역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 하는 경우 이동거리는 평균 47km로 조사되었다. 경기(28km), 특·광
역시(30km), 제주(32km) 지역이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남(58km), 충남(54km), 충북(50km) 등은 이동거리가 50km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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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서 공동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시·군청이 설립하여 지원하
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37%였으며, 민간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은 미미하다. 마을의 여건 개선을 위
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가 관심
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50%에 달하였다. 중앙정부가 담당해
야 한다는 생각은 10%였으며, 주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주민이 지자체
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39%였다.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
○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

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
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 주민의 개개인은 도시민보다 사회
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그 밀도가 낮아 지역사회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개별
정책이 농촌 사회적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
역사회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수
의 개별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업·농촌 전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농
촌 부문에서는 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적경제 활성화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 부문이므로 민간 부
문의 인식과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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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 농촌지역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발전 과제를 도출·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은 당면과제로 사회적경
제 3법 정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성, 사회혁
신 금융 체계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정부 대책이 농촌 사회
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은 범정부 대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당면과제가 존재한다.
농촌지역은 고령화·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는 그를 추진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해당 인력은 지역 내에서 양성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
으나 다수의 농촌에서는 외부 공급 없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된다.
○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상호 연대를 강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
고 신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지역 단위에서 서로 다른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
하다.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결성을 지원하고, 개
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거나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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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Social
Economy
Globally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that not a particular group
but the whole society should share the fruits of economic growth, thereby
reducing inequality and conflicts among economic groups and enabl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need for inclusive
growth through the 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has increased, due
to the recent stagnant growth of the sector and the relatively high level of
income inequality among farme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conomic vitalization is necessary in broad
sectors of farming and rural areas. Give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it is needed to diagnose the areas' need for the social economy and
set up plans to develop the social economy in the areas.
The number of head offic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declined from
1,161 in 2013 to 1,131 in 2017. Thirty-four percent of social enterprises
are operated in rural areas and 66% in urban areas. 1,514 village enterprises are operated as of the end of 2017. Village enterprises are established and run more actively in rural areas (64%) than in urban areas
(36%). In rural areas, 30.5% of general cooperatives are distributed; 69.5%
are in urban areas. There was only one social cooperative in 2012, and 100
social cooperatives were founded in 2013. The number increased by 71%
on annual average, and 848 social cooperatives are operated as of 2017.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of the Rural
Services Standar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healthcare services, senior
care, infant care, elementary school fostering and the provision of transportation to school, business start-up and employment consulting is about
70%, which needs considerable improvement. This means that government
or market services are not delivered properly to these areas in rural regions.
Rural residents had more demand for expanding health and medical fac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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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culture and arts centers compared to urban residents.
As for opinions on "promoting the social economy," on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major policy tasks, 1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eard the term for the first time, and 53% answered that they had
heard about it but did not know its exact meaning.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11% of respondents do not think it necessary; 27% know about it
well and think it a necessary policy. As the most urgent area for improving
rural living conditions, medical and health care (31%) was pointed out, followed by culture (22%), a bond with neighbors (18%), education (14%),
and public transportation (13%).
When carrying out a project needed by a village, 55% of respondents
could not find an institution that provides support. Respondents who can
receive help from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a city/county office account
for 37%, and the answers that they can receive help from a private institution are insignificant. On the question, "Who should be the main agent
of improving the conditions of the village?," 5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interest and solve the problem. Ten
percent respon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n charge; 39%
responded that residents should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or through
the support of the local or central government.
Recently Korea's social economy has been promoted linked with government policies. However,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s leading role,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comprehensively by the region's
needs, not focusing on individual projects. It is required to expand a consensus on the need for promoting the social economy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by reflecting diverse features of the community, th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community a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draw and implement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suitable for rural
circumstances. Due to the rapid aging and depopulation in rural areas, it
is the most urgent task to find manpower for vitalizing the social economy.
This manpower can be trained in the region or supplied from outside, but
it may be difficult for many rural areas to secure the manpower without
outside supply. In Korea, becaus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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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and run linked with individual government policies, cooperation
among these organizations in a region is not smooth. It is necessary to support creating an integrated regional network of the social economy, and integrate individual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or expand mutual cooperation among them.
Researchers: Gouk Seungyong, Lim Jieun, Lee Hyungyong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0.
E-mail address: gouksy@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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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필요성

OECD, World Bank 등 국제 경제 기구는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 성장

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각 기구 또는 연구자마
다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성장, 높은 고용, 노동생
산성 증대, 폭넓은(broad base) 부문의 성장, 평등한 기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분배 개선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
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이 경제 성장의 과실(果實)을 공유함으로
써 불평등과 경제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자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등도 포용성장이라는 세계
경제 정책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경
제 확대·발전이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
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의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제기되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협력성장, 포용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이나 도시재생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
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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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 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주요 과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사회
적경제 모델 정립’이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은 사회적농업 시범사업1과 이
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

성화 방안”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용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2 제
정, 사회적경제 전반의 통합적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 제고,
공공 조달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사회적경제 부문의 전문 인력양성 체
계 강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진출 분야로 사회
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연계 등을 제시하
고 있으며, 지역연계 부문에서 농촌 특화형 사회적경제 육성, 농협의 자금
지원과 판로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
화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현실화시키려 하고 있다.
농업 부문은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농업 생산액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어 성장에 의한 농업 부문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개선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병준 외(2017)의 연구에 의하면 도
시 가구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농가소득의 지니계수가 높아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1

2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
봄농장 육성 사업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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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완화와 소득 개선을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폭넓은 영역에서 경제
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확대되는 여건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에 대한 합의와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를 진단하고, 농촌지역 사회적경
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제도나
정부의 정책과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전을 위
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나
사례는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도농 간의 소득격차 확
대, 농촌 내에서도 소득분위별 격차 확대 등 농촌에서 포용성장의 중요성
이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사회적경제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발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는 국가나 사회, 조직 등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고 해당 사회가 처한 특성이
반영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어
떻게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연구에서 중요한 현
안 중의 하나이다. 정부 정책에서도 시기에 따라 농협을 사회적경제조직에
서 배제하기도 하고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사회적경
3

2016년 기준 지니계수: 도시가구소득 0.3, 농가소득 0.41, 농업소득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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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농촌 사회
적경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
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함께 농촌 사회
적경제의 전개 과정과 현황,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과제를
함께 지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및 공공영역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정부가 일정하게 사회적경제 발전의 유
인을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발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사업의 동력을 형성하고 민간 전문가나 활
동가들이 이에 결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촌 사회적경제 활
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제, 민간차원의 과
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특정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
이 찾아볼 수 있으나,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를 직접적으로 다
룬 연구는 많지 않다.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사
회적기업 등 특정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의 의의를 정리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내원 외(2010), 이규천·김창호(2011)는 농촌지역 소재 또는 농업·농촌
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
등을 조사·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
시하였다. 오내원 외(2010)는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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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시장 접근, 자금 조달, 인력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
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지역 연고 또는 관련 산업의 민간기업과 사회단체의 지원 확보 및 사회적투
자기금 조성, 중간관리자와 일반 직원의 역량 제고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중앙정
부의 직접지원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나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규천·김창호(2011)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독점, 부처별 유사정책 중복성에서 오는 비
효율성, 사회적경제 토대 및 사회적기업 공간적 분포의 등한시, 지원방식
의 다양성 부족,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비, 중간지원조직 시스
템 불비, 분산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지자체의 정책 추진 역량 부족, 중
간지원조직의 현장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김광선(2011)은 농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성과 정책적 방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상진(2011)은 농촌지역의 사
회적기업이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가치와 사업모형을 살리면서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적 중간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광선(2011)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농촌의 사회적기업 육성, 인증제도
를 개선하여 인증사회적기업의 유형의 다각화, 농촌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 유형에 적합한 지원 정책 다각화,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구축 등을 발전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상진(2011)은 농촌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역량이 요구되므로 중
간지원조직의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광
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축, 농촌 사
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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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섭·김경덕·임지은(2015)은 ‘농촌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의
의를 정리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의 방
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정섭·정도채·민경찬(2018)은 인구 감소
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 재화와 서비스 구매력 저하로 주민의 삶
과 일자리가 동반 쇠퇴해왔으며, 공공 서비스의 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않
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섭 외(2017)는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농업의 의의를 정리하고 국내외
사회적농업의 사례와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김정섭·김경덕·임지은
(2015)은 농촌지역 608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적경제를 실천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결망의 심화·확장, 수직적
이 아닌 수평적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 정비,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정립을 강조하였다.
농업·농촌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2010년 이후 여
러 차례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문재인 정
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고찰하고, 새롭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
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이 농업·농촌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등 특정 유형의 조직에 국
한하지 않고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견지에서 필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
고,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그와 같은 필요에 잘 부응하고 있는
지 진단하고자 한다. 개별 지원정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을 고려하되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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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생태계, 중간지원조직 등의 발전에 주목하여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그를 위한 구
체적인 정부와 민간영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지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
을 고려할 것이다. 정책과제는 현행 개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보다는 농
촌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정책과제 제시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4. 연구 범위와 방법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인 농업협
동조합은 물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최근 도입된 제도적·정책적 근

거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분석한다. 일반적으로는
읍면을 농촌으로, 동을 도시로 분류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촌 시군의 동
까지 농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도농통합 시 중 일부는 광범위한 농촌을
보유하고 있고 소재지가 동 지역이더라도 농촌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 인구밀도보다 낮은 시의 동은 농촌으로 구분하여 현
황을 분석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은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자활센터 등 농촌지역
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전반을 포함하였다. 정책은 농림축
산식품부의 정책으로 제한하지 않고 농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중앙 부처
소관 법령과 정책 사업을 범위로 하였다. 사례 분석 등 구체적인 현안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조례도 언급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리포터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남 나주, 화순,
장성, 영광, 전북 완주, 무주, 장수 등지의 리포터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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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리포터와 통신원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 실태 분석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실태
조사,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마을기업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농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조사, 사회통
합조사 등의 통계도 활용하였다. 농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해서 관련 사업별 통계자료,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확
보하였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 단위 네
트워킹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조사하였다.
사례 조사는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경험한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측면에서 전북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는 일본과 이탈리아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범부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사업과 전망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에게 원고를 위탁하였으며, 일본 집락영농에서 주민자치 연계
사례는 KREI 시니어 박문호 박사에게 원고를 위탁하였다.

5. 연구 보고서의 구성

제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소 상이하므로 각각을 풍부하게 고찰하고 우
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개념을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에 대한 필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여 기존의 개념과 차별
화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
고 농촌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정부의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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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범부처
의 주요 정책을 고찰한다. 사회적기업육성 정책 이후 추진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향후 전개 과정을 전망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현황을 분석한다.
농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실태를 분석한다. 농촌과 도시
를 비교 분석하여 농촌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농촌 사회적경제 여건과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촌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
건을 점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전북 완주
와 진안군의 사례, 전북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한다. 일본의
집락영농과 마을자치 연계 사례, 지역부흥협력대 사례를 분석한다. 이탈리아
트렌티노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정책분
석, 현황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사회적경제의 개념

1.1.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연구자마다 그 의미에 대해 다
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학술기관, EU 기관, 국제기구, 정부, 사회적경제 대
표조직들 등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분석틀을 제안하려고 노력하
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EU Parliament 2016)고 할 정도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과
민간 경제 주체, 공공 영역들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
제에 대해 명료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
구자와 기구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이
반영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Defourny and Pestoff(2008)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국가, 시장, 공동체

의 중간영역을 의미한다. OECD(1999)는 사회적기업을 국가와 시장 사이
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조직들로 정의하고
있다. Clifford and Dixon(2006)은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경제적인 자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화된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포괄
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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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김정
섭·김경덕·임지은(2015)에서는 제도, 규범, 사회적·경제적 조절 메커니즘
등으로 접근 방법을 구분하면서, 각각 시장이나 공공 부문에서 해결해 주
지 못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 활동,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이
행하는 경제 활동, 시장·공공·시민사회 간 협력에 의해 생성되는 경제 활
동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바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대한 사
회적 대응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김
희송 2016). 장원봉(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법적·제도적 접
근에 의해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의 중간에 위치하며 양자 모두 만족을 주
지 못하는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기업, 공제
조합, 연합체 성격의 다양한 비영리 조직, 경제 활동을 하는 재단 등을 포
함한다. 신명호(2009)는 사회적경제를 생산에 관여하기 마련인 사회적기업
은 사회적경제의 부분집합이고,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운영원리에 따라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 조직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주성수(2010)는 사회적경제를 국가나 정부의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이
라는 점, 시장의 영리활동이 아닌 비영리 영역으로 비국가, 비시장의 영역
이자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영리활동을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시
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다. 김
성학·서정원(2014)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한 기업,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비영리 단체, 제3섹터 등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경호·양동수·이예은(2017)은 사회적경
제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정부 조직인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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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적경제는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
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유사 개념으로 제3부문, 비영리 섹터, 자발
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적경제는 정부 영역
에도 시장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나 시장을 통해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필요를 조합, 사
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이나 체계
를 사회적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넓게는 협업적 방식의 경제 활동 전반을
사회적경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좁게는 복지 전달 체계,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공익적 사회·경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경제가 해당 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으로 사회적경제(economie sociale)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이에(Charles Dunoyer)로

알려져 있다(김성기 외 2014: 18). 그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만 그 의미는 지금과는 다른, 개인적·윤리적 관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유럽 사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중심 분
야가 변화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 초기에는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
조합(생협) 등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구매를 효율화·촉진하기 위한 이
해 관계자 간의 연대가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투융자시스템 등으로 관심 집중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변화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표방한 유럽 국가들에서 현재 논의되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에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측면과 정부 주도의 사
회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

14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화되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사회적경제에서 포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각각의 사회의 상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연구자나 기관마다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와 같은 혼합경제 영역에 성숙한 유럽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해당 사회가 경험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관점을 전환하여 제도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needs)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부의 복지 정책 강
화, 시민사회의 발전 등의 요소가 상호 연계하면서 형성된 영역이다. 사회
의 발전과 해당 사회가 경험한 특정한 필요에 의해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고
발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구분함으
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 구성
원이 인식하는 사회적 필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의함으로써 각 사회
마다 상이한 시민사회나 정부 등의 역할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구분하면 크게
대자본의 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시장 결핍 대
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에서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이 상호 연대하여 대자본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활동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영역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급격한 산
업화를 경험하면서 독과점 등에 의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았던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경제적 약자들은 대자본에 의해 시장에 원활하
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재화와 용역의 구매와 공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
호 연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적인 유형
인 협동조합의 활동이 이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부 조직에 의하는 것보다 정부와 민간이 연대하여 사회서비스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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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형성된 영역도 사회적경제의 주요 영역이다. 보건,
의료, 교육 등은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문이지만, 민간과 공공이 공존
하거나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과 민간 의
료기관이 공존하고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시민사회의 활동도 이루어
지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공존하고 대안학교
와 같은 시민사회 활동이 존재한다. 의료나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전반
이 사회적경제 영역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서비스 영역에 사회적경제
의 필요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원활치 않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의 주요 영역이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유통 기관 등 중간조직의 역
할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다수의 재화와 용역이 초기에
는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친환경농산
물을 생협 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1980년
대에는 그렇지 못해서 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수급하곤
했다. 사회적 여건에 따라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
장 결핍(missing market)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이나 사회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서 시장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사회적경제
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영역은 각각의 차별성이 있으나 사회가 처한 여
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 협동
조합은 대자본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상품이나 재화의 생애
주기(life cycle)에 따라 시장 결핍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료사회
적협동조합 역시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
곤 하지만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시장 결핍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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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적경제의 영역

대자본의
시장 장악
대응

사회서비스
효율적 공급

시장 결핍

(missing market)

대응

자료: 저자 작성.

