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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최근몇년사이많은관심과기 를받아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기에 해외의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배우고, 벤치 마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의 유수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체,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이러한고민속에서이번‘사회적기업가해외연수사업’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 사업은 사회적기업가들이 주도적으로 해외연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그들이 소속된 사회적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연수팀들은 해외 연수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물꼬를 트

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 으며,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고도의 전

문기술을 전수받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다른 역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지라 아직 많은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분야지만, 이러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적기업가들의 열정과 능력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해외연수사업을 통해 유럽, 캐나다, 아시아 각국의 여러

사회적기업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열정적으로 배우고 토론하면서 한국 사회적기업의

위상을높이고돌아오신각연수단과연수팀원들에게감사의말 을전합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가들이 해외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접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SK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에 한 기업과 민간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SK와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의 지원은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원들이 생성될 것을 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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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사업은 SK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함께 실

업극복국민재단과 행복나눔재단의 협력을 통해 1년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

을해주신두재단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 해외연수 결과 자료집 발간을 통해 해외연수에 참여치 못한 수많은 사회적기업가

와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분들과 더불어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

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지구촌공생회,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송 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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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목적

1)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현황 파악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비해 아시아의 사회적기업에 한 정보나 연구자료가 미

흡한 상황에서 아시아 사회적기업 기획연수를 통해 아시아 3개국의 사회적기업 주요 사

업내용과 유형,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및 운 , 정부/정부/민간의 지원, 사회적 인식에

해 알아본다. 또한 각 국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본 한국 사회적기업에의 시사점 및 적용가

능성을살펴본다. 

2)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및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홍콩, 만, 중국의 선도적인 사회적기업을 운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및 각국의 연

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각의 당면한 문제와 개선방안들에 해 논의하고, 한국 사회적

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발전 모델을 구상한다. 그리고 각국의 사

회적기업가들간의교류증진을통해향후공동사업및연구수행을위한기반을다진다. 

[제 1 장]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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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아시아 사회적기업 기획연수팀

참가인원 10명

연수기간 2008년 7월 29일 ~ 8년 5월

연수지역 홍콩, 만, 중국

사 업 명 아시아 사회적기업 기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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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명단

3. 연수전후활동

1) 연수전 활동

소속 이름 직위 연수팀내역할

1 국민 학교 이광택 교수 중국: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2
꽃동네현도사회복지

학교
이태수 교수 만: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3 동국 학교 김형용 교수 만: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4 (주)이장 임경수 표 중국: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5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김인선 표 중국: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6 안성의료생협 김보라 사무국장 만: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7 한겨레신문 최원형 기자 아시아사회적기업연수기사화

8 SK telecom 신요한 매니저 홍콩: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9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은애 사무국장 홍콩: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10 실업극복국민재단 신희정 팀장 홍콩: 자료준비및기관방문결과보고

일 자 2008년7월25일 장 소 실업극복국민재단

활동목적

1. 기획연수목적및일정공유

2. 방문국의사회적기업및방문기관관련자료검토

3. 연수기간동안연수팀원의역할및과제논의

참 석 자

국민 학교 이광택 교수, 동국 학교 김형용 교수,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김인

선 표, 한겨레신문사 최원형 기자,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은애 사무국장, 실업

극복국민재단신희정팀장, SK telecom 신요한매니저

활동내용

(1) 일정및방문사회적기업

�연수준비사항및항공일정공유

�각방문국및방문기관의역사, 사업내용, 특이점등을숙지

(2) 역할분담

�방문할사회적기업관련자료번역

- MentalConnect Co. Ltd.: 신요한매니저

- Sunshine Social Welfare Foundation: 김형용교수

- China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김인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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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후 활동

일 자 2008년8월18일 장 소 실업극복국민재단

활동목적

1. 방문한아시아3개국의사회적기업현황및방문기관에 한종합토의

2. 기획연수평가

3. 기획연수팀의결과물공유방안및후속역할에 한논의

참 석 자

국민 학교 이광택 교수, 동국 학교 김형용 교수,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김인

선 표, 안성의료생협 김보라 사무국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 학교 이태수 교

수, (주)이장임경수 표, 실업극복국민재단이은애사무국장

활동내용

1. 아시아3개국의사회적기업및방문기관평가

(1) 중국

�중국의 사회적기업 발전 형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NGO가 생성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사회적기업 등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중이나 역

할이 크지 않음. 복지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임. 민간

역을인정해줄수밖에없는맥락으로발전하고있음

�북경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체 및 연구자 그룹을 만났으나, 실제 사회적기업 모

델은 방문하지 못함.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교육과 직업 훈련을 위한 사회

적기업 모델이 자활공동체, 생협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원체로부터

확인. 실제 사회적기업 지원, 자본형성, 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의 부문에서 미

국, 국등해외유학경험이있는인적풀이주도적으로활동하고있음

활동내용

�국가별과제담당

- 홍콩: 이은애사무국장, 신희정팀장, 신요한매니저

- 만: 이태수교수, 김형용교수, 김보라사무국장

- 중국: 이광택교수, 임경수 표, 김인선 표

(3) 질의응답

�통역및가이드관련문의

�각국가별사회적기업에 한설명및자료요청

�개인별여행준비사항등

활동평가

�기획연수 참여자들의 사회적기업 관심 역 및 연수 참여 목적에 한 이해를

하 으며, 세부일정에 해서도조정할수있는기회가되었음. 

�연수 전부터 연수 후의 일정에 한 각 팀원의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3개의

팀을구성하여팀별활동도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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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2) 만

�기존의 자활사업이나 사회복지가 사회적일자리의 형태로 이동하 으며, 이것

이다시사회적기업으로전환되는상황으로보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발전의 초기 단계로 장애인 재활훈련 등과 같이 직업훈

련을 겸한 경과적 일자리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징적으로는, 민간

재단이활발하게사회적기업양성을위해노력하고있음. 

� 만의 사회적기업 실무자들은 부분 MBA 출신이며, 재단들은 역량 있는

이사진이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경 하고 있으며, 실

무중심의자원봉사자들이사업지원을하고있음. 

�Sunshine Foundation: 화상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위주로 진행되나, 수많

은 자원봉사자와 연예인 등을 이사진에 배치. 규모나 실력에서 우리나라와 차

이가있음. 이미성공한비 리조직임. 

�Sunshine Foundation에서 운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배울 점이 많았음. 홍

콩과 만은 국가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은 적극적이지 않음. 정부의 사회복

지 서비스를 민간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Sunshine

Foundation은 정부 의존성을 최소화한 사업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목

적과 사업적 수익을 고루 득하고 있음. 이러한 기반에는 만 국민과 시장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

는등우호적환경을마련해주고있음

�Sunshine Foundation: 제조업 중심인 장애인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주유소,

편의점 등 서비스 분야를 개발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 재단에서 운

하고 있는 주유소는 Barrier-free로 설계되고, 서비스와 수익면에서도 최

고의주유소로평가받고있음

(3) 홍콩

�홍콩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사회적기업에 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존재

하고, 서로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방문을 통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적기업으로 재해석되어

활발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해외 유학파, 일

반 금융권 재직자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전

파하는 social venture 모델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의다양성이 실험되고,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

록하는풍토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공감함

2. 기획연수평가

1) 의의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한 아시아 최초 탐방, 다양한 인적 구성원(학자, 사회적

기업 운 자, 기업, 언론, 지원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기업에 한 집

중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검토되고, 교류되었음. 본 연수를 통해 사

회적기업에 한 관심 증진은 물론, 기존 자활 사업 상의 사회적기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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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에 벗어나, 지역사회개발과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을 중시하는 social venture

에 한환기가이루어짐

�또한, 아시아 3개국 모두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육성법에 한 관심이 높아,

이에 한 자료와 정보 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이에, 한국과 아시아

국가간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10월에 한국에서 있을 아시아사회적기업

활동가 회(Asian Social Entrpreneur Summit)를 소개하고 아시아 사회적

기가간의교류와협력의중요성을공유하고참여하도록함

2) 개선점 : 전문용어와 토의가 이뤄지는 전문가 중심의 기획연수 음에도 불구

하고, 각 나라별 통역의 수준에 따란 논의의 깊이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

음. 또한, 최초로시도된아시아사회적기업연수인점에서, 사전정보확보와

섭외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섭외기관의 계속적인 변경과 지체로, 연수팀원

의사전준비기간이부족했음

3) 향후 제언 : 사전사후모임의 필수화. 사전모임을 통해 기관방문 시, 요점이

없거나 필요 없는 질문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후모임을 통해 정리 및 후속작

업을추진해야함. 

3. 기획연수팀의결과물공유방안및후속역할에 한논의

1) 11월중열린포럼을통해아시아사회적기업모델을소개하는장마련

2) 기획연수팀워크샵진행

�목표: 열린포럼발표를위한사전준비모임

�시간및장소: 10월중, 충남서천((주)이장의마을만들기사업진행중) 

활동평가

�아시아 3개국의 사회적기업과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해 객관적으로 비교분

석하고한국의사회적기업에의적용가능성및발전가능성을검토

�한국 내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 NGO, 기업, 학계의 관심과 활동을 알

려, 한국사회적기업의국제적위상을높임

�아시아 기획연수를 통해 발견하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좀더 발전시켜 열린

포럼에서 발표하며, 지속적인 사후모임을 통해 학계, 사회적기업 현장, 언론,

기업간의 의사소통의 장은 물론 사회적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할수있는모임으로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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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일정

일자 지역 방문기관 세부일정

7월30

일
홍콩

-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 Social Enterprise

Resource Center 

- 홍콩의사회적기업발전배경및현황

- ‘Social Enterprise Business Centre"

의 설립과정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기반

한사회적기업모델소개

7월31

일
홍콩

- MentalCare Connect

Co. Ltd. 

- Hongkong Social

Entrepreneurship

Forum 

- 기업소개및정신장애인을고용하고있

는Cheers Gallery Shop 라운딩

- HKSEF 위원장 Tse Ka Kui로부터 홍

콩의Social Venture 소개

8월1일

(오전)
만

Eden Social Welfare

Foundation 

- Eden사회복지법인에 한소개청취및

상시청

- 장애인직업훈련센터라운딩및현장질의

8월1일

(오후)
만

Sunshine Social Welfare

Foundation 

- 선샤인복지재단과 소속 사회적기업 현황

에 한브리핑

- 사회적기업현장방문:주유소및세차장

8월2일 만
Jenju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 진주지역사회개발연합에 한소개

- 센터내사업장및전시장라운딩및현장

질의

- 표적사업인민숙(민박사업)방문

8월4일

(오전)
중국

- 중국사회과학원(CASS)

공업경제연구소

- CASS 산하

경제관리잡지사

- 중국사회과학원 소속의 연구자와 경제

관리잡지사의 사장으로부터 최근 중국

경제상황과실업및고용현황브리핑

- 한국의실업과고용현황및사회적기업

에 한소개

8월4일

(오후) 

중국

(북경)

- China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 Ms. Chen yi mei 사무국장이“The

Space for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  P. R. China”발제

- 한국의사회적기업육성법과현황소개

8월5일
중국

(북경)

- 하북성소재향진기업

방문

- 漢王製造, 晶�集團등

- 한자응용모니터개발기업및태양광열

판생산기업라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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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콩의사회적기업

1) 홍콩의 사회적기업 현황

(1) 홍콩의사회적기업정의

홍콩에는 사회적기업에 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궁극적인 미션을 가진 사업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재정적 목적과 사회적목

적의“Double bottom line”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익은 지역사회개발과

취약계층 그룹, 그리고 사업체에 재투자되며, 2008년 7월 말 100개의 단체와 개인회사가

284개의사회적기업프로젝트를운 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최근, 홍콩행정부장관인Mr. Donald Tsang은정당연설을통해사회적기업이기업적

운 원리는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조를 도와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한 안으로 홍콩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목적 외에도

충족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채우고, 상호부조를 장려하며, 취약한 그룹들의 사회적

자본을만들어내는데주요역할을할것으로기 되고있다. 

(2) 홍콩사회적기업의기회요소와장애

사회적기업에 한 홍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콩 행정부장

관은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하 고, 홍콩

Home Affairs 부처에서는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6년부터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Commission on

Poverty, Social Welfare Department 등 여타 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에 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

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고객의 성향에 한 이해가 있기 때문

에, 이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으며, 경 , 전문가그룹, 학계 등

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거나, 컨설턴트 자원봉사자 그룹을 제공하

는등이들을지원하고협력하는적극적인활동이일어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한 과도한 의존이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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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섹터는“벤쳐 필랜스로피”, 즉 사회투자에

한 개념이 익숙하거나 중적이지 않아, 이러한 개념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

이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 운 경험

의 부족, 자금이 지원되고 일정기간 후에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이 현재 홍콩의 사회적기업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HKCSS나 Hong Kong Social Entrepreneuship Forum 등의 민간 기구에

서 사회적기업가 교육훈련 및 연구, 시장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2)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 Social Enterprise Resource Center 

(1) 기관현황

1940년 , 세계 제2차 전에서 재기하는 홍콩은 격렬한 사회 및 경제 변화와 함께 본

토로부터 거의 피난민들이 유입되는 경험을 하 다. 이에 자선조직들과 복지기관들이

그들에게 서비스와 원조를 제공하게 되고, 자선응급구제의회 위원회는 각종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시작했다. 사회복지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제공되는 서

비스가 다양화짐에 따라 각 서비스를 조정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47년, 위원회는 홍

콩사회서비스의회로발전하게되었고, 1951년법인을설립하여지금에이르 다. 현재홍

콩사회서비스의회(HKCSS)는 홍콩 전역에 3,000여 가지의 서비스를 보유하고, 욕구에

따라사회복지서비스의90% 이상을제공하는320개회원기관의상부단체로성장했다.

�의회는회원기관들과함께아래미션을통해사회복지를증진하고자한다. 

방문일자 2008년7월30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홍콩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정,

사회적기업진흥지원

방문기관담당자 JessicaTam

주소및연락처

주소:Rm 14010, 14/F, Duke of Winsor Social Service Bldg., Hennessy Rd.,

Wanchai,HK

전화:+85-2-2864-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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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의책임강화

- 사회복지서비스향상촉진

- 지역사회공헌기관설립

- 평등, 정의, 사회통합및돌봄사회옹호

- 국제사회에서의우수모델로지역복지분야설정

(2) 기관의사업범위

① 기관 발달 및 파트너십

사회복지기관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멤버십 서비스 및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자

원 개발을 촉진 한다.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에 한 공공의 이해와 공적 책임을 증진시

키고,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분야별 파트너십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돌

봄 사회를 설립하기 위해 제3섹터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 분야로는 기관 재

정및행정, 자원개발및기금조달, 사회적책임및파트너십조성등이있다.

② 서비스 개발 및 연결

사회서비스 개발 및 기획, 서비스 질 강화, 우수 사례 채택 기관 장려, 서비스 전달 체계

평가, 의견 교환을 위한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욕구 및 변화에 뒤지

지 않고 반응한다. 서비스 개발 및 연결은 다음의 4가지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노인 서비스,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복귀 서비스 역에서 전문적인 원조를 제공

한다.

③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 강화

HKCSS에 의해 편성된 훈련 활동을 협력하기 위해 복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의 효과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서비스 품질 관리 경험 공유를 증진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 및 도구의 효과

적인사용을촉진한다.

④ 정책연구 및 옹호

복지와 사회적 개발에 한 향력을 가진 정책들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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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 통계와 추세를 모니터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자

와의정기적의사소통을실시한다.

⑤ 국제적 및 종교적 네트워킹

국제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증진하며, 국제적 및 지역적 사

회복지와 사회개발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홍콩의 사회복지와 사회개발과 관련

된국제회의개최및참석한다.

⑥ 사회적기업 지원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 사이의 3자간의 협력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그룹들이 스스로

신뢰하고 직업기회를 창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으로서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고

장려하고자한다.

(3) 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한Social Enterprise Resource Center 설립

사회적기업을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향을 미치기 위해 비즈니스 분야와

사회적분야가함께공존하는사회적미션을가진사업으로정의하는HKCSS는HSBC의

후원과 정부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2008년 10월에 Social Enterprise Business

Center를 설립할 예정에 있다. 이 센터는 사회적기업 시장을 열고, 사회적기업가 교육훈

련과정 개설 운 , 멘토프로그램 제공과 제품 카달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을 후원하고, 홍콩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여 사회 혁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두고만들어진다.

Social Enterprise Resource Center의 3가지주요역할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배양: 사회적기업컨설팅과인큐베이션프로그램운

�사업기회의 발굴: 통합적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형성

및사회적기업시장개발

�연구와 네트워킹: 사회적기업 회의소 건립, 사회적기업 리더십 포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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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ntalCare Connect Co., Ltd. 

(1) 미션- “밝은미래를위해주위의사업기회를연결”

MentalCare Connect는 건실한 홍콩의 사

회적 기업으로‘시장 주도’, ‘고객 지향’이라

는 기반 위에서 정부와 사업체, 공중으로부터

의 자원을 결합하여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기회들을 연

결하고있다. 

(2) 회사설립배경

�홍콩정신건강협회(Mental Health Association of Hong Kong)는 1951년에 설립되

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를 지지한다. 협회는 2002년, 사회

복지부에 의해 시작된‘소기업 프로젝트를 통한 장애인의 고용 증진’계획에 호응하

여 (1)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2) 협회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운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기 위해 자회사인 MentalCare Connect를 설립하 다. 설

립시정부에서3,000만홍콩달러를지원받았다. 

�홍콩정신건강협회는 1997년, Jockey Club빌딩에 첫 번째‘Cheers Gallery’를 열었

다. 그 이후로 6개의‘Cheers Gallery’가 MentalCare Connect 에 의해 설립되었

다. MentalCare Connect는‘Cheers Gallery’가동종업계에서높이평가되는벤치

마킹 상인 것뿐만 아니라, MentalCare Connect에 의해 운 되고 있는 Original

브랜드라는것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 

�MentalCare Connect의 사업 역은 편의점, 재활용품점, 가정용품점, 직접판매, 청

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목표는 다양한 사업 구성을 통해 장애인 및 취약

계층의업무역량개발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방문일자 2008년7월31일

방문기관담당자 YvonneYeong 홈페이지 www.mentalcare.com.hk

주소및연락처
주소:10/FAirGoalCargoBuilding,330KuwnTongRoad,Kowloon,HK

전화:+85-2-7110-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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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현황

�MentalCare Connect는외부의재정지원은받지않지만, ‘Cheers Gallery’오픈시

홍콩정신건강협회의 지원을 일부 받았다. 초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주력했

으나, 1997년이후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모색하면서사업적인형태로운 방식

이많이변화되었다. 

�현재홍콩에있는30개병원중9개병원에‘Cheers Gallery’가입점하고있는데이

들 병원은 모두 정부에서 설립한 병원이다.  단순 의료용품 판매에 배달 서비스를 접

목하여 환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장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므로 병원에

서도 협조적이다. ‘Cheers Gallery’는 병원 주위에서 자사 제품위주로 조그마한

리점을 운 하던 기존 경쟁업체 들과 달리 병원 내에 입점하여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

는형태의혁신적인사업방식을도입하여시장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병원 입점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병원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병원마다 입점

에 한평가기준이있으며, 이중사회적기업의목적도고려요소에포함된다. 

�MentalCare Connect는 격월 단위로 관련 잡지 2만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데, 제작비는 광고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상품소개와 함께 주문 양식이 포함되어 있

어주문에매우편리하다. 

�현재 직원은 총 120명으로, 이 중 60% 는 재활환자들로 이들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매장 매니저는‘세븐 일레븐’등 일반 매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하며, 협회에서 파견한 심리학자 4명도 운 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정신

장애가 있으므로 사전에 6개월간 Training을 시키며, 이후에도 계속 F/U하여 문제

발생을예방한다. 그래도문제가발생할경우에는협회에서직접Counseling을진행

한다. 

�2007년 매출은 2,500만 홍콩달러이며, 순이익은 150만 홍콩달러이다. 이익은 주로

의료용품매장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30%는 모든 직원에게 배분하며, 30%는 협회에,

나머지 40%는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거나 매장 보수,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다. 이사

진은자원봉사형태로참여하고있어이익분배에서제외된다. 

�운 에 있어 모법인에 의지하는 부분이 없어 독자적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인해신속한의사결정이가능하여Biz. 환경에쉽게적응할수있는장점을가지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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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분야

① 특이한 편의점

�North District Hospital, Ruttonjee Hospital, Pok Oi Hospital에 있는‘Cheers

Gallery’편의점은 병원 직원들, 환자들, 방문자들에게 일반적인 편의점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기회들을 제공한다. 포괄적인 훈련

을 통해 고객 서비스, 출납원, 재고 조사원, 청소 및 상품배달 분야를 Cover하고 있

다. 편의점 사업의 목표는 장애인의 인관계기술, 문제해결 능력, 사교기술을 증진

시키고사회와의재통합및의미있는삶을살수있도록돕는것이다. 

② 재활 매장

�‘Cheers Gallery’Tseung Kwan 병원 재활매장

과 Kowloon 병원 재활 매장은 각각 2002년 2월,

2005년 5월부터 운 되고 있다. 이 매장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재활장비, 의료제품, 물리치료 제품,

건강 용품들을 판매함으로써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운 을 통

해 장애인을 위한 취업 및 훈련기회를 직접 창출하

고 있으며, 병원 내에 포괄적인 커뮤니티가 구축되

고 있다. 

�MentalCare Connect는 또한 첫 번째 재

활매장을 Siu Hong Station에 오픈하여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u Hong Station 재활

매장은 Tuen Mun 병원과 많은 중장년

세 가정 가까이에 있어 주위의 환자들

과 주민을 위한 장기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의 상냥한

태도와 친절한 고객 서비스, 전문 지식이

고객들의칭찬과충성심을이끌어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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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 Gallery’재활매장은다음을포함한5백개이상의item을판매한다

- 당뇨병치료용품∙임산부용품∙신체지지, 발보호∙붕 , 상처치료∙의료용

품∙피부보호용품

- 건강식품∙물리치료용품∙보행보조기구, 휠체어∙의료 양식품∙ 변및요

실금관리제품∙자기보호보조품∙신체운동제품

③ 직접 판매

�MentalCare Connect는모든지역과의안정적인관계를기반으로튼튼한공급자망을

구축하여왔다. 공급자들은저렴한가격으로다양한범위의제품을공급하고있다(행사

가격은 심지어 슈퍼마켓 가격보다 저렴하기도 하다). 물론 가격은 단지 소비자 만족도

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들의 하나일 뿐이다. MentalCare Connect는 또한 소비자에게

판촉, 디자인, 포장, 배송서비스등을아우르는원스탑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원스탑 솔루션: 모든 상품에 한 견적 공급소비자 요구에 맞춘 판촉 서비스소비자의

예산에맞게구성된선물패키지(최저가격은$1/개당)선물포장및배달

�중장년가정/숙소배달서비스: 주간배달서비스개별제품에 한맞춤형포장가정

용품(기저귀/티슈), 위생용품(목욕비누/샴푸), 과자류(비스킷/케이크),  

음료수등중장년가정/숙소의운 비용과인력을줄이기위한개별배달인수증, 송장, 

�판매품목∙ 가정 용품∙ 건조 식품∙ 음료수∙ 청소 용구∙ 건강 식품∙ 재활 용품∙

개인건강용품∙운동기구∙성인용기저귀및티슈∙SARS 방지제품∙선물

4) 청소 서비스

MentalCare Connect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폭 넓은 전문 청소 서비스를 제공

한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고객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 주도’, ‘고객 지

향’적 접근방식을 택한다. 인원은 50명이며,

주로버스청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청소서비스범위:

①사무실 청소 : 매일 청소, 증기 다림질,

카펫청소및월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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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점청소: 매일청소, 바닥왁스및윤내기, 외벽청소및신호기청소

③자동차미용및 중교통차량청소: 매일청소및월별왁싱

④비품가구청소: 사무실, 주거공간, 매장

⑤긴급상황시청소: 홍수, 기타우발적인사고

⑥주거지살균청소.

6. 만의사회적기업

1) 만의 사회적기업 현황

(1) 사회경제적특성

만은 정치 및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일본 식민지배의 경

험, 공산주의 체제에 응하는 체제로서 국가주도의 시장자유주의, 경제수준에 비해 미약

한 사회지출수준, 권위주의적 정권의 쇠퇴와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의 발전, 최근 신자유

주의 득세와 이에 따른 복지의 민 화 및 리화 추진까지 우리사회가 겪어온 경험들을

상당부문공유하고있다. 다만38년동안계엄령통치가말해주듯초권위주의적정치제도

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안보위협과 반공이념의 동원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충성심을

획득하려는 국가주의적 요소로서 복지를 발전시켰고, 반면 약한 시민사회 및 선거정치 맥

락에서는저발전및협소한복지체제를낳았다. 

예컨 1970년 까지 복지지출의 부분은 군인, 공무원, 교사, 퇴역군인들에게 배분

되었다. 전체 복지지출에 극빈자, 장애인, 노인 등은 3.2%만 할당되었고, 사회보험의 자

격조건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국민당 정부에 충성하는 집단들에게 주어졌다. 특히 군인에

한 정부의 사회보험 기여는 농민 및 노동자의 10배에 달하 다. 따라서 종합적 사회보

장으로서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국가는 최소 운 비만 제공하고 농민, 자 업자를 포괄하

는 건강보험과 연금은 90년 후반 민주화 이후에 가능하 다. 특히 2000년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복지정책의 주류화라는 담론이 결실을 맺기 시

작하 는데, 1993년 야당인 민진당의 공약이었던 노령수당제도가 95년 농업종사자를 위

한 전국적 수당제도로 발전하고 이후 2002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995년에는 직종

별 10여개 의료보험을 통합해 보장성이 90%이상이면서 국민부담은 매우 낮게 설계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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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지출비중이높은) 전민건강보험이탄생하 다. 

노동시장에 있어 만은 한국처럼 재벌중심의 핵심부-주변부 하청관계와는 달리, 중소

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하 다. 한국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수는 별 차이가 없지만,

종업원 수와 생산액, 부가가치에서 비중은 만이 매우 높다.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요인이 극심한 인플레 다고 판단한 국민당은 경제목표를 안정속의 성장, 균등 성장

으로 잡았다. 따라서 철저한 독과점 규제와 특혜금융 부재, 단계적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

기업의 지방분산화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낮은 물가상승률과 고른 소득분

배율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에 속한다. 그 예로 1980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비

5-9인 세사업장임금은우리나라가57.1%에반면 만은81.6%에달한다.  

그러나 80년 말부터 탈산업화, 로벌효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두되기 시작하 다. 제조업의 이탈, 재정적자 악화, 빈곤층 확 ,

노동력 감소, 외국인 노동자 유입, 국제결혼 증가, 저출산 고령화이다. 이에 응하는 민

진당의 사회정책은 경제발전 우선 사회복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

하 다. 이러한 방향은 만의 사회복지부문 총지출의 지체로 나타났다. 1981년 165억

만달러에서 2001년 3,970억 만달러로 증가한 사회복지지출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3,532억 만달러에 머물 다. 물론 사회복지부문 비 정부 총지출은 여전

히 15% 이상에 달하고 있어 복지지출은 그리 낮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하지만 민

진당은 사회복지 개혁의 방향에서“지속적 경제 발전을 통한 사회보장 마련”이라는 경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욕구의 응과 관련하여서는 민 화, 리화 추진 추

진이 그것으로, 사회복지의 민간복지기관에 위탁운 이 더욱 권장되고 있다. 90년 이

후부터 공설민 혹은 준공설민 이라는 방식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공공이 설립하고 민

간조직에 위탁하여 운 하는 것으로서 합작모델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복지전문인력 부

족을 해결하는데 방식으로 공설민 또는 직접위탁 서비스 두 종류로 분류하여 민간단체

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민 화 방식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두되고있다. 

(2) 사회적기업현황

만은 1980년 후반 이후 비 리 기관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계엄통치 이후

집회의 자유가 회복되면서 사회적 목적의 자발적 시민단체의 형성이 봇물을 이루었다.

2002년 현재 사회적 기업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3,014개 민간재단과

사회적기업_내지_5차  2008.9.30  10:38 AM  페이지 24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1 장]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25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2004년 기준 33,939개의 연맹 중 많은 비 리기관들이 사회복지 및 교육 등 사회적 목적

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 일부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

즈니스를도입하고있어이를사회적벤처기업또는사회적기업이라고지칭하는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으로는 우선 정부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주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비스 전달을 위한 NPO와 계약을 맺

음으로써 NPO를 사회복지제공의 역할 분담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 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분야에서 NPO가 정책이행과 서비스 제공을 보조하는데“근로복

지”와 같은 내용과 기업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왔으며,

NPO는 정부에 의해 사회복지뿐 아니라 고용이나 경제 개발과 같이 전통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던 많은 분야에 참여하도록 하 다. 이로써 장애인 관련 NPO들은 장애

인고용과 같이 장애인을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려는 장애인 고용 기업들을 설립하 다. 사

회적 기업은 수혜자들을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장으로서 동시에

생산을 통한 이윤을 월급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부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시장적 요구에 응하게 하 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서비스의 보조금 예산을 삭감으로 인하여 NPO들은 더 이상 정부에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 을 위해 수익형 벤처를 설립할 필요가 두되었고 이

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출현이 등장하 다. NPO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재정적 지

속가능성은 사회복지 역에서의 시장화 추진과 관련이 깊다. 비 리부문의 경쟁도 치열

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NPO의 운 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자원으로서 사회적

기업은 바람직한 모델이 되었다. 또한 효율성 및 성취 등의 개념이 비 리부문의 전문화

를도와비 리산업으로정착될수있도록경쟁력갖춘질적변화를강제한다는것이다. 