1.2. 사회적경제의 법적 개념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법은 구속력을 가지는 수단으로 입
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구체화된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
적경제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개념, 영역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으로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일정하게 유추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기에 충분하지 못하
다. 그래서 입법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
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사
회적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
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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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활동4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의안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

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
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의안에서는 “사회적 가

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종합함으로써 법
적 개념으로 구체화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4

해당 법령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에 대한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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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정
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사회가 처한 여건에 따라 상
이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법령과 같이 해석하면 사회적경제의 범위가 확장된다. 경
제 활동의 영역에서 인권보호, 근로조건 향상, 기회제공, 환경보전 등의 가
치를 추구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협력과 연대, 참
여 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할
경우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도
기업 활동의 확장된 영역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사회적경
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폭넓게 설정한다
면 경제 활동 조직 대부분을 잠재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을 조직의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법적·정책적 근거를 가
진 조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규천·김창호(2011)에서는 농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
원조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와 중간지원조직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중간지원조직이
발달하며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5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5

지역의 자선단체나 봉사자의 영역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적 활동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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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2000년대 후반 들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의 발달과 같이하
는데, 그 이유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인증사회적기업
이 설립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 컨설
팅과 교육, 정보전달 등의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에 부여했기 때문이다(김학
실 2014: 83). 2000년대 들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
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
체회사 등 중앙정부부처 중심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서, “행
정과 민간의 중재자”, “민간과 민간 간의 협력 및 조정자”, “부족한 민간
역량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송두범 2011). 이처럼 다수의 연구 또는 정책과제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대체로 둘 이상의 주체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
며, 연구·조사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이기태·하현상(2016: 466)은 중간지원조직을 조직과 조직의 중간
에 위치하여 인적자원, 물적자원, 기술, 정보 등을 필요한 조직에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직구성원 이해관계자, 및 조직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이기태·하현상(2016)의 정의와 달리 정부와의 중재, 민간 역량 보완 등
을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지위와 역할을 정의

하거나 수혜자 정보를 공유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 명
칭은 인프라스트럭처조직(미국), 우산조직이나 지역개발기관(영국), 중간지원조
직 또는 MSO(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 일본) 등으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송두범 2011).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던 사회서비스를
점차 민간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제3섹터, 비영리 조직 등이 발전하였고, 이들
조직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조력 기관으로서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
는 조직들이 활성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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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조력자
로서 공공 부문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조례 제
정에 힘입어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이 정
부 또는 지자체의 법령, 지원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위와 역할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럽 대륙에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국가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체’ 또는 ‘컨소시엄·그룹’ 형
태로 발전하였다(마상진 2011). 즉 유럽사회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아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관계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도 개별단체·리더가 극복하기 어려운 ‘NGO의 내적 한계’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역량 강화, 변화 요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 사회경제적 영역의 부상,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인 NGO센터 설립이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송재봉 2015: 2-3). 이 연구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중간지원조직은 물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2.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

2.1.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발전과정
농협·수협·신협 등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경
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상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협·신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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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된 협동조합이라는 등의 측면에서 이들
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이들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하향식 조직 또는 사업 방식으로 성장했음에 주목하여 사
회적경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배제해
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각각의 주장이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농협·수
협·신협 등을 구(舊) 사회적경제조직, 최근 시민사회 영역과 연계하여 발전
하고 있는 생협·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신(新) 사회적경제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성기 외 2014: 99).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를 중심으
로 구 사회적경제와 신 사회적경제로 구분하는 것이 임의적인 측면이 있
다. 하지만 지역사회 기여,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 조직에 대한 독립성 등
의 요인이 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어 실
천적으로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
농협·임협·수협 등이 국가 주도로 조직되었다는 주장(김성기 외 2014:
100)이 있는 반면, 일본 총독부가 농회에 뿌리를 둔 협동조합을 탄압했음

을 근거로 들며 자조, 연대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조직이었다는 주
장(장종익·유정식 2017)도 있다. 농협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농회가 사회적
조직이었으나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은행이 통합된 1961년 ｢농협법｣ 제정
이후의 농협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다소 상이하지만 농협·임협·수협 등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와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자조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였으나 1980
년대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 이후 정부의 감독 강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
금 투입으로 제2금융권화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일부 신협을 중심으로 사
회적경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성기 외 2014: 103).

2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림 2-2>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제도 변화

자료: 박경하 외(2014: 214); 김정섭·김경덕·임지은(2015: 4)에서 재인용.

자활사업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은 이들을 조직하여 자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훈련
과 교육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
회적경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1970년대 빈민
목회 활동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추진되다가 1996년 보건복지부 시범사
업, 2000년도 법제화 등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김정원 외 2012: 13-19).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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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을 거쳐 자활사업은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기초자활센터 등
의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고 이들이 개별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중앙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지만, 기초 자활센터는 사단법인, 학교법인, 교회법인 등 다
양한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지역 단위 다양
한 민간 부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
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
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로 정의한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회적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사업 영역을 가진 조직이
라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
책을 전개하였다. 전국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
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전개하였다. 고용노동부 이외의
중앙 부처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육성
하는 사업도 전개되었다.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
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변화를 일으킨

요인 중의 하나이다.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영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
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
동조합”이라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
립·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 부문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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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조직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공공 부문의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
직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장종익·유정식 2017). 서울시는 2014년 공공 부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판

로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시청·교육청·자치구 등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공공구매 촉진 지원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적 사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투자,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 등의 구 사회적경제 영역은 물론 사회적기업 관련된 활동에서도 우
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로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정책을 전개하
는 하향식 사업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강화되었다. 여기에 서울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
원의 다각적인 지원 활동이 성과를 발휘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주도형 하향식 모델에서 탈피하는 모습도 나타나
고 있다(장종익·유정식 2017).

2.2.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 과정과 특징
농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보
편화된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시기와 나라, 지역에 따라 그 역할은 상이하
지만 소규모 생산자들의 연대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근간
으로 지역 단위 상호부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농업이 우리나라 산
업의 근간이었던 1907년 농민 금융 완화와 농업 발달을 목적으로 금융조
합이 설립되고, 촌락금융조합에서는 공동구입과 공동판매 알선사업을 전개
하는 등(김용택 2003), 농업·농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형성의 역사는 짧지
않다. 이 같은 농업·농촌지역의 활동이 농회, 해방 후 농업협동조합 결성
등으로 이어졌고 1961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한 새로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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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농협이 탄생하기 이전까지는 민간의 자율성이 강한 협동조합의 성
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1961년 탄생한 농협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사업과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농산물의 판매와 같은 농업 부문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농협으로 통합되었다. 일선 농협의 특성에 따라 상호부조와
연대의 수준이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농협은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자활센터와 같은 빈민 사회적
경제 사업의 싹이 형성되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다각
화되는 과정에서도 농협의 사업 구조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2000년대
중후반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
진하였지만 농촌지역 일선농협은 과거와 같은 사업구조를 유지하였다. 물
론 원주지역의 신협, 안성지역의 의료생협 등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사회
적경제 활성화 시도가 결실을 맺은 사례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성과로 농업·농촌 전반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마을 단위 농촌개발사업도 농촌 사회적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농촌 주민이 기획·참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농촌마을개발사업은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활동의 성격을 지닌다. 초기
에는 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마을의 자원
과 연계한 소득 창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단위의 포괄적인 개발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단위 개발, 다
원적 기능 확충, 특성화 개발, 상향식 개발, 계획적 개발 등을 기본 방향으
로 설정하였다(농림부 2004). 해당 사업은 소득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
활용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등이 포함되는 주민 참여형 종합적인 마을 개
발 사업이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재원, 대상지
역 등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다소 상이하지만 해당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 2,439억 원의 예산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읍·면 소재지 대상 중
심지 정비 569개소, 마을·권역 대상 1,344개소 정비 등이 이루어졌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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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경우 동 기간 4,650억 원이 투입되었다(송미령 외 2017: 36). 일반
농산어촌사업은 시군 단위 발전협의회, 마을 단위 추진협의회, 마을 사무
장 등의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농촌지역에서 설립·운
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업들이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농촌지
역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타 부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활성
화와 궤를 같이하여 농식품부에서도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농촌공동체회사가
설립·운영 중인 상황에서 우수 회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정책 사업의 목
표이다.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이외에 지역주민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사업으로 주목받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가 있
다. 1994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안성의료생협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여 농촌지역 의료를 추진한 사례이다. 안성의료생협은 의원, 한의원,
치과, 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며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전북 진안군은 2003년부터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활동
가들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전북 완주군
은 로컬푸드를 매개로 지역 전반에서 협동과 연대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유기농업, 풀무고등학교, 밝맑도서관, 생활
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의 마을 공동체, 노인복지센터, 마을기업, 이동장터 동락점빵 등으로 지역
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 공동체 등 면
(面)이나 마을 단위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 단위의 성과가 타 지역이나 부문으로 확산되
고 있지 못하다.
농촌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특징을 요약하면,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시
설·금융 등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은 농자재 공동구매, 공동
판매, 상호 금융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27

공이나 시장 결핍 해소와 같은 사회적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는 농협의 수는 많지 않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적기업, 마을기
업, 농촌공동체회사, 농촌마을개발사업 등이 최근 농촌 사회적경제와 연계
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이들 사업은
대부분 농협과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른
정부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상호 협력이 원활하지 못
한 한계도 있다. 면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이나 부문으로 원활하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풍부한 예산과 인적 자원을 활
용하여 정부 주도로 조성된 사회적경제 기반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성
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성
화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이 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중 농
촌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고 그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정부의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1.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6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2007년 1월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하는데, 이 법은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법이 제정된 후 계속 보완·발전되었다. 2009년 이후 마을기업, 농
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책이 부처별로 만들어지자, 청와
6

김기태(협동조합연구소)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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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주도하여 2011년 이후 인증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
춘 사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인증사회적기업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주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구분된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 중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향후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부처형 예비사회
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최소 요건을 갖춘 기업 중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다.
<표 3-1>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업주체로 참여)

2005년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8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기본 계획 실행

2011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사업개발비) 확대

2011년

청와대 주도 “사회적기업활성화 정책 발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2012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실시

2013년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시행

자료: 김기태 외(2017: 110-111).

2018년 10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은 2,030개소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908개소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보험료 등의 비용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세제 및 금융혜택 제공 등 다양한 지원메뉴가 있다. 2017년 예산은
국비 기준 1,346억 원으로 지방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합하면 총
3천억여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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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세부 지원내용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발굴ㆍ
사업화 지원

기타

지원 목록

지원 내용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인건비지원사업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사회적기업당 3명)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업개발비

R&D, 마케팅, 브랜딩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
(사회적기업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연 5천만 원 이내.
단, ’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경영컨설팅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세제지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인증사회적기업만 가능

사회보험료 지원

4년간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인증사회적기업만 가능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 제공
인증사회적기업만 가능

판로지원

공동판매장(store 36.5) 상품 입점 및 운영
국내·외 박람회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상품 진단 및 개선 지원

진흥원 민간자원
연계 프로그램

공공-민간의 연계기반 조성, 참여기업 발굴 등

소셜벤처대학동아리지
원사업

대학 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150만 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소셜벤처아이디어
경연대회

총 2억 원의 상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 준비팀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창업 공간, 창업 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후 지원 등

융자지원

다양한 융자제도를 연계, 지원

자료: 김기태 외(201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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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지원 정책7
행정안전부는 근거법률이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기준으
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2010년부터 진행하였다. 시행지
침에 따르면 마을기업 지원 사업의 목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
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마을기업 지원 정책은
2011년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마을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 중 발전 가능성이 있어 광역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인 예비마을기업사업을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
마을기업 지원사업 종료 후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자립형 마을기
업 개념을 도입하였다. 2018년에는 청년형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도별로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표 3-3> 마을기업 지원 정책의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10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시범 도입

2011년

‘마을기업지원사업’ 명칭 변경

2013년

‘예비마을기업’ 사업 도입

2015년

‘자립형 마을기업’ 개념 도입

2018년
‘청년형 마을기업’ 제도 도입
자료: 김기태 외(2017: 113)의 자료를 재인용·보완하였음.

2018년 3월 현재 전국에 총 1,514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있으며, 특·

광역시 489개소, 도 지역 1,025개소로 분포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에 비해
도 지역의 선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마을기업 지원 정책
의 목적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재화를 생산하기 용이한 농촌지역 마을이 선정
7

김기태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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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도시형 마을기업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을기업은 창업지원 정책에 가까워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회
적기업과 달리 자본재의 구입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계속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2차지원, 3차지원(우수마을기업)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1차지원은 초기투자형 5천만 원, 후기투자형
3천만 원이며 2차지원은 초기투자형 3천만 원, 후기투자형 5천만 원이 지

원된다. 3차지원은 2천만~5천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의 20% 이
상을 마을기업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에서 선정하는 예비마을기
업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데, 지원마다 마을기업이 설계한 사업
계획이 지원 지침을 위배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참여
형 마을기업은 구성원의 50% 이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인 마을기업으로,
자부담을 보조금의 10%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
지로 추진되고 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을기업 시도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
하고 있다. 인건비는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과 사회적기업
(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중

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영

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
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일반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
한 업종 및 분야에 제한이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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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은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을 포괄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은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교육·훈련·홍보·설립·운
영지원 업무와 협동조합 간 교류협력,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립인가
지원 업무 등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일반협동조합 1만 2,916개, 사회적협동조합 1,084개, 일반협동

조합연합회 62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9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1.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
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
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
산식품부 2018b).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육성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하
여 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3-4>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14,400

3,300

3,300

1,891

3,300

국 고(50%)

7,200

1,650

1,650

945

1,650

지방비(25%)

3,600

825

825

473

825

자부담(25%)

3,600

825

825

473

825

675

135

135

135

135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지특)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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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체회사는 사회서비스 유형과 소득사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소득사업 유형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유형은 농촌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교통, 고령자 일자리 제
공 등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소득사업형은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
개발형으로 나뉜다(농림축산식품부 2018b).
<표 3-5>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구분

사회서비스
유형

농식품산업형
소득사업
유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개념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
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농촌지역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
산업 육성 활동
-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
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
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
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아동·주민에게 교육 프
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 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
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
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
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 등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b: 2-3). 2018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공동체회사 지원금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
홍보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서 인건비 등의 경상
경비 지출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50% 내에서 인건
비 등의 경상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사업비를
고령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b).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중복) 현황을 기준으로, 농촌공동체회사의 7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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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사업 유형이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은 6.7%에 불과하며, 복합형(사회서비스+소득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인력 지
원 또는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유형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현황(중복 지원)
단위: 개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54

54

54

60

60

62

58

33

소득사업 유형

47

50

51

47

43

38

27

11

사회서비스 제공형

4

5

0

4

4

5

6

4

복합형

3

2

3

9

13

19

25

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mafra/1358/subview.do: 2018. 10. 15.).

1.5.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시행지침에 의하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은 “①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② 사회적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

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하며, ③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
여”하는 것이다.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을 지원대상으
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총 9개소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
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9개소에 대해
전문가를 매칭하여 상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
성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완주), 행복농장(홍성), 청송해뜨는농장(청송), 여민동락(영광), 농촌공동체

정부의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37

연구소(제천), 성원농장(보은), 무주팜앤씨티(무주) 야호해남(해남), 선거웰
빙푸드(임실) 등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8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는 540백만 원이며,
지원 항목은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이다.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표 3-7>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이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농특)

540

1,080

국 고(70%)

378

756

지방비(30%)

162

3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c: 2).

1.6.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
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
고 있으며, 이 사업들은 농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가능한 사업들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해 의
료·돌봄·문화서비스·일자리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교육서비스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 대상 문화서비스를, 농식품부
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사업들이 모
두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하여 제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들 사업들을 활
용하여 농촌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8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정책홍보(http://www.mafra.go.kr/mafra/1358/subview.do: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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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가능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명

관련부처

주요내용

노인돌봄서비스

복지부

만 65세 이상의 취약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보호서
비스지원

의료,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제공

의료,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복지부

건강상태 점검, 수중운동(아쿠아로빅, 수중걷기), 유산소
운동(체조, 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의료, 문화 서비스

장애인·노인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복지부

노인(혈액검사, 댄스스포츠), 장애인(놀이치유, 수중운
동), 산모(라마즈교육 요가) 프로그램 제공

의료, 문화 서비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여가부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
비스, 언어영재교실

교육, 문화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

복지부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서비스,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
비스 제공

교육, 문화 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가부

저소득층 초등 4학년~중등 2학년 청소년 대상 자기주도
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캠
프, 부모교육, 급식 및 건강지원, 귀가지원 등

교육 서비스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체부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학교, 동아리활동, 생활문
화 전승 등 문화향유 증진

문화 서비스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식품부

65세 이상 부부농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 가
사활동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복지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
대경비 지원

일자리 제공

장애인 일자리

복지부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하여
운영비, 인건비 지원

일자리 제공

장애인사회참여지원

복지부

직업생활준비, 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준비

일자리 제공

자료: 김기태 외(2017: 212).

사회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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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2.1.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정 기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구체화된
대선 공약에서부터 발견된다. 정권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부 정
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대선 공약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사
회적경제는 이전 대통령들의 공약과는 달리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설정되
어 있으며, 다른 부문의 여러 공약에도 분산되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자리, 성장동력, 균형발전, 사회보장, 민생 등을 성장의 주요 요소로
포괄함으로써 대선 공약에서부터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를 도모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정부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국
정과제로 채택하였지만, 일자리 중심의 개별 정책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측
면에서 공약의 차별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혁신성장”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
해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선순환하는 성장
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
제 등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경제 혁신의 영역을 기존 기업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디지털혁신,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등으로 확장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포용적 혁신성장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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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문재인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
성장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공정
경제
혁신성장

자료: 정책기획위원회(2017: 2).