만에서 사회적 기업은 크게 네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자조적 협동조합형태

의 생산공동체로서 주로 농촌 가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개발조직들이다. 둘째는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같이 취업취약계층이 모인 자활공동체이다. 셋째는 재단이 설립하

여 공장-사업장형태로서 존재하면서 일반 기업들과 경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넷째는

개인의 기업가 정신의 공동체 조직 즉, 특수직 고용인과 같이 개인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표적인 것은 지역개발 사회적 기업과 본 연수에

서 방문한 세 기관들은 각기 농촌 지역개발조직(진주지역사회개발연합), 자활공동체(에덴

사회복지재단), 그리고 재단의 사업장(선샤인복지재단)이며 이들에 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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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en Foundation Welfare Foundation 

(1) 기관현황

① 재단의 운 현황

1982 11 2 유협여사에의해창설된이후처음2명의종사자에서출발하여현재 1,300

명의 종사자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확 된 만의 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만 국내

20개 군단위에 모두 65개의 거점을 설치하여 왕성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폴에도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적인 활동 역을 마련하기도 하

다.

2008년현재5,700명정도의장애인, 노인등이본재단을통해훈련을받고있다.

② 주요 업무

본재단은다음과같은사업을전개하고있다.

- 출생에서6세까지정신지체장애인치료및훈련

- 장애인과노인care 

- 신이민자에(베트남, 필리핀, 중국동남아등에서)게언어나직업훈련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지원

방문일자 2008년8월1일(금)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사

업을하는사회복지법인

방문목적

만의사회적기업의한유형으로소개되는Eden사회복지법인을통해 만의사

회적기업운 현실과특성,그리고우리나라와의비교점등을찾아보기위해방

문함.

방문기관담당자 Ms.EileenLu 홈페이지 http://www.eden.org.tw

주소및연락처

add)3F,No.55,WanmeiStreet,Section1,Taipei,Taiwan,R.O.C.

tel) 886-2-2230-7715

fax)886-2-2230-6422

방문내용

10:00-10:30 Eden사회복지법인에 한소개청취및 상시청

10:30-11:10 장애인직업훈련센터라운딩및현장질의

11:10- 11:30 자유질의및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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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지원

- DIP라는전산시스템가동

(2)  사업운 사례

①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현재 80여명의 장

애인이 직업훈련 중이거나 청소용역 등을 통해 외부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미술, 공예

등의 작품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청소용역에 필요한 기술훈련을 통해 취

업활동을준비하기도하는곳으로서, 20여개의직업훈련센터가존재한다.

정부가 총 재정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부금이 35%, 그리고 자체 판매수익이

15%를차지하고있다.

② 휠체어보호작업장

지방에 휠체어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 국내의 휠체어 수요에 상당정도를 응하고 있으며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도한다.

③data key-in service

City bank, China bank 등에서신용카드관련정보를입력하는용역을받아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50명 정도가 취업되어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나 작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수익이

보장되는직장으로인정되고있다.

(3) 시사점

에덴사회복지법인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은 전형적인 장애인보호작업의 성격

을 띄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센터 등에서 행하고 있는 외부파견사업이나 작품생산활동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조를 해주는 의미가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기에

는상당한난점이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휠체어생산작업이나 data key-in 서비스 등 특정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장애

인에게 적합한 작업활동의 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장애인 고용효과는 물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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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수익창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사회적 기업활동으로 발전

해나갈수있을것이다.

3)  Sunshine Social Welfare Foundation  

(1) 기관현황

선샤인복지재단은1981년에설립되어지난25년간화상장애인과안면추상장애인약8

천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07년 기준, 화상 장애인들은 재단 이용자의 약 40%

를차지하고있으며안면추상장애인들은약60%이다.

방문일자 2008년8월1일(금)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화상 장애인들과 안면추상 장

애인들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민간재단

방문목적

타이페이의 표적인사회적기업으로써,세차장,주유소,MRT상점을방문하고사

회적기업설립과정및운 원칙,그리고운 상의애로점등을살펴본후,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적합한사회적기업의형태및노하우정리

방문기관담당자
Marie-ClaudePelchat

(Staff)
홈페이지 www.sunshine.org.tw

주소및연락처
3F,91,NankingEastRd.,Sec.3,TaipeiCity104,Taiwan

Tel:886-2-2507-8006

방문내용

2:00-3:00 선샤인복지재단과소속사회적기업현황에 한브리핑

3:30-4:30 사회적기업-주유소현장방문

4:30-5:30 사회적기업-세차장현장방문

5:30-6:30 자유질의및응답

그림 1) Eden 사회복지법인의 전경

그림 2) 장애인에
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법인제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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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주요 사업은 재활, 심리상담, 재정적 원조, 단기보호, 학교 상담, 직업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사회적 교육, 개발 프로젝트서비스 등이다. 즉 해당 클라이언트의 사고 당시부터,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복구라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동 복지재단의 프로그램들이

개입한다. 2006년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총 1,348명의 화상 및 안면추상 장애인들에

게서비스를제공하 으며, 12,423명에게상담및관련서비스를제공하 다.   

(3) 사회적기업현황

선샤인 복지재단은 화상장애인 및 안면추상 장애인들이 직면한 고용문제들에 일찌감치

관심을가지고있었으며, 이에1992년에첫번째사회적기업인선샤인세차장(Sunshine

Carwarsh Center)을 설립하 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처럼 운 이 되지만 동시

에 화상장애인 및 여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현재 선샤인

복지재단은세가지형태의사회적기업을운 하고있다. 

① 선샤인 세차장

선샤인세차장은1992년에설립된동재단의첫번째사회적기업이다. 이는타이완에서장

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시도 다. 세차장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과 동

시에장애인들이이후자립할수있도록하며정규직종으로이동하는것을지향한다. 지난경

험들을통해선샤인복지재단은효과적인사회적기업의실천모델을개발하 으며, 노동분업

시스템과훈련방법등은이미20개이상의다른장애인고용세차장들에게공유되고있다.

② 선샤인 MRT 상점

타이페이의Kuting 이라는MRT 역에위치한선샤인MRT 상점은2000년에설립되어

아침 및 점심 식사용 샌드위치와 음료를 파는 곳이다. 선샤인 세차장보다는 작은 규모이

지만, 상점은 재단의 화상장애인 및 안면추상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교류하며 사회에서

그들이점진적으로자신감을얻는안전한작업장으로서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③ 선샤인 주유소

타이페이 시내 교통량이 많은 한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 선샤인 주유소는 2003년부터

운 되기 시작하 다. 이 주유소는 타이완 최초의 장벽없는 보편적 설계(barrier free)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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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이다. 이 주유소는 다른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시장에서 장애인들의 능력들

을고취함으로서이들의고용을촉진하는플랫폼으로서인식되고있다. 

(4) 기관평가

① 사회적 기업 경 방식

선샤인복지재단의 사회적기업들은 시정부로부터 5년간의 위탁경 이다. 즉 정부 입찰

에 참여하여 사업권을 얻은 후 토지임 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따라서 5

년 후 다시 재위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의 임 료는 시장가격의 60% 수준

으로 세차장이 약 월 159,000 만달러, 주유소가 월 300,000 만달러, 매년 5.500,000

만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92년도 세차장 설립시 초기자본은 재단에서 500만 만달러

를 투자하 다. 만의 경우 주유소는 국 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민

간사업자에게위탁운 을하고있으며따라서민간재단및NPO가참여가능하다.

② 사회적 기업 근로자 구성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세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고용되어있는 장애

인, 그리고 장애학교로부터 전문직업훈련을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직업훈련 상자들이

다. 세차장의 경우 총 71명이 고용되었으며, 현 고용인원은 31명이며, 학생과 실습생들이

40명이 있다. 운 원칙상 3가지 종류의 장애인이 의무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전체 50%

이상이 장애인 고용이어야 한다. 현재 95%이상이 장애인이다. 신체장애인보다는 발달장

애가 많다. MRT 상점의 경우 총 11명이 고용기회를 얻었었으며 현재는 6명이 고용되어

있다. 학생및실습생은5명이다. 주유소의경우총114명이고용되었었으며, 현고용인원

은 47명이다. 학생과 훈련생은 67명이다. 청각, 발달장애인이 71%이며, 29%만이 신체장

애및화상장애인이다. 

③ 사회적 기업 수익

순수익은2006년 기준세차장이1,481,364 만달러, 주유소가 26,942,218 만달러이

다. 주유소의 경우, 타이페이 시내에서 세 번째로 업이익이 많은 곳이며, 선샤인복지재

단이 사업적 기업으로 운 을 시작하고 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2003년

기준 14,255,344 만달러). 반면 세차장의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세차장이

사회적기업_내지_5차  2008.9.30  10:38 AM  페이지 30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1 장]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31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고부가가치의 튠업 사업으로 변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MRT 상점의 경우는 매출규모가

매우 작으며, 총 세 곳에 추진을 하 으나 현재는 한 곳만 운 중이다. 매년 수익금의 일

부는 타이페이시 노동국에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금으로 기부되면 지난 3년간 13,800,000

만덜러가 기부되었다.  그리고 매년 5백만 만달러가 세금으로 지출된다. 이들 사회적

기업들은 모두 독립경 이 가능하며 모금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수익금은 임금을 제외

하고는 모두 재단에서 관리하며, 주로 사회적 기업 뿐 아니라 장애인 사업 프로그램에 사

용된다.  

④ 사회적 기업 운 전략

사회적 기업을 운 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수하려고 한다. 첫째 다양

한 장애유형(7가지)의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한다. 둘째, 향후 정규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최 한 자유시장과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한다. 셋째, 성과관리, 인센티브, 보

너스 등 경 관리를 도입한다. 넷째, ISO9001 인증을 획득한다. 다섯째, 직원들의 승진

의욕고취를 위한 CIS를 사용한다. 여섯째, 노동법을 준수하여 근로자 급여 및 혜택을 준

다. 일곱째,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 지향적 운 을 지향한다. 여덟째, 장애인 근

로자들을 고려한 보편적 디자인 Barrier Free 작업장과 작업도구를 사용한다. 아홉째, 직

업훈련과 직업알선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그리고 교육 자원들을

활용하고, 전문자격증과 경력개발을 통한 직원경쟁력을 고취하며, 또한 직업상담을 정기

적으로실시하는것을운 원칙으로삼고있다. 

또한 각 사회적 기업마다 기업운 의 가치들을 명확히 세워놓고 있다. 세차장의 경우,

선샤인의 사회적기업들은 세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선 근로자중심의 목표, 고객중심

의 목표,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목표이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인력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마누성 직능개발을 원조하는 것이다.

고객지향이란 품질좋은 서비스와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종국에는 지역사회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에재기여하고, 자선및자원통합의역할을한다.

(5) 시사점

선샤인 복지재단의 사회적 기업으로부터의 시사점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고용특성을 정

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사업 아이템 제공과 함께 장애인들이 자유시장 내에서 경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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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어떠한 사업장보다도 수익이 확실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 다는 점과 함께 지역

사회통합을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장애인 친화적 작

업환경등모범적예가매우많다. 

우선 주유소의 성공요인으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각 개인에게 최

한 적합하게 인력이 배치하며, 또한 효율적 경 기법을 도입하여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

쟁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성장하 다는 점이다. 주유소의 주유원들은 부분 화상장애인

과 발달장애인들로써 주유와 같은 단순업무에는 전혀 장애가 없는 이들로 구성, 차안내원

의 경우는 청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이 배치되었고 주유소의 설계가 Barrier Free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일하기 편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업무의 장점과 단점을

잘 조화시켜 놓았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최 한 이끌어 내는 것으로써,

예컨 화상장애인의 경우는 화재 비 교육에 가장 좋은 강사이듯이 장애인이기에 가지

고 있는 자원(Asset)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명시되어

있는 고용전략을 보면 매우 체계화된 경 이라는 인상을 준다. 고용이전에 먼저 표준화된

직능평가를 실시하고, 단계별 훈련과 사정을 병행하며, 향후 창업과 타 동종업계의 취업

을 위한 전문적 기술훈련이 제공되며, 또한 장애인들 서로 경험을 주고받는 평생학습의

기회도지속적으로제공됨으로써장애인근로역량을강화시키고있다.

더욱이 주유소 및 세차장 그리고 MRT 상점은 모두 지역사회 주민들과 매우 쉽게 접촉

할 수 있어, 장애인 노동에 한 편견을 없애주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폐쇄적

방식의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기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식변화에기여하고있다.   

또한 포괄적 서비스 센터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운 이다. 작업장의 인력은 관리직, 장

애인 근로자, 학생, 훈련생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하며, 또한 정기적인 가족 지원및 방문

이 이루어지며,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그리고 시 직업훈련보조금을 이용한 직능개발 훈련

까지포괄적장애인서비스센터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 점들은 재단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면서부터 매우 신중하고 성공적인 경 모델

을 도입함으로서 가능하 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 에 있어 이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다양

한 자원들을 통한 사회적 기업 모델, 즉 작업장의 계산 , 컴퓨터의 보편적 디자인 뿐 아

니라, 사업체 로고 휴게실 등 모든 부문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고려가 느껴졌는데, 이는 계

획과 이행단계에서 다양한 재단의 자원들이 장애인들과 응집된 경 조직을 구축한데 따

른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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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henjhu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社團法人宜蘭縣冬山鄕珍珠社區發展協會)

(1) 지역현황

진주지역현황은다음과같다.

�위치: 만의북동쪽카운티에위치. 

�면적: 2,505평망킬로미터

�구성: 12개마을

Sunshine foundation에서 운용하는 Sunshine 주유소 전경 연수 참가자들이 화상장애를 가진 주유소 매니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방문일자
2008년8월2일(토)

10:00-12:30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지역개발을목적으로문화,환경,

교육,관광사업을추진하는지역

사회조직

방문목적

만의 사회적 기업의 표적 유형으로 지역사회개발 장려 목적의 농촌 연합회를

통해지역사회주민의참여와농촌사업의특성,그리고우리나라와의비교점등을

찾아보기위해방문함.

방문기관담당자 �後進총간사 홈페이지 www.jenju.org.tw

주소및연락처

add) No 50, Lane 388, Sec.1, Funung Rd. Tungshan Village, I-Lan Shien,

Taiwan,ROC

tel) 886-3-9591957.9590758

fax)886-3-9595401

방문내용

10:00-10:30진주지역사회개발연합에 한소개

10:30-11:00센터내사업장및전시장라운딩및현장질의

11:00-12:30 표적사업인민숙(민박사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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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인구: 2002년516개가구, 총1,780명/ 1,841명(노인50명)

�산업: 벼농사(136헥타르), 일반농촌보다는잘사는편.

�문화: 도교절2곳, 잘보호된문화적, 역사적건물거의없음.

�문제: 고용을 창출할 산업이나 지역 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젊은 세 의 도시 유

출. 세계화와 만의WTO가입으로실업률증가, 지역농가삶이어려워짐.

(2) 사회적기업현황

진주지역사회 개발 연합은 1994년 정식으로 설립되었는데, 사회봉사자와 함께(전문가

와 연계하여) 1999~20006년 마을 프로젝트 만들어 제안되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부녀

자, 노인 복지 프로젝트들이 제안되면서 활성화되었다. 목표는 인간관계와 윤리를 향상시

키는데초점을맞춤으로써인간관계에조화와신뢰를되돌리는것이다.

�1999년부터마을사업시작

�2000년문화, 관광산업을육성. 

�2001년농촌실업자증가에따라직업훈련, 알선시작

�2005년9월마을경비 (100명) 결성

�2007년마을노인복지사업시작

�2008년좋은친자(부모-자식)관계갖기운동시작

현재 회원은 120가구이며, 각 가구당 회비는 년 500 만달러, 상근인력 18명으로써 사

단법인형태를띄고있다.

(3) 사회적기업주요활동

사업내용으로는 문화, 환경보호, 교육과 보건, 진주거주민의 삶의 환경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의삶을풍요롭게하는복지를조성하는것이다. 구체적활동은

�노인복지: 노인점심제공(도시락배달), 어르신의날행사

�부녀자기술훈련- 압화

�건강보도만들기

�어린이행사

�청소년농촌생활체험(모내기체험)

�농촌체험1일코스(오전9시30분~오후4시)

�주말농장, 분양- 생산물은소비자가가져가고, 바쁜소비자의경우농장관리도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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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실습생훈련.

�중학교교육(학교로찾아가마을에 하여교육을하여애향심을갖도록함)

�문화산업 - 벼공예(탈만들기, 그림, 빗자루 만들기- 실업 해결 및 마을 주민 심리치

료), 연공예 (미국 연 회 참여, 북미에서 전시회), 자전거타고 마을 둘러보기 (자전거

도로확보),  야채아이스크림생산, 지역특색음식생산(쌀과자, 야채국수), 사구체

험 여행 (벼창고 그림 그리기), 민박 (14개 운 , 민박은 인터넷을 통해 공동 홍보하고

소개비를받음), 마을축제(관광객유치) 등이있다.  

(4) 기관평가

① 운

진주지역사회 개발 연합의 운 과 관련하여, 센터(회관)이 있는 땅은 절에서 무상 임

되고 있다. 초기 자본은 마을 주민이 50%, 정부 보조 50%이며, 현재 55% 정부 지원,

42%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인건비 년 300만원을 민건부, 농업위원

회, 노공부에서 해마다 신청하여 받고 있으며 주로 직업 훈련 선생님 급여로 사용됨, 다른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신청하여 받는다) 수익금은 부분 민박 소개비, 공예판매 금, 체

험 학습비, 주말농장, 자건거 여)에서 나오며, 수익금의 사용은 외부에서 선생님을 초빙

해서진행할때주로사용된다. 그외는자체에서해결하고있다.  

② 사회적 기업 성과

년 이용인원이 년 3만~5만명에 달한다. 또한 유급직원 1명과 5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활동: 환경보호, 어르신 도시락 배달사업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로

써이란현에2개의조직이생겼다. 구체적인성과는다음과같다.

�인구10% 성장(타지에서이사오거나, 귀향)

�민박을통해수입2,000만원증가

�토지가격100% 증가(마을로들어오는터널건설, 지역개발사업때문에증가)

�취업(마을사업에24명)

�지역민의주체성과그들의지역사회에 한애착을강화, 

�학력이 낮거나 실업상태인 사람들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존감

을높임

사회적기업_내지_5차  2008.9.30  10:38 AM  페이지 35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마을사람들이한마음이됨.

�사람들을 참여 시키고 그들에게 지

역사회의 운명 개척에 한 통제권

을 돌려줌으로써 경제적으로나 감정

적으로 모두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

화시킴

③ 이후 전망

30년 후 마을 모습은 농업과 문화가 공존

하는 생태가 기본이 되는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 전통 벼농사는

2모작인데토지휴식기간이필요해서현재1

모작을 진행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줄이고 자체 수익금으로 운

하는방향을지향하고있다.

(5) 시사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정리될수있다.

�지역만의 색을 가진 독특한 제품, 서비

스, 활동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역

사회의 고유성, 강점, 이용 가능한 자원

을식별하라

�각 제품의 독특함과 예술적 가치를 강조

하는 작은 예술적인 제품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레벨로두어라

�지역사회내에서방문객의능동적참여와지역주민과의상호작용을장려하라

�전문가의노하우와기술뿐만아니라지역사회내외의자원을결합하라

�지역민의욕구를이해하고합의를이루기위해서지역민과의의사소통을강화하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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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珠社區의 총간사인�後進씨로부터珍珠社區의 유래와
현황에 한 설명을 듣고 있음

진주사구에서 운 하고 민숙

사단법인 이란현 동산향 진주사구발전협회
(社團法人宜蘭縣冬山鄕珍珠社區發展協會)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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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의사회적기업

1) 중국사회과학원(CASS) 공업경제연구소

공업경제연구소는 1978년 설립되어 기업관리, 산업경제분야를 연구하며 한국과는 산

업연구원을통해협력하고있다. 연구원은70여명이며국유기업의개혁을이끈주룽지총

리가 이 연구소 출신이다. 연구소는 지역관리연구실과 지역경제연구실로 구성이 되어 있

고, 정기간행물은 중국어로 2종, 어로 1종이 있다. 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고, 박사과정을개설하고있다.

공업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개혁, 개방, 특히 국 기업의 개혁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역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구소 내 기업관리, 지역경제 등 7개 분과,

신문사, 잡지사등으로조직되어있으며, 전문연구원70여명을두고있다.  

중국의 사회적 기업에 한 접근현황을 알기 위해 연구소로부터 중국의 사회경제현황

에 한 설명을 들었다. 급속한 공업화 추진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격차, 도농

격차, 지역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중국의 취약계층을 미

숙련자와 장애인으로 정리했다. 미숙련자에 해서는 직업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장애인

에 해서는 소위‘복지기업’(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해결방

향을 찾는 듯했다. 특히 공업화에 따라 농토로부터 분리된 농민공(생산수단 없이 농촌과

도시를 넘나드는 불완전 취업자)은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었다. 농민

공의 문제는 임금체불, 사회보험체계 미흡, 도시노동자와의 임금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중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공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

회적 기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복무기

방문일자 2008년8월4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중국의산업,경제연구기관

관련잡지발행

방문기관담당자

중국사회과학원(CASS) 공업경제연구소부연구원겸

經濟管理잡지사사장周文斌(Zhou W. B.) 박사

기업관리연구실주임王欽(Wang Qin) 박사

주소및연락처
No.2YueTanXiaoJie,BeijingChina,100836

Tel:010-6801-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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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장애인 의무사업장, 농민공소학교(도농

경계지역에서 농민공 자녀를 위해 운 되고

있는 소학교로 뜻있는 민간인이 운 , 전국

100여개 추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가 보기에 중국은 국가적으로는 개혁 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력히 공업화를 추진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

회적 기업에 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역부

족으로 보 다. 다만 최근 들어 유학파 등을

중심으로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빈부격차, 도농격차 등 실업과 빈곤문

제)을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중국 사회적 기업의 맹아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는인상을받았다.

2) China Social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중국사회적기업가재단

(1) 서론

CSEF는 국무원의 허가를 얻어 2007년 2월 16일 정식 설립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거의30년간지속되며, 세계가인정하는성과를이루게되었다. 빈곤퇴치를위한엄청

난과정을거쳐절 빈곤은크게줄었고, 주민의삶의질도향상되었다.

그러나 절 적∙상 적 빈곤 상태에 있는 주민의 수가 매우 많다. 또한 빈곤은 저소득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보건, 교육, 고용, 환경, 문화 등에서도 나타난다. 같

은 중국의 주민이라 해도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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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에서 중국의 실업과
빈곤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방문일자 2008년8월4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빈곤완화, 비 리조직 운

및 경 모델개발, 사회적기

업지원

방문기관담당자 ChenYimei사무국장

주소및연락처

ChinaSocialEntrepreneurFoundation

CapitalMansion,Suite1805,6XinyuanNanlu,ChaoyangDistrict

Beijing,China

Telephone: +(86-10)8486-1231 Fax:+(86-10)848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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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스스로 빈곤퇴치를 위해 능력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저상하는 것은 일상에 있어

서의 정신적∙문화적 생활의 결핍이라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변화과정을 착수하

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게 되었

다. 이 때부터 기금회(CSEF)의 설립자들은 견해를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빈곤의 완화

를장정에돌입한다고선언하 다. 

빈곤퇴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도 경험이 보여준다. 2006년 10월 개최된 제16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

의의 결정은 화해(和諧: 조화)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부조(philanthropies)의 발전, 빈곤퇴

치노력의 가속, 빈곤감소를 위한 제도 정비, “부조적 기업의 개발, 사회적 기부에 한 조

세감면 정책의 완비, 부조에 한 전 사회적 인식의 강화”등을 위하여 진력할 것을 제시

하 다. 이것은 빈곤을 퇴치노력을 가속하고 빈곤완화에 있어서 자선단체의 참여를 이끌

어내는정책적환경을제공하기위한중국정부의결의를보여주고있다. 

오늘날 현 적 공익과 부조를 위한 기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NGO의 수가 급

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미치는 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 역량,

활동 역, 서비스의질등은개선되어야한다. 

중국의 경우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며 공익과 공공부문에서의 부조에 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공동선과 자선적 기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자생능력, 문화와 교훈이 명분에 한 지원과 정의를 위한 출발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음을 자랑하는 중국에 한 인식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공

적∙사적 부가 급속히 축적되었으나 그 중 극히 일부만이 빈곤층과 취약층 지원을 위해

공익∙부조기업에전달되었다. 

기업가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기업가에 해 빈곤퇴치를 위해 보다 전문

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음을 인

식하고이요구에부응하기위해CSEF을설립하 다. 

빈곤완화를 위한 이 노력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 힘을 합친 것이며, 사회적책

임을 가진 성공적인 기업가들의 공동의 성취가 될 것이기에 이 재단의 이름을 중국어로는

“友成”이라하 다(이와달리 어로는CSEF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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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의성격, 목적, 사명

① 성격

CSEF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정식 설립하여 내무부에 등록한 독립적

법인의 지위를 가진 비 리 공익단체이다. 재단은 주로 기업가들로 구성되어 빈곤 감소

기타공익적노력을지원하는혁신적∙민간(non-public) 모금재단으로중국최초의것이

다. 재단은국무원의빈곤비축개발지도소조관할하에있다. 

② 목적

재단은 화해(和諧: 조화)사회의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가들로 하여금 그

들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조적 활동에 넓고, 깊게 참여하도록

권면한다.

재단은 사회적, 비정부 부문과 지도적 정부 부문이 협동하여 지속적인 빈곤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한다. 재단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 시민으로의 품성 형성의 개선과 공익에 한

인식확산등도재단의주요목적이다. 

③ 사명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그 꿈을 추구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활동 역을 넓히고,

숙련을 배우고, 자신감을 형성하고, 자립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며, 그 밖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이에게도움을준다. 

꿈이 있고 탁월하고자 하는 기업가, 사회적기업가 및 NGO 활동가를 지원하고 이들에

해 공익을 위한 서비스 기준 및 정보공유, 자원배분, 재정지원, 재능보유 및 자격형성

등의서비스를지원한다. 

중국에서 부조적기업이 유아단계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빈곤완화, 자선문화. 관리운

모델에 한연구와경험을통한비 리기구의개발을위한독특한통로를개척한다.   

(3) 면담내용

민간차원의 사회활동을 표하는 기관이 연수단이 방문한 중국사회적기업가재단(우성

기업기금회)이다. 중국사회적기업가재단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2007년 2월 설립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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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단으로 빈곤퇴치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기업가와 공적 부조

상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 다. 중국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만난 재단의 Chen Yimei-재단 사무처장)은 탐색 수준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즉

중국은 연구, 기업의 관심, 사회적 관심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며, 재단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3가지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하 다. 3가지 기준이란 Approach,

Attitude, Action이다.

그녀는 중국 사회적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비 리단체에 한 법령

미비, 등록의 어려움과 조세감면의 문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이 NPO인가 업인가,

사회적 성격을 띤 기업의 업활동에 한 냉소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한 인식

부족, 계획경제와 중앙집권적 특성에 기인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 및 수용능력 등을 꼽

았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큰 사회, 정부가 미치는 향의 한계 등으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할

공공서비스 역은 매우 넓고, 지속가능한 NPO의 육성,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한 사회적

요구 증 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촨 지진 사건에서 확인하듯이 사회적 기업의 응은

너무도 미약하다. 이들이 가진 깊은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 재단측

은 도시 거준 농촌이민자의 자녀 보육, 벼룩시장 운 , 여성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하는

“Care센터”, 재해지역의 농민들의 벽화그리기 등 아이디어 수준의 공동체 재건활동 등을

꼽을 정도로 일정한 기업형태를 갖춘 독립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은 아직 찾기 어려운 듯

했다. 

CSEF사무실에서“중국의 사회적기업“에 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CSEF 사무실 앞에서 중국의 사회적기업에 한 소개를 해준
Chen Yimei 사무국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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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왕제조유한공사(漢王製造), 용정집단유한공사(晶�集團)

13억 인구 중 농촌인구가 8억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농촌의 변화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보는것은우리에게의미가있다. 우리에게는60~70년 의산업화와새마을운

동을 거치면서 농촌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파괴된 공동체, 해체된 농촌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과제가 지역사회 개발 역

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배우려는 제3세계에 하여 새마을

운동은 그 부정적 결과와 극복방안이 함께 제기될 필요가 있다. 과연 중국은 국가적 차원

의 개혁과 개방이 얼마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역자원개발과 고용 연계성을 확

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을까? 그 과정에 지역농민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을

까? 공동체성의 유지, 지역고용 확 , 지역특성을 반 한 산업 육성과 소유구조, 이것이

중국의농촌지역의공업화와관련하여우리가관심을갖는지점이었다. 

중국의 향진기업에 한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출발하 다. 향, 진, 촌, 리는 중국의 행

정단위이다. 향진기업이란 향 또는 진의 생산 (일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생산단위)에 기

반한 기업으로 1979년까지 인민공사와 함께 농촌 생산을 담당해 오다가 1979년 이후 인

민공사와 생산 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긴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지

역단위에서 공동체성의 유지, 지역고용 확 ,

지역특성을 반 한 산업 육성과 소유구조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국 내에

서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든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클 것으로 기 했다. 중국에서 사회

적 기업은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의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향진기업은 2007년

말 취업자수가 1.2억에 달할 만큼 농촌 노동

력 흡수에는 큰 의미가 있으나 사회적 기업은

방문일자 2008년8월5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농촌지역개발

모니터및태양광열판제조

홈페이지 www.hw99.com

주소및연락처
하북성삼하시연교개발구한황로1호065201

Tel:010-61599999

하북성에 소재한 향진기업인 용정집단공업사 앞에서
목포 학교 박 석 교수와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산하 경제관리잡지사의 꺼지앤 주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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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 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더 이상 향, 진, 촌, 리 단위의 기업이 아니며, 국가

적으로 중소기업화 전략에 따라 기업규모와 소유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하 다.

연수단이 방문한 3개의 향진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육성되고

있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기업은 식품, 전자, 솔라에너지 부품

을 생산업체 는데 모두 개인 소유 기업이었으며, 해당지역 출신을 고용하고 있기는 하나

지역기업으로서의 특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생산품은 내수, 수출 및 외국업체 OEM 생산

을하고있었다.    

4) 종합의견

국가주도의 강력한 공업드라이브 정책, 그 필연적 부산물로 확 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다수 농민의 불완전한 취업 등 사회적 불안정성도 동시에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듯 했

다. 그 속에서 유럽, 미국 등의 유학파 등 인텔리층을 중심으로 NGO 차원의 사회복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재 모습으로 비춰졌다. 팽창일로를

걷고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이 과연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통제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급

속한공업화과정에서발생하는거 한소외계층의문제를그들표현 로‘조화로운사회

주의 건설’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그들이 선택하

는 사회적 기업모델은? 정부와의 관계는? 중국은 거 한 륙의 규모만큼이나 사회적 기

업에 한다양한실험가능성을무한히열어놓고있는듯했다.      