2018년 9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에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이를 위한 혁신
능력의 배양과 구현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을 강
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다. 지역 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
도록 시스템 및 거버넌스 확립, 지역사회 단위 개방적 시설 확충하고 지역
사회 보호(커뮤니티 케어)시스템 구축 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
시하였다. 경제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은 적지 않게 발표되었으나
사회 부문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
통합적인 정책에 적지 않은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현 정부가 2017년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범부처 차
원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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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가진다. 이 계획에서 눈여겨볼 것은 발전단계를 구분한 것인데,
현 정부의 마지막 연도인 2022년까지를 ‘성장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 다음 정부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성숙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 정부
에서는 성장을 위한 촉진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그림 3-2> 현 정부 사회적경제 단계 구분
도입기
(’97~’12년)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조직 및 활동
‣ 정부인증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성장기
(’13~’22년)

성숙기
(’23년~)

‣ 민간 주도의 역량 제고 및
‣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확보
육성정책 본격 추진
▶ ‣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 ‣ 기존 시장조직과 경쟁·
보완 관계를 통한 순기능
규모·매출 등 확대
활성화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및
‣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진출분야 확대
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조성
‣ 민·관 상생협력정착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5).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비전에서는 “사회적가치”와 “협력 및 포용성
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
사회적가치기본법(안)｣과 연계되어 제도화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복지, 근로조건,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환경보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한다.
“협력 및 포용성장”은 사회적경제의 기본 지향인 경제 활동에서 상호 협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의 과
실(果實)을 사회 구성원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역량 제고, 경제 부문에서 협력·포용성장의 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
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의 활동 분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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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3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다원화된 사
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합한다. 또한, 사회혁신 펀드 등을 조성하여 사
회적경제조직이 당면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조달 등에서 사
회적경제조직을 우대하여 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에 대
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경
제 부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그림 3-3> 현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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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분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주거
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활동 등에서 비교적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해당 분야별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담당자의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프랜차이즈 활성화
를 위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농촌에서
는 지역연계 분야가 관련성이 비교적 높다.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농업이나 농협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커뮤니티 비즈니
스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연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한다.
이처럼 범부처 차원에서 다각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농촌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농식품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책들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9> 사회적경제 분야별 진출 장애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요약
분야

개선방향
진입장벽 해소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강화
지역복지
경쟁력 제고
역량강화

주거환경
참여촉진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사업활성화
협동조합
기반조성
임팩트투자 조성

핵심 개선 방안
업무편람 개정(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 기업 명시 등)
담당공무원 인식개선 활동(워크숍, 가이드라인 제작)
사회적가치 감안한 바우처 제공
지역서비스의 품질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경 참여
지정요건의 대폭 완화, 예비사회적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사협 전환 유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개선
지역 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
유휴․공공시설 지원: 공간사용료 할인 등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지역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중심
공공기관 행사‧공연 위탁 시 사경조직 참여 유도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모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민간 벤처캐피털 활용, 모태펀드와 민간 공동출자 펀드
선투자 후신청이 가능하도록 매칭투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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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야

개선방향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지자체연계

지역연계

핵심 개선 방안

농어촌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집중 육성
유휴 공유재산 대부 지역영향평가 가점 부여
농업활동 토대의 사경활성화 지원 사업 및 (가칭) 사회적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신규 어업인 이촌 진입장벽 완화 추진
농수협의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 확대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제시·확산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
시도별 중점 육성 분야 선정, 컨소시엄 구성 지원

주: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원.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22-35)의 발표자료 중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임.

2.3.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 정비9
2.3.1. 법령과 제도
법제도의 정비의 핵심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사회적경제 3법, 즉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10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가 행정부의 육성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국민
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인 제도로 전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범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민관 거버넌
스 구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사회적경제 정책 전체의 컨트롤타

9
10

김기태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현재 제출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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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목표, 가
치, 정의와 같은 정체성을 정립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자산의 활용, 공공조
달의 촉구, 교육 등의 인적역량 개발 등 광범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
위원회 및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민관의 거버넌스 강화
의 법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국가, 지방정

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에 따
른 구체적인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판
로지원법｣은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영
리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에서 포용적
시장(nested market)을 형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
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상의 불리함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입
안된 법률이다.
2018년도부터 추진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및

배점의 변경은 공공 부문의 사회적경제 기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
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말,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에 대한 평점을 높게 책정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하여 준정부기관은 20점을, 공기업은 22점을 배정하였다.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지역발전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 활동에 20∼
22점을 배점한 것인데, 경영관리 범주에 배정된 50점 중 상당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현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통과되
기 전에도 공공 부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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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기획재정부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표
범주

경영
관리
(50)

주요
사업
(50)

평가 지표

준정부기관
계
6

비계량
6

계량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전략기회
경영개선
리더십
2. 사회적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 환경
상생·협력 & 지역발전
윤리경영
3. 조직·인사·재무관리
조직·인사 일반

20
6
3
3
5
3
11
3

12
3
2
2
2
3
5
3

8
3
1
1
3

재무예산 운영·성과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삶의질 제고
4. 보수 및 복지후생비
보수 및 복리 후생
총 인건비 관리
노사관계
5. 협력과 참여
국민참여
열린혁신
국민소통
소 계

2
5
1
8
3
3
2
5
1
1
3
50

1

1
5

29

1
3
21

주요 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50

21

29

소 계

50

21

29

100

50

50

합계

1
5
3

6

3
3

2
1
1

4

자료: 기획재정부(2017: 13).

2.3.2. 지원체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체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부처 또는 법령별로 설치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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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서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경제 활
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협
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협동조합연합회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우리나라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과 별개의 중
간지원조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은 중
앙부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고
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을 동시
에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 단위 중간지원기관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시도별로 통합지원기관을 매년 선정하여 시
도 단위의 업무를 위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지방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도 있는데, 광역 지방정부의 예산이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활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전국-광
역-기초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49
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지원체계에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두고,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 연계를 강
화하겠다는 방침은 마련되었으나,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나 부처에 따라 중
간지원조직의 기능, 예산 지원 등이 상이하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연
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3. 사회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었던 금융의 접근
성 제고의 구체적인 방안은 2018년 2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현 정부는 사회적금융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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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영국과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기에 들어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공 부문 주도로 보조금 위주의 자금공급을 확대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새로운 공급 촉진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급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업종별, 수익성별 편차
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일 솔루션보다는 다양한 솔루션을 결합하
여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재무적
가치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은 클라우드 펀딩이나 사회투자펀드를 유치하
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는 높으나 재무적 가치가 낮은 기업은 정책자금이나
미소금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협동조합이나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이나 정책자금 중심의 사회적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b(20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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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향으로 ① 자금의 도매공급
기관인 사회가치기금을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②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며, ③ 사회적 금융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④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앞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선
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치기금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와 기금 조성에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초부터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이 구성되어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2.3.4.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2018년 7월에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의 명

의로 발표되었다. 현재 연인원 58천 명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받고 있
지만 대부분이 기초 소양 교육과 창업 입문교육으로 이뤄지고 있고, 강의
방식의 교육이 82%에 이르며, 교육대상자도 주로 창업희망자와 사회적경
제 종사자에 편중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의 문제점을 ① 인재유입의 부족, ② 리더·
종사자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의 미비, ③ 일반국민 인식 및 이해도 저조,
④ 종합적인 지원체계 미비 등 네 가지로 요약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a 2018: 4-23).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①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② 주민 학습공동
체를 지원하며, ③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기
회를 확대하고, ④ 다양한 인재를 유입하여 전문인재로 육성함으로써 혁신
리더를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인재유입과 역량강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계획의 핵심은 인재 유입부터 리더의 육성, 종사
자의 역량 및 전문성의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등 풀뿌리 토대의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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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인재양성 종합계획에
서 농업·농촌과 연계된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지역 단위 워크숍, 지역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등은 농촌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1>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과제 요약
대분류

중분류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인재 유입 활성화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대학생들을 예비리더로 육성
유망분야 리더 육성
교육의 접근성 제고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 등
학령기 교육 확대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종합지원체계 구축

콘텐츠, 강사 양성 등 인프라 구축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세분류
소셜벤처 등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성장지원센터를 확대 조성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으로 확대
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재능기부뱅크·프로보노 허브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
20개 대학에서 500여 명 학부 전공자 육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학 생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분야별 전문리더 육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 신설
사회적경제 리더 대상 권역별 포럼 운영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
K-MOOC 강의에 탑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자체 훈련 및 위탁 교육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지역 단위 워크숍,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1억 원 내에서 종사자 훈련에 사용가능하도록 지원
일·학습 병행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지표를 개선
과목개설 지원 및 교재·교수자료 개발·보급
사회적경제 연수 과정을 확대
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캠프를 확대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통합 박람회 개최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1종교-1사경 연계운동
지역중심․중앙뒷받침 시스템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센터 설치
중장기로 연수 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조성 검토
교육 표준안 마련 및 보급
강사 양성과정을 확대, 전문강사 양성
중간지원조직 기능별 특화과정 신설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 인재개발지침 개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a(2018: 8-23)의 발표자료 중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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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의 정책은 개별 정책
사업에 의해 부처별로 독립된 체계로 추진되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등이 부처별로 서로 다른 방식과

체계로 추진되었다. 특정 정책사업으로 보조를 받는 기간 동안은 타 정책
사업으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보조금 중복 수령을 제한하는 수준의 소
극적인 연계 체계가 존재하였으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부처가
협력하는 적극적인 연계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농촌 현장에서는 각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 협력·연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서로 다른 정
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나 중간지원조직이
상이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원활치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사회적경
제조직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정책적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지원체계의 통합이 주로 중앙 단위나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시군 단위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향후 범정부 사회적경제
중점 대책인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적 금융 확대,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등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범
정부 대책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넓은 면
적에 분포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 또한, 농협 등 이미 오랜 기간 농촌 사회
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조직이 기존의 사업 관행을 혁신하여 정부의 사회
적경제 활성화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범부
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대책이
기는 하나, 농촌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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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다양한 농촌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
다.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
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사회적경
제조직이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에 대한 분석만으로
도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조
직 전반을 의미한다. 농협은 일선농협과 중앙회의 2단계 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일선농협의 조합원은 농업인이고, 중앙회는 일선농협으로 구성
된다. 농협은 그 형태가 협동조합이라는 점, 일선농협의 조합원이 농업인
이라는 점, 경제사업 및 상호금융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1961년도 ｢농
협법｣ 제정 이후 농협 조직 및 기구의 발전이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합의 경영이 정부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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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조합원인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와 추
구하는 가치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중앙과 일선조합이 사회적경제 활
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
당하다. 또한, 과거에는 농협·수협·신협 등을 사회적경제 대책에서 배제하
였으나 2017년 10월의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이들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정
책을 활성화시키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농협법｣ 제1조에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
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협중
앙회가 수행하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영농 및 축산지도, 교육, 조사
연구, 국제협력 등과 함께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사랑운동이 포함되어 있
다(농협중앙회 2018).
농협의 농업인 복지 증진 활동으로는 유아원·지역복지문화센터·재가노
인복지시설·장제시설 등의 복지 시설 운영이 대표적이다. 2016년 말 기준
일선농협에서 102개 유아원, 88개 예식장, 59개 장제사업소 등을 운영하면
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의료
지원 등을 수행하는 농업인행복버스,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다문화가
족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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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일선농협 문화복지시설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개소
유형

지역
농촌
지역도시
지역광역시
축협품목
총합계

입지유형
농촌형
준농촌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소계

장 제

이미용실

사업소
49
5
4
0
58
0
1
0
59

11
0
4
0
15
0
0
0
15

유아원
101
1
0
0
102
0
0
0
102

기타문화

예식장
51
22
9
0
82
3
1
2
88

복지시설
64
26
13
0
103
13
13
1
130

주: 김기태 외(2017: 152)에서 재인용.
자료: 농협중앙회(2017). 2016 농·축협 경영계수요람.

농협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주로 농협의 경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었다. 공동선별·공동출하, 통합마케팅, 공판장, 수급안정, 농산물 가공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인의 협동을 촉진하는 사업에서 농협의 역할
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소득 창출을 제외한다면 사회
적경제와 관련된 농협의 역할을 촉진하기에 정부의 정책은 미흡했다. 농협
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이나 사회적농업, 마을개발 등의 정책에서 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즉, 일부 일선농협이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중
앙회에서 복지관련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한 바 있지만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농협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도 농협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다. 하
지만, 범정부 대책에서 농협을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농협의 역할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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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선농협 본점과 지점 추이
단위: 개

자료: 농협중앙회(2018).

지역 및 품목농협의 수는 본점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지점은 증가하고
있어 총 점포 수는 증가하고 있다. 본점은 2013년 1,161개에서 2017년
1,131개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지점은 3,323개에서 3,570개로 증가하였

다. 2018년 9월 기준 일선농협의 본점과 지점을 합한 수는 4,722개이다. 지
역 농협과 축협의 본점이 1,044개, 지점이 3,238개이며, 품목농협·축협·인
삼협의 본점이 79개, 지점이 361개이다.
특·광역시에 위치한 본점과 지점의 수는 각각 114개, 763개로 그 비중은
각각 10%, 21%이다. 즉 본점의 90%가 특·광역시가 아닌 도(道) 지역에 개
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요 주체로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농촌지역에 4천여 개의 거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57

<표 4-2> 지역 및 품목농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지역농협/지역축협
본점

품목농협/품목축협/인삼협

지점(간이)

본점

계

지점(간이)

경기

149

621

12

35

817

강원

73

180

6

20

279

충북

62

154

3

19

238

충남

131

283

13

57

484

전북

82

194

10

27

313

전남

138

280

8

25

451

경북

153

389

6

36

584

경남

132

373

8

46

559

제주

21

73

2

24

120

서울

13

168

6

50

237

부산

14

81

-

-

95

대구

19

89

1

3

112

인천

14

101

2

6

123

광주

14

94

-

-

108

대전

13

90

1

6

110

울산

16

68

1

7

92

합계

1,044

3,238

79

361

4,722

주: 2018년 9월 30일 기준임.
자료: NH농협(http://www.nonghyup.com/: 2018. 10. 15.).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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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요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2017년 말 기준 1,87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51개, 광역시 373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 753개이다. 사회적
기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1∼2017년 동안 연평균 19.5% 증
가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증가율은 각각
16.5%, 18.8%로 전체 증가율보다 낮으나, 도 지역은 23.7%로 평균보다 증

가율이 크다.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상대
적으로 활발하게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도시와 농촌이 있는
도(道)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사회적기업의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2018. 11. 3.).

사회적기업의 18%는 서울에, 17%는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촌11지역에 34%, 도시지역에 66%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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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회적기업의 11%, 도시지역 사회적기업의 20%가 운영되고 있어 상대
적으로 도시지역에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개설되었다. 농촌에서 운영 중
인 사회적기업의 18%가 경북에서, 14%가 강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농촌 사회적기업의 개설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사회적기업의 농촌-도시 분포
단위: 개소(%)
구분

농촌

도시

계

(33.7)

(66.3)

(100.0)

서울

0 (0.0)

335 (26.5)

335 (17.6)

부산

3 (0.5)

90 (7.1)

93 (4.9)

대구

3 (0.5)

62 (4.9)

65 (3.4)

인천

4 (0.6)

107 (8.5)

111 (5.8)

광주

0 (0.0)

98 (7.8)

98 (5.1)

대전

0 (0.0)

50 (4.0)

50 (2.6)

울산

15 (2.3)

57 (4.5)

72 (3.8)

세종

10 (1.6)

0 (0.0)

10 (0.5)

경기

70 (10.9)

249 (19.7)

319 (16.7)

강원

89 (13.8)

17 (1.3)

106 (5.6)

충북

52 (8.1)

32 (2.5)

84 (4.4)

충남

66 (10.3)

26 (2.1)

92 (4.8)

전북

55 (8.6)

65 (5.1)

120 (6.3)

전남

73 (11.4)

24 (1.9)

97 (5.1)

경북

118 (18.4)

8 (0.6)

126 (6.6)

경남

42 (6.5)

43 (3.4)

85 (4.5)

제주

43 (6.7)

계(전체)

643 (100.0)

0 (0.0)
1,263 (100.0)

43 (2.3)
1,906 (10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2018. 4. 24.).

11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상 읍과 면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도농통합시의 경우
동지역에 설립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 영역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읍과 면, 그리고 전국 평균 인구밀도보다 인구밀도가 낮
은 시의 동을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해시, 삼척시, 제
천시, 논산시, 김제시, 나주시 등 34개 시가 전국 평균보다 인구밀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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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사회적기업 사업 영역별 현황
단위: 개소(%)
농촌

도시

계

(33.7)

(66.3)

(100.0)

교육

31 (4.8)

145 (11.5)

176 (9.2)

보건

3 (0.5)

12 (1.0)

15 (0.8)

사회복지

7 (1.1)

26 (2.1)

33 (1.7)

환경

35 (5.4)

56 (4.4)

91 (4.8)

문화·예술

53 (8.2)

188 (14.9)

241 (12.6)

관광·운동

34 (5.3)

23 (1.8)

57 (3.0)

0 (0.0)

14 (1.1)

14 (0.7)

청소·위생

82 (12.8)

156 (12.4)

238 (12.5)

간병·가사 지원

36 (5.6)

69 (5.5)

105 (5.5)

농산물 생산·유통

73 (11.4)

27 (2.1)

100 (5.2)

식품 가공·판매

119 (18.5)

139 (11.0)

258 (13.5)

비식품 제조·판매

121 (18.8)

267 (21.1)

388 (20.4)

주거 지원

34 (5.3)

36 (2.9)

70 (3.7)

전문서비스

9 (1.4)

65 (5.1)

74 (3.9)

기타서비스

6 (0.9)

40 (3.2)

46 (2.4)

643 (100.0)

1,263 (100.0)

1,906 (100.0)

구분

보육

계

주: 사업내용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분류를 추가 혹은 삭제하고 재분류
한 것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2018. 4. 24.).