8. 결론

그동안 아시아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

본과 마이크로크레딧이 중심이 된 동남아 지역에 한 소개가 많았던 반면, 홍콩, 만,

중국 등의 사회적기업에 한 소개는 국내에 크게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해외의 사

회적기업 관련 학회 및 포럼 등에서는 중국, 만, 홍콩의 사회적기업을 주목하고 이들에

한 연구가 발표되고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학자 및 지원체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있었다. 

이번 기획연수는 사회적기업을 주제로한 최초의 홍콩, 만,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온 연수팀을 맞은 그들은, 한국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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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관심이 매우 높아 본 연수단에 한 진심어린 환 는 물론, 서로간 관련 정보 교

류및협력에 한열망을공유했다.  

본 연수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한 관심 증진은 물론, 기존 자활 사업 상의 사회적기

업 모델에 벗어나, 지역사회개발과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을 중시하는 social venture에

한 환기가 이루어졌는데, 아시아 기획연수를 통해 만나본 홍콩, 중국, 만의 사회적기

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모습을 그 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소

셜벤쳐모델등다양한형태가서로를지지하며소통하며존재하고있었다. 

국가 간 비슷한 경로로 발전해 온 아시아를 바라보는 눈은, 그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을 갖게 해주는 기회를 만든다. 우리 연수단은 연수 내내 끊임없이 한 모델,

한 모델을 검토하며,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토론했다. 해외에서 이식된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이 아닌 한국의 사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낸 우리의 저력과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

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홍콩, 중국, 만의 사회적기업들이 부러워하면서도 경계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사회적기업육성법)에 해 정부에의

의존을넘어서는사회적기업모델에 한그림을그릴수있었다. 

또한 그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의 이해와 교류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

는 본 기획연수팀이 사회적기업가, 교수, 기업, 기자, 사회적기업 지원체 등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서로의 견해를 터놓고 깊은 논의와

평가를 할 수 있어 더 풍요로왔던 점에서 기인한다. 연수기간 내내 방문한 기관에 한 심

도 깊은 토론과 평가는 각 역의 전문가들간의 이해를 통한 긴 한 네트워킹은 물론, 새

로운 사회적기업 정책방안, 사업 아이템, 연구주제 등을 도출해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어냈다.

다만, 본 연수 기간 동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홍콩, 만, 중국의 사회적기업에 한

연구물이나 소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문기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방문

예정기관의 잦은 변경과 지체로 인해, 사전 모임에서 방문국가와 기관에 한 충분한 숙

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사전스터디에서는 방문하기로 결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구논문이나 간단한 기관소개 자료)와 홈페이지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공

자료(중국어 또는 문이므로 번역 필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를 포괄하는

연구 자료나 아시아 각 국의 사회적기업에 한 종합적인 자료가 아쉬웠지만, 연수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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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해 이 자체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

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3개국을 다니면서 3명의 전문통역가와 함께 연수를 다녀

본 결과, 통역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해외연수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권과 일본어권을 제외하고는 해외연수 준비를 위한 자료번역과

현지 통역에 있어 해외연수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현지 유학생 등을 섭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국가들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학문을 연

구하는연구자가부족하다는점에서한동안이러한어려움은지속되리라고본다.  

또한, 아시아 3개국 모두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육성법에 한 관심이 높아, 이에 한

자료와 정보 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연구자,

사회적기업가, 지원체간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간의 지속

적인 교류와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10월에 한국에서 있을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

회(Asian Social Entrpreneur Summit)를 소개하고 이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역할을 함

께했다. 

중국, 홍콩, 만의 사회적기업 연수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언어문제를 비롯, 충분한 자

료와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문화적 토양이

다른 서구의 사회적기업 모델에 집중해왔다면, 이번 연수는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깊은 이해를 통해 아시아간 연 를 꿈꿀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첫 시도 다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한 소통과 연 를 통해 아

시아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해내고, 업종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

업을만들기위해노력할수있도록해야할과제가이제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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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및목표

2. 참가자명단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함께일하는세상(주)

참가인원 10명

연수기간 2008년 5월 4일~10일

연수지역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사 업 명 해외연수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강화

연수목적

�선진청소업체와의네트워크구성

�청소산업선진기술도입

�청소사업에서의사회적기업운 시스템강화

�청소업종에서의취약계층훈련프로그램개발

연수목표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방문을통한지역일자리개발전략모색

�서비스공공성강화를위한사회적기업의운 방식모색

�청소서비스전문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해외청소관련동향파악및업체와의교류및협력관계구축

연번 이름 부 서 소속 역할

1 이철종 표이사 함께일하는세상(주) 총괄

2 김기홍 사업지원국장 함께일하는세상(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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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전활동

1) 1회차

2) 2회차

연번 이름 부 서 소속 역할

3 유 국 사업본부장 함께일하는세상(주) 동 상

4 견경수 유통사업부장 함께일하는세상(주) 사진

5 김광수 상임고문 함께일하는세상(주) 기록

6 김연수 의정부지점장 함께일하는세상(주) 자료수집

7 정승화 남양주지점장 함께일하는세상(주) 자료수집

8 엄재 이사 함께일하는세상(주) 기록

9 유종호 안양지점장 함께일하는세상(주) 자료수집

10 정재이 표 광주다우환경 사진

일자 2008년4월25일 장소 함세상본점

활동목적 해외연수준비사항점검/연수목표공유/연수지관련세미나

참석자 김기홍,이철종,김광수,견경수,유 국

활동내용 해외연수준비사항점검/연수목표공유/연수지관련세미나

활동평가

�방문 상기관(기업)의활동과방문국의사회경제정책을실은자료집을

갖고교육을하다

�유럽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에 하여알게됨

일자 2008년5월2일 장소 함세상본점

활동목적 연수단준비물점검/개인별역할분담/연수지관련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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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일정

참석자 김기홍,이철종,김광수,견경수,유 국

활동내용 연수단준비물점검/개인별역할분담/연수지관련세미나

활동평가

�현지통역자로부터최종프로그램안받음

�프랑스어로인사하는법배움

�지역관리기업과크레아솔의운 현황에 해알게됨

�국제청소박람회의현황에 해알게됨

날짜 지역 내용

2008년5월5일(월) 프랑스(드르/빠리)

드르시지역관리기업(RQ) 멀티서비스방문

지역관리기업연합(CNLRQ)방문

(사무총장간담회) 

2008년5월6일(화) 벨기에(브뤼셀)
직업훈련사회적기업Creasol 방문

리에쥬 학쟈크드푸르니교수간담회

2008년5월7일(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ISSA - INTERCLEAN 2008’박람회

2008년5월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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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기관분석

1) 지역관리기업 멀티서비스 (Multi Services) 

(1) 방문내용

�멀티서비스본부사무소방문

�카말소장의멀티서비스현황브리핑과질의응답

�이사회면담

�현장방문(거리청소팀단체인사/마을카페/무료세탁소방문)

�환 오찬참석(멀티서비스제공)

(2) 기관현황

�드루지역(인구350,000의도시) 지역관리기업(멀티서비스어소시에이션)

�1987년시작

�직원: 90명(공공시장) / 인력파견일자리제공40명(일반시장)

�직종당직원수: 현장에서일하는사람총40명

�건물 청소가 매출의 총 50% 차지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리청소도 담당

하고있다. 이건물도지자체부속건물이며, 이안에사무실이있음.

�1년매출이140만유로(20억원). 

방문일자 2008년5월5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청소,시설유지

방문목적

취약계층 집지역에서 청소관련 사회적 기업이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의 임파워먼트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를 살핌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역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살펴보고자함

방문기관담당자
카말사라파

(Kamel Charafa)
홈페이지 www.cnlrq.org

주소및연락처 10 rue Louis Barthou, 28100 DR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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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설명

�이사회가총14명(이사회전원은자원봉사자이며, 자기직업이따로있음)

�지자체 공무원 4명, 나머지는 주민임. 지자체는 파트너이지 간섭하거나 향을 행사

하지않음.

�조직도개요: (이사회-소장-행정조직(인력/회계)-실무조직(팀장)-자활사업참여자-

상담자2명.

�취업관련정보제공, 이력서작성교육하는사람, 일종의직업상담사가2명

② 주요사업∙주요사업은청소이며,

�지자체소속건물, 초등학교건물청소(아침5시-8시/ 오후5시-8시/ 주당26시간

근무). 

지자체와계약맺어서진행하며, 일반시장은없음)

�길거리청소: 월-금매일실시(아침8시-12시/오후1시30분-4시30분/1일2교 )

�지역관리기업에소속된직원은90명/제도적인력파견단체로40명일자리제공

�집수리팀의 경우 OPAC(지역주택공급업체)과 함께 일하는데 지자체 건물들을 개보수

함.

③ 특별활동

�일요일오전에문여는까페에1사람근무/빨래방2명/일요일오전에상설5일장열림

�지역거점 사무실은 총 4곳. 현장본부/참여주민상담소/현장작업팀/행정조직 등이

다른곳에위치

�상담사(사례관리도 담당) 2명이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직업상담(년간 2,400명 정도

상담), 직원교육을전담(3주간교육을받으면내/외부교육관련된것을관리)

�인력파견 40명은 일상적인 일자리 제공업무, 교육은 없음 (일반시장 즉, 개인가정

이나 일반기업에 단기파견, 정규직 체근무등으로 활동. 단기 일거리는 1년에 800개

정도)

�사례관리자가 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1년에 2천4백명의 사례관리(이력서 작성

등)수행.

�지역사업주체, 타단체와 협력 담당하는 주민조직사업가 1명 (각종 경주 회 조직, 

주민참여, 스폰서조직등의활동만진행)이모임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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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교육 : 페인트 도장공, 중고등학생 직업 체험, 전문 학생 사회적기업 체험

산업연수도진행

�이사회와지자체와의협력이돈독.

(3) 시사점

�지자체에서다수의용역계약을맺기위한신뢰관계가중요함

�기업활동의최종목적이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활성화에있음

�청소, 집수리, 조경등업종을통합하여지자체의위탁용역수행

�살기좋은지역만들기를위하다양한활동프로그램이인상적임

(4) 사진

카멜 소장의 브리핑 멀티서비스 이사진과 함께

거리청소팀과 함께 마을카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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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관리기업연합 (CNLRQ) 

(1) 방문내용

�진딘사무총장환담

�지역관리기업연합운 현황브리핑

�질의응답

(2) 기관현황

�연합의역할

�이사회구성

�15개지역관리기업의소장과자원봉사자 표가참여(총30명)

�프랑스를12개지역으로나눠서12명이참석(단, 의결권없고의견제시는할수있음.)

�이사회선임은전체130개지역관리기업의소장/자원봉사자 표총260명이투표로

이사회참여지역관리기업을선정하는데매3년마다5개씩지역관리기업을교체. 

(일시에바꿀경우문제가생기기때문)

�이사회는년4번/ 운 위원회가10번/ 총회가1번개최

�교육훈련/개발(신규RQ)/국제연 /조직관리

�각부서책임자1명/ 회계1명등해서연합직원10명

방문일자 2008년5월5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지역관리기업의 선정/

관리/교육/기금조성/

마케팅

방문목적
�150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체로서 지역관리기업운동의 목적과 비젼

을탐색하고효과적인회원기업의관리운 의노하우를터득.

방문기관담당자

진-딘부케나이

(Zinn-Din

Boukhenaissi) 

사무처장

홈페이지 www.cnlrq.org

주소및연락처

�주소: 54 avenue Philippe Auguste 75011 PARIS - Tel : 01 48 05

67 58- Fax : 01 48 05 38 67

�Mail: zdb@cnlrq.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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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회비 납부도 하지만 연합이 정부 등 기금 확보하여 지역조직 지원하기도

함. (예: 교육훈련시참가자회비를받고강사나교육자재는연합이다마련한다) 

�기술교육은 하지 않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주민조직과의 협력에 한 내용을 중심

으로정책과관련된교육만한다.

�지역관리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하도록이끌어내며, 그런사람이일하는지역관리기업이되도록지원함.

�교육도 많지만 사례는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관리담당은자주모임. 중앙조직은모니터링을해서유통하는활동수행.

�소장교육은회계, 공공정책, 법관련제도의변화내용을교육을실시.

�체험교육의장/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이참여해서다른지역의활동을직접수행.

(3) 시사점

�프랑스전역150개회원업체에게까다로운가입규정을유지하면서활동.

�연합본부는 정책지원, 교육훈련, 사례관리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역기업은 업과

기술훈련을책임.

�사례관리 모임을 통해 한 지역의 좋은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함.

�사무처장은 지역주민으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으로 시작하여 연합 사무처장으로

일하고있음.

(4) 사진

CNLRQ 사무총장과함께 사무총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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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 사회적기업 크레아솔 (Creasol) 

(1) 방문내용

�도미니끄소장환담

�크레아솔운 현황브리핑

�청소교육장방문

�건설/집수리실습교육장방문

�봉제교육장방문

�크레아솔레스토랑에서직업훈련 상자의요리시식

(2)기관현황

�직업훈련전문사회적기업(EFT). 

�14세이상단한번도취업한적없는사람이참여. 

�레스토랑 운 , 봉제, 건설, 집수리, 청소(가사도우미). 주로 여성이지만, 남성도 있

음. 법적으로비 리민간단체이지만정부로부터직업훈련기관으로인정받음.

�20년전 브누아 드레즈(벨기에 사회적경제의 주역)가 이 지역의 이민자 여성과 함께

봉제사업을 시작, 레스토랑과 청소로 확 해 옴. 10년 전까지는 사회경제통합기업이

었는데지금은직업교육으로특화해서전문화하여직업훈련사회적기업이됨. 

방문일자 2008년5월6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취약계층 직업훈련 /

구직활동

방문목적
취약계층들의 직업적응 및 전인적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및 운

방식을조사하여국내적용가능여부를알아보기위함.

방문기관담당자

도미니끄 베르니에

(Dominique Verniers)

소장, 마리즈 오리옹

(Malyse Horion) 

청소팀장 및 건설팀

담당실무자

홈페이지 www.creasol.be

주소및연락처

rue de Steppes 20, 4000 Liege Belgique

�Tel : 04 228 2266- Fax : 04 227 58 34

�Mail: d.verniers@creasol.b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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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취약계층 참여자의 적성과 환경을 반 한 업종을 선정하고 도있는 훈련과 사례

관리로수료후취업률이높음

�매니저1인당훈련생4-5명으로훈련과관리의질이상당히높음

�청소업종전문성은많이부족하지만가정관리사로서필요한훈련을진행

(4) 사진

건축/집수리 실습장 견학 봉제 실습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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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에쥬 학 쟈크 드푸루니 교수 간담회

(1) 방문내용

�간담회(2시간)

�저녁식사(2시간)

(2) 간담회내용

1. 시장에서살아남는경쟁력있는사회적기업이될지, 공적 역에서역할을하는사회적

기업이될지에 한고민

⇒전적으로 시장에서 자기정체성을 갖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남는 것이다. 함세상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가야할지 고민해 봐야 겠다. 

함세상이 강조해야 할 점은 자활사업을 종료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계속 살아남는 것.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공공시장으로 접근

하기가비교적용이하다.

청소 가사관리 실습장 크레아솔 레스토랑 점심식사

방문일자 2008년5월6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유럽사회적경제

연구자

방문목적
�유럽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한 의견청취와 한국

사회적기업과함께일하는세상활동에 한조언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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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이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야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인지

⇒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에 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

이 있다. 첫째 틈새시장이 있다.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틈새시장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일자

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었다고 본다.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했을 때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핵심적인 과제는 공공부문이나

지자체가 일부 분담할 수 있는 가치와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의포지션이아닐까생각한다.

3. 크리닝업계의교육과관련한사례가있는지궁금하다.

⇒벨기에서는 서비스 쿠폰제를 통해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회적기업이 있다.

1시간에 20유로짜리 서비스인데, 정부가 15유로, 개인이 5유로를 부담토록 한다.

어떻게정부가그렇게많은투자를할수있나반문하게된다. 그런데그것이돌고

돌아 총 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고, 그 내용중에 가정 청소, 다림질, 정원

관리가많았다. 이부분은관심있게지켜보면좋겠다. 

(3) 시사점

�틈새시장보다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이필요함

� 기업과연계하는사업은 기업의전망에갖쳐버리는부정적 향

�공공기관과지자체를설득할수있는가치와사업의필요성을제고

(4) 사진

쟈크 드푸르니 교수 드푸르니 교수와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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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청소박람회 (ISSA - INTERCLEAN 2008)

(1) 방문내용

�청소장비/ 약품/ 용품제조회사별전시장방문

�제조회사 업담당자와의제품문의및구매상담

�신제품에 한시연관람과직접사용체험

�신제품에 한정보와매뉴얼, 샘플및가격정보수집

(2)기관평가

�Cleanfix 담당Mr.Michael Haselbach

1차분 발주, 기술적인 문제, 선적 지연을 협의 함. 다음 선적분은 착오 없이 시간

엄수부탁함. 6월초크린휙스기술진이한국방문예정이라함. 

�Chaobao 담당Mr.Jackey

지불조건에 하여의견을나누고세부적인것은이메일로연락하기로함.

�Baiyun 담당Wendy 

1200W 청소기 안전인증용 부품인증서류 요청을 강조함. 안전인증 이후 본격적인

발주통보함. 신제품은아직없음. 

�Santoemma 담당Mr.Massimiliano

각제품에 하여많은개선이이루어진것을확인.

�Kunzle & Tasin 담당Mr.Sergio. 

계속적인협력에감사함. 개선제품에 하여검토하기로함.

�Chaobao 총경리Mr.Hwang 

광저우공장방문할것을제의함. 

방문일자 2008년5월7일~9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청소업체의 신제품 공

개/시연과구매상담

방문목적

�6개국의 특별전시관과 아시아 전시관을 갖추고 530개 회사가 참여하

는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유럽최 의 전문 청소용품 박람회에 참관을

통해 선진신기술에 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업체들과의 제휴가능성

타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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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담당Mr.Simonneti 

직접 수입 제안에 하여 거부함.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아쉬움, 안을

찾아야함. 

�MP Cleaning 

Eureka 안으로검토할수있는회사임, 카다록입수, 가격요청함. 

�IPC 담당Cristiana

우리측의직접수입건에 하여미온적인반응임. 우리로써도물량에 하여확약을

할수없으니적극적으로할수도없음. 추후시장상황에 하여정보를주기로함.

�Fakir 담당Ms.Andrea Mayer

현재로는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제품이 마땅하지 못함. 금번은 인사 교류로 하고 향후

검토후재접촉하기로함. 

�Minuteman/Powerboss, AsiaManagerMr.Tong

E20 신제품에 하여열심히설명. 충전기장착된신제품, 좋은반응이있을것으로생각.

�Maxima (steam cleaner, 이태리)

직수입이가능할것으로판단. 가격요청함. 

�Lavorwash 담당Mr.Marc. Manager

시간관계상세부상담을못하고, 카다록만입수함. 향후검토할것을약속.

(3) 시사점

�지난번에 비하여 규모적으로 더욱 확 되었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다양해진 것을

알게되었음. 

�정기적인교류로상 회사및인맥들과의상호관계를재확인

�새로운업체와의향후교류및협의에가능성을열게되었음.

�차기 전시회 (마카오, 상해 및 베로나 등)에서 계속적인 협의를 기 하며, 금번 전시

회내용을바탕으로세부적으로검토하여전략적으로준비할필요가있음. 

�전체적으로함세상을소개할수있는좋은기회 다고평가하며, 이러한기회를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차기 기회를 꾸준히

비하는것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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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6. 연수일지

1) 2008년 5월 4일

11:00 참가자인천공항집결

13:40 원래는13:30발KL이나, 기술적인문제로계속지연중. 

14:40 출발(중간에3회식사+와인혹은맥주), 

18:25 암스텔담도착. 암스텔담스키폴공항, Transit 하는동안유럽연합입국심사함.

20:50 암스텔담출발KL, 

22:00 파리도착

탑승장비를 운전 시승 자동세척기를 꼼꼼히 살펴보기

중국업체 매니저와 함께 모래가루를 이용한 세척기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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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화물을 찾고, 화장실을 거쳐 통로를 찾는데 시간 소요함. 시내를 들어

가는 RER표시의 기차를 찾기는 했으나, 차표를 사야 하는데 현금으로는 알 수가 없고, 

카드를 사용하느라 지체함, 막 차가 아닌가? 아무튼 타기는 했으나, 중간에 김 신양씨와

계속통화하고, 중간역에서만나기로하여Place d’Italie 에서하차하여 기하고, 만남.

다시 7번선 종점을 가야 하는데, 아뿔사, 막차가 끊어짐. 3팀으로 분산하여 택시를 타고

로뎀의집으로감. 

02:00 하루평가없이취침

(작성자: 김광수)

2) 2008년 5월 5일

아침식사는씨리얼+토스트등. 간단하다. 

09:26 숙소를나서다.

10:15 기차역에도착

10:40 첫방문지Dreux(드르시) 로출발. 약한시간거리. 

11:40 드르역도착. 소장이직접나와줌. 2 의차량이용해서본부사무소로이동. 

이동하는중간중가길거리청소와조경을하는직원들과인사를함. 

35만인구의작은도시. 조용하고인적이드뭄

멀티서비스사무소방문, 바로협의에들어감. 

(중간소견)

주민과 착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지만, 조직적이며 그 조직에도 주민 참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인상적임. 또한 사례관리자 (교육요원) 의 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단체 모임

활동, 연수생프로그램등의부분은본받을만하다고하겠음. 

점심시간: 시내의자그마한아랍음식점. 오랜만의아랍음식(볶은밥등), 모나코와인을

곁들이고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다정함. 시내를 돌아보며, 주고 받은 정보로는, Dreux

에서는5-6층아파트를헐고2층정도의주택으로짓는다함. 5-6층의아파트는고 도로

슬럼화 한다는 우려라 함. 물론 유휴지가 넓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음. 또 다른 인상으로는

상당히아랍권사람들이많음. 다수의아랍권사람들이교육, 취업등에서소외되었었다는

기억이 남. 아랍권 출신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나? 인종차별인가? 종교의 편견인가? 아무

튼여러가지를생각하게하는문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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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파리로돌아가는기차. 밖은유채꽃, 너른들, 맑은하늘. 이보다더청명할수없음.

2층기차에는햇빛이가득.

15:45 아직도 너른 벌판은 햇빛이 쏟아지고, 언제나 수확하나 녹초는 푸르다. 녹초, 

알파파, 아! 흑룡강성따칭부근의알파파녹지가생각남. 

17:25 파리에 도착하여, 바로 메트로를 이용하여 Nation 역에 닿음. 54번가, CNLRG

방문함. Mr.진텐브케나이신(책임자) 만남.

20:00 중국집, 파리지앵이 된 중국할머니가 능숙하게 주문을 받는데 청도맥주도 있고,

음식맛은단맛이강함. 

22:00 일단 5인은 숙소로 가고, 뜻있는 5인이 무작정 메트로를 타고 에펠탑으로 향함.

파리에서의 처음 자유시간이면서 그나마 시내를 볼 수 있다는 설레임. 이제는 깜

깜한 주변이지만 웅장한 에펠탑에서 한 커트. 1층, 2층, 3층 엘리베이터가 있음.

2층까지는빨리올라갔는데3층으로가는전망 에왠사람들이몰려있는지, 높

아서 바람도 불고, 아무튼 꼭 기까지는 가봄. 파리는 고층건물이 거의 없고, 너

무 깜깜해서 방향도 모르겠고 짐작만 해봄. 철수. 그런데 밑에서 기다린다는 한

분이 보이지 않는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난감하다. 기다려 보지만 연락은 없고

일단숙소로돌아가서확인하기로함. 이제는메트로타기가별어려움이없다.

01:00 경숙소는문이잠기고, (하기야이시간까지누가기다리겠냐?). 겨우아직소주와

벗하고 있는 우리의 용사 덕에 들어가 보니 에펠탑 밑에서 기다리겠다는 정씨가

버젓이미안해한다. 아무튼잘됐다, 노가리안주삼아소주한잔거하게하고취침

(작성자: 김광수)

3) 2008년 5월 6일

로뎀의 집 (1일 1인당 30유로 라고 함. 가격에 비하여 서비스 등이 불만족.)아침식사는

컵라면+이것저것, 메트로7번선, 갈아타고, 기차역. 출발5분전, 3분전, 뜀박질이다!!. 

06:50 벨기에리에쥬행. TGV.

리에쥬는 벨기에에서 세 번째 도시지만, 1912년 Ok! 1차 세계 전, 독일의 프랑스 진군

에 앞서 뮤즈강을 방어책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7일의 시간을 벌 수 있었

던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도시라 함. 이후 석탄 및 기계 산업이 중흥하 으나 지금은

많이변화함. 

우리는 이곳에 있는 사회적 기업 Creasol 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리네쥬 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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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Jacques Defourny 교수를 만나기로 함. 기차역에서 버스 일일사용티켓을 사서

이동. 버스정거장과 Creasol 본사와의 거리가 약 3키로미터. 가방을 끌고.. 그나마 날씨

좋고, 공기좋고.

10:20 Creasol도착, 소장Ms.도미니크. 

협의는청소담당및사회관리담당과함. 

13:00 현장견학

1. 건설기능교육장

실제 현장 (주택, 화장실, 지붕 등) 으로 꾸며서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실시함. 또한

시공중인다른실제공사현장에파견훈련함. 

2. 봉제실

현재비즈니스모델중하나로활발함. 주문생산도함. 한국에도판매중이라함.

�Creasol 의 자활 구조는 우리와 유사하나, 실무자가 참여자 5-6인을 관리하며 70%

취업율은한국실정과다름.

�Creasol 의 취업자 훈련은 조직적이고 집중적 임. 또한 서로간 인사소개 차원에서

상호교류차원으로진전되기를바람.

�함세상이 탐방 전에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소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며, 전체적

으로만족할만한탐방으로평가함. 

14:00 Creasol 담당자들과기념촬 후아쉬운작별. 버스로이동. 오페라하우스앞정

거장에서엄형식씨가족과만남. 다시버스로이동. 유스호스텔에짐을풀다. 

유스호스텔은시내에위치하며4인용실. 비교적깔끔함. 바로버스로이동. 중간에

환승, 리에쥬 학행. 

17:00 리에쥬 학도착, Prof.Jacques Defourny 교수만남.

우선함세상에 한소개를간단히하며, 일자리창출과교육, 기술경쟁력제고에

한고견을요청함.

18:00 일단 교수님의 일정상 협의는 종결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함. 버스로 중

간에 환승하여 시내에 있는 리에쥬 학 문과 건물 부근에서, 식당을 찾음. 

오늘이 리에쥬 연고의 클럽축구팀이벨기에 1부 리그에서 21년 만에 우승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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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열린다고 하며, 시내는 온통 붉은악마다, 흥분한 시민이 많으니 조심하

란다. 오페라하우스광장에집결한다고함.

저녁 식사 : 이태리 식당, 야외카페. 일단은 시원한 맥주를 돌리고, 이태리음식에 기

되는데, 피자를 시킴. 한판씩, 어떻게 다 해결하냐? 역시 말 많은 (?) 동료의 나폴리피자

(젓갈냄새?) 때문에웃음. 

저녁이후: 엄형식씨 방문. 시원한맥주등등.

한 팀은 숙소로 가고, 한 팀은 오페라하우스광장 축제장으로 가고 뜻있는 인사들은 엄

형식씨 으로 분산. 박사과정의 엄형식씨는 수더분한 동네아저씨.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학업이순조롭기를기원함.

(작성자: 김광수) 

4) 2008년 5월 7일

오늘은 암스텔담으로 가는 날. 간단한 유스호스텔 아침식사 토스트+계란후라이+커피+

과일. 그런 로…

09:30 기차역도착.

엄형식씨가기차역까지와서티켓팅을도와줌, 근사한기차역,

햇빛은쏟아지고, 한커트. Liege! 마냥아쉬움.

10:24 정시출발

11:23 Maastricht 에서환승. 간단한패스포트검사(국경을넘어서인가?).그리고넓은

평원. 쏟아지는햇빛. 배고픔. 

13:30 암스텔담 중앙역 도착, 오렌지 민박에 전화하려고 하나, 연결이 안됨. 일단 24시

간 일일이용권을 구입하여 메트로 탑승. Poorwacht 역 하차. 오렌지민박을

찾다. OK. 여장을풀자마자, 방목사님이손수운전하여Rai로출발

16:00 청소박람회Rai 전시장도착, 전시시간마감1시간전. 시간이없음.

기타Supplier 인사, 협의

17:00 전시장 마감. 방목사님 안내로 구시가지로 출발, 2년만의 암스텔담 산보(?)우선

담광장으로간다. 이곳은중앙역에서2Km 정도떨어진암스텔담투어가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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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구왕궁, 랍전시관, 충혼탑이둘러있는곳, 오늘은피에로가보이지않음.

기마 경찰이 지나가고, 충혼탑 왼쪽 골목으로 진행. 중간에 유명한 남자소변

화장실을지나, 이제공개된홍등가를걷는다.

20:00 이제 배가 고프다. 방목사님 추천으로 먹자골목에 들어서니 오픈카페에 근사한

식당에 자리를 잡음. 아르헨티나식 식당 Lanzo, (체인식당 5군데에 있다 함). 27

유로 짜리 무제한 리필되는 갈비양념 세트를 시킴. 3가지 양념 맛. 그런데 양이

보통이 아님. 맥주도 한잔. 거리의 다양한 볼거리 (악 ,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등).늦은시간숙소도착, 잠을청하기전에일일결산(?)도하고,….

(작성자: 김광수)

5) 2008년 5월 8일

아침일찍동네한바퀴, 한시간이나걸림. 공기좋고….

오랜만에즐기는한국식아침식사. 기 이상임.

09:40 방목사님차로전시장으로이동. 

10:00 전시장도착. 

12:00 전시장식당점심. 지난번에는없던식당스타일임. 

15:00 항공권에문제가있었던견부장은다른팀과함께공항으로출발

17:00 전시장마감. 무지덥다. 발바닥도아프지만

17:30 방목사님과조우함. 시내로출발. 

렘브란트 광장 : 밤의 순찰 도는 렘브란트의 그림‘야경’을 청동조각을 만들어 논 광장

임. 후면에는 렘브란트 동상이 있음. 한 커트. 광장 주변은 온통 노천 맥주집. 한가하고 덥

다. 돌아서오는데그림장사아가씨. 15유로25유로란다. 사인을받고, 한커트. 

꽃 시장, 약간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중간중간 파장했는데 기념품도 보고, 꽃 뿌리도

보고 피곤하기도 하고 비용문제도 있고, 유람선 일정은 취소하기로 하고, 숙소로 향함. 중

간에방목사님이촌사람들을위하여일부러외곽을둘러전경을보여줌. 

20:00 오렌지민박집바베큐파티.

민박집 뒷 뜨락, 조그만 정원에 갖춘 바비큐 파티, 고기 좋고, 분위기 좋고, 노래도 있고

김광수

함께일하는세상_4차  2008.9.30  10:51 AM  페이지 68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69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6) 2008년 5월 9일

방목사님 운전. 전시장에 동 상 촬 들 위한 4인은 전시장에 하차. Alkmaar 치즈 경

매장, 매주 금요일 10:00부터 열린다고 함. 치즈 경매라고 해도 일반인이 사는 것이 아니

라, 생산자와 형 구매자간의 공급 이벤트로 광장에서 각종 이벤트가 있고 주변에 풍물

시장이 열림. 바로 풍차마을로 향함. 너른 초원. 야생토끼도 보이고.. Zaanse 풍차 마을.

전에는버스로바로입구로갔는데, 어느부근인지써틀배를타고건너감. 

여전한 풍차와 풍경. 전과 비하여 약간 더 개발된 느낌. 치즈마을에서 치즈도 사고,나막

신공장도보고, 여유로운오리는여전히그곳에있다!

13:00 야외점심. 민박집에서준비한샌드위치에맥주로해결. 

16:00 스키폴공항도착

16:40 암스텔담스카폴공항출발, 인천행

(작성자: 김광수)

함께일하는세상_4차  2008.9.30  10:51 AM  페이지 69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여노자회_5차  2008.9.30  10:50 AM  페이지 70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1. 연수목적

�외국의발전적인운 모델을통한한국사회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발전전략수립

�연수참여자의사회적기업리더로서의성장

�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에 한제도적지원방안제시

�사회적 기업가간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 업종별 네트워크, 지역별 네트워크,

열린포럼구축

2. 연수팀명및참가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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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지역을 변화시키는 여성의 힘

참가인원 8명

연수기간 2008년 5월 26일~6월 5일

연수지역 유럽(프랑스, 벨기에, 국)

사 업 명 유럽의 사회서비스제도와

사회적기업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내역할

1 김경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총괄

2 장수진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무국장 기획및회계,비디오촬

3 유 란 부산여성회 회장 일정관리 보고서작성

4 이태숙 구여성노동자회 회장직무 행 인터뷰기록보고서작성

5 허옥희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무료보육담당)
인터뷰기록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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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전활동

1) 1회차 : 한국여성노동자회 표자회의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내역할

6 이윤경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실장 보고서작성사진촬

7 강수진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실장 보고서작성사진촬

8 남하정 인천여성노동자회 무료보육팀장 인터뷰기록보고서작성

일자 2008년2월15일 장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충청지부

활동

목적
해외연수사업에 한의한의미를확인및참가자확정

참석자 한국여성노동자회 표및실무자,각지역여성노동자회회장

활동

내용

○유럽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해외연수사업의의의와목적에 해확인

○참가자변동에따른확정

○사업추진방안에 해검토

○사업결과에 해내부및외부공유방안에 해 확인

활동

평가
○사업의목적과의의를확인함으로써단체의힘을모아사업을추진할수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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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차 : 연수팀 1차 회의

3) 3회차 : 연수팀 2차 회의 : 세미나

일자 2008년4월14일 장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목적
○연수참가자에 해유럽사회적기업의사회경제적배경에 한이해를높임

참석자 ○김경희,장수진,이윤경,이태숙,남하정,강수진,허옥희

활동

내용

○세미나:프랑스,벨기에, 국의사회경제적배경과사회적기업의특성

○연수를통해우리가배우고싶은내용확인

○연수준비사항확인

활동

평가

○방문국가에 한사전세미나를통해사회적기업에 한이해를높임으로써참가자들이

사전지식을가지고연수를준비할수있게됨

일자 2008년3월20일 장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목적
○연수일정과예산안확인및역할분담확인

참석자 ○김경희,장수진,이윤경,이태숙,남하정,강수진,허옥희,이현실

활동

내용

○연수의목적및일정확인(프랑스,벨기에, 국3개국방문확정)

○연수예산검토

○사업추진에따른역할분담확인

활동

평가

○연수의의의와목적을확인하고참가자간역할을분담함으로써목적의식적인연수준

비를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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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회차 : 연수팀 3차 회의 (세미나) 

4. 연수일정

1) 전체일정

일자 2008년5월16일 장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목적
○방문단체에 한사전이해를통해효율적인연수진행

참석자 ○김경희,장수진,이윤경,이태숙,남하정,강수진,허옥희,유 란

활동

내용

○각방문단체관련학습세미나

○연수시필요한인터뷰와질의내용확인

○연수준비사항확인

활동

평가

○방문단체의현황을사전에파악함으로써정해진짧은단체방문시간에효율적인내용

으로진행할수있도록준비

일시 여행지 세부일정

2008년

5월27일(화)
파리

○크리다 국책연구소 산하 사회적기업 및 근린서비스개발 관련

전문연구팀

: Marie-France Gounouf 과의간담회

2008년

5월28일(수)

파리

벨기에

○오전: Emploi + (인력파견단체연합조직)

○오후: Emploi & Developpement (인력파견단체)

○벨기에리에주로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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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단체 일정

일시 여행지 세부일정

2008년

5월29일(목)
벨기에

○오전: 리에쥬 학사회경제센터

아르노앙리연구원강의

○오후: CSD (재가서비스센터)

2008년

5월30일(금)
벨기에

○ADMR(농촌지역가사지원사업)

○파리로출발

2008년

5월31일(토)
파리

○파리관광

: 개선문광장, 몽마르뜨언덕등

2008년

6월1일(일)

파리

런던

○런던이동

○런던관광( 박물관)

2008년

6월2일(월)
런던 ○오전: SEC(사회적기업연합) 방문

2008년

6월3일(화)
런던

○오전: ACLS(노인돌봄서비스단체) 방문

○오후: Community Southwark 

날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2008년

5월27일(화)

Iresco (국책연구소 산하 사회적기업 및

근린서비스개발 전문연구팀

○ 담자:Marie-FranceGounouf

○내용 : 프랑스 인서비스제도에 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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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2008년

5월28일(수)

○Emploi+소속단체

-Emploi&Developpement

(인력파견단체)

-ProximService

○ 담자:Anne-MarieBouzat소장

LydieKOKLA,ThenaGAUDIN,

StephaneLAKATOS

○내용:

-Emploi+ 의 설립배경 및 역사 소속

조직의역할

-인력파견단체와 Proxim Service의

조직운 현황

2008년

5월29일(목)

리에쥬 학사회경제센터

○강의:ArnaudHenry(아르노앙리)

○내용 : 벨기에 바우처 제도(근린서비스

제도)의현황과과제

CSD(사회주의노동조합재가서비스센터)

○ 담자:ValeieDelince

○내용 : CSD의 목적과 조직운 현황,

서비스

2008년

5월30일(금)
ADMR(농촌지역가사지원사업)

○ 담자:Marie-ClaireGilis

Marie-Claire.

○내용 : ADMR의 조직운 과 서비스

지원현황

2008년

6월3일(월)
SEC(사회적기업연합)

○ 담자:OlofJosdottir(정책담당)

KristenVanDenHout

(프로그래기획자)

○내용:SEC목적과역할,네트워크현황

2008년

6월4일(화)

ACLS(노인돌봄서비스단체)

○ 담자:JackyBourke-White

○내용 : ACLS의 조직의 미션과 서비스

지원

COMMUNITYSOURTHWARK

○ 담자:Maria(교육프로젝트책임자)

○내용 :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의 의의와 목적, 운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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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기관분석

1.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 프랑스는 그 전통이 아직도 국가의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세계화에 따른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에 발맞춘 국가의 후퇴라는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경

제조직이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복지국가의 재편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인서비스 개발

이 프랑스의 현재 중점 정책 가운데 하나이자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가장활성화 되고 있는

역이다. 

2. 방문 기관

1) 기관명 : Crida 국책연구소

(1) 개요

프랑스

방문일자 2008년 5월27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크리다(Crida) 국책연구소 산하

사회적기업 및 근린서비스개발

전문연구기관

방문목적 프랑스 인서비스제도에 한이해

방문기관담당자
마리프랑스구누프

(Dialogue avec Marie    France Gounou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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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담회내용

①프랑스 인서비스의발달과정과현황

� “좋은 활동”(선행)이란 이름으로 인서비스 시작

프랑스의 인서비스의역사는애초에노인을위한 인서비스에기원을두고있다.

그역사적근원을거슬러올라가면19C 종교계에서“좋은활동”이란이름으로종교인,

부유층을 중심으로 교회활동의 일환으로 빈곤층 및 환자를 상으로 이루어

졌으며교육, 계몽을위한목적을가진다.

20C에들어오면서이러한활동은청년기독노동자단체에서노동자가족들간의상호

부조형식으로이루어지면서이는기독교노동자동맹(LOC)의결성을촉발하 다.

� “가정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인서비스의 첫 직업화

1939년~1945년2차 전시청년기독노동자단체(LOC)의탈종교화현상이일어났다.

1941년 청년기독노동자단체(LOC)가 노동자가족운동(MPF)으로 변화하여 서비스

역이 종교 역을 벗어나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노동자 가족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 무렵 하나의 독자적인 직업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서비스는

전쟁포로가 된 남편을 둔 여성가장을 돕는 '가족도우미' 라는 이름으로 첫 직업화가

되었다.

2차 전 중에 남편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상이군인이 된 여성들이 넘쳐났고 이들은

정신적공황은물론이고혼자서집안을이끌어가야하는이중삼중고에노출되었고

크리다국책연구소 인서비스현장조사전문가Marie France Gounouf 여사는1968년 학생

시절을 보냈고, 45년 동안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15년 동안 국책연구소에서 민간단체 현장조사를

담당하 으며 최근에는 인서비스 수행 민간단체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여성은

자기가가진것을다줄수있는여성이아름답다”라며평생을사회학자로서 인서비스전문가로서

자기가가진전문성으로사회에기여하며사는것에만족하고행복해하는열정적인모습이인상적

이었다. 

구누프 여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는 프랑스의 인서비스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현재 인서비

스의현황과문제점에 해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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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방치할경우많은사회적문제가야기될것이불보듯뻔한상황이전개되었다.

이에 한 책으로 정부는 중산층의 규수(종교를 지닌 의식 있는 젊은 여성)를

교육하여 엄마도우미(산모도우미, 보육도우미, 가사도우미)로 파견하면서 정부

보조금으로서비스요금을지불하면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 다.

� “가정지원 여성노동자”로 법제화, 공식화

전쟁 통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1949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식구 많은 가족지원중심

으로 발달하 다.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드디어“가정지원 여성노동자”로 공식화

되었고 포괄적 서비스(보육, 가족상담, 청소년 상담 등)를 제공하는 하나의 직업군

으로 자리매김하 다. 이들은 가사도우미보다 격이 높았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들을 단순히 노동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드모아젤((mademoiselle))이라고

호칭하여 존경을 표시했다고 한다. 마드모아젤로 불리는“가정지원 여성노동자”는

부분이 젊고 의식 있는 좋은 가정의 여성들이 시작하 고, 파견하는 단체의 조직

내부교육을마치고파견하 고가족수당금고에서지원을받게되었다. 

자체교육에 한내용적정식화가필요하여법밑에령으로“가정지원여성노동자”로

공식화하 고, 알콜릭등으로인해심리 역으로교육내용이확 되면서, 가정관리

역할과사회복지역할로정착하게되었다. 기독교여성운동과비슷한측면이있다.

� 전국 조직화

1950년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연합조직 2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정

지원단체 및 활동가는 종교계 뿐 아니라 자선단체, 노동조합활동가, 기독교운동가,

공산주의자일부가있고, 서비스내용으로는노동자가족지원활동과더불어서비스

제공과정에서발생하는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례관리도병행되었다. 이렇게

서비스가발전되면서그들의욕구를찾아내는방식으로활동이전개되었다.

� 노인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1960년 이후 서비스 제공자도 이용자도 나이가 들면서 노인서비스에 관심을

갖게되어자연스럽게노인서비스중심으로전환하게되었고, 프랑스에서는정치적

문제와 연동해서 발전하게 되었다. 구누프여사가 30개 단체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

해보니 거의 20개 단체에서 노인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위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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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서 아줌마가 노인이 되면서 가정지원 조직 내에 가정지원서비스에서

노인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들이 생겨났다. 노인지원 역할은 자질

보다 동기가 중요함을 알게 되면서 양가집 규수보다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서“가사

도우미”를 양성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일반인들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가정으로파견되면서일반가사도우미 역으로확 재생산되었다.

� 80년 말까지 조직과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

1980년 말까지만 해도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가족수당금고

에서지원이나오고, 서비스파견주체가운동적인색채를띤단체로서비스공급자

또한헌신적이어서활동을공유하기쉽고수혜자와의공감 형성이용이했다. 

부분여성들로이루어져있고, 여성이 표가됨으로안정적으로운 이되었다. 

특히나 노령보험금고(공제조합)와 연동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 교육과정도 체계화하 고, 가족

지원은 가정지원여성노동자(마드모아젤)가 담당하고 노인지원은 가사도우미가

담당하는등나름 로전문성이인정되는직업으로사회적지위도획득했다.

70~80년 는 본격적으로 인서비스가 시장화 되기 전 행복한 시절이라고 볼 수

있다고구누프여사는말했다. 

� 87년부터 시장의 변화 시작 - 실업문제 본격화

그러나 호시절도 잠시,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의일환으로전국적인단일교육기관에서속성으로양성교육을실시한후 규

모로 가정파견을 하기 시작하 다. 그 이전엔 민간단체가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는형태 다면현재는민간단체를단순히파견알선하는단체로격하시키면서

운동성이약화되고서비스제공자의근로조건도저하되었다.

� 2005년 사회결속법 내의 인서비스 개발제도(=보를로 법)도입

- 인서비스개발국설치

인서비스개발제도의핵심은보편서비스일자리쿠폰제도(CESU) 도입이다. 90년

초본격적으로시장개방이되고, 가족일자리(우리나라사회적일자리)에서처음

으로 서비스 쿠폰제(CESU,우리나라 바우처 제도)가 실시되었다. 2005년도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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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발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편적 서비스쿠폰제가 본격화되었다. 이 제도로

비 리단체와 공기업, 민간기업 간의 경쟁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이할 점은 민간

기업의 운 자가 민간단체 출신의 활동가 들이 다수여서 운 방식도 민간단체와

비슷하 다. 그것은 그동안 민간단체방식이 사회적으로 체계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60여 년 간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역사는고급인력이양성되어양질의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국가가정략적으로

개입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자체는 많아졌으나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② 인서비스개발제도(보를로법) 

� 목적 : 보편서비스쿠폰제의목적은일자리창출이다.

� 서비스 특징 : 세제혜택이있으며개인이든기업이든이용이가능하다.

� 서비스의 향

- 공기업, 민간단체와민간기업간의경쟁이격화되었다. 

- 고용에서알선중심으로사업이변화하면서비 리단체의정책개입력이약해졌다. 

- 쿠폰수요자의직접고용이늘어나면서음성적인거래가늘어났다.

- 보편서비스 쿠폰제도 도입으로 가정관리사가 직업이 아니라 그저 쿠폰만 있으면

아무나구매할수있는하나의상품으로전락했다(직업화 ⇒상품화).

※2002년도에 직업화라 했을 때 사회보건 분야에 인정되는 업종으로 가려고 했

었는데, 2005년도에 보편서비스 쿠폰제 실시가 되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런점이무용화됨

③민간단체에 한전략적제언

� 슈퍼마켓보다는 명품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량에 맞게 이용자와 서비스를 공동

으로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를 질을 높이는

명품화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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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비스의 핵심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민간단체의 노하우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는수요자와소통하고관계를형성해신뢰관계를만들어내는능력이중요하다.

� 상황에 한 감지와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감지하고 상황 판단하는 능력과 위기 처능력은 물론이고

위기전감지능력도중요하다. 

� 표준화보다 현장의 상황에 따하 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서비스는표준화된것이아니라상황에따라변함으로 응하는능력이필요하다.

2) 기관명 Emploi+ ( 인서비스 및 기업서비스 인력 파견 사회적기업) 

○Emploi & Developement (일자리와개발)

○Proxim' Services 75 

방문일자 2008년5월27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AI)인력파견단체

방문목적 사회적기업지역사회돌봄서비스제공현황및제도적여건확인

방문기관담당자

안마리부자,리디꼴레라

떼나고뎅,스테판라까또즈외

다수

홈페이지 www.emploi-plus.com

주소및연락처
○ Emploe& Developement :70,rue여Moulinwert75014Paris

○Proxim' Services : 75, 63-65 rue du I'Amiral Roussin 75015 Paris

안 마리 부자(Anne-Marie Bouzat)소장은“된다”“믿는다“라는 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 한 특징을 전문적 시스템으로 구조화(관련 기능 있는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고

경청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소개를 했다. 일을 하기위해 오는 사람들에 한

채용기준은직업전문성을기본으로해서열린사람으로뭐든지체득이가능한사람으로채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며, 연합조직 Coorace에서 단체 모범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조직에 해자랑스러워했다. 자부심이 단하게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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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의구성

- Emploi & Developpement (일자리와 개발 -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파견단체)

- Proxim’Services 75 (가정지원서비스를특화하여제공- 근린서비스)

- Objectif emploi(기업에인력파견서비스- 한시적일자리파견)

- Relais Services(보조금지원근로계약운 및교육직업훈련조직- 사양화됨)

⇒ Emploi & Developpement(일자리와개발)와Objectif emploi(한시적일자리파견팀)

에서총조직을거쳐간인원1200명이고, 거쳐나간사람의자활성공률은30%(취업률

공식통계)이다. 

⇒AI(인력파견단체)+노동통합기업이라는 효율적 조직의 필요성으로 Emploi +를 만

들었다.

※참고 : AI(인력파견단체)1987년 관련법 마련. 국회의원과 만나서 설립. 취약계층, 

노약자, 탈소자등이서비스를제공해서그에따른소득으로운 되는민간단체(정부

지원 없음). 프랑스 전역 950개소, 파리21개소. 한 해 동안 571명이 거쳐 감. 년간

매출액270만유로

(2) 인력파견단체: Emploi & Developpement (일자리와개발)

①개요

1990년 깨딸리여사와 약사 출신인 부자여사의 주도로 파리14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현재는파리전체(총20구: 행정단위)및파리근교까지 역을

확 할 정도로 발전하 다. 월평균 180~200명을 채용하여 파견한다. 이 단체의 역할은

취업 및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가지기 힘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며 이들이 장기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이끌어준다. 

②사업 역(업종)

- 청소, 정원가꾸기등이 전체의 50% 차지하며 개별가정, 공공건물, 저임아파트, 병원

등이주고객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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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0%는 식당업으로 단체급식(초등 및 학교, 기업, 병원 등)을 수행하는 곳에

서빙, 요리보조, 설거지담당

- 이러한업종에주력하는이유는처음일자리를찾는사람들 부분이거의직업경력이

없으므로그들의경력에부응하며동시에그들또한이러한직종을우선하기때문이다.

- 몇해 전 새로운 이들의 새로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시장에서의 선택권을 확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프로젝트를 실시. 건물관리, 건설(집수리), 이사도우미, 짐정리,

상점 업보조등으로업종을확 했다.

③운 방식

- 인력파견단체는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용역회사형태로서 구직 및 취업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구인처 발굴, 인력파견, 서비스제공비용처리, 피고용인

사회보장 및 각종행정서비스 행, 교육훈련실시 및 사회복지요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직업경로구축, 서비스품질관리등)

- 이 단체의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하는 만큼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노동

시간에비례하여임금을수령. 고용기간은처음1년2개월이며평균26개월로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3년까지 연장이 기능하다. 26개월 근무의 경우에 50 이상이 부분

이다.

- 지원 우선 상은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상은 취업경험이 있으나

재취업에어려움을겪는사람(실업자, 알코올중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로전락등의

문제로노동시장에서 려났던사람)이다.

- 이 단체가 직접 운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기획하여 이를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하는방식으로운 된다. 이는직업훈련기관은참여자에적합한접근방법

을 모를 뿐 아니라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교육시행기관을설득하여파트너쉽을형성하여모든교육훈련은무료이다.

- 총노동비용의1.9%를교육에투자한다.

④구인구직

- 지원 상의 특성상 외부 복지지원 서비스와 연결하 으나 참여자가 확 되면서

1995년부터는 사회복지연계서비스 담당자를 직접 채용하여 고용센터를 비롯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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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을통하여인력을발굴하며( 상자의95%), 5%는직접방문한다.

※ 채용절차 : 1단계(외부의뢰를 통한 서류로 선별) ⇒ 2단계(전체모임 후 개별상담

통해선별) ⇒3단계(상호의사소통후최종결정)

- 구인처는개인적인관계에기초하여형성된파트너십을활용하여발전됨. 초기단체의

설립자 및 이사 등이 지역의 각종행사 및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여 인맥을 형하며

홍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지역의 학, 민간주택건설업, 병원등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있다.

- 설립당시에는 14구에 학 기숙사가 집되어 있어 그곳을 중심으로 운 하 으나

현재이분야에일반기업들이많이진출함에따라새로운파트너물색중이다.

⑤근로조건및재정

-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8.27유로로서 고객은 최저임금의 2배 지불, 그중 50%는 파견

인력에지급, 나머지50%는AI가보험, 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 운 비등에사용

-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정근로시간35시간 기준)을 적용하되 노동 강도가 센 경우

이용자의동의를얻어시급의기준을높이기도한다.

- 재정지원은 유럽사회기금 및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및 사례관리 업무의 일부를 지원

받는데이는전체운 비의5%정도밖에차지하지않으므로재정자립도가높은편이다.

⑥파견및인력관리체계

- 참여자에 한테스트등관찰기간을거쳐중도에낙오하는비율을줄이며파견원칙은

일자리에 해적극적인자세를가진사람을우선으로먼저파견한다.

즉 노동능력보다는 참여자의 필요(위급 상황 시 돈이 더 필요한 사람)를 우선하며 이

들에게더많은일을배치한다.

- 현장 파견 후 문제 발생시 교육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여 재 파견하나 개인별 철저한

관리로문제가발생하는경우는거의없다.

- 참여자와 협약체결(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을 하며 정기적으로 전화로 관리한 후 평가

하여상호확인하는절차를거친다.

또한 이외에도 개별상담을 통하여 노동시간외의 시간활용 방법 및 퇴직 후 계획 등에

하여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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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업규모및실적

- 관리 직원수 : 15명(안내, 채용,상담,면접,취업관련상담,사례관리 4명, 직접서비스

파견4명, 마케팅 업1명, 행정2명, 월급관리2명, 회계책임자1명, Bouzat소장1명)

- 고용규모: 연간550명~600명(현재571명근무, 시간제포함), 월평균180명~200명,

이를전일제로환산하면월평균87명

- 연간 서비스제공시간 : 16만 5,000시간, 전일제 계산하면 104명 고용효과(상시적

고용인원격)

- 규모: 수도권에서1위, 전국에서5위의실적

- 자활성공률20~30%(정규직으로안정적일자리확보)

- 참여실패율: 약20%(직업적문제, 심리적문제, 알코올문제, 사고등의이유)

- 연간총매출: 2005년기준220만유로(3억정도), 2007년기준연간270만유로

3) Proxim’Services 75 (가정지원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 - 근린서비스)

①개요

1992년설립된비 리단체로서일상생활에필요한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 인서비스

전문인력 용역 및 알선단체로서 직업경력이 있는 이들의 전문화 및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노력하고있다. 

②사업 역(제공서비스)

- 첫째, 가정생활안락을위한서비스(맞벌이부부)

- 둘째, 재가서비스(노인, 장애인등)

- 셋째, 보육(베이비시팅): 부모외출시돌아올때까지돌보는단시간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의가정위탁결연(찾아주기, 한시적맡아주기등)

- 넷째, 장애인 지원: 취업된 장애인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거나

장애인을채용한기업의중개역할

③운 방식

- 이단체에서비스제공자를고용하여개인및단체등에파견하는용역사업과개인이나

기업등을 상으로한알선사업(컨설팅포함)으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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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채용, 교육훈련제공 및 실시 등 인적자원개발(문제해결, 역확장을 위해 교육

훈련프로그램기획)

- 직업 훈련 기간은 근무로 인정하여 수당 지급. 직업 훈련은 교육기금관리위원회나

공제조합 방식으로 운 하고 있고 자체 교육 보다 자원 연계 교육이 더 많기 때문에

기금이남을수도있다고한다.

- 서비스 이용자는 부분 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쿠폰 이용자가 다수. 노령

보험과지자체보조금, 가족수당등여러제도가어우러져있다.

- 총노동비용의2.3%를교육에투자한다.

④채용절차및조건

- 직접 채용 : 1회 10~15명 참가, 관련사업 설명 후 ⇒ 필요서류작성 ⇒ 능력파악

질문지작성⇒분석후일 일개별면담후최종결정

- 외부채용 : 2005년 초 민간고용지원법이 제정되어 민간고용기관이 5,500개에서

11,000개로증가되었음. 또한사회결속법을근거로민간고용기관과협력, 채용박람회

및인터넷을통한개별참여를거쳐내부채용과동일한과정을거쳐결정.

- 채용조건: 450시간경력요구(AI 참여기간이종료된자포함)

- 임금: 학력, 경력등을참고로하여시급기준최고16유로까지지급.

⑤사업규모및실적

- 관리직원수: 22명 (Bouzat소장1명포함)

- 고용규모: 연간500명

- 연간서비스제공시간: 19만1,000시간, 전일제계산하면120명고용효과(상시고용)

(2006년 기준 총186,000시간 서비스 제공, 총 이용고객 3,000명, 총 고용인원 450명

규모)

- 연간총매출: 310만유로

4) Objectif emploi (기업에 인력 파견 서비스 - 한시적 일자리 파견)

Objectif emploi는1996년에설립. 차상위근로계약체결하는단기계약자. 

처음의 의도는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단계별로 맞춤 파견을 기 했었으나 예상 계획

로진행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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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매출 130만 유로.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개발의 기인력을

유기적으로파견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 Relais Services(보조금지원 근로계약운 및 교육직업훈련조직-사양화 )

그 동안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면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지만

최근 장애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운 을 준비 중에

있다.

6) 참여자관리(사례관리)에 하여(효과적 관리 위해 10명씩 소모임)

①직업적부분사례관리

- 공동의 목표 설정 : 초기 상담을 통해 설정한 목표가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상호토론을통해진행. 취업과관련된애로점을파악하기도한다.

- 평가서 작성(고객 체크리스트) : 고객 불만 사항 접수 시정, 다시 재평가를 통해 발전

단계파악. 일정정도궤도에오르면다음단계일자리를연계한다.

- 집단사례관리 : 주1회(참여자, 실무자), 처음같이 목표설정(상호동의)하고 토론 통해

조정, 이력서쓰기, 일을바꾸기도한다.

- 개인면담 : 2주 1회 혹은 월1회 진행. 일자리 의논 ⇒ 일자리와 관련 어려움이 무엇

인지 파악, 스스로 계발할 인적자원이 무엇인지 파악.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도록한다.

②지역과협력으로하는사회적부분사례관리

- 지역프로젝트 활용 : 지역과 연계한 사례관리. 비 리 주거회사와 파트너가 되어

지역 개발과 관련된 직업 훈련 개발, 청소 지역개발단체와 협력 직업훈련개발로

그단체에취업연결한다.

- 60여 개 고용안정 센터와 연계는 물론이고 지역의 제 단체(장애인 단체 등)와도 연계

사례관리는참여자에 한총괄관리를의미하며고객평가, 개별상담, 의사와연계한

건강관리, 지역자원의포괄적연계를통해참여자의자활을지원한다.

- 사후관리: 자활실패자나50 이상의고령자의경우는자활기간과상관없이여기서

일하고퇴직을준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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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노쇠해져서근로능력이없어지면치료받으러기관에보낸다. 

⇒참여자사례관리를 통해 실패율은 20%이다 : 기본은 자활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심리정서적지원은필요없고, 경제적자활을위한지원만하게되는데모두를

다해결해줄수는없기때문에보호작업장으로연결시키기도한다.

7) 보편 서비스 쿠폰제의 한계와 과제

①일반인개인이은행통해구입

시간 당 18C. 고용인은 액면가 10C를 지불하고 은행가서 구입. 나머지 8C는 보험

공단에서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빼간다.(서비스노동자는 10유로 가져가고, 8유로는 공단

에서가져감.) 

연말에 50%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9C만 내는 혜택이 있고, 사회보장

분담금의할인혜택이있다. 하지만이는세금을내는사람에게만유리한제도이다. 

②기업이보조하는방식으로쿠폰매입

기업의 경우 기업위원회(직원의 복지담당)에서 량 구입하여 직원에게 6C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노조의 단협 사항으로 기업에 따라 5C, 4C 등 판매가에 차등이

있다. 이는 기업이 임금 인상을 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미명하에 애용되고

있다고한다. 

사회서비스 관련 쿠폰제의 역사는 10년이 넘었고 보편서비스 쿠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2005년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편서비스 쿠폰제가 시행된 후 이용자에 의한 직접 고용이 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체나 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개별적인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보다고용이안정적이다. 