사회적기업의 사업 영역은 문화·예술(13%), 청소·위생(13%), 식품 가공·
판매(14%), 비식품 제조·판매(20%)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 영역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까지는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일
자리 창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교육 부문(9%)이 가
장 높으며, 농촌(5%)과 도시(12%)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가사
지원(6%) 영역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고 농촌과 도
시 간의 비중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식품 가공·
판매(19%), 농산물 생산·유통(11%), 관광·운동(5%) 등 영역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커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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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 사회적기업은 읍(31%)이나 동(26%)보다는 면(43%) 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많은 수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 영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구성비 차
이가 동과 읍, 면 지역의 구성비 차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보건 영역의 사회적기업은 동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
다. 동 지역의 경우 교육(7%), 문화·예술(13%)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
다. 면 지역은 식품 가공·판매(26%), 비식품 제조·판매(21%), 농산물 생산·
유통(16%) 등의 비중이 동·읍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간병·가사 지원
은 지역 간 편차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으나 동(8%), 읍(7%), 면(4%)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기업의 개설이 상
대적으로 활발하고, 사회서비스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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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사회적기업 농촌 읍면동별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읍

면

동

계

(30.5)

(43.1)

(26.4)

(100.0)

교육

9 (4.6)

11 (4.0)

11 (6.5)

31 (4.8)

보건

0 (0.0)

0 (0.0)

3 (1.8)

3 (0.5)

사회복지

2 (1.0)

3 (1.1)

2 (1.2)

7 (1.1)

환경

8 (4.1)

19 (6.9)

8 (4.7)

35 (5.4)

문화·예술

13 (6.6)

18 (6.5)

22 (12.9)

53 (8.2)

관광·운동

6 (3.1)

18 (6.5)

10 (5.9)

34 (5.3)

보육

0 (0.0)

0 (0.0)

0 (0.0)

0 (0.0)

청소·위생

44 (22.4)

12 (4.3)

26 (15.3)

82 (12.8)

간병·가사 지원

13 (6.6)

10 (3.6)

13 (7.6)

36 (5.6)

농산물 생산·유통

20 (10.2)

44 (15.9)

9 (5.3)

73 (11.4)

식품 가공·판매

27 (13.8)

72 (26.0)

20 (11.8)

119 (18.5)

비식품 제조·판매

36 (18.4)

57 (20.6)

28 (16.5)

121 (18.8)

주거 지원

12 (6.1)

11 (4.0)

11 (6.5)

34 (5.3)

전문서비스

4 (2.0)

2 (0.7)

3 (1.8)

9 (1.4)

기타서비스

2 (1.0)

0 (0.0)

4 (2.4)

6 (0.9)

196 (100.0)

277 (100.0)

170 (100.0)

643 (100.0)

계

주 1) 사업내용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분류를 추가 혹은 삭제하고 재분
류한 것임.
2)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2018. 4. 24.)

3.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1).
2011년 550개였던 마을기업은 2017년 말 기준 1,514개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8%이다. 같은 기간 도 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평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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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보다 높다. 도 지역에 설립된 마을기업의 비중은 2011년 43%에서
2017년 58%로 증가하였다. 마을기업은 도 지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증가율도 높다.
<그림 4-3> 마을기업의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행정안전통계연보.

마을기업은 도시(36%)보다는 농촌(64%)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특·광역시는 도시지역에서, 도 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주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는 농촌(96개)과 도시(79개)에서 설
립·운영되는 마을기업 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마을기업은 도시지역
에서도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마을에서 운영되는 비중이 높은 사
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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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마을기업의 농촌-도시 분포
구분

농촌

단위: 개소(%)
계

도시

(63.9)
0 (0.0)

(36.1)
97 (17.7)

(100.0)
97 (6.4)

부산

7 (0.7)

68 (12.4)

75 (5.0)

대구

10 (1.0)

72 (13.2)

82 (5.4)

인천

15 (1.6)

45 (8.2)

60 (4.0)

광주

0 (0.0)

60 (11.0)

60 (4.0)

대전

0 (0.0)

54 (9.9)

54 (3.6)

울산

11 (1.1)

26 (4.8)

37 (2.4)

세종

21 (2.2)

3 (0.5)

24 (1.6)

경기
강원

96 (9.9)
114 (11.8)

79 (14.4)
4 (0.7)

175 (11.6)
118 (7.8)

서울

충북

77 (8.0)

6 (1.1)

83 (5.5)

충남

124 (12.8)

3 (0.5)

127 (8.4)

전북

94 (9.7)

10 (1.8)

104 (6.9)

전남

143 (14.8)

5 (0.9)

148 (9.8)

경북

115 (11.9)

5 (0.9)

120 (7.9)

경남

108 (11.2)

10 (1.8)

118 (7.8)

제주

32 (3.3)

0 (0.0)

32 (2.1)

계(전체)

967 (100.0)

547 (100.0)

1,514 (100.0)

자료: 마을기업(http://www.cbhub.or.kr/board_qhyF37/4187: 2018. 4. 24.).

마을기업은 농산물 생산·유통(23%), 식품 가공·판매(43%)의 비중이 타
사업 영역에 비해 현저히 커 마을 단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통
해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의 사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서
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3%), 보건(0.1%), 사회복지(0.2%), 보육
(0.5%), 간병·가사 지원(0.2%), 주거 지원(0.3%) 등은 그 비중이 작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30%)과 식품 가공·판매(48%)를 합한 비
중이 78%에 달한다. 농촌보다는 그 비중이 작으나 도시지역에서도 농산물
생산·유통(11%)과 식품 가공·판매(34%)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7%), 환경(8%), 문화·예술(9%), 비식품 제조·판매(13%) 등의 영역은
농촌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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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마을기업 사업 영역별 현황
단위: 개소(%)
농촌

도시

계

(63.9)

(36.1)

(100.0)

교육

13 (1.3)

39 (7.1)

52 (3.4)

보건

0 (0.0)

2 (0.4)

2 (0.1)

사회복지

0 (0.0)

3 (0.5)

3 (0.2)

환경

10 (1.0)

46 (8.4)

56 (3.7)

문화·예술

26 (2.7)

52 (9.5)

78 (5.2)

관광·운동

96 (9.9)

26 (4.8)

122 (8.1)

보육

0 (0.0)

7 (1.3)

7 (0.5)

청소·위생

0 (0.0)

10 (1.8)

10 (0.7)

간병·가사 지원

0 (0.0)

3 (0.5)

3 (0.2)

농산물 생산·유통

290 (30.0)

59 (10.8)

349 (23.1)

식품 가공·판매

467 (48.3)

184 (33.6)

651 (43.0)

41 (4.2)

73 (13.3)

114 (7.5)

주거 지원

0 (0.0)

4 (0.7)

4 (0.3)

전문서비스

3 (0.3)

9 (1.6)

12 (0.8)

기타서비스

21 (2.2)

30 (5.5)

51 (3.4)

967 (100.0)

547 (100.0)

1,514 (100.0)

구분

비식품 제조·판매

계

주 1) 사업내용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분류를 추가 혹은 삭제하고 재분
류한 것임.
2)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자료: 마을기업(http://www.cbhub.or.kr/board_qhyF37/4187: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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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마을기업의 농촌 읍면동별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읍

면

동

계

(17.5)

(76.3)

(6.2)

(100.0)

교육

3 (1.8)

8 (1.1)

2 (3.3)

13 (1.3)

보건

0 (0.0)

0 (0.0)

0 (0.0)

0 (0.0)

사회복지

0 (0.0)

0 (0.0)

0 (0.0)

0 (0.0)

환경

3 (1.8)

3 (0.4)

4 (6.7)

10 (1.0)

문화·예술

7 (4.1)

15 (2.0)

4 (6.7)

26 (2.7)

관광·운동

13 (7.7)

82 (11.1)

1 (1.7)

96 (9.9)

보육

0 (0.0)

0 (0.0)

0 (0.0)

0 (0.0)

청소·위생

0 (0.0)

0 (0.0)

0 (0.0)

0 (0.0)

간병·가사 지원

0 (0.0)

0 (0.0)

0 (0.0)

0 (0.0)

농산물 생산·유통

48 (28.4)

229 (31.0)

13 (21.7)

290 (30.0)

식품 가공·판매

72 (42.6)

373 (50.5)

22 (36.7)

467 (48.3)

비식품 제조·판매

13 (7.7)

18 (2.4)

10 (16.7)

41 (4.2)

주거 지원

0 (0.0)

0 (0.0)

0 (0.0)

0 (0.0)

전문서비스

2 (1.2)

0 (0.0)

1 (1.7)

3 (0.3)

기타서비스

8 (4.7)

10 (1.4)

3 (5.0)

21 (2.2)

169 (100.0)

738 (100.0)

60 (100.0)

967 (100.0)

계

주 1) 사업내용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분류를 추가 혹은 삭제하고 재분
류한 것임.
2)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자료: 마을기업(http://www.cbhub.or.kr/board_qhyF37/4187: 2018. 4. 24.).

농촌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면 지역에 76%, 읍 18% 분포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6%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면, 읍, 동 순으로 비중이 높긴 하나
모든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유통과 식품 가공·판매의 비중이 높다. 나머지
영역은 그 수가 미미하여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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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공동체회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를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역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
인·회사·농업법인·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b: 1). 사회적기업은 법적 근
거에 의해 인증이 이루어지는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이고, 마을기업은 법
적 근거는 없으나 행정안전부가 선정·지원한 기업이라는 면에서 대상이 구
체적으로 규정된다. 반면, 농촌공동체회사는 법적 근거나 정책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명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이
아니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이 반영
된 것이다.
농촌공동체회사는 인증·신고·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2017년 10월의 범정부 사회적경제 대책에서도 사
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점검·분
석하였으나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농림축
산식품부가 2011년부터 지원한 농촌공동체회사의 수는 누계치로 435개이
며, 중복지원이 있어 실제 지원받은 농촌공동체회사의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의 실태
분석을 위해 농식품부가 정의한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
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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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농촌공동체회사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A)

(B)

구성비

증감(B-A)

증감율

합계

650

725

867

(100.0)

142

(19.6)

○ 소득사업 유형

611

688

812

(93.7)

124

(18.0)

- 농식품산업형

305

399

413

(47.6)

14

(3.5)

- 도농교류형

220

204

290

(33.5)

86

(42.2)

- 지역개발형

32

38

23

(2.7)

△15

(△39.5)

- 복합형

54

47

86

(9.9)

39

(83.0)

39

37

55

(6.3)

18

(48.6)

○ 사회서비스 유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2).

농촌공동체회사의 94%는 소득사업유형이었으며,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유형이 48%,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형이 3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사회서비스 유형은 6%로 농어촌공동체회사 중 사회서비스를 주요 사업영
역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역적으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다수가 운영되고 있다.
<표 4-10> 농촌공동체회사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2012년

2013년

합계

대구

인천

대전

경기

725

1

10

1

(100)

(0.1)

(1.4)

(0.1)

867

1

8

-

(100)

(0.1)

(0.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3).

27

강원

충북

125

49

(3.7) (17.3)

(6.8)

31

144

69

(3.6) (16.6)

(8.0)

충남
19

전북

경남

제주

42

7

(2.6) (24.4) (16.1) (20.7)

(5.8)

(1.0)

160

65

11

(7.3) (16.8) (19.5) (18.4)

(7.5)

(1.3)

146

117

경북
150

63

177

전남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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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동조합12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

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
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
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협동조합”으로 정의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
시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첫해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는 52개에 불과했다.13 2013년
3,051개가 설립되었으며 그 후 협동조합의 수는 연평균 39% 증가하여,
2017년 1만 1,533개가 운영되었다.
2017년 기준 수도권, 광역시, 도에 개설된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각각
5,060개, 2,477개, 3,996개다. 연평균 협동조합 수 증가율은 수도권과 광역

시가 각각 37%, 35%로 평균보다 낮고, 도 지역이 46%로 평균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도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13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연차별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신고·허가된 협
동조합 원자료를 분석하여 그 설립연도별 개소 수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집계
된 자료는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2018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집계
한 것으로, 설립되었으나 폐업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집계에서
누락되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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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반협동조합의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11. 3.).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에 불과하였고, 2013년 100개가 설립되었
으며 그 수가 연평균 71%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848개가 운영되었다. 수
도권에 64%인 539개가 운영 중이고, 광역시에 111개, 도 지역에 198개가
운영되고 있다. 광역시와 도 지역의 연평균 사회적협동조합 수 증가율이
각각 83%, 80%로 최근 상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추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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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사회적협동조합의 수 추이
단위: 개소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11. 3.).

일반협동조합은 농촌에 30.5%, 도시에 69.5% 분포하고 있다. 서울에서
일반협동조합의 25%가 운영되고 있고 도시지역 협동조합의 35%가 운영
되고 있다. 경기 지역에 도시 협동조합의 19%가 운영되고 있다. 농촌지역
협동조합은 강원(17%), 경기(16%), 전남(13%), 경북(12%) 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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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일반협동조합의 농촌-도시 분포
구분

농촌
(30.5)

도시
(69.5)

단위: 개소(%)
계
(100.0)

서울

0 (0.0)

3,236 (35.4)

3,236 (24.6)

부산

41 (1.0)

633 (6.9)

674 (5.1)

대구

28 (0.7)

538 (5.9)

566 (4.3)

인천

31 (0.8)

349 (3.8)

380 (2.9)

광주

0 (0.0)

708 (7.8)

708 (5.4)

대전

0 (0.0)

533 (5.8)

533 (4.1)

울산

46 (1.1)

183 (2.0)

229 (1.7)

세종

56 (1.4)

20 (0.2)

76 (0.6)

경기

622 (15.5)

강원

680 (17.0)

22 (0.2)

702 (5.3)

충북

265 (6.6)

159 (1.7)

424 (3.2)

충남

383 (9.6)

106 (1.2)

489 (3.7)

전북

357 (8.9)

485 (5.3)

842 (6.4)

전남

513 (12.8)

148 (1.6)

661 (5.0)

경북

491 (12.3)

85 (0.9)

576 (4.4)

경남

274 (6.8)

232 (2.5)

506 (3.9)

제주

215 (5.4)

0 (0.0)

215 (1.6)

계(전체)

4,002 (100.0)

1,695 (18.6)

9,132 (100.0)

2,317 (17.6)

13,134 (100.0)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일반협동조합 수의 7%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촌
지역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은 21.5%로 전국 농촌에 설립된 사
회적협동조합의 총 수가 205개이다. 농촌 중에서도 강원(22%), 경기(20%),
경북(15%) 등의 지역에 사회적협동조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되어
있을 뿐 충북과 전북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채 10개에도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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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사회적협동조합의 농촌-도시 분포
구분

농촌
(21.5)

도시

단위: 개소(%)
계

(78.5)

(100.0)

서울

0 (0.0)

285 (38.2)

285 (29.9)

부산

2 (1.0)

23 (3.1)

25 (2.6)

대구

0 (0.0)

23 (3.1)

23 (2.4)

인천

1 (0.5)

46 (6.2)

47 (4.9)

광주

0 (0.0)

19 (2.5)

19 (2.0)

대전

0 (0.0)

46 (6.2)

46 (4.8)

울산

0 (0.0)

9 (1.2)

9 (0.9)

세종

5 (2.4)

1 (0.1)

6 (0.6)

경기

41 (20.0)

225 (30.1)

266 (27.9)

강원

44 (21.5)

0 (0.0)

44 (4.6)

충북

8 (3.9)

17 (2.3)

25 (2.6)

충남

18 (8.8)

6 (0.8)

24 (2.5)

전북

6 (2.9)

12 (1.6)

18 (1.9)

전남

14 (6.8)

2 (0.3)

16 (1.7)

경북

31 (15.1)

2 (0.3)

33 (3.5)

경남

19 (9.3)

31 (4.1)

50 (5.3)

제주

16 (7.8)

0 (0.0)

16 (1.7)

계(전체)

205 (100.0)

747 (100.0)

952 (100.0)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농촌에서 운영되는 일반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은 농림어업(21%), 도소매
업(20%), 제조업(1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소매
업(24%), 교육서비스업(17%)의 비중이 높아 농촌과 다소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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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협동조합 사업 영역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농촌

도시

계

(30.5)

(69.5)

851 (21.3)

425 (4.7)

1,276 (9.7)

1 (0.0)

6 (0.0)

448 (11.2)

727 (8.0)

1,175 (8.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0 (1.2)

62 (0.7)

112 (0.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29 (0.7)

122 (1.3)

151 (1.1)

건설업

94 (2.3)

233 (2.6)

327 (2.5)

809 (20.2)

2,190 (24.0)

2,999 (22.8)

90 (2.2)

234 (2.6)

324 (2.5)

숙박 및 음식점업

158 (3.9)

322 (3.5)

480 (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3 (2.8)

394 (4.3)

507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0.8)

121 (1.3)

155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1.7)

386 (4.2)

456 (3.5)

113 (2.8)

319 (3.5)

432 (3.3)

5 (0.1)

14 (0.2)

19 (0.1)

농업, 어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 (0.1)

(100.0)

교육 서비스업

394 (9.8)

1,529 (16.7)

1,923 (14.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8 (3.7)

551 (6.0)

699 (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8 (9.7)

760 (8.3)

1,148 (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1 (4.8)

689 (7.5)