개별적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감방에 가야하는 경우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도 단체나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신원 보증이

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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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플르와플러스(Emploi+)>

8)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민간단체(Association)의 조직구조

Emploi+의사례에서보듯프랑스를비롯한유럽의많은국가에서는비 리민간단체인

Association이 공공부문 및 일반시장의 서비스 업종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다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 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Emploi+의사례를통하여경제활동을수행하는비 리민간단체인Association의구조를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1. �표시된부분은외주

2. 담당자 가운데 방문팀과 함께한 이들의 이름은 번역해 놓았음.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안마리 부자 소장이 세 조직의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스테판 라까또즈씨가

조직 전체의 회계 및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리디 꼬끌라씨 또한 Emploi &

Developpement뿐아니라Relais Services의근로계약관리및교육훈련을담당하고있음

인력파견단체

Emploi & Developpement 

(일자리와개발)

Proxim’Services 75 

(가정지원서비스를특화

하여제공- 근린서비스)

Objectif emploi 

(기업에인력파견서비스

- 한시적일자리파견)

파견 상 공공부문기업,병원,학교 개인 기업

파견
비시장(공공부문,도시

공사등)

시장/ 

기업위원회 통해서 발급된

쿠폰이용 전체의 8%이용,

92% 공제조합,지자체활용

해서파견

시장

업종 청소, 관리, 급식 노인, 아동, 장애, 가사 전업종

조직적

참여

자활참여자, 공공부조

상취약계층

이민자 출신여성(주로 비공

식부문노동자),한부모 여성

가장(자활 상 아니지만

취약계층)

자활참여자(취약계층

중유경험자)

노동시간
주몇시간(정기적) / 

고용

부정기적 파견, 고객이 원할

때언제나파견/ 고용, 알선

근로계약체결후

장기적고용

참여기간
최 3년, 더오래있기도

한다.
부분10년(장기근로) 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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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명예회원, 회장(2인)사무총장- 재무이사, 행정이사

소장

안마리부자(Anne-Marie BOUZAT)              

회계및감사

Sylvain LAJARDIE) -

L.G.A사�.

공보담당

ADIMAGE, ADEXPO�

정보및전산

SINE QUA NON�

회계총괄및급여지급

스테판라까또즈(Stehane LAKATOS)

안내및상담: 3인

Ludovic CHAMPIGNY, Laurence POTIN, Josiane RAUZY 

Emploi Developpenment Proxim' Service 75 Objectif Emploi Relais Services

소장
안마리부자

기획
Laure LESLE

사무Secreariat
떼나고뎅

사례관리(사회적자활)
Patricia MANIACI

직업상담(경제적자활)

리디꼬끌라

업무배치
Gil LOAEC

Muriel PASSOT
Caroline PROUVOST
Blandine BONETTI

회계
스테판라까또즈

급여-명세서-Facturation
Camille SEBAS

Emmanuelle OUHIOUN

행정
Amane AHO

Jean-Francois OLIVREAU

소장
안마리부자

기획
Laure LESLE

팀장
Estelle NICOLAS

노인, 거동불편자서비스
Samia FATES

Caroline RAYER
Isabelle ABRAS

Alex VARTANIAN 

행정
Kamal LAMROUS

보육, 장애아동보조팀
AmaёSAMOURET
Christelle MAHE

행정
Emilie KOUASSI

가사지원팀
Lydie BARUL
Emilie RENOU
Laly ZOUAG

인력채용및직업훈련
Anne BAYLE

회계
스테판라까또즈

급여- 명세서
Rosa BOUQUET

J.F BOUET
Noro RASOAMANANA

Arab OUMSALEM

Service Recouvrement

Barbara STEPANOVIC

소장
Marie-Noёle TAVAUD 

부소장
Murielle DESBROSSES,

Patricia DUPONT

사업개발
Greoire SANZ

소장
안마리부자

보조금지원근로계약담당
리디꼬끌라

교육훈련
Anne BAYLE
리디꼬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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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서비스제도가 직업화가 된 건가요?

A>직업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협을 통해 14%임금이 인상이 되기도 하고, 노동

시간이단축되기도하기때문에직업화가되었다고볼수있다. 

직업안정성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 알선업이 문제가 많고, 

서비스쿠폰제는상 적으로문제가적다.

일하는사람입장은고용이되는것을선호하기때문에일반가정고용은통제가어렵기

때문에싫어함. 따라서 인서비스쿠폰제를상 적으로싫어한다.

Q> 기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요?

A>자체공통교육은없다. 직업훈련도보수를받는다.

일자리와 개발팀은 노동비용 1.9%는 의무적으로 직업훈련교육으로 할당하게 되어

있음. 프록심 서비스는 노동비용 2.3%는 의무적으로 직업훈련교육으로 할당하게

되어있다.

Q> 일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갈등은?)

A>사례관리담당자의고충: 571명을둘이서상 해야하는어려움과어쨌거나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업무인지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 증원을 요구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그에 따른 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자구 지책으로 10명 단위의 소모임을 계속 조직해

나가고있다.

고용안정센터는1인당상담시간이정해져있음으로좋은데여기는1인당상담시간을

종잡을수없는어려운점이있다. 

사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재사회화하는 과정이라 한계도 많고, 힘들다. 특히 취약

계층(문맹자와 이주민)을 상으로 하는 사업인지라 힘들 것을 예상 아니한 바는

아니지만 자꾸만 그 사람들에 해 절망하곤 한다. 그렇지만 이 조직은 관계 지향적

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정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들조차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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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수없는사람들을 상으로하는단체라는사실에서자부심을느끼기도한다.

참여자의80%가이민자출신으로문화적차이뿐만아이라노동관습의차이도심하다.

다양한국적의사람들이어서힘든지점도있지만오히려그렇기때문에기업과연계

할때그만큼스펙트럼이넓고홍보효과도크다. 

1. 벨기에의 사회적 특징

벨기에는연방국가의형태로구성되어있어각각의특성에따른운 체제를가지고있다.

2. 방문 기관

벨기에

중앙정부 국방, 외교, 사회보장, 금융통화정책을관장

3개의자치정부

플란더스, 

브뤼셀-캐피탈, 

왈로니아

도시계획, 주택, 환경, 경제개발, 고용, 에너지, 공공

사업, 교통정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각

공동체와지방의행정업무를관장

3개의언어정부-

공동체

네덜란드어권, 

불어권, 독어권

문화, 교육, 언어, 보건 및 청소년/ 장애인 보호정책

등을관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1990년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럽 사회적기업의

토 가되는사회적경제는이윤추구의목적이아닌사람기반의민주적이고비 리적인경제활동으로서

현 적인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1970년 프랑스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해서 현재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고있다.

벨기에의바우처서비스는보편적서비스로모든국민이이용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으며,기존의

재가서비스는그 로유지하면서취약계층의지원을지속하고있다.

바우처서비스가 시행된 2004년 1,500만 유로, 2007년 8,000만 유로의 재정이 투입되면서, 한편

에서는이제도의시행으로너무많은재정이투입되는것에 한우려의목소리도있으나,고용정책

으로서는유례없이성공적인사례로꼽히고있다.

준시장이란서비스공급자는다르지만정부의지원이있는시장을말한다.최근도입된바우처서비

스의 경우 준시장에 해당되며,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근린서비스 역을 확 해

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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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벨기에 리에주 학 사회경제연구소

강의: 벨기에바우처제도에있어서사회적경제조직과다른조직의비교연구

(1) 바우처서비스의도입

벨기에의 바우처제도는 2001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기는

2004년부터이며, 예산이 2004년 1,500만 유로, 2005년 6,000만 유로, 2007년 8,000만

유로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 바우처서비스의도입목적및의의

- 근린서비스에 해 고용창출과 비공식노동의

공식화

-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구매력를 증

하고이를통한일자리창출

- 공급자를개방을통한경쟁적서비스지원

- 기존의 재가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적서비스

자원으로써작용

방문일자 2008년5월29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사회적 경제에 한 연구

기관

방문목적 벨기에바우처제도(근린서비스제도)에 한이해

방문기관담당자 아르노앙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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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처서비스운 시스템

①고객은서비스를관리하는단체에서쿠폰을6.7유로에구매. 이때, 고객의구매액중

30%는이후소득공제혜택을받게된다. 

②구매한 쿠폰을 갖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한다.

③고객으로부터 받은 쿠폰을 관리단체에 청구하면 20유로를 지급 받음. 즉, 국가는 관

리단체를통해13.3유로를공급자에게보조한다. 

(4) 공급자및이용자

1) 서비스공급자

- 리 및 비 리 구분 없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 하 다. 현재 노동통합기업, 비 리민간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일반 리기업,

공공기관등이공급자역할을하고있다.

2) 서비스이용자

- 보편적서비스로이용자의자격제한이없다.

(5) 성과

벨기에는 바우처서비스의 도입으로 3년동안 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 으며, 2007년

현재60만가구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벨기에인구1000만명)

관리단체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②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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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서비스확 현황>

(6) 재가복지서비스와의비교

고용정책으로서의바우처서비스는기존의재가복지서비스와달리전체국민을 상으로

하는보편적서비스이며, 공급자의개방으로서비스이용자들의선택권을확 하 다.

그러나 활동인력에 한 자격기준이 없어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리기업들의

이익추구로인하여노동조건이열악한상황이다.

(7) 공급기관의유형별비교

공급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리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창

출 수 측면에서도 리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창출 목적에 맞는

성과를내고있는상황이다.

2004 2005 2006

고용인원 15,077 28,933 61,759

인증기업 785 1,092 1,438

이용자수 120,247 251,182 420,007

구분
고용정책으로서의

바우처서비스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재가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가사 역에한정된서비스제공

- 제도로규정

- 돌봄 역(간병, 행정서류작성,

위생등)  서비스지원

이용자자격
보편적서비스

- 자격제한없음

취약계층을지원하는서비스

- 단독노인가구

- 이동이어려운 상

- 경제적으로어려운 상

공급자자격
- 모든업체참여가능(인증필요)

( 리기업, 비 리단체, 공공부문등)

- 인증받은비 리단체

( 리기업참여불가)

활동인력자격 - 자격증필요없어도활동가능 - 활동을위한자격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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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기업중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것은직업소개소이며, 리기업에 한

긍정적 이미지와 비 리단체에 한 선입견(비전문성, 활동인력에 한 낮은 인식 등)

으로그비 리단체에비해 리기업을찾는수요가많은상황이다. 

<서비스공급및고용창출비교표>

그러나 실제로 리기업은 비 리단체에 비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교육, 급여조건 등

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이

나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다면 성과의 양적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의식을 가

질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노동자의근로조건비교표>

구분 리기업 비 리단체 공공 역

공급기관 48% 37% 15%

고용창출수 59% 45% 6%

1) 유럽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35시간임.

구분 비 리단체(사회적경제) 리기업

고용형태 - 무기계약이높음 - 유기계약이높음

근로시간 - 70~80% 전일제근무1) - 주1/3 이하로근로

교육내용 - 훈련과교육, 사례관리등 - 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급여조건 - 급여외이동요금지급 - 급여만지급

서비스 상
-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노력
- 일괄적용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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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과와한계

� 성과

- 고용창출정책으로서성공.

- 교육의질과서비스의질에서측면에서공급자의다양성을유지.

- 재가복지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는 이론적으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섞이거나상호보완되는측면.

벨기에 정부는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바우처사업을 시행하 으며,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성과를거두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 한계

- 고용의불안정성증 .( 리기업의노동자유기계약고용)

- 제공자유형에따른노동의질적차이

- 재가복지서비스와의중복및혼란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는 선택권을 넓힌 좋은 정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열악한 것은 인서비스 제공

에서 우려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점은 우리나라의 바우처사업 시행에서도 유의하여야 할

내용일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재가서비스를 시행하던 단체에서 바우처서비스

를 제공할 경우 만족도가 더 높으며, 비 리 민간단체조직들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즉,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

하고있다.

(9) 쟁점

- 예산투여가높아짐에따른우려↔비용에비해고용창출이높음.

- 노동의질이낮아지고있음

- 조직유형에따라고용의질차이가생김

- 비용고부가로취약계층의이용이어려움(보편적서비스가되지못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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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서비스가 바우처서비스인 비전문서비스로 체되는

현상과그로인해질적∙양적서비스가낮아질것에 한우려

- 재가복지서비스와바우처서비스의이중수혜

아르노앙리와의인터뷰중에나온질문

Q> 기업의 수나, 고용창출의 수는 리기업이 높지만 시간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오히려 비 리기관의 성과가 더 나은 것 아닌가?

A>그렇지 않다. 리기업이 양적인 면에서 우세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공급자가 리기업인지비 리단체인지알지못하고있으며, 비 리기관의서비스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근거나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이용자들은 오히려 리

기업이 더 능력이 있고 전문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비 리단체는 허술하다고 인식

하고있다.

2) 기관명 : CSD(사회주의노동조합 재가서비스센터)

(1) CSD에 한이해

①벨기에의료보험시스템

벨기에의 의료보험시스템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가입은 상호공제조합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상호공제조합은 의무보험으로서 국가의 의료보험 업무를 행함과 동시에, 각각의

질의응답

방문일자 2008년5월29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사회주의노동조합의 상호공제

조합 부설기관으로 재가서비스

시행기관

방문목적 벨기에사회서비스제도가현장단체에서어떻게운 되고있는가확인

방문기관담당자 ValerieDelin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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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개발한 각종 서비스를 특약사항이나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들은 자신의 선호에 의해 상호공제조합을 선택하게 되며, 상호공제조합은 오랜 정치적

전통에 기반하여 기독교상호공제조합, 사회주의/노동조합상호공제조합, 중립상호공제조합

등이정당-노조와의연관속에서활동하고있다.

②FMSS(사회주의/노동조합상호공제조합)

FMSS는 사회당(PS)-사회주의노동조합(FGTB)과 관련된 상호공제조합이다. FMSS는

2003년부터 의료보험업무를 전담하는 FMSS와 의료보험업무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분리하 으며, 이들 기관들을 총괄하면서 전체 FMSS 역에 속한

자산을 관리하는 민간재단으로서 Solidaris를 설립하 다. Solidaris의 이사진 상당수는

FMSS 이사진을겸임함으로써분리와연계의효과를기 하고있다. 

� FMSS-Solidaris 네트워크에 포괄되어 있는 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 FMSS : 의료보험업무

- fps (사회주의여성조합)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운 되는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보건, 노동통합, 보육, 청년,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 Pharma Sante (약국네트워크) 

- CSD : 재가서비스센터

이외에병원, 안경점, 여행사등다양한서비스제공기관들을포괄하고있다. 

(2) 재가서비스센터(Centrale de Services a Domicile, CSD) 소개

①개요

CSD는사고, 질병, 장애, 노령에따른필요를지원하는기관이다. CSD는재가 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가사지원, 간호, 도시락배달, 장비 여, 긴급지원

요청(biotelevigilance), ergotheraphy 등), 전화신청으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

하고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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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리에쥬사회주의여성조합(les Femmes

Prevoyantes Socialistes de Liege)은‘가족

상부상조(L’Entraide Familiale)라 불린 가족

지원서비스를시작하 다. 

이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서 1985년 사회주의/

노동조합 상호공제조합(FMSS)은 이를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별도의 민간단체(ASBL) CSD로

재구성하여 강화하기로 결정하 다. 이는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어려움을겪는사람들에게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CSD의 모든 노동

자들은 사회전반의 이해를 추구하고, CSD의

핵심가치를존중하면서일을수행하고있다. 

②CSD의핵심가치

- 서로다른사람들을존중

- 민주주의

- 개개인들의의견과행동의자유

- 자율과참여의신장

- 수혜자와의관계에서형평성

- 조직의효율성고려

(3) 왈룬지방CSD

①CSD 운

사회복지사 4명, 코디네이터 1명, 행정파트 2명, 간호사 1명, 관리자 2명 등 총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들이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조절하고 있으

며, 하나의전화번호로24시간원스톱서비스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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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CSD에서하는일

재가서비스 및 건강관리 등 집에 계신 분들의 돌봄과 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간호서비스⇒이동보조기구 여서비스등서비스가점차확 되고있다.

③서비스제공현황

④재가서비스제공자, 이용자실태

� 재가서비스 제공자

CSD 고용자 700명 중 재가서비스 종사자는 450명 정도이며, 재가복지서비스 역

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훈련되고 자격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을 받는 동안은 실업

자로인정되어실업수당을받게된다. 

서비스제공자의의고용계약형태는무기, 유기, 출산시 체하는계약등이있다.

기초교육은비교적잘짜여져있다. 

구분 재가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종사자수 450명 35명

종사자연령 30~40 50

종사자조건 자격증필요 자격증필요없음.

부 비용지급여부 교육비, 교통비, 피복비지급 지급없음

서비스이용자
특정취약계층

(노인, 장애인등)

서비스를원하는국민

(보편서비스)

관할 지방정부 연방정부

근무조건
주13시간

분기200시간공식제한

급여수준 초급1,25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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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교육은 2년 정도이며, 욕구 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기술적인 교육은

식사준비하는 법, 이미용, 환자이동보조서비스 등이 있으며, 윤리적인 교육 즉 갈등

관리, 스트레스관리, 인종차별금지등도반복적으로시행하고있다.

초등학교가끝나고중학교부터는직업학교과정이많다. 그중에서이런과정에해당

되는 관련된 과정(6년)이 있으며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른 직업군에서 이동할

경우 1년 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가서비스와

요양원에서일하고자할경우필요한자격을갖추어야한다.

서비스제공자는동단위로10명정도의단위로구성되어있으며, 한달에한번동단위의

10명과사회복지사가함께사례회의를가진다. 

서비스제공시간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사람이 하루 3~4가구를 지원

하고있다. 또한구역내에서활동하기때문에이동거리는멀지않다.

민간쪽은 서비스 제공시 1인이 하루 3~4가구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연

하다. 공공부문은보통1인이하루2가구정도방문(오전,오후)으로정해져있다.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이나 주말근무시 아침 6시 이전, 밤 10시 이후에는

추가수당이있다. 서비스제공과관련된소모품은센터에서부담하고있다.

급여수준은 초급 1250유로(현금수령액/ 보험료 공제 후) 정도이며, 근무시간은 주

13시간정도일하며, 분기마다200시간공식제한이있다.

� 재가서비스 수혜자

재가서비스 수혜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장애, 질병, 보육

어려움 등)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 시기와 방법 및

가격(소득기준등을파악)을결정하게된다.

단, 부양자가있을경우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다.

수혜자들은 1년마다 서비스 재설계를 위한 방문 측정을 받는다. 또한 매월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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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들에 해 수혜자들은 서비스를 체크하여(만족도) 보내고, 서비스요금은 매월

지로용지로발송하여납부하며, 서비스이용자와노동자간의현금거래는없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보조금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

서비스와다르지않다.

� 재가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사람 비 사회복지사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그비율이맞아야만인정이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설계, 제공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자교육을하기도하고, 현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교육도받고있다.

⑤한계점

-전문적인 역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구하기어렵다. (의사나간호사등은화이트칼라/ 재가서비스나바우처서비스종사자는

블루칼라로인식)

- 전문적으로보여지지않고, 노동의서비스질도보장되지않고있다.

- 기존의재가서비스와바우처사업이시행되면서혼돈이오고있다.

Q> 지역내에서활동을하면이동거리가단축되어편리할수있지만, 제공자와수혜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불편한 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는가?

A>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되도록 친척이나

가까운사람은피해서조정.

Q>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을 제공하는가?

A>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30 초반의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으며, 일하실분을구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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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들끼리는 경쟁이 없는가?

A>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하다. 아직서비스제공시장이충분하지않다.

Q> 처음이나 문제가 위험해졌다고 생각될 경우

A>서비스와 관련된 사람 예를 들어 서비스제공자, 가족, 주치의,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받는다른수혜자등이함께모여회의를통해결정한다.

Q> CSD에서도 바우처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는군요?

A>재가서비스는지방정부차원에서관리되는제공되며규정되는서비스이며,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격증이나 교육이 요구되고 특정계층(노인, 장애 등)에만 적용된다면,

바우처서비스는 연방정부차원에서 운 이 되고 고용창출 프로그램이며, 일하시는

분들의 자격기준이 없다. 바우처서비스는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다.

Q> 바우처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A>재가서비스는 반드시 수혜자가 집에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바우처

서비스는 서비스 요청자가 없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낮은 수준의

노동으로인정받고있으나, CSD에서는교육을실시하고사례관리회의를있다. 

지금까지는갈등이라고할만한문제는없다.

Q> 리에쥬전체에서재가서비스종사자는450명이나바우처서비스종사자는35명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는?

A>교육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

기업은하지않지만CSD에서는제공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제공할수있는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요청자들이 있어 보충적으로 운 하고 있을 뿐이다. 지위나

처우는같지만근무시간이반나절정도짧다. 또한적자운 을할수는없고, 서비스

욕구는 있어 현재 시스템에서 고용의 질을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인원만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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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있는가?

A>고등직업과정과 전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사업분야에

종사하고있다. Social Assistance

3) 기관명 : ADMR(농촌지역가사지원사업)-사회적경제기업

중앙사무총장: 마리끌레르

왈룬지역고용주로서의민간단체협의회 표: Cilis 

왈룬지역에서만총24명이일하고있음

방문일자 2008.5.30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방문목적 벨기에농촌지역현장에서의사회서비스제공현황에 해이해

방문기관담당자 Marie-ClaireGili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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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참조 : 총 6개 지부가 있으며,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우리가 방문한 지역의

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곳이다. 다른지역에지부가없는이유는시골과작은마을을

위해특화된서비스라일부지역에만운 되고있기때문이다.

(1) ADMR 개요

①설립배경

1951년에단체가생겼으며현재까지재가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2004년부터는바우처

사업도함께실시하고있다.

재가서비스에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에 바우처사업을 실시

하면서 두 사업 사이의 상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한 고민을 했으며, 

바우처서비스를도입한후도움활동의전반적인목적을재설정하 다.

바우처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서비스시장의 변화에 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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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시장의경쟁논리에만지배되지않을수있도록비시장적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도움을주고받는것에 한가치를중심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②ADMR 가치

‘사람이라면누구나삶의질을향유할권리가있다’라는정신적가치를가지고있다.

따라서 사회사업가, 사회봉사자 등의 교육시 조직의 가치와 갈등조정 등에 해 1년

동안 교육하여 가치를 새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수혜자)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여 편견을 배제하며 궁극적으로 행위의 주체자는 본인(수혜자)

이라는것과우리는도움을줄뿐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

(2) 주요활동및서비스소개

- 재가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

하신분들을위해특화된서비스이다.

- 바우처서비스

: 바우처서비스의목적은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과새로운근린서비스제공이다.

(3) 사업의목표

지금까지의 목표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독립생활을 하거나 적절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거나지원하는것이었다. 그러나현재서비스의다각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새로운

목표를설정하고있다. 

사람이 일생의 경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각적이고 복합

적인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고있다.

(4) ADMR에서제공하는4가지종류의서비스

원하는시간에따라서비스조정이가능하고모두다이용이가능하다.

각각의사업마다사회복지사가배정되어있으며, 바우처서비스에는코디네이터가있다.

단, 지킴서비스는여러지역을포괄하고있기도한다.

추가로필요한서비스가있을경우전화로상담조정한다.

여노자회_5차  2008.9.30  10:50 AM  페이지 108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109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5) 교육과매뉴얼

조직 내부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4가지 서비스 각각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동단위로위의4가지서비스에해당하는팀이구성되어있다.

재가도우미

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사업 집안에필요한서비스 지킴이서비스

사회사업으로의 일상

에필요한삶의지원

사회적일자리형사업

(지방정부의 사회사업

이아님)

사회적일자리형사업

(간병에 가까운 서비

스)

재가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지원

-식사준비, 장보기,

이동지원 등의 서비

스를 사례관리를 통

해제공

-서비스 제공시간은

1주15시간

-여러명으로 구성된

팀(주치의, 가족 등

협력네트워크)이 한

집을서비스

※제공시간을 늘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필요함.

-수리, 정원가꾸기

등 집안에서 필요한

서비스제공

예)

병원 퇴원시 가구나

이동동선 확보를 위한

작업도움

-1999년 만들어졌

으며, 간병(같이

있어주기)에 가까운

서비스

-노인, 질병 등을

가진 사람에게 간병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수 요 가 많 지 는

않음.

-환자 가족의 부담감

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종사자의 인건비만을 지원받고 있고 운 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서비스

금액이높게책정되어있음.

사람을중심으로하는사업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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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과의 의사소통 문제이며, 그에 관한 교육

과정이있다. 특히치매나노인질환에따른소통의어려움에 한교육이필요하다.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제작되며, 백과사전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질병이나 상황에

한정의와드러나는형태적인문제를설명하여어떻게 처할것인가에 한지침역할을

할수있도록하고있음.

사례관리

사례회의시 개인파일을 작성하고 조정하며, 여러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하며, 더 나은 방안이 나올 경우 의논해서 수정하기도 한다.(회의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입금 시스템을 마련되어

있다.

(6) 어려운점

� 바우처서비스에 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 재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했던 서비스 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바우처서

비스의 상자들이서비스를받아야 상자로인식되기어려웠던점이있었다. 

그래서 상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상층이지만 다른 삶의 경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삶의 차이나 상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

일수있도록설득하는작업들을진행하고있다.

- 바우처서비스 실시로 기존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던 인원들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만과 일의 어려움 등이

있다. (기존의 재가서비스 중 바우처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이 이동하고

결국 가장 열악한 수혜자들이 재가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상 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져서생긴문제인것으로이해된다)

- 기존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업무가 가치없고 의미가 없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

으며, 다양한 삶의 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노력하고있다. 따라서포괄적멤버십을가질수있도록역할과목표의

재설정을위해토론하고, 설득작업을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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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왈룬지역에만 450명의 종사자가 생기면서 기업적 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 농촌지역의 특성상 도시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이동의

불편함이다.

< ADMR에서새롭게추진중인사업> 

� 주간보호소(하루 4시간 정도 운 )

공간은꼬뮨에서제공하고, 인력은ADMR에서제공하는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 노인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보호자(수발자) 지원 서비스 개발

- 수발자의욕구조사를실시하여필요한지원서비스를개발하 다.

- 재가서비스 기관의 역할이 있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수발자교류, 모임, 질환에 한교육, 소모임추진등을고려하고있다.

� 수혜자 가족 내부(수발자) 문제 상황 발생에 따른 및 조정 프로그램 개발

- 갈등중재

- 고령화문제에따른수발자의고령화와그에따른문제해결방안모색하고있다.

<개인별사례관리파일참조> PHOTOGRAMME-가계도등이포함됨

- 자녀, 건강, 경제, 가족관계, 일상생활, 서비스제공시간등을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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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교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재가서비스제공자들의 이동수단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A> 이곳은 중교통이 없다. 따라서 부분이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과관련된유류비를지원한다.

Q> 중복서비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A>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DMR에서 가장 많은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중복의문제가발생하면우리가요청하여조정한다.

Q> 사례관리 회의는 모든 수혜자를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A>5% 정도 진행되고 있고 본인과 보호자 모두 거부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본인

이나가족이꼭참여하기때문에협의를통해이루어진다.

Q>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구조나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이러한 가치나 마음으로 수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A>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등에 해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있으며

문건에도 반 되어 있다. 특히 소외계층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인 교육도

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다.

1. 국사회적경제의특성

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한 정의는 이익이 사회공익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으로써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한 세 가지 기준으로 유지 진행되고 있다. 1000여종

정도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에서 몇천

질의응답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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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고용규모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도 존재한다. 공적 역에서 시작하여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의 형태에서 개인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 소규모기업에서는 몇천명의

고용규모에이르는기업도존재한다. 

공적 역에서 시작하여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의 형태에서 개인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

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전국의 55,00여개의 각종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며 각종 사회적

기업이27 리언파운드의이익을내고있으며500,000명의고용창출이이뤄지고있다.

국의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에는 노동통합적 성격을 강조하는 유럽 륙의 사회적

기업 유형화와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사회적 경제부문에 속하는 조직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광의의 협동조합 부문이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으로

구분되어유형화된다는점이다. 

이는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한 노동자협동조합의 중요한 기여를 반

하고있는것이다. 

�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 / social cooperative)

국의협동조합은기업법과사회법에근간하여형성되었으며, 주로평균10명규모의

작은기업의외양을가지고있으며, 특히서비스부문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의 변형된 형태로써 이용자들이 협동조합 운 에

적극 참여하고, 케어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

하고있다.

� 사회적 회사 (social firm)

특수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는 기업으로 시장 지향적이며

주된참여 상은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다. 

� 상호공제조직 (mutual organization)

금융적 배제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상호공제조직보다

급진화된 상호공제조직의 새로운 사례로써 윤리투자와 사회적 투자가 있으며 이를

통해새로운고용을창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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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인 자원조직 (trading voluntary organization) 

국에서 자선조직의 법적 위치는 매우 특수하며 세제혜택 및 기타 중요한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이들의 상업적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자원조직들은 문화/ 레크레이션,

교육과 훈련, 복지, 주거 및 환경의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시설운 및재가서비스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 매개적 노동시장조직 (ILM, intermediate labour-market organization)

훈련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는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로서, 실업자들이 제한된

기간만을이용할수있다. 프로젝트의방식으로유지되며, 참여자들을정상적인노동

시장으로인도하는역할에초점을맞추고있다. 다른직업훈련에비해통합적인성격이

강하고, 사회적경제부문과보다 접하게연관되며, 지역사회의통제를많이받는다는

특징을가지고있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독특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 및 통제

되는 기업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함께 소유하고, 운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사업아이템을선정하고운 하는과정에서소비자인지역주민들이

깊숙이개입하게되므로지역의수요에맞는공급을조직할수있는장점을가진다. 

2. 방문기관

1) 기관명 : SEC(Social Enterprise Coalition) 

방문일자 2008년6월2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국의전국적인

사회적기업연합조직

방문목적 프랑스 인서비스제도에 한이해

방문기관담당자
크리스틴

(프로젝트매니저)
홈페이지 www.socialenterpiise.u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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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 설립과정

200년 전부터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있었던 기업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간 네트

워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연합체를 이루어 정부의 정책에 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SEC의 목적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회적 기업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협동조합은 성격이 다르다는 판

단이 있어 모으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함께 모여 정부와의 관계에서 통일된 입장을

내어정부의지원을받고제안하는데효율적이라는판단에서모이게되었다. 