880 (6.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

7 (0.2)

46 (0.5)

53 (0.4)

국제 및 외국기관

5 (0.1)

8 (0.1)

13 (0.1)

계

4,002 (100.0)

9,133 (100.0)

13,135 (100.0)

주 1)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2) 주소 정보가 없는 1개소는 도시에 포함되었음.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구성비 측면에서 농촌 사회적협동조합은 앞서 검토
한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상이하다. 교육 영역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영역이 17%를 차지하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75

적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상당 비중
을 차지했던 농산물 생산·유통은 8%, 식품 가공·판매는 4%에 불과하다.
<표 4-14>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영역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농촌

도시

계

(21.5)

(78.5)

(100.0)

교육

51 (24.9)

197 (26.3)

248 (26.0)

보건

5 (2.4)

26 (3.5)

31 (3.3)

34 (16.6)

66 (8.8)

100 (10.5)

5 (2.4)

15 (2.0)

20 (2.1)

문화·예술

19 (9.3)

42 (5.6)

61 (6.4)

관광·운동

6 (2.9)

16 (2.1)

22 (2.3)

보육

7 (3.4)

63 (8.4)

70 (7.3)

청소·위생

8 (3.9)

39 (5.2)

47 (4.9)

간병·가사 지원

6 (2.9)

30 (4.0)

36 (3.8)

16 (7.8)

10 (1.3)

26 (2.7)

식품 가공·판매

9 (4.4)

42 (5.6)

51 (5.4)

비식품 제조·판매

9 (4.4)

33 (4.4)

42 (4.4)

주거 지원

6 (2.9)

23 (3.1)

29 (3.0)

전문서비스

9 (4.4)

80 (10.7)

89 (9.3)

기타서비스

15 (7.3)

66 (8.8)

81 (8.5)

205 (100.0)

748 (100.0)

953 (100.0)

사회복지
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계

주 1) 사업내용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분류를 추가 혹은 삭제하고 재분
류한 것임.
2)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3) 주소 정보가 없는 1개소는 도시에 포함되었음.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사회적협동조합은 읍면동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농촌 사회적협동조합은 읍면동에 각각 31%, 36%, 33% 분포하고 있
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교육과 사회복지 영역이 읍면동에서 비중 높은 사
회적협동조합의 활동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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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영역별 농촌 읍면동 현황
단위: 개소(%)
읍

면

동

계

(31.2)

(36.1)

(32.7)

(100.0)

교육

19 (29.7)

19 (25.7)

13 (19.4)

51 (24.9)

보건

0 (0.0)

1 (1.4)

4 (6.0)

5 (2.4)

11 (17.2)

12 (16.2)

11 (16.4)

34 (16.6)

환경

1 (1.6)

3 (4.1)

1 (1.5)

5 (2.4)

문화·예술

4 (6.3)

9 (12.2)

6 (9.0)

19 (9.3)

관광·운동

2 (3.1)

3 (4.1)

1 (1.5)

6 (2.9)

보육

1 (1.6)

3 (4.1)

3 (4.5)

7 (3.4)

청소·위생

1 (1.6)

5 (6.8)

2 (3.0)

8 (3.9)

간병·가사 지원

3 (4.7)

1 (1.4)

2 (3.0)

6 (2.9)

농산물 생산·유통

5 (7.8)

6 (8.1)

5 (7.5)

16 (7.8)

식품 가공·판매

2 (3.1)

1 (1.4)

6 (9.0)

9 (4.4)

비식품 제조·판매

1 (1.6)

5 (6.8)

3 (4.5)

9 (4.4)

주거 지원

3 (4.7)

2 (2.7)

1 (1.5)

6 (2.9)

전문서비스

3 (4.7)

2 (2.7)

4 (6.0)

9 (4.4)

기타서비스

8 (12.5)

2 (2.7)

5 (7.5)

15 (7.3)

64 (100.0)

74 (100.0)

67 (100.0)

205 (100.0)

구분

사회복지

계

주 1) 사업내용 분류는 사회적기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분류를 추가 혹은 삭제하고 재분
류한 것임.
2) 농촌은 ‘읍’, ‘면’,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 지역의 ‘동’을 뜻함.
3) 주소 정보가 없는 1개소는 도시에 포함되었음.
자료: coop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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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지역 중간지원조직

6.1. 농업협동조합의 중간지원조직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과 품목 농·축협의 공동이익 증진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16개 지역본부, 16개 지역검사국, 158개 시군지부14를 구성하고 있다(농
협중앙회 2018: 96). 광역 단위에 개설된 지역본부와 시군지부는 농협중앙
회가 일선농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조직이다. 다만, 시군 또는
광역 단위 농협들이 연합하여 지역본부나 시군지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중앙회가 자신의 하위 조직으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
적인 중간지원조직과는 다소 상이하다.
앞서 농협중앙회가 이들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교육·지
원·상호금융 등으로 적시하고 있어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와 관련된 지원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 지원조직이 농
협중앙회 소속 기관들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여 이들 지
원조직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면,
농촌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1,100여 개의 일선농협이 사회적경제 활
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2016년 7월 1일 자로 농정지원단을 시군 지부로 개편(농협중앙회 2018: 96)하
였는데 그 명칭을 시군지부로 통일한다. 농협 홈페이지의 지원조직 현황에는
농정지원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시군지부로 바꾸어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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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농업협동조합의 지원조직
단위: 개소
구분

지역본부

시군지부

소계

경기

1

31

32

강원

1

18

19

충북

1

11

12

충남

1

16

17

전북

1

13

14

전남

1

21

22

경북

1

23

24

경남

1

18

19

제주

1

2

3

서울

1

-

1

부산

1

1

2

대구

1

1

2

인천

1

2

3

광주

1

-

1

대전

1

-

1

울산

1

1

2

합계

16

158

174

주: 2018년 9월 30일 기준임.
자료: NH농협(http://www.nonghyup.com/: 2018. 11. 3.).

6.2.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전국 시군 단위에 대부분 구성된 비영리 조직으로, 정부
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사회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
의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김정원 2010: 2). 자활센터의
뿌리는 도시지역 빈민운동에서 찾고 있고, 1996년 정부 시범사업, 2000
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활동이 본격화되었
다. 자활사업은 일반 및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등 그 대상이 특정한 사
업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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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자활센터는 제도나 정책에 정한 바에 따라 독립적인 사업도 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서
는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관할하지 않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 계층이 취
업하여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근로 지속 기간에 차등하여 급여 이외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다. 이 같은 사업을 일선 단위에서는 자활센터가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처
럼 자활센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조직
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전개·지원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중앙-광역-기초에 체계를 갖춘 전국 규모의 중간지원조직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
터,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협회를 두고 있으며, 16
개의 협회 지부가 있다. 총 249개의 지역자활센터 중 특·광역시가 89개
(35.7%)이며, 경기가 33개로 13.3%를 차지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이 30개(33.7%)로 가장 많다. 자활센터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단위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촌 시군
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자활센터의 법인격은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
법인 등으로 다양한데, 이는 자활센터가 민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
음을 방증한다. 시민사회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자활
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활센터는 도시지역 빈민운동을 그 뿌리로 하고
있어 그 사업내용이나 형식이 농촌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
다. 하지만 자활센터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단위의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이라 특성도 있어 여건이 충족된다면 농촌 사회적경
제 활성화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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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현황
단위: 개소

자료: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http://cssf.or.kr/: 2018. 4. 30.).

6.3. 마을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지역자원
조사, 교육 및 인력 양성, 각종 공모사업 지원,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등) 지원,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 단위
중간지원조직인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한국마을
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중간지원조직
은 비회원조직을 포함하여 전국에 92개소가 있다(2018년 9월 기준). 마을
중간지원조직은 서울 26개소를 포함한 특·광역시에 40개소, 경기 16개소,
충남 14개소, 전북 12개소, 전남 6개소가 있으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
각각 1개소가 있다. 그 수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중이 크지
만,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장수군지역활력센터, 진
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서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태안군농어촌마을지
원센터,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음’ 등 농촌지역의 중간지원조직도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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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마을중간지원조직 지역별 현황
단위: 개소

자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http://www.koreamaeul.org/: 2018. 10. 15).

6.4.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있다.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
촌종합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
센터는 귀농·귀촌 상담, 귀농설계 컨설팅, 현장전문가와 연계 지원, 귀농·
귀촌 창업박람회 등 귀농·귀촌지원 사업 홍보, 지자체별 귀농·귀촌지원센
터와의 귀농·귀촌 지원업무 공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담당자에 의하는 등 민간을 통해
귀농·귀촌지원을 시행하는 시군은 54개이다. 경기·강원 3개소, 충북·충남
15개소, 전북·전남 21개소, 경북·경남 15개소가 있다. 다만, 귀농·귀촌 지

원기관이 분명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한두 명의 담당자를 지정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이를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82 농촌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이처럼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영역은 지역
의 다른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
나 마을지원조직 등이 있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에는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적경
제 사업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하기보다는 기존 조직과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표 4-17>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자활센터

마을지원

귀농·귀촌지원센터

특·광역시

89

40

-

경기·강원

50

17

3

충청

26

15

15

호남

40

18

21

영남

40

1

15

제주

4

1

-

계

249

92

54

주: 자활센터와 마을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6.5. 기타 중간지원조직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 정부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사업과
연관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
방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이 독립적으로 설립
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15 정부 부처와 연관된 중간조직 중에는 중앙
15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 사회
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한 통합권역지원기관)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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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존재하거나 광역 단위까지만 존재하는 것도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중앙 단위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조직인데,
광역시도의 예비사업회적기업 사업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
정부의 협동조합관련 지원사업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표 4-18>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정책사업 지원 중간지원조직)
구분

담당 부처

전국 단위
(중앙 단위)

지자체 단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시도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
발전센터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농어촌공동체회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역)

자료: 김륜희·윤정란(2017: 42); 김재현 외(2013: 37)를 참고하여 재구성.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마다 그 역할과 사업범위가 상이
한데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지원 역할을 대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
에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농촌공동체회사와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과 역
량을 활용하여 중앙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는 전국 단위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에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는 농어촌공동체
회사의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컨설팅, 인재 육성, 농어
촌공동체회사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워크숍, 사례집 발간 등의 홍보 및
정보 제공,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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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
로 한다면 농촌지역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도시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농촌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도시에 비해 협
동과 연대를 통한 소득 창출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크다. 농협도 소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마
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도 농산물 유통이나 식품제조와 같은 소득사업
유형의 비중이 크다. 필요 관점에서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시장개
척,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시장 결핍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촌
사회적경제는 주로 연대를 통한 시장 개척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시장 결핍에 대한 대
응 등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다양한 사회적조직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농촌의 중간지원조직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시군마다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자재 공동구매, 농산물 공동판매, 농업기술 교육 등 영
농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행 체제에서는 농촌 사회적경
제 활성화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부처별,
정책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시군 단위에서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한 역량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 못하다. 개별 정책사업마다 서로
다른 법적, 정책적 근거가 있고, 시군의 담당부서도 상이하며, 관련 예산 계
정도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협동과 연대를 주요 가치로 하는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중
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상호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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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을만들기 등 마을 지원조직과 귀농·귀촌 지원조직은 상호 협력할
때 각각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
는 자활센터가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취약계층의 영농활동과 연
계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활센터와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조직
도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다수의 보고서의 공통된 주장이다. 농촌지역 사회
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또는 연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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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사회적경제 여건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에 따르면, 농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농업인
또는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
다. 사회적경제 영역 중 협동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영역의 활동은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건 분석
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체인 시민사회 영역의 여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건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1.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성
숙되어 있다고 한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읍·면 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 거
주자보다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조사의
사회활동단체 활동 정도에 대한 통계에서 농촌인 읍면 지역의 주민이 시민
운동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공공모임,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사회단체
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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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사회단체 활동 정도 도시-농촌 비교(2015)
단위: %

지역사회
공공모임

사회적경제
조직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92.5

3.1

2.2

1.5

0.6

90.7

3.3

3.1

2.2

0.8

80.2

8.3

5.6

4.5

1.5

67.2

6.5

9.6

11.3

5.4

90.6

3.6

2.7

2.2

0.8

87.3

3.3

5.2

2.6

1.6

소속된 적이
없다

구분

시민운동단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도시
(동부)
농어촌
(읍면부)
도시
(동부)
농어촌
(읍면부)
도시
(동부)
농어촌
(읍면부)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유사한 다른 조사에서도 농촌지역인 읍면부 거주자의 사회참여 활동이
동 지역 거주자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년 주기로 조사하
는 사회조사에서 지난 1년간 단체 활동 여부에 대해 읍면부 거주자의 시민
사회단체나 지역사회모임 참여 비중이 동 지역 거주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농촌 지역주민이 시민사회
단체나 지역사회모임에 도시지역 주민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다만,
그 참여율은 대부분 5% 내외이거나 미만으로 절대적으로는 그 참여가 활
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5-2> 지난 1년간 단체 활동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2013

2015

2017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모임

동부

5.0

1.5

4.7

1.7

3.7

1.5

읍면부

5.4

6.8

5.0

7.1

4.8

5.4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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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촌 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에도 농촌지역
의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인식되는 것은 다양성과 밀도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509명/
㎢이다. 같은 시기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6,364명/㎢, 부산시는 4,480명/㎢

이다. 특·광역시의 인구밀도는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능가하고 있으며, 경
기도(1,226명/㎢)를 제외한 도 지역의 인구밀도는 평균을 밑돌고 있다. 강
원도 90명/㎢, 경상북도 146명/㎢, 전라남도 140명/㎢으로 평균에 크게 미
치지 못한다.
개개인 측면에서는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시민사회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하
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개개인의 시민사회활동이 농촌에 비해 미흡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시민사회 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것이고, 농촌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역사
회 차원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지역에서 시민사회활동이 상대
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민간 영역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개개인
의 특성보다는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사회서비스 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 서
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응급서비스, 주택, 대중교통, 광대
역 통신망,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은 90% 가까이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키
고 있다. 방범설비나 소방 출동 등의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는 대단히 낮지
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한
다 하더라도, 평생교육 기준은 타 기준에 비해 이행실태가 현저히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진료서비스, 노인 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육성 및 통
학 수단 제공, 창업 및 취업 컨설팅 등의 이행 실태는 70% 내외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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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농촌지역에 정부나 시장을 통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3>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핵심

부문

항목
진료서비스

보건
복지

교육
여건

정주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응급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6
(2017)
73.9
(71.7)
98.6
(-)
70.1
(71.4)
69.2
(69.6)
71.8
(70.2)
19.7
(18.9)
88.3
(-)
69.3
(71.3)
57.0
(60.5)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평생교육

읍·면내의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88.6)

광대역 통합
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2.8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7.4
(75.4)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91.3)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1.0
(82.0)

방범설비
안전

국가최소기준

경찰 순찰
소방 출동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자료: 정도채·민경찬·박지숙(2017: 51); 김정섭·정도채·민경찬(2018: 98)에서 재인용.

43.2
(49.3)
25.2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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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주민 간 정주만족도도 분야별로 상이하여 농촌 생활여건 개
선에 대한 요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
구센터에서 해마다 도시·농촌을 구분하여 정주만족도를 7개 부문, 31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모든 항목에서 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가
도시 주민에 비해 낮은 가운데 범죄·교통사고·자연재해·화재 등 안전에 대
한 정주만족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주택 상태나 주민들의 마을
발전을 위한 협력, 소득기회 등에서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주택 상태에
대한 차이는 0.4였으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는
0.8이다. 보건복지·교육·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주만족도 차이

가 컸으며, 차이가 큰 10개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문화여가 활동, 대중교
통,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 대해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표 5-4> 도시-농촌 주민 간 정주만족도 차이가 큰 분야
정주만족도 세부항목

도시

농촌

차이

문화/여가프로그램 구축

6.62

4.98

1.64

대중교통 이용

7.33

5.76

1.57

문화/여가시설 이용

6.67

5.16

1.51

의료서비스 수준

7.29

5.81

1.48

응급상황 의료서비스

7.10

5.74

1.36

방과 후 교육 기회

6.86

5.58

1.28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6.58

5.43

1.15

의료서비스 접근성

7.56

6.41

1.15

양육/보호 지원

6.74

5.61

1.13

생활서비스 이용

7.35

6.23

1.12

주: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측정(1~10점)함.
자료: 김정섭·정도채·민경찬(2018: 100).

이 같은 여건 차이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도 농촌과 도시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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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회
관 등에 대한 확대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2017)
단위: %
국공립
어린이
집 및
유치원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공영
주차
시설

문화
예술
회관

구분

계

동부

100.0

18.2

17.0

22.5

17.9

11.9

읍면부

100.0

13.9

11.4

31.3

20.4

9.6

도서관

체육
시설 및
경기장

3.7

3.9

4.5

0.3

5.3

2.5

4.8

0.8

기타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확대가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농촌 주민이 상대적으로
소득지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2017)
단위: %

고용
지원
서비스

소득
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안전
관련
서비스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여가·
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

구분

계

동부

100.0

34.6

15.9

10.9

8.0

18.7

7.5

4.2

0.1

읍면부

100.0

30.4

19.0

7.7

8.3

22.9

6.6

4.8

0.3

자료: 통계청 사회통합조사(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8. 11.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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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에 대한 농촌 주민 인식과 수요

2.1. 설문조사 개요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및 리포터 중 이메일 소지자 1,379명에 대하여 2018년 8월 10
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는 331명으로 응
답률은 24%이다. 설문조사 대상의 특성상 이 조사가 통계적으로 농촌 거
주자 전반의 의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농업·농촌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높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과 리포
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
떠한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거주지에 대한 결측치 1개를 제외하면, 설문 참여자의 64%는 면 지역에,
읍과 동 지역에는 각각 19%, 16% 거주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가 거주지
기준 122개 시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특·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지
<표 5-7> 응답자의 거주지 특성
구분

빈도(개)
읍

면

비중(%)
읍

면

동

계

강원

12

23

동
6

계
40

29.3

56.1

14.6

100.0

경기

6

20

2

28

21.4

71.4

7.1

100.0

경남

6

30

7

43

14.0

69.8

16.3

100.0

경북

11

34

16

61

18.0

55.7

26.2

100.0

전남

9

33

6

48

18.8

68.8

12.5

100.0

전북

7

24

1

32

21.9

75.0

3.1

100.0

제주

4

0

4

8

50.0

0.0

50.0

100.0

충남

7

28

5

41

17.5

70.0

12.5

100.0

충북

2

20

5

27

7.4

74.1

18.5

100.0

특·광역시

0

1

2

2

0.0

33.3

66.7

100.0

전체

64

213

54

330

19.3

64.4

16.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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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빈도별 설문참여자 수는 27∼61명이다. 설문지와 설문참여자의 거
주 시군별 빈도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2.2. 사회적경제와 그 여건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10%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답하였으며, 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이며,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27%였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
장의 주요 동력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이 농촌 사회에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민간 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
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5-1>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10.7

9.8

처음 들어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모름
26.7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임
52.8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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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의료·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14%), 대중교통(13%) 순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의료·보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대중교통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교육·의료·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꼭
필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서비스이다.
<표 5-8>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것
단위: %
대중교통

교육

12.6

의료·보건

13.5

문화

31.1

이웃 간 유대

22.4

기타

17.6

계
2.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농촌보
다 도시의 거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년이 되기 이전에 농
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유는 주로 교육 여건이나 일자리의 영향일 것으
로 판단된다. 농촌 어린이나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학 가거나 이
주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설문에 대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시점에서 농
촌지역을 떠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23%,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23%의 청소년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학하거나 이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5-9> 청소년의 도시 유학 또는 이주 시기
단위: %
중학교
이전

중학교
시기
11.2

고등학교
시기
11.6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23.3

대학 진학
또는 취업
42.7

이주하지 않고
마을에 정착
11.1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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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나 일자리가 중요한 요인이라면, 고령자들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앞서 기술한 통계 분석에서도 농촌 주
민들은 의료서비스 확충을 상당히 중요한 요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에
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읍면 소재지에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보건소(85%), 내과(74%), 한의원(72%), 치과(67%), 요양
병원(52%) 등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과, 피부과 등 전문 의료
기관이 운영되는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비뇨기과(19%), 산부인
과(21%), 종합검진(23%), 소아과(30%)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의
비중이 높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 외
에도 의사의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 대도
시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에 부
족한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과 농촌 의료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0> 거주지 인근 읍면 소재지에 있는 병원
단위: %
진료과목

비중

내과

74.2

치과

66.9

안과

39.9

정형외과

34.0

피부과

27.3

이비인후과

32.2

산부인과

20.6

비뇨기과

19.0

소아과

29.8

한의원

71.8

보건소

85.0

종합검진

22.7

응급실

34.7

요양병원

51.5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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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이동거리는 평균 47km로 조사되었다. 경기(28km), 특·광역시
(30km), 제주(32km) 지역이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남
(58km), 충남(54km), 강원(54km), 충북(50km) 등은 이동거리가 50km를 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km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면 자가용 승용차와 같
은 개인 교통수단으로도 1시간 남짓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마땅한 의료기관이 지역
에 없는 경우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적지 않은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 결핍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1> 인근 도시 병원까지 이동 거리
단위: km
강원
53.5

경기
27.6

경남
48.6

경북

전남

40.6

57.9

전북

제주

41.8

31.3

충남
54.2

충북
50.1

특·
광역시

평균

30.0

46.7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의료서비스에 비해 요양보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에서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
이 원활하냐는 질문에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40%
에 달하긴 하였으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37%에 달해 불
편하다는 답변(2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5-12>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
단위:%
불편함 없이 잘 됨
36.8

가끔 서비스 받기
어려움
18.2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서비스 받기
어려움

잘
모름
5.5

계
3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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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료와 협동조합>
의료 관련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생활협동조합과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 ｢소비자협동조합
법｣은 1999년 제정되었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제정되었으므로 의료
관련 협동조합은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되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주민
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스스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의료생협의 효시로 알려진 안성의료생협은 안성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예비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안성 농민의원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의료봉
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지역주민과 뜻을 합하여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
고, 그것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처럼 의료 협동조합은 농촌 사회적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의료생협이라는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
타나면서 의료생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적경제 영역
에서 활동하던 의료생협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연합회에
는 20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성, 원주, 순천 등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다수는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농촌의 의료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의료협
동조합을 선도하였으나 오늘날 의료협동조합 활동은 주로 대도시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새롭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전북 장수군의 장계 농협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지원한 사례나 충
남 홍성군의 우리동네의원을 주축으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을 결성한 사례 등,
농촌에서 의료협동조합이 결성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 사회적경제의 활성
화로 농촌 의료 여건 개선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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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이 마을 내에 있다는 응답은 13%였으며, 5km 내에 있다
는 응답은 51%로 의료기관에 비해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동 지역은 마을 안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있는 비중이 3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읍 지역은 15%, 면 지역은 7%로 마을의 행정구역상 위치에 따라
접근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가장 가까운 영유아보육시설까지의 거리
단위: %
마을 안

5km 이내
12.6

5~10km
50.6

10km 이상
27.9

계
8.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
는 장소에 대한 설문에 42%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
다. 도시는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에 비해 농촌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성인 대상 교육의 상당 비
중이 영농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의 다양성 면에서도 문화·외국
어·정보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도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일부 마을에서 풍물 등의 문화 활동을 마을 차원에서 실시하는 지
역도 있으나 그 비중은 6%로 높지 않다.
<표 5-14> 성인 대상 교육 장소
단위: %
면(읍)
사무소

마을
5.5

군청
31.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농업기술센터
14.5

42.2

기타

계
6.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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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 부족
(33%), 교육 다양성 부족(37%)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파악된 내용에 의하면, 강의별 수강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양
한 교육을 개설하기 힘들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 주민의 교육 참여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5>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단위: %
교육
장소가 멀다
11.7

교육과정의
홍보나 정보 부족
32.6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않음
37.1

교육
내용이 충실
하지 않음
14.4

기타

계

4.2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2.4.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
손쉬운 생활필수품 구입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매점이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에 있다면 기
초적인 생활필수품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냉동·냉장·신선식품 등은 구입하기 어렵다. 실제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동락점빵은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호응도 큰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소매점이 마을 안에 있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비중은 20%에 불과해 도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마을 안에는
없지만 5km 이내에 있다는 응답이 53%였으며, 1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응답은 6%이다. 생필품 공급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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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가장 가까운 소매점까지의 거리
단위: %
마을 안

5km 이내
19.6

5~10km
53.2

10km 이상
20.8

계
6.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동락점빵의 생필품 공급>
동락점빵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8년 전남 영광군 묘량
면에 여민동락(與民同樂) 공동체가 설립된다. 여민동락 공동체는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재가요양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농
촌에서도 재가요양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도시나 군 소재지에서 먼 지
역은 요양복지사가 방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인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령의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인 재가요양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민동락 공동체의 일꾼과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다. 동락점빵은 차량이 없거나 이동이 불편하여 읍면 소재지
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 1회 생활필수품을 배송
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묘량면은 8개의 법정리가 있는 약 2천 명의 주민이 거
주하는 지역이다. 묘량면 소재지는 그렇지 않지만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의 경우에는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서 대중교통으로 생필
품을 구입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1톤 탑차를 활용해 주 1회, 이 같
은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차량이 없는 주민,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마을에 소매점이 없다면 대중교
통을 이용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동도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반나절은 걸리는 일이다.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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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지 않는 대다수의 농촌 마을에는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인 소매점이 영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촌에서는 생필품의 구매를 위해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에서 농업이 핵심적인 산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농산물의 판매
나 농자재의 공동구매 등에서는 농협 등 다수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협
동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도 작목반, 공선출하회,
들녘경영체 등을 통한 협력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농업의 생산
의 기계화가 비중이 커지면서 농업에서 농기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작업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가 고장 나 농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농업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농기계 수리가 농촌지역에
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해 보았다. 농기계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당일 또는 익일 수리되는 비중은 43%였다. 농기계 수리에 2일 이상이 소
요된다면 하루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3일 소요된다는 응답은
37%로 조사되었으며, 4일 이상 소요되는 비중은 20%에 달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대리점이 멀리 위치해 있
거나 수리점이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아 농번기에 농기계를 수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와
같이 여전히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영역은 농협과 같은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이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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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농기계 수리 소요기간
단위: %
당일 수리

다음날
수리

21.7

2~3일
21.1

4~5일
36.6

5일 이상
10.6

계
9.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농촌에서 초고속 인터넷이나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
반은 비교적 잘 갖추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약 10%의 지역에서는
이용이 원활하지 않지만, 90%의 지역에서는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문형 비디오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
이함에도 문화 부문의 개선 요구가 22%에 달하는 것은 연극·음악회 등의
문화 공연에 있어 농촌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화적 요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8> IPTV, 케이블TV 이용
단위: %
그렇다

아니다
89.9

잘 모르겠다
8.5

계
1.5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2.5. 사회적경제 추진 주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경우, 도움이나 자문
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시·군청이 설립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37%였으며, 민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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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위: %
시군청 설립·
지원기관

없음
55.1

민간 설립
시군 지원 기관

36.6

민간 운영
기관

1.8

기타

0.9

계
5.5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마을의 여건 개선을 위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에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50%에 달하였다. 중
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10%였으며, 주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주
민이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39%였다. 중
앙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60%를 넘고 있어, 민간
의 주도성이 강조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0> 마을 여건 개선 주체
단위: %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먼저
나서고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

10.3

50.2

19.0

19.8

기타

계

0.8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2018. 8. 22.).

3. 시사점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농촌의 인구밀도가 낮아 도시
에 비해 시민사회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시민사회 활동의 영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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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참여
가 활발하나 지역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농
촌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여건과 농촌 주민의 인식, 양 측면에서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
해 사회서비스 여건이 열악하고, 시장 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수요로 작용할 수 있으
며,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에 대한 필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활
동 여하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도 하다.
다만,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하고, 주민들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
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체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정
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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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사례

1.1. 전북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에서 인구가 감소하

기 시작하였는데 전북의 진안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68개 마을이 물이 잠기고 약 1만 3천여 명이 이주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해 진안군의 각 마을을
특성 있게 발전시켜 주민 유출을 막고 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을 만
들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김현호 2013; 이기태·하현상 2016). 당
시 지역 내에는 마을만들기를 주도할만한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진안
군은 외부의 전문가를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마을만들기를 주관
하는 행정 내 조직으로 마을기획팀을 결성하였다. 2003년부터 ‘으뜸마을가
꾸기’라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마을의 활동가를 발굴하는 작업과 외부에
서 활동가를 영입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외부 활동가들
이 활발하게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였다(이기태·하현상 2016).
사업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일용잡급직으로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이 안정되면서 전담
계약직으로 그 지위를 변경하는 등, 외부 전문인력의 영입 과정도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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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군청의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시작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3년

부터 읍면지역 개발계획인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이때부터 마을 단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군 주도로 시작된 사업에
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마을 단위의 민간사업 주체가 결
성되고 이를 군 단위에서 아우르면서 진안군 전반에서 마을 축제 등의 사
업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2004년에는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서 지
자체 분야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마을별·권역별로 마을
리더 대상 교육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마을사업에 대한 군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사업담당 인력 3명을 충원하였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특징은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이라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마을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만
들기 사업의 주체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나 마
을마다 실정이 달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었다.
농촌의 부족한 활동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활용하였다. 진안군에서 처음 시행한 마을간사제도는 2006년부터 시
행되었는데,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귀농·귀촌인을 마을간사로 임명하여 이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마을은 자연부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보다 넓은
단위인 읍면을 범위로 하고 있으며 진안군의 마을간사는 18명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 교육과 컨설팅 등을 주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진안의 실정
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내에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진안군
내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달라는 요구도 있
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2010년 진안군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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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군청의 사업 위탁, 주민 교육과 컨설
팅,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킹, 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띤다. 지원센터 건물 내에는 마을만
들기지구협의회, 마을축제조직위원회, 귀농귀촌인협의회, 진안지역자활센
터, 평생학습센터, 사회적기업 마이크린, 협동조합 줌 등이 입주해있다. 지
원센터의 시설 자체가 진안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 활용되
고 있는 것이다.
<그림 6-1>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자료: 도시재생사업단(2011: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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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초기 마을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주민 역량
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마을 발전체계를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사
업이 발전하면서 진안군 전반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을 형성하였
다. 관련된 축제나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 영역 외에도 귀농·귀촌, 사회적
기업, 방과 후 공부방 등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직간
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행정이 선도하여 전문가를 영입하고 마
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확
대됨에 따라 관련 지원조직을 확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나 행정의
지원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상향식 사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던 본래
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방침이 일관되
지 못하고, 사업을 주도하던 전문가나 활동가가 지역을 떠나면서 사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
회적경제 역량이 지역사회의 타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1.2. 전북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완주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전주와 가까운 봉동읍, 삼례읍, 이서면
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지역이다. 대형유통
업체가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면서 산지 유통 기반이 약해지고,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고령화에 따른 지역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를 타개하고자 완주군은 2008년 ‘약속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계획의 요지
는 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회생, 활력증진, 복지혁신 등 5개 정책 분야에
2009년부터 5년간 매년 100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완주군을 획

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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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0년 폐교를 개조하여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였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마을회사육성센터, 공감문화센터, 로컬
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등이 함께 출범하였다. 완주군의 로컬푸드는 약속
프로젝트의 유통혁신 부문의 핵심과제였으며, 2009년 로컬푸드 활성화 계
획을 수립한 이후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사업 공간을 확보하면서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2015년 공동체지원센터로, 로컬
푸드센터는 2014년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으나 처음부터 밀접하
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들 부문별 센터 조직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
영하다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군청 내 각 부서
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가
진 인력이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0년 로컬푸드 육성 조례, 2011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 조례,
2012년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조례, 2013년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로컬푸드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완주 로컬
푸드협동조합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육성하여 독립시킨 조직에 해당한다. 로
컬푸드와 연관하여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두레 농장, 농가 가공
을 위해 운영되는 2개의 거점가공센터,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110여 개의
영농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와 연계
하여 카페 3개소, 레스토랑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완주군은 축적된 사회적경제 역량을 기반으로 완주 소셜 굿즈(Wanju
Social Goods) 2025 플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로컬푸드 등 완주의 사회

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면서 귀농·귀촌이 확대되고 있고 완주군 인
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인구 15만 명의 자족도시로 발전하겠
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로컬푸드의 성공 과정에서 체득한 중소농 육성
이라는 지역적 필요와 건강한 먹거리라는 사회적 요구, 이를 실현하는 수
단으로서 민관협력의 경험을 돌봄, 에너지, 주거,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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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완주군의
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 소셜굿즈는 완
주군의 사회적경제에서 제공하는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
으로 이를 활성화시켜 지역자립 순환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수단이다.
완주군은 5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경제조직 500개, 일자리 5천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6-2> 완주 소셜굿즈 2025 운영체계

민관
거버넌스
행정지원
네트워크
인력양성
네트워크
사업

완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사회경제
조직육성

소셜굿즈
행정 TFT

사회적경제
전문가닥터
운영
소셜굿즈
육성지원

자료: 나영삼(2018).