(2) SEC 구조

처음에는 6개 기관으로 시작하 으며 여기에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교통

체계지원서비스 기관 등이 참여했다. 전국의 분야를 10여개로 나누어 각 분야는 10,000

개 회원으로 각 기업과 정책과의 빠른 접점을 찾기 위한 구조로 운 되고 있으며 5년의

역사속에서250개의멤버가있으며그중50개가네트워크조직이다.

- 현재520개멤버중50개의네트워크구성

○각 분야별 사회적 기업 이사회 26명으로 구성, 상근직원은 20명이며 정책팀, 커뮤니

케이션팀, 사회발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은행기금 조성 시작, 지금은 회원

가입의회비로충당, 기업규모에따라회비가다르며각이슈별로팀이구성되어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정부와의 계약, 사회적 기업에 해 알리는 일, 미디어에 사회적

기업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 현재 주택 관련 사업이 제일 크며

각지역별레져시설, 재활용, 사회적약자에 한훈련등분야로만들예정이다. 

(3) SEC의목적

- 국 사회적기업의 전국조직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 사회적 기업 창립 및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향을 미치며 성공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의 정책에

향을미치고, 사회적기업을알리기위함이다. 

(4) SEC 구성멤버십

� 참여그룹

� 지역네트워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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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이면서자발적인그룹

�은행과같은전문가그룹

○각분야별사회적기업이사회구성, 각이사회의장중의장선출하며이사회는26명

으로구성되어있으며상근직원은20명이며정책팀, 커뮤니케이션팀, 사회발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은행기금 조성 시작, 지금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 기업규모에

따라회비가다르며각이슈별로팀이구성되어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정부와의 계약, 사회적 기업에 해 알리는 일, 미디어에 사회적

기업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 현재 주택 관련 사업이 제일 크며

각지역별레져시설, 재활용, 사회적약자에 한훈련등분야로만들예정이다.

(5) 인력현황및업무

- 이사회: 26명으로구성

- 3개의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명상근

①정책연구팀

- 구성인력: 5명(연구담당2명, 정책담당3명)

- 활동내용

: 사회적기업이사회내에서움직이는것에 한연구와그것을입증

: SEC내 멤버 또는 다른 사회적기업 멤버를 통해 어려움이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수집하여정책제안을구상함. 

: 정당및국회에사회적기업관련사안에 해로비

선거시공약에포함되도록하거나국회의워의정활동에반

: 정책발전을위해정부산하기관에공식적제안, 또는정부관련인사와미팅

②커뮤니케이션팀

- 구성인력: 사회적기업을운 하는리더로36명이활동중

- 활동내용: 사회적기업을알려내기위한기사활동

뉴스레터 발행- 멤버들에게 이메일 발송,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정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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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셋째주사회적기업의날2)로정하여캠페인행사

③사회발전팀

(6) 진행사업

� 소주민족들을 상으로네트워크를구성하는일

� 일반 중에사회적기업을알려내는홍보활동

� 국9개지역을네트워크화

(7) 예산지원

①정부지원: 연합체조직을위한지원하고있으며, 현재도계약하여진행.

②프로젝트: 지역과업종을넘어선네트워크에서프로젝트에선정되어지원받고있음.

③서비스 판매 : 사회적기업 축제 기간 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의 스폰서를 통한 재정

확보. 국내외적컨퍼런스를통한참가티켓판매를통한재정확보

(8) 네트워크사례

<Health and Care Network>

Health and Care Network는자립, 자활사업을하고있는Enterprise for All(모두를

위한기업)에속해있다. 

정책연구원이 5명이 있으며 2명은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며 3명은 다른 사회적기업과의 화를 퉁해 문제를 확인하고

사회적기업이어떠한 향을미칠수있는지정책을연구한다. 

건강과 돌봄 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연합 내에서도 큰 역이다. 네트워크에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 했을 때 그 내용은 사회적 기업 형성에 향을 미치고 사회적 기업

관련정부펀드에 향을미쳤다. 

국은 건강서비스는 무료이다. 노령화사회가 진전되면서 국가는 관장하던 내용을 변

화시키려하는데 이 서비스를 에이젼시나 민간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서는계약을체결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이다. 

2) 사회적기업의 날 5일중 사회적기업의 날, 여성의 날 ,노인의 날 등으로 구성함.

여노자회_5차  2008.9.30  10:50 AM  페이지 118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119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Q> 돌봄과 관련된 정책제안 활동은?

A> 주로로비를통하여 향을미치는데정책팀에서내용이이루어진다. 

로비는 정부의 개별 산하기관에 입장을 표명하는데 조나단 표 등이 정부관료와의

면담을 통해 로비를 한다. 또한 정당을 상 로 하여 로비를 하는데 3개 주요정당이

주 상이다. 선거시기 사회적 기업에 한 지원방안 등이 선거공약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회를 상으로 한 로비도 진행하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

되도록형향을미치기위한활동등이내용이다.

국회는 개별 관심있는 분야별로 그룹을 구성하는데 2003년에 사회적 기업 관심

그룹이 구성되었다. SEC는 그 그룹과 연계하여 활동하며 그룹의 사무국장(실제적

표 역할)을 SEC 표가 담당하게 되었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구성에 한

제기와서비스에 한책임이지방정부에있으나, 현재일반기업에서진행되어지면서

나타나는처우와인력구성에 한정책들에 해제안하고있다. 

Q> 연합체를 운 하는 것에 한 어려움?

A> 사회적 기업 정의를 내리는 것에 한 합의와 이해관계를 높이기 위한 표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것에 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공통의

커다란 목표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향을 미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지, 그 미션에

관심을 집중한다. 연합체의 특성상 완전히 민주적이기는 어렵다 개별 멤버가 다

만족할수는없다. 다만정책에가장효과적으로 향을미칠수있도록노력한다.

Q> 케어서비스 관련 어떠한 정책제안 활동이 있었는지?

A>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구조에 한 이슈를 제기하 다. 돌봄

서비스의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있었는데 최근 사설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사설

기관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지 제공자의 처우에

한이슈이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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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같은 분야 사회적 기업의 경우 경쟁 속에서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규모가 다르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활동하는 각각의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식이 있었다.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함께 할 때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지에 한 철저한 공유와 경쟁과 협력관계에 한

인식을어떻게명확하게제시하느냐’는점들이주요과제로제기되는것을알수있었다.

2) 기관명 : ACLS (Age Concern Lewisham Southwark) 

(1) ACLS 소개

사회적 기업 개념 이 전에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기업이 따내지 못하는 부분도 따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사회적기업에 관심은 갖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지는 않고

NGO 형태로 남아 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NGO에서 돌봄노동이 성장하면 독립 분리

시킬계획을갖고있다.

ACLS의핵심가치는평등과다양성, 질과지속적인성장, 효율성과높은성취도이다. 

상근 인력은 돌봄 서비스팀 과장 1명, 풀타임 정규직 2명 파트타임 1명 임종서비스코디

네이터1명, 서비스모니터링을하는담당자3명이있다. 

ACLS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주간보호서비스와돌봄서비스가주를이루고

있다. 각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NGO의 기부를 받거나

시사점

방문일자 2008년6월3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노인돌봄서비스단체

방문목적 국의재가돌봄서비스의현황과제도파착

방문기관담당자 제키보크화이트 홈페이지 www.acls.org.uk

주소및연락처 CentralOffice-Administration224-236Walworth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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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위탁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ACLS 이사진은 보

수를받지않고역할을하고있다.

(2) 목적

노인분들의삶의질을높여내고자기실현과즐거운체험의노후를만드는것이다. 

(3) ACLS 돌봄서비스현황

ACLS는 돌봄서비스를 1995년부터 시작하 으며 CSCI 정부기관에 2000년도 등록

하 다. 

①서비스제공및고용현황

돌봄서비스를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으며 40,000개 계약에 약 70,000

시간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이에따라140~150명서비스를지원받고있다. 

서비스는지방정부와체결하는데시간당15파운드가격으로하여매시간에따른서비스

비용을지방정부에청구한다. 

다른 기관에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고용하는 에이전시와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ACS는직접70명을고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서비스제공자의일하는시간은정해져있지않고융통성있게진행한다. 

시급의 형태는 다양하며 보통 시급 7.5~8.8파운드를 지급한다. 1년에 28일 휴가(공휴

일 포함)를 주고 최적의 처우라 보긴 어려우나 비용을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기업보다는 NGO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서독구와 재계약 예정이나

가격하락을요구하여어려움이있다. 

②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노인들이지역의자원봉사자들과함께어울릴수있도록한다.

자원봉사자를 안내하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심있는 지역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모든 봉사자는 CMR(Criminal Records Bureau)을 통해서 체크

하며서비스는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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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케어서비스

노인 분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 (가사서비스 양관리서비스,

개인돌봄등)한다.

� Handy Person 

개인서비스내용 : 정원관리, 발관리(9월 예정), 미용등 디테일한 내용을 제공하기위해

3명이근무하며집의간단한보수, 운동서비스등이있다. 

� 맥 란케어

임종을앞둔환자를지켜주는서비스로서비용이높다. (맥 란재단에서재정지원)

� befriending scheme

노인분들에게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친구되기 (befriending scheme)프로그램

제공한다.

③서비스사정서비스제공에따른근로

� 서비스 사정

국은4가지다른서비스제공기준이있다. 지방정부에서는서비스제공수준을4단계로

측정- 낮음, 보통, 높음, 아주높음단계가있으며Southwark에서는보통부터제공하고

있으며지역마다제공시점은다를수있다.

서비스 사정은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평가하여 사정한다. 서비스에 하

여욕구와필요에의해서비스를측정하여기관에서서비스를사게된다.

� 근로조건

- 노동시간: 최소시간은없으며(0시간부터가능) 최 시간은1주50시간을넘지않도록

조정한다.

- 최저임금제는 시급 5,5파운드로써 알선업체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하며 훈련에

있어서도소극적이나이곳에서는일주일에5-6일근무하고8주전근무기록을근거로

하여28일유급휴가를제공한다.

- 보수교육은지방정부와연계하여진행하며매뉴얼가이드에근거하여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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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돌봄서비스사업에있어서어려운점

- 예전에는 돌봄서비스를 지방 정부 자체에서 제공하 으나 NGO와 사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NGO가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 사기업이 경쟁관계에서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임금도 낮다. 돌봄서비스

노동가치가 10년 전보다 더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이 축소되어

Southwark에서는적자가나는바람에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데하지못하는실정이

나타나기도했다. 

※ 처 : 돌봄서비스 제공이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으며 정부측 예산절감에 부딪

치면서어려운현실을전달하며개선을요구

- 노동의 질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적절한 기술을 가진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다국적인과 문맹인이 많다. 70명은 기본이며 일할 수 있는 있는

명단을 보유하고 그 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적절한 노동자 수와 수혜자의

균형맞추기가어려움이있다. 

(4) 관련제도

� 개인 예산안 제도

지방정부가 일정의 예산을 개인에게 제공하되 재정관리가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지방정

부만이 아니라 개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해 주는

제도로새롭게시행하려는제도이다. 아직Southwark 지역에서는시행하지않고있다. 

개인예산안은사회복지사가평가하고이모든과정에서자산조사를실시한다.

1인 고용인 경우 구매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4 보험 등의 서비스지원이 어려워

“개인 예산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정부가 관리해주는 제도이나 선택과 예산

안절감에있어서충돌이있을수있다.

� Direct Payment (직접 지불제도)

개인이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제공기준과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지급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서비스 비용이 지방정부

(시간당 15파운드)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12.75파운드)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워서실효성에의문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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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들은 사회서비스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경향이있다. 

※ 국사회보장시스템은이미50여년전부터‘요람에서무덤까지’라는기본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제도하에서 서비스를 산다는 것에 한 거부감이 있으나, 

젊은층에게는서비스를직접조절할수있다는이점에서인기가있다.

(5) 정부기관과의관계

- 국의 돌봄 서비스는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제도이므로 2~3년 간격으로

다양한 감사제도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감사를 하면서 수행기관에 다양한

요구를하나정부가요구하는것과이에따른재정적인지원에있어서는큰갭이있다.

- ACLS는 CSCI (감독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정보 등 도움을 받고 있다.

더좋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어떤부분을보충해야하는지조언을해준다. 그러나

그렇게좋은관계를유지하는기관은그리많지않다. 

- 지방정부와는 계약관계 등 긴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제시한

교육/훈련수준에맞추어진행하고있다. 

Q> 노동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A> 문맹이나 이민자들의 교육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행하고 있으며 내부적 간단한

교육은기관에서진행하고있다.

Q> 서비스 신청단계는 어떻게 되나?

A> 부분의이용자가지방정부에신청하며, 적은숫자가단체에직접신청한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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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명 : COMMUNITY SOURTHWARK

(1) 개요

Community Sourthwark은 지방정부와 긴 한 관계 속에서 NVQ(National

Vacation Quality) 전국직업자격증을취득하기위한교육훈련제공하며아동에게필요한

서비스제공을위한신입교육제공하고있다.

(2) NVQ 제도란

- 교육 훈련통해 자격증 수여하며 건강과 가정 서비스 제공자들이 1주일 신입교육은

고용된기관에서기관의정책, 이론과실기등을교육한다. 수료후13주동안경력자가

관찰하는 실습을 하며 수료 후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고용주들이 NVQ 수료에 한

기 가 있으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CSCI에서 최 50%이상 자격증

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소지여부에 의해 차등으로 급여가 적용되며, 다른

분야에도 NVQ교육이 있다. 요양기관이나 서비스제공업체는 NVQ 교육수료에 한

광고를 할 정도로 이 교육수료에 한 신뢰도가 높으며 교육 수료증을 받은 사람의

자부심도높다. 

(3) Community Sourthwark의NVQ 

5년 전부터 Sourthwark 기술교육협회를 만들어서 5년간 110회 NVQ 과정을 시행

하 다.

NVQ과정을처음시작하게된계기는건강과사회복지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들이

문맹, 언어에 한추가적인지원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이다.

방문일자 2008년6월3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돌봄서비스 제공자 교육

기관

방문목적 돌봄서비스제공자의교육훈련내용및성장과정

방문기관담당자 마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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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교육이후실질적인교육과정을보면투약, 건강관리, 안전, 의사소통등포트폴리오

안에 다양한 주제를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Unit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자는 이용자와

제공자가함께일하고있는동안직접관찰을한다.

교육자에따라6개월에서1년정도교육을진행하기도한다.

� NVQ 단계

1단계~ 4단계까지분류하여단계별교육을진행한다

2단계- 시설종사자, 단체실무자

3단계- 시설팀리더매니저밑에있는슈퍼바이저, 기관장까지교육

4단계- 기관장등록관리하는경 관리직까지포함

(4) Community Sourthwark의아동서비스제공자교육

아동 놀이지도, 방과 후 놀이지도 등 탁아서비스제공에 따른 교육은 일반 보육교사와

다른성격을가진훈련프로그램이다.

7. 시사점

○우리나라도사회서비스가확 되고는있으나아직돌봄서비스가보편적사회서비스로

확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확 에 한 필요성 및 근거 마련할 수

있는정보를수집하 다.

○그러나 보편 서비스 확 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돌봄 노동자의 지위도 낮아

지는관계로이어질수있다는것은경계해야할내용이다.

- 한국사회에서 서비스확 와 서비스질, 노동의 질에 한 고민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과제로제기되고있다.

○서비스제공자에 한 사례관리가 지역자원과 연계되어 폭넓게 진행되는 것이나

서비스 이용자에 한 사례관리가 모든 주변 인물과 최 한 정보를 취합해서 논의

하고결정하는과정은인상적이었다. 

- 사례관리에 한인식을새롭게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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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사회서비스확 와더불어비 리기관과 리기관과의경쟁이심화되는

가운데 비 리 기관이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고심하는모습을발견하 다. 

- 한국사회에서 바우처 제도의 확 가 리기관에도 개방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비 리 기관리 어떻게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임을 다시 확인

하게되었다.

8. 연수평가및소감

<현지에서 나눈 평가회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찾기가쉽지않다.

‘사회적’기업, 목적, 경제 등등 유럽도 나라마다 다른 상황이며, 결국은 고용창출을

위한 도구인 것 같다. 일하시는 분들의 심리ㆍ정서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통한

경제적자립이라는두마리의토끼를잡을수있으리라는기 를했는데어려운것같다.

우리나라는역사는짧지만빠른속도로서비스를도입한것같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달라도 돌봄서비스에 한 고민의 지점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

다. 우리도 리기관의 사회서비스 참여로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고 참여자가 성실하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점에 한 고민도 있는데 이곳에

서도 그러한 고민을 볼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 확충에 따라 참여자에 한 서비스 질관리

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사회

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따라 참여자의 지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일 것 같

다. 이번 유럽 연수를 하면서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돌봄서비스가 지역

사회에서제 로작동하게하기위한지역네트웍구성의필요성을더느꼈다

유 란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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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정관리사협회를 염두에 두고 회원들의 주체적 역량강화와 회원으로서의 역할에

한부분도면 히살펴볼필요가있다.

지금까지의연수과정에서는사실운 시스템과방법들중일부가도움이되기는하지만

우리나라에접목시키기에는제도적차이가있어무리가있는것같다.

우리 회원들의 고민 중 하나인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되지 못한 점 등은 벨기에도 마찬

가지인것같다. 여성친화적사업이라는이름아래돌봄서비스 역에 한사회적인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복지선진국이라고하는유럽에서도같은고민이있는것을보니마음이답답하다.

재가서비스는우리나라의복지관서비스와거의흡사한것같다.

사실 연수를 오기 전에는 가정관리사협회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에 한 일말의

기 를 하고 왔다. 그러나 연수가 진행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의미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와의 차이를 느낄 수 없으며, 복지관과

비슷하다는느낌이든다.

나는연수를오면서우리의 안이협동조합방식이라고생각했다.

그러나 연수과정에서 느낀 것은 직업적인 부분과 사례관리 부분도 분화되어 있는 것

같다. 참여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수혜자들은 어떤 느낌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일하시는 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주체적

강수진

장수진

남하정

이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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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것같다. 이곳에서는일하시는분들의조직이나활동들을볼수가없다.

느낌은일자리를알선하고파견하는일반업체같은느낌이든다.

사회적기업의역사적배경을이해할수있었고기 이하의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의‘사회적기업’에 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유럽과 다른 우리의 현실

에맞는긍정적인방식의사회적기업에 한재정의가필요할것같다.

우리나라는 돌봄서비스 역, 바우처서비스 등 형식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내용적인 부

분이나 연관된 제도적, 정책적 부분에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

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유럽은 사회보장제도나 고용정책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런 면들

을고려하여적용가능성에 한부분을고민해야한다는생각이든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없는 사회

적기업으로의전환에 해필요성이느껴지지않는다. 

유럽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탐방연수를마치고

- 부산여성회 유 란

유럽 돌봄 서비스 사회적 기업 탐방이라는 매력적인 기회는 살면서 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온 기회 다. 2002년도에도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프로젝 사업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탐방으로 프랑스, 스페인을 15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다. 부산북구에서 자활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그 당시 자활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된 시기 기에 한국

사회자활사업한다고바빴고, 딸아이가아직어려서놔두고떠날수가없어다른사람에게

양보를 했던 적이 있다. 자활사업에서 부산교육위원장을 했었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이윤경

연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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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그 후 유럽연수 자료집과 비디오 테잎을

보고 부산에서 자활참여자 상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야 실제로 경험하고 온 살아있는 교육을

할수있겠구나싶어서내심반가운마음과기 감속에서연수내내재밌게보낼수있었다. 

▶ 프랑스 파리

원래 계획되어있던 연수신청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못 가게 되면서 내가 뒤늦게 유럽

연수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오른손엔 해외 로밍폰 왼손엔 유럽 회화책 한권을 들고 긴

가방 옆에 차고 약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어린 떨린 마음을 보듬고 무사히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했다. 

오후에 국책연구소 산하 사회적 기업 및 근린서비스개발관련 전문연구팀 마리 프랑스

구누프 여사와의 만남을 위해 숙소를 떠났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파리 안내원인

우리의 가이드 전 자활정보센터 연구부장이었던 김신양씨를 만났다. 김신양씨는 파리십

학 경제조직사회학과 초급박사과정을 끝내고, 연구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국여성노동자화와 자활사람들에게는 꽤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전공과 관련된

부분안내역할이어서우리일행에게는아주큰도움이되었다. 

- 크리다국책연구소

인서비스 조사전문가인 마리 프랑스 구누프 여사와 간담회(Dialogue avec Marie

France Gounouf)를 하 다. Marie France Gounouf 여사는 1968년 학생 시절을

보냈고, 45년 동안 사회학공부를 하면서 15년 동안 국책연구소에서 민간단체 현장조사를

담당하 으며최근에는 인서비스수행민간단체조사연구사업을수행해오고있다. 

“여성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는 여성이 아름답다”라며 평생을 사회학자로서

인서비스전문가로서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첫 방문지이고 국책연구소라서 정장을 입고

간 나에게 구누프여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장을 꼭 입고 다니는 세르골 프랑스사회

당수와 닮았다고 하여“아유, 이런 광을...”하고 속으로 외치며 시작된 프랑스에 한

나의첫인상은아주친근하게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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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비스수행사회적기업앙블르와플러스(Emploi+) 방문

안마리부자(Anne-Marie Bouzat)소장과실무자들을만나이야기를나누었다.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것 같은 3층 건물은 아름다운 집이 즐비한 프랑스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예쁘고 깔끔하 고, 실무자

들은 모두“봉주류”를 외치며 넘넘 친절하 다. 부자소장은“된다”“믿는다“라는 운

철학을가지고있으며자신의조직에 한특징을1) 전문적시스템으로구조화(관련기능

있는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고 2) 경청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소개를

했다. 일을 하기위해 오는 사람들에 한 채용기준은 직업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서 열린

사람으로 뭐든지 체득이 가능한 사람으로 채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며, 연합조직 니꼴라스

에서 단체 모범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조직에 해 굉장히 자랑

스러워했다. 자부심이 단하게보 다.

2일동안의프랑스일정을마치고김신양가이드와유럽인의특징과프랑스 인서비스

사업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유럽인의 특징은 특이한 전문성이 있고 이 사람만의

노하우가있으며방법론과철학이있다고한다. 

▶ 벨기에 리에쥬

파리의 고속철도 떼제베와 같은 벨기에 행 따리스라는 고속철도는 역시 떼제베를 본따

만든 한국의 KTX와 내부 구조가 똑같아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우리들에게 편안한 여행

이 되게 해주었다. 유럽의 특징이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이동이 한국에서 타 도시 이동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라는 것을 벨기에 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에겐 새로운 이색

풍경이었다.

약 3시간정도의 기차 여행 후 밤에 도착한 벨기에 리에쥬의 첫 인상은 조용하고 도시

조명이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특징이 있었다. 마중 나와 준 벨기에 가이드 엄형식씨는

전 춘천자활실장으로 리에쥬 학 사회경제센터에서 자크 드푸르니교수 밑에서 박사과정

으로 6개월째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다. 유스호스텔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고 일어난

벨기에의 아침은 폭우가 쏟아져 다시 밤이 되어버릴 정도로 하늘이 캄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벨기에리에쥬의첫일정을위해우리는빗속을뚫고리에쥬 학으로갔다. 

점점 빗방울은 줄어들었고 도심속 공원에 둘러싸인 학내의 물 머금은 나뭇잎사이로

벨기에의햇살은반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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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쥬 학사회경제센터방문

아르노 앙리 연구원( 인서비스 조사 전문가)으로 부터 바우처 서비스 전반 조직유형별

성과평가에 한강의를들었다. 바우처서비스의목적및의의로는

1) 소비자구매력증 를통한일자리창출

2) 비공식근린서비스노동의공식화

3) 공급자개방을통한경쟁적서비스지원

4) 기존의 재가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서비스자원으로써 작용이라고 한다. 벨기에는

바우처서비스의도입으로4년동안6만명의일자리가창출되었고, 2007년현재60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벨기에 인구 1천만)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벨기에의

바우처 서비스는 고용창출정책으로 성공하 고, 비공식노동을 공식화하 고,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질에서 공급자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예산투여가

높아짐에따른우려와노동의질이낮아지고있고, 조직유형에따라고용의질차이가

생기고 있고, 소득과 무관한 일괄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있다고한다. 우리나라의바우처사업과잘비교해서성과점과문제점을잘

분석하여시사점을찾아봐야할것같다. 

- CSD(재가서비스센터)방문

CSD는재가서비스및건강관리등돌봄과건강지원, 이동보조기구 여서비스를하는

곳으로 사회복지사4명, 코디네이터 1명, 행정파트 2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나의 전화번호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이다. 단체를 돌아보고 나오는데

한 회원이 실무자들과 일일이‘봉쥬르~’라고 인사하며 뺨에 뽀뽀를 하는 모습이 정말

정겹게느껴졌다. 

- ADMR(농촌지역가사지원사업)방문

ADMR은 리에쥬 시내를 가로지르는 뮤즈강줄기를 따라 렌트카를 타고 한참을 내려

가니 그림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들이 즐비하 고, 그러고도 한참을 내려 가보니 예쁜

농촌 마을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ADMR의 마리 슈프리셔 중앙 사무총장과 마리 질리스

지역사무소장이1시간이상렌트카를타고달려간우리들을반갑게맞아주었다. 

ADMR은 농촌 재가서비스단체로서 벨기에 왈룬지역의 시골 작은 마을 중심으로 1624

명을고용파견하고있고, 그중바우처로450명이일하고있다고한다. 근린서비스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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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목적으로 생긴 ADMR은 사회사업성격으로 노인, 장애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4년 바우처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업적 구조를 고민 중에

있다고한다. 

▶ 국 런던

프랑스에서 국으로 향하는 유로스타 열차를 타고 국국경을 넘을 때 해저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신기함은 잠시 한국에서 KTX타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둡기만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바깥으로부터 펼쳐진 평원의 풍경과 푸르른 목장, 그림 속에서

금방 나온 듯 한 젖소들의 모습은 유럽출장에 조금은 힘들어져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생기만땅“충전하기에부족함이없었다. 정서적풍요로움은이럴때쓰는말이던가....

국의 가이드는 전 자활후견기관협회 초 회장인 송경용 신부님이라 우리들이 한

성공회성당으로찾아가게되었다. 숙박장소로도유서깊고아름다운수녀원을소개받아서

아주좋은경험을하 다. 

- SEC(사회적기업연합)방문

SEC사무실에 가니 조나단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상한 실무자의 사업소개로

진지하게 만남이 진행되었다. 국은 200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 전통이 있었고,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SEC설립이유는 사회적 기업이 연합

체를이루어통일된목소리를내어정부의정책에 향력을행사하고, 동일기업간문제점

파악및정책제안과훈련등에 향을미치게하는것을목표로설립하 다고한다.

- ACLS(노인돌봄서비스단체)방문

ACLS는 사회적 기업형태는 아니고 NGO형태로 남아있는데 사회적 기업정신에 입각

하여 하고 있지만 일반 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리기업이 경쟁속에서 서비스

비용을낮추는관계로임금도낮아지고있는실정으로돌봄서비스노동가치가10년전보다

하락하고있는것이어려운점이라고했다.

10박11일의 유럽연수를 마치며, 유럽에서 사회적이라는 가치는 인권, 사회권, 자유권을

말하며 인간의 기본 권리를 함의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한다. 상 적으로 비교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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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사회적이라는의미에 해한번더생각해보는유럽연수 다.

사회안전망에 한 설명과“ 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죽을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하던송경용신부님의말 이아직도귓가에쟁쟁하다.

아쉬었지만의미있었던유럽연수

- 구여성노동자회 이태숙

중장년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 이후 전망과 관련하여 고민을 하던 중 유럽

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방문을 위한 연수에 임하게 되었다. 방문의 주관심사는

정책적 지원의 형태와 사회적기업의 사업의 내용과 주된 가치가 어떻게 사업속에서 녹아

나고있는가하는점이었다. 

프랑스, 벨기에, 국의 사회적 기업으로 운 을 하거나 아직 사회적 기업이 아니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방문단체들은 리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나름 로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단체들이었다.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한 관리 시스템은 매우

치 하게 설계되어 있었으며 국가 지원을 통해 서비스 구매와 소비를 하는 정책으로서

일자리창출을위해사회서비스 역을구축하게된점은시사하는바가컸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재가복지 서비스에서 일반 역까지 확 되면서 일반기업의 시장진

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점들이 방문 기관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일반 기업의 시장진입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어려움속에서 방문한 단체들은 나름 로

의 철학을 가지고 운 하는 모습들을 볼 수있었던 점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연수에

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비스제공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비스노동에 임하는 당사자의

견해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과 더불어, 국의 경우 통역의 문제와 더불어 방문단체의

일정이합쳐서진행되며시간이짧아져방문효과가적게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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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우리는조건이다르지만이번연수를통해배운점들은안정적인양질의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서비스 제공자를 주체로 세우게 하려는 여성노동자의 활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그곳에서 보았던 시행

착오를 우리는 겪지 않기 위해 또한 그들이 가진 강점을 우리 활동속에 녹여 내기위해 더

열심히지금까지왔던길을급하지않지만쉬지않고가야겠다는다짐해본다. 

고민∙안도감∙긍정성을준유럽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탐방

-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이윤경

유럽으로의연수...

나는 빈곤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중 2003년부터 가정관리사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었고, 그 사업은 2005년 12명이 공동체로 전환하여 현재 60여명의 관리사들이

활동하는 큰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업무조건과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

서비스 역이라는 무거운 짐이 더 이상의 성장조차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무언가 안이

필요하다는끝이없는고민이계속되고있었다.

모법인인 한국여성노동자회로부터 프로젝트에 한 이야기를 듣고 내심 설레이기도

했고, 해결책을찾게될지도모른다는기 감에부풀었다.

우리 가정관리사 회원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만한 안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

으로복지선진국이라는유럽으로의연수가시작되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연수는 나에게 많은 고민과 안도감과 긍정성을 주었다. 그 생각

중에는 고맙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리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과 유럽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점과고민에빠져있다는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른 고민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바우처제도가 유럽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유럽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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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도 양적이 측면에서의

고용정책을펼치고있다는것에 한안타까움이었다.