이를 위해 완주군에 사회혁신정책관이라는 직제를 신규 확보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완주군의 각 부서에 산재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응하는 것
이 핵심 과업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연대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완주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출자하여 2017년 12월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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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는 완주군이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돌봄, 에너지, 주거, 보건의료,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1.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북지역 40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
의는 지역과 공동체의 가치 아래 생산-교환-분배-소비의 지역순환경제 구
축에 동의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적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
고 있다. 2018년 총회에서 명칭을 변경하기 전에는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였으며 그 창립 시기는 2014년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직후인 2012
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1년간 15차례에 걸쳐 개최된 협동조합 정책 연구
회에 참여했던 지역활동가들은 협동조합이 지역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여 70여 명이 전북협동조합 연대회의 설립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북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전라북도 협동조합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연구 활동을 중
심으로 지역연대를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협동조합 관련 교육사업에 주력하였는데, 협동조합 활동가

전문교육,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협동사회경제 교육, 협동조합 스쿨, 협
동조합 현장활동가 교육 등이 추진되었다. 2014년 1월 전북협동사회연대
회의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그해 3월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전
북협동사회연대회의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창립 당시 전북 광역 및 지
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생협, 전북의제21, 전
주YMCA 등 전북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였다.
창립 이후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협동조합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인문학 강좌, 사회적경제 정책 워크숍, 칼 폴라니(Karl P.
Polanyi)와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한일교류 세미나 등 해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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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와 관련된 교육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개최된 전
북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지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지역화폐
체험, 사회적경제조직 직거래 장터, 사회적경제 관련 전시관 운영 등을 하
고 있다.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 장터 ‘쨈매’를 운영하였는데, 사회적경제
한마당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홍보하고 생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이
다. 이곳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먹거리장터와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건강 체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16
2018년 전북사회적경제연대가 결성된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다각적인 네트워크와 연대활동의 경험이 자리
하고 있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조직인
자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물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협, 의료사
회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 등의 마을 조직 40여 개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
회의는 지역 사회적경제 대표조직으로서 조사 및 연구, 정책 개발, 기타 공
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6-1>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참여단체
단체명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자활기업협회,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 전북마을기업협회,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농업
연구원, 전북노동복지센터,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 전주YMCA, 전북사회적경제활성화
네트워크,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파티마신협, 전주한울생협, 한살림전북생협(전주, 정읍, 군산), 전북권역아이
쿱생협협의회(전주, 남원, 익산, 군산, 부안),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주시니어클
럽, 전주 송천동마을공동체, 전주 전통예술원 모악, 전주 아름다운 동행(사회적기업),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익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익산시 협동조합협의회, 새로운 지역경제 익산포럼(협동조합),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군산시 사회적경
제협의회(준비위),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진안 마을엔사람
자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2018). 2018 정기총회 자료집.

연대회의의 창립총회 자료집에서 밝히고 있는 연대회의의 주요 활동 목
표는 다음과 같다.
16

전북일보 인터넷 기사(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16968: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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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만드

는 데 필요한 공동의 구상을 만든다. 둘째, 전라북도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는 사회적경제의 공감대와 실천 환경을 만든다. 셋째, 누구나 공
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지역 단위 교육 및 토론회를 통
해 사회적경제의 기틀을 만든다. 넷째, 생활 속의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작
동될 수 있도록 올바른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 단위 정책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다섯째,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과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연대와 지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만든다.”
이 같은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은 농촌 부
문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라북도는 (사)지역활력센터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사업과 전북6차산업지원센터사업을 통합하여 추
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관
광지원센터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6차산업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6차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
는데 이 두 기관을 (사)지역활력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민간기관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활용
하여 농촌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기초 단위와의 연대, 지원 등의 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컨설팅, 역량강화, 온·오프 판매 거점, 판촉행사 등을 통해 마
을 단위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 관련 사업 취업희
망자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마을사무장(권역사업, 체험휴양마을, 정보
화마을 등), 기초 중간조직(시군 지원센터, 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마을사
업전문가), 농업경영체(마을 체험·가공 경영체, 6차산업 경영체) 등에서 필
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에 마련된 공동시
설을 귀농·귀촌자가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농촌 공동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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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2.1. 지역부흥협력대
지역부흥협력대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
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서 선발된 협력대원을 농촌지역에 일정 기
간(1~3년) 정주시켜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지역협력활동)을 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부흥협력대는 농림수산업에서부터 지역활성화사업
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도시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주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연간 최
대 400만 엔(활동비 200만 엔, 생활비 200만 엔)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유학열 2017). 2014년부터는 활동 기간 종료 후 1년간 창업에 필요한 경

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때 중앙정부가 최대 10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한승희·김재호·남상빈 2017).
지역부흥협력대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89명에 불과하였으나 연차가 지나면서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에는 약 1,500명에 이르렀고, 2017년에는 3,9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한승희·김재호·남상빈 2017: 82).
<표 6-2> 지역부흥협력대원 수 추이
단위: 명
2009년

2010년
89

2011년
257

2012년
413

2013년
617

2014년
978

1,511

자료: 이기배(2016: 3).

일본 총무성이 지역부흥협력대원 2,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여성 대원이 37%, 남성 대원이 63%로 나타났으며 20∼3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승희·김재호·남상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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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지역부흥협력대원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

주: 한승희·김재호·남상빈(2017: 79)의 연구 재인용.
자료: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지역자립응원과(2017). 2017년도 지역부흥협력의 정주상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지역부흥협력대원 활동기간을 마친 후 지역에 정착한 대원 중 47%가 취
업을 하고 29%가 창업하였으며, 14%가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승희·김
재호·남상빈 2017). 도시에서 이주하여 3년 남짓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부흥협력대는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청년의 농촌 정
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되
지역사회에서 실수요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며, 정부의 지원이 중단
된 이후에도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취업·창업·귀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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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정주자의 임기 완료 후의 진로

주: 한승희·김재호·남상빈(2017: 79)의 연구 재인용.
자료: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지역자립응원과(2017). 2017년도 지역부흥협력의 정주상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

2.2. 집락영농과 마을사업의 연계17
일본의 집락영농은 1960년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서일본의
중산간지에 위치한 주고쿠 지방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과 농업의 전업종
사자가 부족한 겸업농가지대인 긴키 지방의 사가현, 호쿠리쿠 지방의 도야
마현에서 농지의 황폐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대응책으로
서 고안되어 현 단위의 대책으로서 추진되었다. 중산간·겸업지대에서 고령
화·겸업화로 인하여 영세한 가족농업경영이 급속히 쇠퇴함에 따라 지역농
업만이 아닌 농촌사회의 유지·존속에 위기감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가족경영을 보완하기 위해 집락영농의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이
다. 1998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중앙정책차원에서 개별영농의 보
완조직으로서 위치설정이 되며,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2007년의 경영

17

박문호(KREI 시니어)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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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대책에서 농업구조정책적 차원에서 조직경영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
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되면서 전국적인 설립 붐이 일어나
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집락영농의 전개 구조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주고쿠 지역에서는 경영의 복합화·다각화에서 나아가 농
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행사의 주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재생사업
이 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조건불
리지역으로 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의 소멸화, 영농을 담당할 기간농
가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영세농가의 경제적 자립조건의 확보와 지
역유지 수단, 이를 위한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중산간지역은 일본의 농지 전체의 4할을 점하고 있는데, 특히 주고쿠 지
역은 2010년 농림업 센서스에 의하면, 경지면적의 70% 정도(전국 1위)가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경작하지 않는 농지면적이 17%를 상
회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집락영농의 조직 특성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집락영농조직으로의 농지집적면적 17ha(도부현 평균 30ha), 조직
의 구성농가 수는 28호(도부현 평균 37호)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반적으로 집락에 거주하는 정년
퇴임자에 대한 사업참여 설득, 임원 교대의 정례화, 젊은 층에 대한 계몽활
동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다각적인 대안을 모
색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 외부에서 신규취농자를 모집하여 고용하는 것이
다. 집락영농의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규취농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
기 위해서는 집락영농과 별도의 개별영농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신규취농
자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이 원예용 하우스를 도입하여 신규취농자
에 대여하는 등 개별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취농자를 상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근고용자의 연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
업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촌한 지역출신자를 정기적으로 초청
하여 조직 및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말통작’, ‘2지역거주’라
고 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출신자가 주 거주지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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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지역의 농업경영,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농번기에
정기적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도 하는 등
생산·생활 양면에서 정기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복수의 집락영농 간의 협력·제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완전히 조직을 합병하는
것만이 아니고, 특정 부문이나 사업에 대하여 유휴 기계나 노동력을 공동
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직 자체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주체
로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지역범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업 수익성이 낮은 데 대하여는 조직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예
부문, 농산가공 부문 참여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특히 상근종사자
를 고용하는 사례에서는 사업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원예를
포함한 다품목생산, 판매사업(농가레스토랑, 직판소), 여기에 덧붙여 지방
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사업(사회공헌형사업)도 추진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쓰러진 나무 처리, 동절기 제설작업, 공원관리 등은 행
정기관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집락영농의 다양한 사업 전개는 사업의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연중 고용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조직 운영의 재무
상의 개선, 특히,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후생을 유지시키는 기능까지도 수
행하고 있다.

3. 유럽

3.1. 이탈리아 트렌티노 사회적경제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이며, 위도는 한국과 비슷하고(북위 36~47도), 지
중해성 기후로 온난하다. 면적은 30만 ㎢(한국의 3배), 47.1%가 농지로 이
용되고 있으며 인구는 6천2백만 명, 호당 경지면적은 6.2ha이다. EU 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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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업생산국이다. 행정구역은 20개 주(regione), 110개 도(provincia), 코무네
(comùne)로 구성된다. 이 중 5개 주는 자치주인데, 트렌티노알토아디제는

자치주에 속한다. 19세기 중후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소비자·생산·신용협
동조합 운동이 소개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었다.
이탈리아가 경험한 르네상스 시대 도시경제의 협업 경험이 이탈리아의 협
동조합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다. 19세기 말경 대중운동으로 협동조
합운동이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으며, 1930년대 파시즘 시기에는 협
동조합 폐쇄에 대항하여 무력시위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부는 가톨릭의 영향으로 소규모 농촌 협동조합이 발전하였으며, 북부는
소비자협동조합, 건설·주택협동조합 등 대규모 조합이 많다.
트렌티노는 이탈리아 최북단, 알프스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어, 라틴어, 독일어 3개 언어를 사용한다. 인구는 약 50만 명, 면
적은 전국의 2%(6천 ㎢)이며, 해발 1천 m 이상의 토지가 70%를 차지하고,
삼림의 비중이 75%이다. 주도는 트렌토시이고, 1인당 GDP 3만 700유로로
이탈리아, 유럽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간 및 농업 지역임에도 에밀
리아로마냐주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소득 수준이다(김종걸·전영수
2012). 인구 53만 명 중 27만 명이 1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101개의 농업협동조합, 8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7개 신용협동조합 등
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나영삼 2018).

각급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트렌티노 협
동조합연맹(Cooperazione Trentina)에는 농업인 협동조합, 농산물 가공협동
조합, 목축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급식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장애인
돌봄협동조합, 농업학교 San Michele, 연구기관 EURICSE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부문별 협동조합이 지역 단위에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연맹은 개별 협동조합 등록·운영
감사 대행에서부터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활동을 담당하
고 있다. 지역연맹이 협동조합 간 이견을 조율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금
융협동조합에서는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농업관련 협동조합에서는 청
년 창업을 위해 대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지역연맹 차원에서 이견을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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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역할을 한다. 지역연맹이 지속적으로 금융협동조합의 전략적 대출을
촉구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대출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
CAVIT, Mezzacorona 등 2개의 와인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CAVIT

은 와인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생산한 와인을 공동 브랜드로 판매하는 마케
팅 협동조합이고, Mezzacorona는 와인의 생산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협동
조합이다. 이렇게 동일한 와인산업 분야에도 농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Melinda는 약 4,500개 소규모 사과농장
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농가는 생산만 담당하고 협동조합에서 공동브
랜드 마케팅을 수행한다. 농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노인들의 은퇴 후 요
양시설 입소연기를 위해 노인대상 도시락 배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여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한다.
소비자협동조합은 마을매장을 지역소비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위
축을 방지하고 있다. 100가구 정도의 전형적 농촌마을에도 마을매장을 운
영하고 있으며, 217개 코무네 중 193개 코무네에는 소비자협동조합 매장
만 존재한다. 총 37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당 주민은 1,319명으
로 매우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매유통협동조합인
SAIT는 생활물품 전반에 대한 총괄적 총판과 대리점 기능을 수행하여 마

을매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매물류 협동조합인 SAIT는 1899
년에 설립되었으며, 트렌티노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SAIT는 마을매장의 규모와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로 생활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원격지의 규모가 작은 매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SAIT의 조합원은
121천 명이고 397개의 협동조합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380개의

개인 직판장에도 상품을 공급한다. 트렌티노 지역에서 85개 협동조합과 연
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외 33개 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1993년에는 이탈리아 최대 소매 협동조합인 Coop Italia와 합의를 통해
상품의 조달과 경험 공유 등을 하고 있다.
연구기관 EURICSE(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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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s)는 2009년 트렌티노협동조합연맹, 유럽협동조합연합, 지

역 농민기금, 트렌티노 지방정부 등이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국가별로
수행하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외에도 협
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an Michele
는 1814년에 설립된 농업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이다. 농업전문학교로 14~
15세 청소년부터 대학, 석사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직업 교

육도 수행하고 있다. 이 학교 졸업생의 다수는 트렌티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한다. 연구소도 함께 운영하면서 지속가능 농업, 식품가
공, 와인 품질 향상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트렌티노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접경지역으로 스위스 협동조합 운동이 전
파되었던 영향도 있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협동을 통해서 시장을 개
척해야 하는 여건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교육받은 자가 다시 협동조
합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트렌티노 지역에서 사회적경
제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
다. 초등학교 때부터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이념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과
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수준에 맞는 이념 교육과 협동조
합을 통한 이견 조정, 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트렌티노는 오랜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그를 통해 구축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전반에 차별화된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가르치고, 그렇게 사회에 배출된 이들이 다시 협동조합의
주역으로 성장한다. 지역연맹이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을 조정하고 개별 협
동조합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SAIT의 사례처럼 도매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있
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필요를 스스로 해결
하는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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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럽의 중간지원조직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연합회이다. 즉 개별 협
동조합이 참여하여 구성한 협동조합연합회가 개별 협동조합 또는 신설 협
동조합에 대해 지원을 하는 형태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개별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합회를 만들고, 연합회로 하여금 개별 조직
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굳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 없이
상호 연대가 필요한 모든 조직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을 설립·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Legacoop, Confcooperative,
AGCI 등은 전형적인 협동조합연합체이고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

능을 수행한다. Confcooperative는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2만여 개의 단
위협동조합, 22개 지역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Legacoop는 1886년 설립
되었으며 1만 5,000여 개 협동조합, 96개 지역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1961년 설립된 AGCI는 700여 개 협동조합, 19개 지역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동조합연합체들은 그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지원의 역할은 현장에 인접한 지역연합체를 통해 수행된다.
컨설팅 조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도 있는데 영국의 CDA(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가 대표적이다. CDA는 197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협

동조합을 지원하는 지역활동가들이 공공 부문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
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각 지
역에서 활동하던 CDA는 위축되었으나 1990년 후반부터 지역개발 정책이
활성화되고 지역개발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분야에
서 CDA의 전문성이 인정받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CDA는 대부분
회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지원을 받거나 유료로 사회적경
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연합회 형태건 컨설팅기업 형태건 중간지원조직이 특정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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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 형태에서 실제 현장 활동은 지역연합회에서 담
당하고 있으며, 영국의 CDA는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유럽 중간지원조직의 특징은 종합적인 영역에 대해 지역에 밀착하여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4. 시사점

전북 진안군은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중심
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두 지역 모두
행정이 선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주민들
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만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최근 다소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은 완주군 소
셜굿즈 2025와 같이 완주군 사회적경제 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
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행정의 역할, 전문가와 활동가의 영입과 육성, 지
역의 다양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주
군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지역 내에서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존재하고, 해당 조직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탈
리아의 트렌티노 사례에서도 도매물류 협동조합인 SAIT가 개별 마을의 생
협 매장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튼튼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진안군과 완주군의 경험이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결성과 활동에 일
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 6차산업과 농어촌 마을지원사업
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군 단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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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도입된 바람직한 형태라고 판단
된다. 각각의 사업이나 예산을 통합할 수는 없으나 단일 시민사회 조직이
농촌 6차산업과 농촌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
고, 전북도는 이와 같은 운영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정책이나 사업의 통합
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역 단위 중간지
원조직이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
력을 알선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는 도시의 청년들에게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제공
하면 그들이 장기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농촌에
부족한 청년인력을 공급하는 유력한 방식이라 생각된다. 농촌의 사회적경제
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넓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구가 거주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판단
된다. 도시의 청년 인력이 마을 자치조직과 연계하면 영농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도시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고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오랜 협동조합 운동의 경험이 축적된 유럽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강력한 사
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지역 단위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중간지원조직 역
시 그 형태와 관계없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시
사점으로 볼 수 있다. 농촌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 부서별, 사업별로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전북도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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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및 시사점

사회적경제는 정부 영역에도, 시장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영역
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영역으로,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활
동의 영역이다. 정부나 시장을 통해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필요를
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
이나 체계를 사회적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필요의 측
면에서 정의하면 대자본의 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시장 결핍 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
책을 전개하였다. 전국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
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전개하였다. 행정자치부의 마을
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 사회적기업과 유사
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
었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변화를 일으
킨 요인 중의 하나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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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탄생한 농협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사업과 조직의 확대를 추

진하였다.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농산물의 판매와 같은 농업 부문의 경제 활
동은 대부분 농협으로 통합되었다. 일선농협의 특성에 따라 상호부조와 연
대의 수준이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농협은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중
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 단위 농촌개발사업도 농촌 사회적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농촌 주민이 기획·참여하고 정부와 지자체
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농촌마을개발사업은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활
동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농촌
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업들이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
만 농촌지역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 안성의 의료생협, 전북 진
안의 마을만들기, 충남 홍동의 마을공동체,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 등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도 존재한다.
농촌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특징을 요약하면,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시
설·금융 등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은 농자재 공동구매, 공동
판매, 상호 금융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
공이나 시장 결핍 해소와 같은 사회적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는 농협의 수는 많지 않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적기업, 마을기
업, 농촌공동체회사, 농촌마을개발사업 등이 최근 농촌 사회적경제와 연계
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이들 사업은
대부분 농협과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른
정부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상호 협력이 원활하지 못
한 한계도 있다. 면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이나 부문으로 원활하게 확산되지 못하
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풍부한 예산과 인적 자원을 활
용하여 정부 주도로 조성된 사회적경제 기반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성
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성
화되고 있지 못하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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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지원·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등 정부의 각 부처가 사회적경제 활성
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도 농촌 사회
적경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
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용성장의 한 축으로 설정하였으
며, 그와 같은 정책 기조를 담아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
였다. 그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정비, 지원체계 정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1,100여 개의 지역 및 품목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900여 개 사회적기업 중 농촌에는 643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967개의 마을기업이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고, 4천여 개의 협동조합,
200여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다. 농협·마을기업·사

회적기업 등은 소득 창출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크고, 사회
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농촌 사회적경
제조직의 다수는 협동을 통한 소득 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조직 유형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6개 지역본부와 158개 시군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자
활센터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터,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에 92개소가 있다.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중앙 단위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
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다. 이 중간지원조직들은 법령, 정책사업
등의 근거가 상이하며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성
숙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회참여 활동
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농촌 거주자의 사회단체 참여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이 도시민보다 다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농촌 주민
의 사회참여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에도 농촌지역의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인식되는 것은 개개인의 사회참여가 부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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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아 지역사회 측면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다양성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27%를 차지하였
으며 63%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교육, 일
자리, 의료, 생필품 구입,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농촌 주민의 필
요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마땅히 도움을 얻을 만한 기관이 없었고, 61%의 농촌주민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농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농촌지
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곳은 곳곳에 있었지만, 그 해결
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마땅하지 않고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해결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부의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사회
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전문가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
치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 단위에
서 네트워킹하여 해당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바 있다. 다만 행정의 주도
력이 강한 경우에는 여건이 변화하면서 활력이 저하된 경우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구축된 경우에는 여건 변화에
도 불구하고 관련 성과가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광역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이 결성되고 정부의 상이한 사업을 동일한 조직에서 위탁관
리하면서 정책 간의 연계를 높이는 사례도 있었다.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광역 단위 부문별 조직과 시군 단위 조직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시의 청년을 농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지역부흥협
력대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부문의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
제 영역이 활성화된 유럽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으
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현장 지원은 지역에 밀착한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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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
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 주민이 도시민보다 개개인은 사회참여 활동
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그 밀도가 낮아 지역사회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
지 못한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개별 정책이 농촌 사회
적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성과
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개별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경제
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민간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
한 영역의 경제 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 사업 목적, 대상, 내용 등이 구체
화된 개별 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농업·농촌 전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 부문이므로 민간 부문의 인식과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
역사회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촌지역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발전 과제를 도출·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은 당면과제로 사회적경제
3법 정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성, 사회혁신 금

융 체계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정부 대책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은 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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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당면과제가 존재한다. 농촌지역은 고령
화·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를 추
진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해당 인력은 지역 내에
서 양성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으나 다수의 농촌에서는
외부 공급 없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상호 연대를 강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보
면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
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
지원조직이 개별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서로 다른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 지역 단
위의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결성을 지원하고, 개별 중간지원조직
을 통합하거나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3.1. 정부 정책
3.1.1. 농식품 정책 전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향
농식품부의 개별 정책 및 사업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 및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농
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
다. 농촌 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농촌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농
업 부문의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포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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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연관된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나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인
력지원사업의 대상에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 즉, 경영컨설팅지원사업 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중간지원조
직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시킬 수 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도 그 대상을
영농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농
촌융복합지원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신활력플러스 관련 농촌지원사업
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고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
업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에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개발
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별 정
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1.2.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2018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농촌복지여성

과의 사회적경제 추진팀이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1개의 팀에서 관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제상 사회적경제 추진팀이 타 실·국의 사업에 관여할 수도 없다.
또한,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의 타 부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
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서 내 농
촌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사업을 망라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사업들
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과 내용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정책
과의 연계 범부처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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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개별 부처의 정책들 간의 연
계 및 활용 방안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단 운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주민의 사회참여 빈도가 도시민에 비해 낮
지 않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회참여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농촌 주민의 사회참여 수준이 낮아 농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단기적인 교육 등으로는 현재 농촌 주민
들의 사회참여 수준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이
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것은 농촌 주민들의 문제보다는 넓은 지역에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동의 밀도가 낮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밀도가 낮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
지 못한 농촌지역에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부흥협력대도 이
와 유사한 정책이다. 도시지역의 청년들이 농촌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활
동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는 사회적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나아가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와 같이 청년들이 활동
이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면 사회의 균형발전과 농촌 지역경제의 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마을 사무장, 귀농·귀촌 정보센터 등 기존의 개별 정책
차원의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인력 공급하는 정책은 존재한다. 하지만 개
별정책 차원의 인력 공급은 인력의 활동 범위를 특정 분야에 국한시키고
인력이나 조직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활동 영역을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하지 않은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력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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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거나 도시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우선순위 또는 당면과제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이 마을만들기에 주력했다면, 완주군은 로컬
푸드에 주력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의료협동조합이 우선시될 수 있으며,
농촌형 교통 체계가 시급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을 활동영역을 제한
하지 않고 지역에서 시급한 사회적경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동인력을 파견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지원하고, 해당 인력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3.1.4. 중간지원조직 활동 매뉴얼 제작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모두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험
도 충분하지 못하여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운
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중간지원조직 활동 매뉴얼의 제작·배포가 필요하다. 개별 사회적경
제조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미 수행하였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단위 통합 중간지
원조직의 매뉴얼 작성이다.
참여조직의 범위와 과정, 지자체와의 협력,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또
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관계 등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매뉴얼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상대적으로 앞선 경험을 한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으로 타 지
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농촌 시군 단위에서는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뉴얼의 제작이 더욱 필요하다. 강
원 원주, 전북 완주 등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
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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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자치단체
3.2.1. 광역 단위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농촌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서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
요하다. 시군 중에는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존재하는 도농통합시도 있으
나 대부분은 농촌 또는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 군 지역은 대부분 생산기반
은 풍부하나 소비기반이 취약하고, 중·대도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중·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하고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을 조정하고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단위가 광역 단위이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 단위의 중간지
원조직이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과 사회적경제
장터를 통해 지역 전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역 중간
지원조직은 비교적 인력 확보가 용이하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시군 조직에
인력을 알선하거나 파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가 비교적 활성
화된 시군에는 연대의 틀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을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시군 단위에서는
정보나 교류의 폭이 제한적이지만 광역 단위 연대 구조를 구축하면 정보나
각종 교류도 상대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관련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
성을 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 사례를 활용하면 제도나 정책을 통합하지
않고서도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하나의
민간 조직에게 서로 다른 위탁형 중간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각각의 농촌 6차산업 지원과 농어촌 마을
지원사업을 (사)지역활력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통합
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결성·
운영을 지원하되 통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
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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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현장 지원 활동은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
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인 춘
천에 위치한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대관령을 넘어 삼척의 사회적경제조직
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정보
교류나 지역 간 연대, 도농 교류 등의 형태로 상호 연대를 강화한다면, 시
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완주군에서 시도했던 완주공동체지원센터(설
립 당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공동체지원센터
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지원과 인큐베이팅을 담당
하는 기관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필요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업으
로 연결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에서는 공동체지원센터
방식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들은 행정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시군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
터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2.3.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광역 또는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전문가 유치를 위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안정적인 고용과 주거시설이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와 같이 3년 정도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어야
도시의 전문인력이 농촌으로 이주할 것이다. 또한,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의 이주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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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과 완주군은 사업 초기 외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영입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귀농·귀촌 인력을 활용한 진안군의 마을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사무장 제도와 연계하여 고용하였다. 완주군은 지역
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면서 군에서 인건비를 제공하고 민간조직에서 고용
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시군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전문인력의
고용은 기존의 정책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다. 앞서 제안한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단이 현실화된다면 이들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안
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도시의 청년이 농
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종사하는 경우,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양질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면 도시 청년이나 사회적경제 전문가의 농
촌 이주를 촉진할 수 있다. 이미 농촌지역에는 귀농인의 집, 도농교류지원
센터 등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존재한다. 이 같은 시
설을 도시에서 이주하는 인력에게 제공한다면 도시의 청년이나 사회적경
제 전문가들의 농촌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3.3. 여건 조성
3.3.1.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영역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규 교육과
정에서 협동조합의 이념과 운영을 교육하는 이탈리아 트렌티노 등에 비교
하여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정규 교육과
정에서 어려서부터 사회적경제와 협동, 연대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
요하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촌 거주자들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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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에서는 신성장동력 발굴, 경쟁력 제고 등이
경제 정책의 주요 방향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용어와 개
념이 모두 생소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
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공직자는 물론 농협 임
직원, 농민단체 활동가, 이장 등 각급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보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수의 농촌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무
엇보다 시급하다.

3.3.2. 농촌 사회적경제 범농업·농촌계 공동선언 추진
단기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농업·농촌의
폭넓은 기관과 인사가 참여하는 공동선언을 추진해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농촌 사회적경제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
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 부문 종사자나 농촌 주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농협, 농민단체, 농촌 마을 관련 단체 등 농업·농촌 부문의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활동을 강화시
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풍부한 사업기반과 조직
을 갖추고 있는 농협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향후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확대한다면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의 목표를 둔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성과가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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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개요
조사목적
- 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조사

조사대상
- 리포터 및 현지통신원 중 이메일 소지자 1,379명

조사기간
- 2018년 8월 10일∼8월 22일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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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
소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농촌 마을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
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
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 부탁드립니다.
2018년 0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061-820-2275, gouksy@krei.re.kr
임지은, 061-820-2133, jelim@krei.re.kr
이형용, 061-820-2338, lhy2813@krei.re.kr
문의: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 설문 조사가 마을의 전반적인 현황과 마을 주민의 전반적인 생각을 조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

) 도/시 (

)시/군

2. 다음 중 어떤 행정 단위에 살고 계십니까?
① 읍

② 면

③ 동

3. 마을에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몇 회 운행합니까?
① 노선버스가 없다.

② 노선버스가 있다: 왕복 (

) 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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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선버스와 별개로 시·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가 있습니까?
① 택시비 지원(100원 택시 등)

② 승합차 지원(필요할 때 전화로 요청)

③ 기타(

)

④ 없다.

5. 슈퍼마켓·편의점·하나로마트 같은 소매점이 마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① 마을 안에 있다.

② 5km 이내

③ 5∼10km

④ 10km 이상

6. 가장 가까운 이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용실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발관의 위치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① 마을 안

② 면 소재지

③ 읍 소재지

④ 시/군청 소재지

⑤ 시/군 안에 없다.

7. (최근 2년 내에 본인이나 이웃의 농기계가 고장나 수리한 경우) 수리를 의뢰하여 다시 사
용할 수 있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습니까?
① 당일 수리

② 다음날 수리

③ 2∼3일

④ 3∼5일

⑤ 5일 이상

8. 영유아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마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① 마을 안에 있다

② 5km 이내

③ 5∼10km

④ 10km 이상

9.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유학 포함)하는 비중이 자녀교육 시기별로 대략
어떠합니까? 합계가 100%가 되도록 응답 부탁드립니다.
(가구가 모두 이주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이주하는 비중을 고려)

중학교 이전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대학 진학 또는
취업

이주하지 않고
마을에 정착

합계
100%

10. 다음 중 어느 장소에서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복 답변)
① 마을에서
⑤ 기타 (

② 면(읍)사무소에서

③ 군청에서
)

④ 농업기술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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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데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 2순위(

1순위(

)

① 교육장소가 멀다.
②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
③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않아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다.
④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⑤ 기타 (

)

12. 거주지 인근 (면 또는 읍) 소재지에 있는 병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내과

치과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보건소

종합검진

응급실

요양병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아과

13. 인근 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주로 어느 도시의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갑니까?
그곳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

)시 (

)km

14. 노인 재가요양보호서비스(방문 요양)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불편함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서비스 받기 어렵다.

② 가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④ 잘 모르겠다.

15.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TV나 IPTV(인터넷TV)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16. 마을의 생활 여건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① 대중교통
⑥ 기타 (

)

② 교육

③ 의료·보건
)

④ 문화

⑤ 이웃 간 유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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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난 1년 동안 마을 주민자치회의(청년회, 부녀회 등을 모두 포함)는 얼마나 자주 열렸
습니까?
① 매월

② 분기별

③ 1년에 2번

⑤ 기타 (

④ 1년에 1번

)

18. 마을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도로, 마을회관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이장에게 이야기 한다.
② 직접 면(읍)이나 군(시)에 이야기 한다.
③ 주민모임(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이야기 한다.
④ 기타 (

)

19.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자문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지역
내에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시·군청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원 기관이 있다.
③ 민간이 설립하여 시·군의 지원을 받는 지원 기관이 있다.
④ 민간이 독립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지원 기관이 있다.
⑤ 기타 (

)

20. (19번 문항의 ①번 응답자 제외) 위와 같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
니까?
① 기관의 이름을 모르겠다.
② 기관명 (

), (

), (

)

21. 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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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④ 마을 주민이 먼저 나서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⑤ 기타 (

)

22.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혁신성장을 위한 국정 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②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있으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③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④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
⑤ 기타 (

)

23. 농촌의 발전은 도로·병원·학교 등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야 하는 분야
도 있지만 주민들이 앞장서고 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
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주민이 앞장서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귀
하가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일을 할 적임자는 누구라
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가공·관광 등 소득 창출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마을 전반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

개선 분야

개선 과제

개선 주체

(예시)

마을 공동 급식

농번기 점심 식사와 노인 대상 점심·저녁 식사
를 마을 회관에서 공동으로 조리

부녀회에서 조리를 담당
군청에서 인건비·부식비 지원

(예시)

마을 순회 점방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사
전에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하거나 생활필수품
을 판매

자활센터, 비영리 단체
군청에서 차량과 판매원 인건비 일부
지원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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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응답자의 거주 시군별 분포
단위: 개, %
시군
가평군
강릉시
강진군
거제시
거창군
경산시
경주시
계룡시
고령군
고성군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공주시
광양시
광주시
괴산군
구례군
구미시
군산시
군위군
금산군
김제시
김천시
김포시
나주시
남원군
남해군
논산시
단양군
당진시
대구시
대전시
무안군
무주군
문경시
밀양시
보령시
보성군
보은군
봉화군

빈도
1
3
7
4
4
3
5
1
1
3
3
3
1
3
2
3
1
1
1
2
1
2
2
3
4
1
1
4
3
5
5
1
1
1
2
1
3
3
4
3
4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분석.

비중
0.3
0.9
2.1
1.2
1.2
0.9
1.5
0.3
0.3
0.9
0.9
0.9
0.3
0.9
0.6
0.9
0.3
0.3
0.3
0.6
0.3
0.6
0.6
0.9
1.2
0.3
0.3
1.2
0.9
1.5
1.5
0.3
0.3
0.3
0.6
0.3
0.9
0.9
1.2
0.9
1.2

시군
부안군
부여군
사천시
산청군
삼척시
상주시
서귀포시
서산시
서천군
성주군
세종시
순창군
순천시
신안군
아산시
안동시
안성시
양구군
양산시
양양군
양평군
여수시
여주시
연천군
영덕군
영동군
영암군
영양군
영월군
영주시
영천시
예산군
예천군
옥천군
완도군
완주군
용인시
원주시
음성군
의령군
의성군

빈도
7
2
2
1
3
7
4
8
1
2
1
4
6
2
2
8
1
4
1
1
6
9
2
1
1
2
2
3
3
2
3
2
2
3
1
4
2
3
3
3
3

비중
2.1
0.6
0.6
0.3
0.9
2.1
1.2
2.4
0.3
0.6
0.3
1.2
1.8
0.6
0.6
2.4
0.3
1.2
0.3
0.3
1.8
2.7
0.6
0.3
0.3
0.6
0.6
0.9
0.9
0.6
0.9
0.6
0.6
0.9
0.3
1.2
0.6
0.9
0.9
0.9
0.9

시군
이천시
익산시
인제군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정읍시
제주시
제천시
진도군
진주시
진천군
창원시
천안시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청양군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칠곡군
태안군
통영시
파주시
평창군
평택시
포천시
포항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해남군
홍성군
홍천군
화성시
화천군
횡성군
합계

빈도
1
2
7
1
4
2
2
2
4
2
1
5
1
5
3
3
6
1
1
1
6
6
3
3
1
1
2
1
2
1
4
1
1
1
1
1
4
3
1
1
331

비중
0.3
0.6
2.1
0.3
1.2
0.6
0.6
0.6
1.2
0.6
0.3
1.5
0.3
1.5
0.9
0.9
1.8
0.3
0.3
0.3
1.8
1.8
0.9
0.9
0.3
0.3
0.6
0.3
0.6
0.3
1.2
0.3
0.3
0.3
0.3
0.3
1.2
0.9
0.3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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