유럽은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는그시행착오를따라어떤결론을얻을수있을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방법들에 한

다양한생각들을하게된것은가장큰성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아닌 우리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의미의 무엇

인가가필요하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일반인들에게생소한단어만큼이나아마도사회적

기업은그자체로도우리몸에맞지않는옷은아닐까?

공동체적삶을돌아보게한유럽연수

- 인천여성노동자회남하정

한국사회에서여성일자리의 부분은최저임금적용받는비정규직이다. 그나마중장년

여성의 경우 공식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힘들고 부분이 비공식 부문

가사서비스종사자로일하고있다. 이들은개인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고용이

지극히불안정하다. 나는평소비공식부문노동자의노동자성확보와중장년여성노동자의

경제공동체건설에관심을가지고있었던사람이다.

한국 사회에 비해서 비교적 천부인권 개념이 더 많이 사회적 함의로 구축되어 있다고

알려진 유럽에 갈 기회가 주어졌다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해 관용적인 사회를

들여다 보기로 하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일(아내, 며느리 혹은 딸의)로 치부되어온 돌봄

노동(가사노동 포함)의 사회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또 그것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

과는 어떤 상관 관계에 있는지, 구매 능력이 없지만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곳(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혹은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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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벨기에, 국 세 개국을 방문하여 소위 말하는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지 소박하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과 실무진

과의 담을통해정보를얻었다. 방문일정과내용을간단히소개하면,

첫째 날 : 프랑스 사회서비스 업종 발달 과정과 주체

(크리다 국책연구소 산하 사회적기업 및 근린서비스 개발조사 전문가 Marie France

Gunuf 여사와의 담)

- 프랑스의사회서비스업종의역사와 인서비스종사노동자의직업군화과정그리고,

이 후 단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서비스 노동자의

직업군화퇴색과상품화에 처해야하는기로에서있음을알수있는자리 다.

둘째 날 : 파리 인 서비스 수행 사회적기업“일자리+ (Emploi+)”방문

- Emploi & Developpement (일자리와 개발 -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파견단체)

- Proxim'Services 75 (가정지원서비스를특화하여제공- 근린서비스)

- Objectif emploi(기업에인력파견서비스- 한시적일자리파견)

- Relais Services(보조금지원근로계약운 및교육직업훈련조직- 사양화됨)

“일자리+ (Emploi+)”는위의4개조직의네트웍기관이라고생각하면된다.

셋째 날 오전 : 벨기에 리에쥬 학 사회경제 센터(아르노 앙리 연구원의 강의와 질의 응답)

1. 바우처서비스제도의기원과개요

2. 바우처서비스의고용창출효과

3. 사회적기업의유형에따른고용의질과서비스의질

4. 바우처제도의성과

5. 바우처제도의과제

셋째 날 오후 : CSD(재가서비스센터) 방문-사무처 직원 발레리와의 화를 중심으로

1. 벨기에의의료보험시스템

2. 재가서비스센터의설립취지와사업개요

3. 재가서비스센터수행사업-파견, 교육, 참여자소모임활동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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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우처사업

넷째 날 : 벨기에 ADMR(농촌지역가사지원 사업)

1. 단체 현황 : ADMR은 왈룬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가지원을 수행

하는공익목적의사회적경제기업으로설립된단체

2. 운 체계: 가족지원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바우처서비스등

3. 지역자원연계를위한심층사례관리

4. 바우처사업에 한평가

5. 향후사업계획: 노인을위한주간보호소와노인가족수발자지원프로그램운

다섯째 날 : 파리 관광(오르세 미술관, 개선문, 몽마르뜨, 에펠탑 등)

여섯째 날 : 런던 관광( 박물관)

일곱째 날 : 국 SEC(사회적기업 연합) 방문

- 개별 사회적기업의 지역 네트웍으로 자생적인 전국 조직이고 전문가를 직능별 자문

위원으로두고있으며유한회사형태로운 되고있다.

여덟째 날 : ACLS(Age Concern Lewisham Southwark/노인돌봄 서비스단체) 방문

- 국런던Lewisham 지방과Southwark 지방에서활동하는노인돌볼서비스단체로

NGO 단체이다.

이상과 같이 유럽 3개국의 사회적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 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국은 기관 방문 일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고

당일방문여부가확인이되거나미팅이무산되는경우가많았다. 

한국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정신은 동일한)의 역사가 아주 오래 되었고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한

배려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화 되어 국가 혹은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기업이나 시민단체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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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가정에 제공되고 있었다. 돌봄 노동자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공식직업군에속해서노동권이당연히보장되고있었다. 

하지만최근들어국가가단순일자리창출이라는개념으로접근을하면서바우처시장이

확 되고 있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바우처 사업의 성격은

서비스공급자보다서비스수요자중심의제도라고할수있겠다. 이는재가돌봄서비스의

질을떨어뜨리고저소득계층이역차별을당하는모순을낳고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소통과 관계망을 중요시 하던 운동

성도 많이 희박해지고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직업군이 아닌 자본주의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전락하고있는사실에민간단체들의고민이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유럽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척

기분좋은경험이었다. 

또, 노동법상으로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 간의 격차가 3배를 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프랑스가 인상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학벌, 능력에 비례해서 임금이 책정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산정된다는 사실에도 무척 흥분

되었다. 

벨기에는 노조가 사회보험사업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하방 연 를 노조 차원에서

행하고있기때문에시민들과괴리되지않은존경받는노조라는느낌을받았다.

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를 살펴보면. 한국 신부가 국의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회랑의

오른쪽과 왼쪽의 돌색깔이 조금 달라서 왜 그런가 하고 수사에게 물었더니 최근에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하더란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고 물었더니 잘 기억이 나지 않는지 보조

수사를 불러 기록을 살펴보게 하더란다. 200년 밖에 안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한국 신부

........ 지은 지 20년 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부수어 는 한국

사회의실상이떠올라쓴웃음이나왔다. 사람이사는집도적어도건축한지70년은지나

야집값이오른다고한다. 신축건물은쳐주지도않는다는것이다.

그래서인진몰라도열흘간유럽에있었음에도건설장비나덤프트럭을본기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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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의 공통되는 면이 있다면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선택하는일자리라는것이고사업한번망하면극단적으로온가족이동반자살을

생각하는 한국 현실과 달리 사회 안전망이 겹겹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거나 최소

한의생계는국가가보장해주는나라라는것. 

의료와교육은국가가보장해주고최저임금도현실적으로책정되기때문에잔업, 특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정시 퇴근이 당연한 나라, 심지어 자 업자들 조차도 6시 정각(수퍼마

켓의 경우는 7시)이면 모두 셔터문 내리고 퇴근하는 나라. 정말 바쁠 것도 없고 횡단보도

도 별 의미가 없고(우리는 차가 안다녀도 빨간 불이면 건너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만)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도 사람이 건너면 차는 자동적으로 멈춰서는 인간중심의 사

회을보고왔다. 

물론더깊이들어가면사람사는곳에왜차별이없고문제가없겠냐마는적어도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지

고있는사회를보면서한국사회의천박한현실이오버랩되면서착잡한심정이들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해나가야한다는절박한심정이다. 

그것이 빈민운동이 되었던 환경운동이 되었던, 노동운동이 되었던 각 자의 역에서

시민의의식을일깨우고공동체적인삶을만들어가도록필요하다면연 도하면서그렇게!! 

한발앞선 역을만들수있는기회를준유럽연수

-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강수진

유럽이라는 낯선 곳에 가는 설레임과 그곳에서 사회서비스에 해 보고 배울 것에 한

기 감으로나선유럽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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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역사 속에서 배운 사회서비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우린 가방을 내려놓기가 바쁘게 국책연구소의 구누프 여사를

만나러 갔다.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해 돌봄에 한 배경과 지금의 현실에 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을 떠올렸다. 초기의 발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돌봄은 오히려 지금이 더 사회적 이미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돌봄을 사회적 이미지로

만들어가기위해고민을하고있는나에게막막함으로다가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간 역에서의 경쟁적 구조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질이 낮은 서비스는 결국 돌봄 역의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봄이라는 역을

개발하면서 폭넓은 서비스와 상을 확 해 나감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또한우리와다르지않았다. 

두 번째로 방문한 Emploi+은 우리의 지역자활센터와 비슷한 취약계층 중에서도 일하

기를 희망하여 찾아온 상자를 중심으로 철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참여하는 자활참여주민은 비시장체계에서

3년이란기간동안일을하면서다음단계로올라갈것에 해연습을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는 참여하고자 하는 본인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활과는 다른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본다. 

Emploi+에서는 구누프 여사와 다른 의미로 돌봄을 이야기 했다. 단협을 통한 인건비

인상과 괸리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돌봄이 직업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Emploi+가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단체와 다른 관점의 방식으로

사업을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비록돌봄에 한시각적차이는있지만그태생이이미사회적의미를갖고있기때문에

파리에서 본 돌봄은 지금보다 전문적이고, 사회적 지원을 통해 나은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을희망이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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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힘으로 한발 앞서가는 벨기에의 사회서비스

우리나라경상도크기정도의벨기에는일자리창출과비공식노동의공식화라는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진행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운

단체를한정하지는않고있다. 그로인해나타나는문제는파리의돌봄과다르지않다. 

낮은 근로조건과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사회

서비스는 정부의 예산투여방식인 준경제시장의 형태로 운 하며, 예산은 점점 증가추세

이다. 서비스진행시기가 길어질수록 예산이 낮아지고, 비용이 올라가는 우리나라와는

조적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편서비스라고 불리는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이이용하기에비용단가가낮은것은아니라고한다.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CSD와 ADMR은 이런 어려움들을 나름 로

해소하고자 각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활동인력의전문성을높여내기위한노력또한아끼지않고있다. 

목적이 어디에 있든 벨기에의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정착화 시켜

내기 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보편서비스의 사회서비

스는유럽의어느나라보다도한발앞선정책으로보인다. 

그러나 역시 벨기에의 사회서비스도 또한 많은 교육과 모임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직업의 전문화를 갖고 가고자 하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파리에서 본

것과같다. 

네트워크의 힘! 런던의 사회서비스

처음 방문한 SEC는 국의 사회적기업 전국조직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네트워크로묶어더욱발전시키고, 더나은역할을높여내기위해활동을하고있다. 

이속에서활동하는인력들은정책반 을위한활동을하고, 사회적기업과관련된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높여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라

는 것에 이제 첫발은 내딛은 우리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향후 우리가 전국조직을 만들게 된다면 그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했다. 

유럽에서 사회적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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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처럼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와는좀다른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비공식노동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많은

교육과 모임을 진행함에도 질 낮은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또한 비 리단체가 돌봄 역의 가치를 높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리업체의

돌봄 역의사업진행은그가치를하락시킬수밖에없다. 

연수기간 동안 유럽과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은 돌봄에 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가 현장

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어찌보면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연수를 통해 얻은 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한발

앞선 역을만들어갈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다는작은희망을가졌다. 

현장에서돌봄에 한고민을안고있던나에게이런기회를준것에 한감사의마음을

전한다.

상황은다르지만동질감이느껴지는유럽의돌봄서비스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장수진

우여곡절 끝에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없을 동안의 업무에 한 정리와

처리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타국으로 연수를 간다는 두려움과 설레임을 느낄 사이도 없이

그렇게연수일이다가와벼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자매기관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일을 담당하면서 사회적기업이

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것 같다. 그 뒤로 사회적기업에 한 토론과 강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의 어렴풋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선배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돌봄업종의

사회적기업으로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했던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법이 재정되고 소위 인증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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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비젼과 가치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적용되기힘들다는생각을하면서나의머릿속은카오스상태가되어버린듯하다.

헝크러져있는머릿속을이번연수를통해풀어보길기 했었다. 

당일 다들 선배분들이시라 살짝 낯가림도 하고, 거리 개념없는 먼나라를 간다는 사실에

나도모르게긴장을해서인지9박10일의먼길을나선다는실감이나지않았다.

온통 거리부터 문화유적이라는 유럽의 정취를 만끽할 틈도 없이 진행되는 일정에 (이동

시간이참길었던것같다.) 시차를느낄틈도지인들을그리워할틈도없었다.

프랑스의 국책연구기관을 시작해서 Emploi +, 벨기에의 csd, admr, 국의 sec 등을

방문했을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하는생각이들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일이라 문화와 말이 달라도 바우쳐나 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일어

나는 문제점이나 상황들은 그네 나라나 우리나라나 참 비슷하여 왠지 모를 동질감까지

느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나 그들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쌓아온 시간의 차, 사회적으

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달랐다. 출발점이 다른데 같은 결과를 내려고 아둥바둥

하는게옳은것인가하는생각이들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일하는데 있어서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들을 보면서 일단 나

스스로의 전문성부터 쌓아가면 혼란스런 머릿속은 저절로 정리되지 않을까하는 소심한

결론을내려봤다.

출발할때는 10일이라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줄알았는데 많은것을 소화하기에는 그닥

긴 시간은 아니 다. 갈때와 다름없이 도착했을때도 먼길을 다녀왔다는 실감없이 다시

일상으로 들어갔다. 이제 보고 배운것을 우리것으로 소화시키는 일만 남았다. 이 연수의

목적이고가장어려운일... 여전히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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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경험, 유럽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연수

- 전북여성노동자회 허옥희

남들은유럽연수를간다고하니부러움부터표현했다.

하지만, 단체의 장이 된 지 얼마지 않아 10월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무료보육서비스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 3월이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가사

서비스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과연 나는 유럽연수에서 어떤 것들을 담아 와서 우리가

2년에서3년동안진행했던돌봄노동을우리지역에서어떻게접목시켜야하나하는많은

고민을해왔던터이기에배울것이많았으면하는기 감과아울러부담을안고출발했다.

일정첫날부터긴비행시간에도불구하고짐을풀어놓기가무섭게사회적기업과관련된

단체의 방문을 시작하느라 강행군을 시작했다. 한국과 비슷한 기후라는 사전 정보만 철썩

같이 믿고 긴 소매 옷은 거의 형식적으로 한 두벌 정도를 가지고 갔는데 내리자마자 느껴

지는 한기에 게다가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거의 맑은 날이 없는 그런 궂은 날씨에 우리

일행들은 방문한 3개국의 여행자 지도와, 지하철 노선표 한 장으로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가는데 단 한 번도 헛걸음을 해 본적도 없이 한 번의 시도로 교통수단을 완벽하게 섭렵

하고왔던일은지금도함께간일행들에게존경스러움을표하고싶다.

우리가방문했던단체들은나름 로의특색이있었던것같다.

첫 방문기관에서 만난 프랑스 국책연구소 구누푸여사는 인서비스 연구소 전문가답게

사회적기업의역사에 해긴시간을설명을했고 인서비스를수행하는Emploi+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고 있는 점과 비슷한 현장경험이 없어도 일정한

테스트를거쳐서경력을인정해준다는점이특별히귀에들어왔다.

사례관리라는 개념이 약간 달라서 2명이 571명을 관리한다는 말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었는데면접상담을사례관리라고했었던것으로이해되었다.

벨기에에서는 최근 6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정말

비맞은 생쥐모습으로 기관을 방문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배수시설이

제 로 안 된 동네에서는 실내에서 도로를 물을 퍼 내는 모습이 70년 쯤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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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보는것같아매우새삼스럽기도했다.

통역을 담당하신 엄형식선생님의 우리 일행을 안내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무척 고마

웠었다. 리에쥬 학의 사회적경제 연구소에서는 우리 일행을 직접 재가서비스센터까지

안내해주는유럽에서의몸에익숙치않은친절을베풀어줘서오랜여운이남은것같다.

일정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 사람 한사람 환자가 속출하고 그 가운데서 일정이

정확히 가닥을 잡지 못한 국에서의 기억을 시간의 개념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 7~80년 정도가 지난 것은 최신으로 여기고 쫌 됐다 싶은 역사가 1,000여년, 날만

새고 나면 건물 한 채, 아파트 한 동이 지어지며 부실공사로 인해 형사고가 줄을 잇는

우리나라와많이비교되었다.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노동법이 기초가 되어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제공

하는 일자리와, 국민을 위한 복지시스템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그래서 잔업,

철야, 휴일근무라는말자체가없이오후6시면모든상가와회사가문을닫고평일그렇게

분주하던 거리가 화려한 네온싸인 하나 밝히지 않은 어두운 거리로 변하는 광경이

모든 걸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유럽의 국민들은 굶어죽을 권리도 없다는 송신부님의

말 을증명해주고있었다.

유럽을 돌아보고 사회적 기업? 자활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고민

에서부터 해 마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어야만 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먼저 요구해 야 할 것인지, 역사성과 국가적

배경이뒷받침되는유럽의사회적기업은아직은국민들에게생소하기조차한우리에게는

아직은먼이야기처럼느껴졌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80년 암울한 군사독재시절에 했었던 운동정신에 입각해서 그야

말로 유럽의 이용자와 참여자를 배려한 사회적 기업을 모델삼아 다시 개척해야 하는 사회

운동의 한 장르이지 않나 싶으며 어쨌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않은가

싶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드골공항으로 향할 때 비로소 그 지긋지긋하게 내리던 비가

멈췄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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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도 제 로 하지 못하고 거의 한 두벌로 9박10일의 일정을 줄기차게 입었던 탓에

입고 있는 옷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마치 노숙자의 행색으로 평생에 걸을 걸음을

유럽에서 다 걷다시피 한 유럽연수의 일정 끄트머리에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음에 많은 감사함을 느꼈고 일행들과 많은 정과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평생잊을수없을것같은아쉬움을뒤로하고왔다.

과제를안고돌아온유럽돌봄서비스사회적기업탐방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경희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해외연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순간정말꿈이아닌가했다. ‘유럽의사회적기업’을돌아볼수있다니.....‘ . 

프랑스, 벨기에, 국 각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정리해 보고 항공편, 숙소도 확인하고

이런일정을준비하는동안에도새로운경험을생각하며계속들떠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업방향에 도움을

줄수있는내용을찾을수있으리라는기 를안고마침내유럽으로향했다. 

사회서비스 제도의 확 , 그러나 열악해지는 사회서비스 관련 환경

이번 연수는 유럽의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와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사회

서비스사업진행하는가에초점을맞추었다. 

프랑스에서는 구누프여사를 통해 프랑스의 인서비스기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에 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인서비스를 시행하는 단체를 방문하고, 벨기에에서도 전문연구원

아르노 앙리를 통해 벨기에 바우처제도의 현황과 평가에 한 강의를 듣고 서비스 시행

단체를 방문하 다. 국에서도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방문하 다. 

프랑스의 인서비스제도와 벨기에의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가져왔고

이러한사회서비스의확 는일자리창출로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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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서비스 확 가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초기 돌봄

서비스는 가족지원서비스로서 일에 하는 사람들도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전문성도 인정받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확 되면서 간단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비 이롸 리기업과의 경쟁이 되고 서비스 제공자의

개별 가구와의 고용계약이 늘면서 서비스 질도 낮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직업으로 인식

되었던 서비스는 쿠폰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 되고 서비스제공자의 지위가 낮아

지고 있다는 평가다. 리. 벨기에도 유사하 다. 바우처로 인한 서비스 확 는 일자리

창출과비공식일자리를공식화시켜낸긍정성이있는반면서비스제공자가기존의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던 재기복지서비스 제공자보다 일에 한 전문성도 낮으며 따라서 서비스

질에애한문제제기가있다는것이다. 

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 다. 서비스 제공단체가 지방정부와 서비스에 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리기업이 서비스단가 조건을 더 낮게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제공자 근로조건이 10년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한 고민. 사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일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돌봄서비스제공자(가정관리사)의 사회적 지위와, 근로조건

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 유럽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현황을 보면서 이러한 화두를

명쾌하게풀기보다더무겁게안고오게되었다.

체계적인 사례관리

이번연수에서인상적인것은서비스제공자와서비스이용자에 한사례관리이다. 

일자리에 한 적응기간이기도 한 프랑스‘일자리와 개발’은 참여자와의 논의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면담하고 평가하면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고용안정

센터를 비롯한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 교육, 사례관리 진행한다. 이러한 사례관리

방식은 우리에게 지역자원 활용이라는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벨기에는 서비스이용자에

하여 가족과 지인, 간호사나 의사 등 모든 주변 인물(자원)과 함께 이용자의 상태를

분석하고의논하여서비스에 한설계나평가를한다. 사생활에 한침해에 한우려가

있지않은가하는점에 해서는철저하게이용자에 한동의를거쳐서진행하므로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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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한다. 우리 사업에서도 서비스 이용자에 하여 보다 깊이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되었다.

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하여

고민하고있는모습이우리와유사하다는인상을주었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 유럽의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일을 하는 분들이 모두 단체에 해 자부심을 느끼고 일에 한 전문성을 갖추고

열심히일하는것같았다. 

특히 높은 연령 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자신을 6∙8세 라고

소개한 국첵연구소의 구누프여사. 60세를 훌쩍 넘겼어도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

다. 벨기에 ADMR의 마리여사도 60 후반은 넘어보이는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었다. 정말 나이를 잊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존경심이 갔다. ‘나도 60이 넘어

서저렇게열정적으로활동할수있을까?’라는스스로에게질문을던져보았다. 

중교통∙거리 활보, 힘들었지만 인상적이었던 여행

우리 일행은 이번 여정에서 여행사의 도움없이 우리끼리 지하철, 택시 등 중교통을

이용하며움직 다. 워낙일행들이지하철지도를가지고잘알아움직여 표적인길치인

나는 뒷전에서 따라다니며 되었다. 파리 시내를 다니다 잠시 헤매기도 할 때는 순간 여행

사의 도움을 받을 걸 하고 잠시 후회도 했지만 오히려 중교통으로 이곳 저곳 다닌 것이

더재미있었다는생각도들었다. 

방문 일정이 없었던 날은 파리와 런던의 볼만한 곳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녔다. 파리의

개선문, 에펠탑, 몽마르뜨언덕, 국의 박물관등을. 바쁘게스치듯돌아다니며‘내가

생전에다시이곳에여유있게와볼수있는기회가있을까’히는생각이들었다. 

한인민박, 벨기에의유스호스텔은호텔처럼좋은숙소는아니었지만큰불편함은없었다. 

예약 등에 현지의 도움은 있었지만 우리기 알아서 움직이는 여정을 마치고 나니 다음에

다른어느곳을가더라도할수있겠다는자신감도생겼다.

총괄하면서 일정 체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모두 잘 알아서 해서 무사히 연수를

함께마친연수팀에감사하는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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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수후활동평가

1) 연수활용 결과 평가

○한국여성노동자회사무국과공동상근자회의에서연수활동보고함

○이후 한국여노 표자회의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운 위원회를 통해 보고평가회

가질예정임

- 보고 평가회를 거친 후 유럽 사례를 통해 본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사업 방향에

해심도있는논의진행예정

○돌봄업종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현황에 해 공유하고 돌봄

서비스사회적기업네트워크강화방안논의에정

2)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참여 평가

○유럽 뿐 아니라 캐나다. 필리핀, 일본 등 각 나라 사회적기업 현황에 해 확인할 수

있어서좋았음

○각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지역과 단체, 프로그램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연수활동을진행함으로써이후사회적기업발전방향모색에토 가됨

○보고자료를이후더많은사회적기업., 단체와공유함으로써연수결과가여러단체에

교육과정책연구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방향이필요함.

10. 결론

1) 전체 평가

○사전준비과정

- 방문기관선정과연락: 현지에있는사회적기업관련전문가의도움으로단체를섭외. 

- 연수팀회의및세미나

: 국가선정이나일정에 해연수팀회의에서참여자의재논의를통해합의. 

: 방문기관 섭외가 일정보다 약간 늦어져 몇 개 방문기관에 한 충분한 세미나가

진행되지는못함

○연수과정

- 체로예정했던일정 로진행했으며 국에서만일정이약간시간이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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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제도적현황에 한이해에는도움이되었음

- 실무자나 단체 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제공

자들이생생한목소를듣는기회를갖지못한점음아쉬움

○연수평가

- 확 되는 사회서비스제도에 하여 돌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인식하게함

- 3개국 방문 일정으로 잡으면서 개별 단체에서 충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지는못함. 집중해서볼수있는연수일정을만드는것도필요하리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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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목적

가. 지역 사회적 경제 구축 및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캐나다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분석하

여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전 study와 정보 수집을 통해 캐나다의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실현시킨 사

회적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주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분석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내적 역량에 한 객관적인 통찰을

시도한다. 

�캐나다 사례와 한국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도출 및 한국 사회

적기업육성전략에 한정책을제언한다. 

나. 지역과 로벌을 연결하는 사회적기업 로벌 네트웍을 구축한다. 

�다양한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가와 캐나다의 사회적기업가들이

함께교류할수있는기회를마련한다.

�향후지속적이고발전적인정보공유및 역별교류가가능한네트웍을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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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팀( 표기관 : 큰날개)

참가인원 11명

연수기간 2008년 4월 29일 (화)~5월 10일(10박 12일)

연수지역 캐나다(토론토, 몬트리올)

사 업 명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

창조적 연 로 공동체를 혁신하다

캐나다_5차  2008.9.30  10:42 AM  페이지 153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154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

내역할

1 강휘석
행복도시락

인천남구점
센터장 서기

2 김동주
사회복지법인

위캔위캔센터
사무국장 사전스터디

3 김미옥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팀장

보고서

작성

4 김태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팀장
보고서

작성

5 박정자 큰날개 표
여행사섭외

예산관리

6 이성수
인천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센터장 연수단장

7 장진숙
한국사회적기업

협의회
팀장 보고서작성

8 정성재
전중구지역

자활센터
과장 회계

9 최주일 행복나눔재단 리
사진촬

보고서작성

10 한경이
전 덕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서기

11 허나윤
여성인권중앙

지원센터
정책홍보팀장

기관섭외

연수일정

코디네이터

2. 연수팀명및참가자명단(성명가나다순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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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전활동

1) 1회차

일자
2007년10월22일

(17:00 - 20:30)
장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희망터

활동

목적

1. 연수국가선정을위한국가별사회적기업해외연수관련자료검토

2. 활동 역이다양한1기아카데미동문회의특성에적합한주제선정

3. 연수프로그램의목적, 기 효과논의및공모관련서류준비공지

참석자 강휘석, 김미옥, 박요한, 박정자, 이성수, 장진숙, 정성재, 한경이, 허나윤총9명

활동

내용

1. 국가별로다양한측면에서사회적기업해외연수자료검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볼 경우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살펴봐야시야를넓힐수있다. 

2. 해외연수프로그램의목적및기 효과논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존중 및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국과 프랑스

의사회적기업모델비교를통한지역화전략모색’을주제로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부의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전락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도출해 내고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치 등

다양한역사적인특성을기반으로사회적기업이어떻게성장해왔는지를살펴본다. 

3. 방문국가및방문프로그램논의

� 국과프랑스를비교함으로써두국가간사회적기업의정책적차이점을살펴본다.

�사전스터디모임또는자체포럼을통해탐방국가의정보를최 한수집한다.

4. 공모관련준비사항및구비서류사항점검

� 표기관소개, 각참가자들의기관소개서, 이력서, 재직증명서등공모시제출해

야하기때문에24일까지취합할예정이다.

�기관설립허가서등의서류는 표기관만필요한지확인한다.

활동

평가

1. 기존의 다른 연수팀들이 다녀왔던 곳이 아닌 새로운 기관을 발굴하여 탐방하기 위해

서 국과프랑스의다양한사회적기업리스트를찾아본다.(24일까지리서치) 

2. 가제‘ 국과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모델 비교를 통한 지역화 전략 모색’으로 연수

테마로정한다.

3. 공모 시 필요한 서류(이력서, 재직증명서, 개별기관 소개서)는 10월 24일까지 제출

한다. 

4. 연수일정은잠정적으로4/30(수)~ 5/11(일) 11박12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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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차

일자
2008년1월26일-27일

(1박2일)
장소 전중구자활센터

활동

목적

1. 연수 상국가선정을위한사례분석및연수국결정

2. 연수일정및향우준비일정논의

3. 연수준비스터디

참석자 강휘석, 김동주, 김미옥, 김성태, 박요한, 박정자, 이성수, 정성재, 허나윤총9명

활동

내용

1. 캐나다사회적기업관련자료검토및토론

�사회적기업연합회 1911년에 알폰스가 농협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자조

방식으로신협조합으로연합회가설립되었다. 

� 안학교, 재활학교, 장례예식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금모금활동을 많이

하고있으며, 사회적기업에 한교육과네트워크를많이하고있다. 

�퀘벡은 작은 프랑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풍속이나 문화가 강하다.

토론토는미국방식을취하는데퀘벡은유럽방식을취하고있고불어를사용하고있다. 

�자활기업연합회 80년 와 94년 에 많이 형성 되었고, 6,250개의 사회적 기업이

연합회를 이루고 있으며, 유치원, 공동주거임 사업, 가사도우미, 환경 분야, 문화

분야로나누어활동하고있다.

2. 연수국결정및일정논의

�워싱턴, 뉴욕, 퀘벡 등 3곳을 탐방할 경우 일정상 심도 있는 연수가 되기 힘들고

연수비용도많이든다. 

�social-venture 회와연계하여일정을잡는것이좋을것같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을 비교 분석할 지, 두 세개 국가를 방문

할경우연수목적에부합하여얼마나효과성이있을지살펴봐야한다.

�일정이 10일임을 감안할 때 기관 중심으로 하부 기관을 방문하고 세미나하고 비교

분석할수있는기관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캐나다를 방문하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퀘벡 쪽에서 세미나나

연수를통해교류를하면좋겠다.

3. study 및향후일정

�캐나다에 한조사와더불어비교분석할수있는지역선정해야한다.

�지역이나 기관 OT, 연수계획서, 출발 전 교육 등 5회 정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월 2

회모임을해야한다.

�캐나다 방문기관 선정을 위해 그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로부터 소개 받을 필요 있

다. 향후세미나형태로진행하는것이좋겠다. 

활동

평가

1. 연수국과 관련된 STUDY모임: 2/29, 3/12, 3/26, 4/9, 4/23일로 격주 수요일로

스터디모임을실시한다.

2. 연수계획서: 허나윤, 김미옥, 예산: 김성태, 문자료: 김동주, 상자료 및 회계: 정

성재, 인력관리: 이성수, 서기: 한경희

3. 연수를위한자부담비용을월10만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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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차

일자
2008년2월29일

(19:00- 23:00)
장소

실업극복국민재단

4층회의실

활동

목적

1. 캐나다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에 한 소개

2. 연수목적 및 일정 공유

참석자 강휘석, 김동주, 김미옥, 김성태, 박정자, 이성수, 정성재, 허나윤, 한경이, 신희정총10명

활동

내용

1. 캐나다의사회적기업및자활기업에 한소개

�캐나다의전반적인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의역사및현황정리
�사회적 기업 및 비 리 기관에 한 중앙/지방정부 지원 정책 및 제도에 한 이해

가있어야한다. 
�퀘벡, 토론토 각 지역별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사회문화경제적인 배

경에 한자료수집이필요하다. 
�Social Enterprise Reporter(http://www.sereporter.com) : 북미지역 사회적

기업관련기사제공웹저널참조
�Vancouver Social Enterprise Forum   

(http://vancouver-social-enterprise-forum.blogspot.com )
밴쿠버에서열리는사회적기업포럼관련정보제공사이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및 연합체간의 네트워크, 컨설팅, 교육 제공 등은 어
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 

�사회적 기업 기금 배분 및 재정적인 지원기관(재단, 펀드 등)의 특징과 개별 사회적
기업의특징은무엇인가? 

2. 연수목적

�캐나다 사회적 기업관련 정보를 수집,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과의정보교류및네트워크의기반을마련한다. 

�미국, 유럽과다른사회문화경제환경속에서성장, 발전해온캐나다사회적기업사
례를 비교분석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에 응하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
화전략’에 한이해를높인다. 

�캐나다 사회적 기업의 비전 및 발전 전략이 한국사회에 적응 가능성여부 및 한국
사회적기업의창의적인지역화전략을모색한다. 

3. 연수일정

�연수기간: 2008년4월30일- 5월11일(11박12일)
�연수지역: 캐나다(토론토, 퀘벡)
�연수전진행사항점검

- 3월12일: 방문기관선정완료. 토론토, 퀘벡지역의특성조사
- 3월26일: 컨텍포인트, 가이드확인, 방문기관/숙소/항공예약
- 4월 9일: 사업계획서최종점검∙4월10일- 사업계획서제출

활동

평가

1. 연수의 목적에 맞는 기관선정을 위해 퀘벡과 토론토 지역의 사회적 기업 관련 자료
취합을우선시한다.

2. 업무분장
기관선정: 허나윤, 이성수(jeffrey와연계하여기관선정)  
�사업계획서작성: 김미옥, 허나윤
�예산: 박정자, 강휘
�토론토, 퀘벡지역의현황및배경조사: 김동주,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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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회차

일자
2008년4월4일

(19:00 - 24:00)
장소 박정자동문자택

활동

목적

1. 연수진행상황공유(기관섭외, 통역, 여행사등) 

2. 해외연수지원금신청및사업보고

3. 연수준비역할분담

참석자 강휘석, 김동주, 김미옥, 김태인, 박정자, 이성수, 장진숙, 최주일, 허나윤, 한경이총10명

활동

내용

1. 연수진행사항보고(연수기관선정및방문일정조정, 통역섭외) 

�토론토 : 연수팀이 1차적으로 선정한 10개 기관에 jeffrey 선생님이 방문요청 메일

발송한상태로추가로2~3개섭외중이다. 

�몬트리올 : jeffrey 선생님이 추천한 기관에 방문 요청 메일 발송한 상태로 연락이

원활하지않을경우방문일정을조정할계획이다. 

�토론토: 이성렬(Sue Lee)전문 통역사로 캐나다 시민권자로 토론토 연수기관 방문

일정및프로그램세부조정시현지코디네이터업무가능하다. 

�몬트리올: 조우현, 김문진 McGill University 재학생으로 volunteer hour 증명서

발급(실업극복국민재단발급가능) 원한다. 

2. 해외연수지원금신청및사업보고

�지원금 수령 통장은 개인 명의가 아닌 기관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표기관의

내부결제절차를거쳐지원금을신청해야한다.    

-> 큰날개( 표: 박정자)를 표기관으로 하여 통장 발급 후 지원금 신청예정이며

항공권발급시와출발전두차례에걸쳐지급

3. 항공편예약및연수담당여행사선정

�기업 연수를 전문으로 하는‘트라움 여행사’를 최종 선정해서 표와 미팅 후 연수

일정및예산논의하여확정(참석자: 박정자, 허나윤)

4. 연수프로그램진행방식

�기본적으로 단순한 방문이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기

업의 모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개별 기업과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

태로한다.

�워크숍 진행을 위한 연수팀 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여 방문기관에 보내고, 방문기관

자료도방문전에취합하여질의내용을준비한다. 

활동

평가

1. 연수프로그램세부내용계획에맞춰자료집을제작한다.
�연수팀소개및한국사회적기업현황소개
�귀기관소개및캐나다사회적기업현황소개
�질의응답및토론

2. 방문기관자료를각담당자들이작성하여카페에올리기

3. 4월12일까지연수계획서수정본재단으로제출(김미옥, 허나윤)

4. 연수기간: 2008. 4. 29. - 5. 10. (10박12일), 토론토, 몬트리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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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회차

일자
2008년4월23일

(19:00 - 22:00)
장소

실업극복국민재단

4층회의실

활동

목적

1. 방문기관일정및질의내용검토

2. 연수준비최종점검

참석자
강휘석, 김동주, 김미옥, 김태인, 박정자, 이성수, 장진숙, 정성재, 최주일, 허나윤, 

한경이총11명

활동

내용

1. 방문기관연수일정

1) 토론토

�방문일정: 4. 30. - 5. 5.

�방문기관: Beatz to da Streetz Ventures(Beatz to da Streetz)외9개

2) 몬트리올

�방문일정: 5. 6. - 5. 8.

�방문기관: le chantier l'economie sociale 외2개기관

2. 자료준비

-연수기관자료정리: 김동주, 장진숙(4/25)

�사회적경제관련자료정리: 김동주(4/27) 

�한국사회적기업현황 문자료정리: 김태인(4/25) 

3. 자료집제작

�연수팀소개자료집( 문, 20권) : 김태인

�연수자료집(국문, 20권) : 최주일

4. 준비물

�선물준비(20개) : 김미옥 - 노트북: 김태인, 박정자, 김동주

�준비물: 카메라(정성재), 캠코더(최주일), 현수막(김태인), 비상약품(정성재)   

5. 개인여행비용은4월24일까지여행사로입금완료

6. 연수비용

1) 적립금(1월-3월) : 300,000원×12인=3,600,000원

�연수코디네이터(jeffrey) : 300,000원

�통역사례비: 1,500불(약1,500,000원)  

�방문기관선물구입: 600,000원

�연수공동비용: 1,500불(약1,500,000원)  

2) 여행경비(항공권, 숙박, 교통, 식비, 가이드, 관광) : 총3,159,000원(1인당) 

활동

평가

1. 연수 시 방문내용을 기재할 양식은 결과보고서 항목에 따라 방문기관 성격(주요사

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기관평가(특성, 사업평가, 운 평가 등), 시사점, 질의

내용순으로정리한다.

2. 집결장소및시간: 4월29일(화) 오후2시30분인천국제공항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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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일정

1) 토론토

날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4월30일

(수)

Beatz to da Streetz

16-24세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과 음반제

작, 판매 등을 통해 직업훈련과 미래에 한 꿈을 가

질수있도록하는 중음악분야사회적기업방문하

여매니저미팅

Furniture Bank

중고가구를수거하여수리한후에노숙자, 이민자등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가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장

애인등의 일자리 창출하는 재활용 사회적기업 방문

하여매니저미팅후내부시설견학

River Restaurant

노숙자 및 위기청소년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사업을 수행하는 all∙a∙board youth ven-

tures가 운 하는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매니저 및

종사자를만나운 현황에 한이야기를나눈후레

스토랑에서저녁식사

5월1일

(목)

St. Christopher House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과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커뮤니티 센터 중 1곳을 방문하여 시

설견학후담당자미팅

TEF

(TorontoEnterpriseFund)

토론토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펀딩기관을 방문하여 사회적기업 지원방

식및캐나다사회적기업의현황파악

5월2일

(금)

2008 Social Economy

Symposium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학과 지역사회 조직들

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연합이 매년 연구성과를 공유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캐나다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많은 사회적기업가

와네트워킹

Center for Social

Innovation(CSI)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단체 및 기업, 개인 등 다양한

그룹들간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

하는 네크워크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내부시설 및

공간활용을살펴보고, 담당자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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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5월6일

(화)

The Quebec 

Breakfast Club

미래 세 에 한 투자로서 아동들에게 아침식사 및

캠프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하

여 음식저장창고 등의 시설을 견학한 후 담당자 및

표미팅

5월7일

(수)

Santropol roulant

세 간 통합 및 사회변화를 위한 젊은이들의 아이디

어를실현하는방식으로노인및이동이불편한이들

을 위한 도시락배달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친환경적인사업방식관찰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퀘백지역의지역발전과연 , 민주주의, 반빈곤운동

등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네크워트조직을방

문하여 표미팅을통해퀘백및캐나다사회적경제

현황파악

FCES

(Fiducie du Chantier de

l'eonomie sociale Trust)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출상품을 개

발하고, 이들에 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금

융기관을 방문하여 표를 만나 사회적경제에 한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설

명을 듣고, 퀘백지역의 사회적경제에서 현안에 한

정보수집

날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5월5일

(월)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이민자, 약물중독자, 정서장애와 정신장애, 저소득

층, 한부모 가족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담당자

미팅

St. John's Bakery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이 운 하는

사회적기업인 유기농 베이커리를 방문하여 제품

생산과정을살펴보고담당자미팅

Eva's Phoenix 

노숙자 및 위기청소년의 자활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주거, 직업훈련, 일자리, 상담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참여자 및 담당자

미팅

2) 몬트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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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기관분석

1) Beatz to da Streetz

(1) 방문내용

①B2DS의설립배경및목적

�3년 전에 만들어진 중음악분야 사회적 기업으로, 홈리스 청소년들이 쉼터 안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자 그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중음악

프로그램을시작하 다. 

�처음엔 장비가 없어서 냄비 두드리는 정도로 쉼터 지하에서 시작하 고,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악기가 생기고 드러머가 정기적으로 가르치면서 시작한 지 15주 만

에 첫 공연을 열었다. 그 공연을 통해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주변

에소문이나면서더많은청소년들이참여하는계기가됐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자존감이 낮은 16세~24세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독창적인

발상과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보게 하는 동시에 교육과

소득활동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생의발전을위한지원을해주고자한다.

방문

일자

2008년04월30일

11:00-12:3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홈리스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및 직

업개발을 지원하는 중음악분야의

사회적기업

방문

목적

�토론토에서 홈리스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주요사업 및 운 현황

을이해한다. 

�청소년들의 자아개발과 직업에 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

업의성공전략과시사점을파악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Mario Murray

(Coordinater)
홈페이지 http://www.b2ds.ca

주소및

연락처

C/O Touchstone Youth Centre 1076 Pape Avenus Toronto, Ontario 

M4K 3W5 

tel. 416-696-6932

E-mail: info@b2ds.ca

캐나다_5차  2008.9.30  10:42 AM  페이지 162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163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②B2DS의특징및운 체계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음악교육워크

숍에서다양한훈련을하고있다.

�보통 다른 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흥미 없어하는 것들이

부분이여서 참여가 저조하지만, B2DS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프로그램에참여자가없어서고민해본적은없다. 

�현재 터치스톤(touch stone)이란 쉼터 공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공간

을확보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며 청소

년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형성 및 자신감을 갖게 하는 교육 등을 통해 자아 존중감, 자

신감, 성취의식 등을 길러낸다. 그러기 위해 초기에는 예술적 재능을 끌어내어 개인

적역량을향상시켜주고있다.

�음악적 재능을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교육하는 동시에 청소년

들사이에네트워크를연결해가는방법을훈련시킨다.  

�2007년 메니페스토 행사에서 힙합 등 문화적인 것을 소개하 는데, 이때 유명한 아

티스트, 도시, 단체 등을 연결시켜줬다. 현재 런던에 또 하나의 B2DS를 설립할 계획

이있어창립자는현재거기서일하고있다.

�수익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25,000불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다 마련

하 으며, 전체 수입 4분의 3에 해당하는 18,000불은 한 곳 더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

원하고있다. 

�수입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

크, 펀드등을통해재정적으로독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

�방을 렌트할 정도의 급여가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면 공고를 붙인다. 10시간

일할경우수익이적기때문에다른일을할수있게하는데(two-job), 너무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스스로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일해서돈을벌수있는방법을가르쳐준다.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이 성공해서 자립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

는 것이며,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모든 자원을 활용한 운 을 하고 있으며, 이사

회가큰역할을하고있다.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 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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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소년은 리믹스라는 프로그램에 보내게 되는데 그곳을 가게 되면 성공하게 된

다.

③ B2DS의주요사업

□ 음악교육 워크숍

�단기, 장기 쉼터 청소년들의 참여로 토론토 동부지역에서 여름훈련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많은청소년인경우특별히더오랜기간훈련시키고있다.

�15주 동안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능력에 맞게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워크숍 수료

후 직접 앨범 제작 및 발표를 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15주 후

에도전화나e-mail을통해지속적인관계를가지면서멘토역할을한다.

�힙합, DJ음악 믹싱 기술, 작고, 래핑, 음악녹음, 앨범제작, 홍보, 라이브 공연, 퍼포먼

스등워크숍을통해다양한교육을제공하고있다.

�성공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여자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측정

하고현실화될수있도록하여그단계를넘으면다음단계로갈수있도록도와준다. 

�지금까지 교육프로그램에 15명이 참여해서 현재 11명이 있고, 9명이 더 들어온 상태

이다. 

□ B2DS Ventures

�B2DS Ventures는 홈리스와 거리 청소년들을 상으로 음악창작 활동을 통해 소득

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새로운형태의사회적기업이다. 

�음악 CD, 라이브 공연, DVD 제작, 교육 워크숍 등 B2DS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에

적합한제품과서비스를판매, 홍보하는다양한비즈니스전략을사용하고있다.

�B2DS Ventures는협력관계에있는비즈니스매니저의지도아래마케팅, 홍보, 판매

분야의 집중적인 실전 훈련을 거치면서 부수적인 수입도 얻게 되는데, 현재 교육을

통해 훈련된 11명의 경우 전문가로서 show-case 제작, 다른 사람들과 미팅, 

힙합,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고, 훈련을 마친 6명의 청소년들은

part-time으로일하고있다.

�일자리직종: 월급2,400불(시간당12.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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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B2DS의향후계획

�젊은이들이 자신의 흥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임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일환으로서 인생 청사진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습득한

기술을활용할수있는기회와수입을얻을수있도록사업을확장하는것이다.

�현재 토론토에서 청소년 지원 책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으며, 힙합 뮤직은 캐나다

에서 인기분야이다. 이러한 환경과 맞물려 현재 뮤직과 문화가 소그룹형태로 생겨나

면서유명해지고있으며, 점차확 되고있는중이라전망은밝다. 

�토론토 학교에는 어떻게 하면 문화 예술적으로 청소년을 가르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설립해주는기관이있는데, 학교에서B2DS가그곳에참여하길원하고있다. 

�현재 Art-class가 운 중이고, 이것을 확 시켜 캐나다 전 지역에 설립하려고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많지만 B2DS와 같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

을살려서로연결시켜나갈수있도록방향성을잡고가기를원한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토론토에서의 중적 관심도가 높고 사업적 전망이 밝은 중음악산업이란 획기적인

아이템을 통해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수있도록하고있다.

�홈리스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술과의 교감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실현

시키고 사회 변화의 역동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성취감, 자신감

등을심어주는동시에소득활동을열어주는데큰 향을주고있다.  

�자립 한 이후에도 멘토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써 그들이 의논하고 정

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 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든

든한지지망이되어주고있다. 

②기관운 평가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과 펀딩활동을 통한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

틀을마련하고있다.

�멘토링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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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의 역량에 맞게 일이나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청소년의삶을바꿀수있는지원을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

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었다. 

(3) 시사점

①청소년 상의사회적기업으로서시사점

�B2DS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선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 지원단체들이 획일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모든 청소년들을 종일

시간을 간섭하고 개입하는데 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혹은 사회적기

업은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인마다 다른 목표와 방식을 설정하여 그

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자립할수있는기반을만들어주어야할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청소년들의 자립과 정착을 기 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 인성교육, 개별적 특성에 맞는 훈련, 끊임없는 인내, 그들을 믿어 줌으로써

자신감과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 또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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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단체사진
진B2DS의 코디네이터 Mario에게 한국사회적기업

자료를 건네고 있는 연수팀

Beatz to da Streetz가 임 하고 있는
Touchstone Youth Centre 앞에서

Touchstone Youth Centre의 사회복지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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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rniture Bank

(1) 방문내용

①설립배경및목적

�Furniture Bank는 재활용 가구를 수거, 수리하여 가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Anne Schenck수녀에 의하여 설립된 자선단체로 현재 사회적기업

으로활동하고있다.  

�Schenck수녀는 여러 해 동안 Herron Place에서 이민자를 위하여 가구를 수집하

고, 여러 가지 이유로 Herron Place가 문을 닫았을때,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

원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이 많다고 생각하여 Furniture Bank를 시작

하 다. 

�Furniture Bank는 재활용가구를 수집, 수리하여 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

구를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 고용의 기회가 제한적인 사람들, 장애인들을 상으

로사회적기술과직업훈련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Furniture Bank의 설립목적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구성원으로 부여

받은권리안에서지속가능한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노력하는데있다.

방문

일자

2008년4월30일

13:00-15: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가구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호, 

고용창출, 빈곤층 지원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자선단체이자

사회적기업

방문

목적

�환경, 고용창출,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다면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Furniture Bank의조직, 운 , 전략등을전반적으로살펴본다. 

�사회적기업으로서성공요인을파악하여국내에서적용및활용가능성을모색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Julia Enright

(Manager, Development)
홈페이지 www.furniturebank.org

주소및

연락처

200 Madison Avenue, Toronto ON M4V 2W6

Tel: 416-934-1229

Fax: 416-934-0433

E-mail: info@furniture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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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 체계

�초 표자와 실무자로 근무하 던 Anne수녀와 더불어 4명의 매니저와 12명의 시

간제 직원과 매년 12,000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50명들로 운 되고 있

다. 

�가구를 보관하기 위한 형 창고 1개와 가구를 수집, 배달할 수 있는 트럭 2 를 소유

하고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TEF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받는다.  

�Furniture Link 에서 가구 수거 및 배달비용을 받음으로써 일정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③주요사업

□ Furniture Link : 중고가구 수거 및 수리, 배달서비스

�온타리오주 장애인 지원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의 지원을

받아 12명의 장애인들에게 중고가구를 수거하여 수리하고, 배달하는 일자리를 제공

하고있다. 

�가구를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Furniture Bank에 전화를 하면 2명의 매니저가 트

럭과 함께 방문, 수거를 하고, 매일 10~12개 정도로 기증을 받고 있으며 2명의 매니

저가창고에서분류와수리를담당하고있다.

�Furniture Bank에서 취급하는 재활용가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구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납장, 부엌의 살림도구, 식당 테이블, 침 등이 있고, 의복, 책, 장난

감, 냉장고, 접시, 금속책상, 블라인드등은기증을받지않고있다. 

�Furniture Bank는 고객들을 위하여 상태가 좋은 가구들만 기증을 받고 있고 있으며

방문하는매니저가수거를할것인지최종적인선택을한다.

□ 가구 기증

�가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사람들은 난민이거나 노숙자들로 2007년 2,000톤 이

상되는가구를수거했으며1,400가정에가구를공급했다.

�토론토에서 Furniture Bank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50개 이상의 이민기관이

나주택기관등정부기관이나민간단체로부터정보를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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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ture Bank로부터 가구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이민기관이나 주택기관 등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 추천

서류가 Furniture Bank로 발송된 후 예약을 위하여 Furniture Bank와 연락을 취

해야 한다. 세 번째, Furniture Bank를 방문하여 가구를 선택하고 네 번째, 약속된

날에Furniture Bank가배달하는가구를 받으면된다.

□ 자원활동 및 후원

�Furniture Bank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원활동가와 후원자가 필

요로하고있다.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좋은 상태의 가구와 깨끗한 살림도구를 후원할 수 있으

며재정적인후원을할수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고객도우미, 가구수리 자원봉사, 사무실 업무 보조, 판매보조자등에

서자원봉사를할수있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Furniture Bank의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활용가구를 가구

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 둘째, 재활용가구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에도 유익

하며, 셋째, 고용시장에진입하지못한사람을고용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가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또 가구를 기증하는 사람도 항상 존

재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믿음과 함께 가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

드시성공할것이라는신념을갖고여러사업전략을수립하고있다.

�Furniture Bank는 단순한 가구의 재활용이라는 사업아이템에서 벗어나 재활용을

통한환경문제와고용의문제를통합적으로접근하고있었다.

②기관운 평가

�모든 재활용가구가 창고에서 이틀정도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창고에

적재할 가구가 없고 현재 8주 이상을 기다려야 가구를 공급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

되는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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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구 뿐 만 아니라 가구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또한 기증자에게 세금공제 수증을 발행함으로써 기증자에게 세금감면을 혜택

을 주고, 기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배달거리에 따라 일정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수익을창출하고있다.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통하여 중고 가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

으로지속가능한성장시스템을구축하려고노력하고있다.

�자선단체로 후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선단체가 가

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Furniture Bank을운 하고있다.

③성공요인

�Furniture Bank의 성공요인은 첫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주자라는

단순한생각과종사자의열정이성공으로연결된것같다.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인 Furniture Bank는 자선이나 동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이 아니라 가구를 새로 구매할 때 싫증난 가구를 Furniture Bank가 해결해 준다는

것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동정심에 의존한 기부가 아닌 정당한 가치교환을

통한문제해결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이 환경보전과 사회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지속적

인관심의유도와수익창출과연계하는것으로보여진다. 

(3) 시사점

①통합적인사회적가치에 한홍보

�Furniture Bank는 가구재활용이라는 사업을 고용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

로 접근하 고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시키

고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홍보하는데 적극적

이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러한접근을통하여지역사회연계와네트워크를구축해야할것이다. 

�Furniture Bank는 자선이나 동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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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고객에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고객들에게 정당한 가치교환

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고객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반

문해볼필요가있다.

②재활용사회적기업에서고려할점

�Furniture Bank는여러가지재활용품을기증받는것이아니라가구만수집하고있다. 

�한국의 재활용 센터의 경우 다양한 재활용품을 취급하고 있어 수리와 수선에 많은 인

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의 재활용 센터도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필요 없는 품

목과수요가없는품목에 하여고려해야될것으로생각된다.

�Furniture Bank는 자원활동가를 적극적으로 업무와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방

식은한국의사회적기업에자원활동가활용방안에 하여시사해주고있다.

�Furniture Bank는 자선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 마인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사회적 목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

로 성장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 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진

사무실에서 매니저 Julia Enrigh의 설명을 들으며 사무실에서 매니저 Julia Enrigh의 설명을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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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해온 중고가구를 종류별로 정리를 해놓은 창고 침 별로 정리해 놓은 창고

건물 바깥에서 단체 사진 Furniture Bank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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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ver Restaurant

(1) 방문내용

①리버레스토랑의운 재단(all a board youth venture) 소개

□ all a board youth venture의 특성 및 비전

�1997년에 설립된 all∙a∙board youth ventures inc 는 위기청소년과 청년실업자

에게1년정도의직업훈련경험을제공하는소기업을창업하는민간비 리단체이다.

�토론토 시장의 홈리스 실천과제 효력 리포트 " 홈리스의 사이클을 무너뜨리는 9가지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조금을 받는 수혜자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

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all a board 는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실천하고있는단체이다.

�청소년이 자활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홈리스청소

년에게체계적으로직업교육과실무를익힐수있는리버레스토랑을창업하게된다. 

□all a board ventures inc 의 주요사업

▷청소년을위한고용기회제공

방문

일자

2008년4월30일

17:00~19: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위기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및 일자

리 제공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기회

를제공하는레스토랑

방문

목적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홈리스청소년들을 지원하는 all a board venture

의River restaurant을방문하여청소년들의성공적인자립을위한직업훈련시스템

및레스토랑사업전반에 해살펴본다.

�토론토지역의 외식산업분야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국내의 외식산업의 발

전방향과가능성에 해비교해본다.

방문

기관

담당자

Jennifer La Trobe

(Managing Director)
홈페이지

www.river413.ca

www.allaboard.ca

주소및

연락처

413 Roncesvalle Ave. Toronto

Tel: 416-535-3422

E-mail: info@River41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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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세 청소년 상으로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정규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에게 all a board 의 사업과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임금은 1시간당

7.45불이며 주당 40시간이다. 참여자들은 도시전역에 있는 다양한 직업소개소나 주

변친구들을통해추천을받고있다. 

�이력서는 all a board 본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며 자리가 생기는 로 인

터뷰연락을받게된다. 

�고용된 청소년은 all a board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의 수

습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그 첫 달의 성공여부는 출석률, 시간엄수, 태도

그리고참여하고자하는강한의지등을통해체크한다.

▷개인계발프로그램제공

�all a board 프로그램에 고용된 청소년들은 개별적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매월 매니저와 미팅을 하는 개인 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

년들은그들의목표를성공적으로완성하면매월100불의보너스를받는다.

②리버레스토랑(River restaurant)의설립배경

�청소년들은 경력이 없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수입이 없으며 집을 가질 수 없어 자

연적으로 홈리스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따라서 홈리스청소년

들에게 직업을 훈련시키고 경력을 쌓게 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리

버레스토랑을설립하 다.

③리버레스토랑의특성및운 체계

□ 교육

�17~24세 청소년이 이력서를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참여하기전 1달간의 수습기간을

갖는다. 성공여부는출석률, 시간엄수, 태도, 참가의지등을보고판단한다. 

�리버레스토랑에 배치되면 초보단계, 중간단계, 숙련단계를 거치게 되며, 단계별로 매

니저들이참여자를평가하여승급하게된다. 

�서빙, 요리등과같은실질적인부분을교육받게된다.

�200여명의청소년이레스토랑에서훈련을받았으며, 그중85%정도가교육을이수했다.

�직업교육이외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조언하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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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목표를정하고그목표에이를수있도록도와준다. 

�개인별로 능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보너스가제공하여자발적인동기를강화한다. 

�레스토랑에서 숙련과정을 마치면 다른 레스토랑으로 취업을 나가는 성공적인 모델이

생기기도한다. 

□ 레스토랑 성공비결

�10년 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주위의 레스토랑과 정당하게 경쟁하여 살아남았으며, 사

회적기업으로서의인지도도높다는것이리버레스토랑의장점이다. 

�홈리스 청소년들을 직업인으로 바꿈으로써 홈리스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비

용을줄이고있다는점에서지역사회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 운 자금

�기업, 정부, 재단펀드, 자체수익으로구성되어 있으며자체수익의비율은30%이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홈리스청소년들에게 레스토랑의 서빙, 요리, 계산 등의 다양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홈리스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직업, 능력, 경험, 무

직등)을끊을수있는배움의기회를제공한다는데의의가있다.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니라 개인별로 멘토링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처한 현재의 어

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스스로의 중단기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올바른 실천을 할

수있도록돕는다.

�사회활동에서필요한지식및방법등을익혀완전한자립이될수있도록돕는다.

② 운 평가

�레스토랑이라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경제

적가치를창출한다.

�리버레스토랑의 경쟁력은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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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러한 경제활동은 지역사회로부터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지역사회내에서사회적기업으로서성공적으로자리잡는데기여했다.  

(3) 시사점

① 청소년의자활지원에 한시사점

all a board youth venture와 River restaurant 관계자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위

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여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다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세는 개개인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

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스스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

려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

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참여자 중심적인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시사점

이크다고할수있다.

②사회적기업의수익성과사회적가치의평가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평가받아온 리버레스토랑 역시 자체

수익이 30% 정도이며, 끊임없이 수익창출에 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적인 독립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그동안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면서 거둔

성과 및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리버레스토

랑이 사회적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사회적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수익문제는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분

명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문제는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어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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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리버레스토랑 외부전경 리버레스토랑 내부

리버레스토랑 매니저 미팅 리버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리버레스토랑에서 연수팀과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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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 Christopher House

방문

일자

2008년5월1일

10:00-12: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다양한 문화적배경을 가진 모든 연

령의 지역주민의 사회통합 및 자활

을지원하는지역커뮤니티센터

방문

목적

�다양한 연령,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있는SCH의주요사업을이해하고, 토론토지역의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

기위한지역사회복지지원의현황및민간단체의역할을파악한다. 

�SCH의 사회적기업 운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

들어낼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Rick Eagin(Director) 홈페이지 www.stchrishouse.org

주소및

연락처

Dundas/Ossington Location

248 Ossington Avenue

Toronto, Ontario M6J 3A2

Phone: (416)532-4828

Fax: (416)532-8739

Administration

588 Queen St. West

Toronto, Ontario M6J 1E3

Phone: (416) 504-3535

Fax: (416) 504-3047 

Meeting Place

588 Queen St. West

Toronto, Ontario M6J 1E3

Phone: (416) 504-4275

Fax: (416) 504-8851

Parkdale Focus Community Program

1497 Queen Street W - Unit 103

Toronto, Ontario M6R 1A3  

Phone:  (416) 536-1234

Fax: (416) 53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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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내용

①설립배경및목적

�St. Christopher House는 1912년 유럽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주소및

연락처

King St. Location

1033 King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K 3N3

Phone: (416) 848-7980

Fax: (416) 848-7985

SCH Supportive Housing 

20 West Lodge Avenue

Toronto, Ontario M6K 2T4

Phone: (416) 537-3553

Fax: (416) 537-6141

SCH Supportive Housing

Springhurst Manor

1447 King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K 3K5

Phone: (416) 533-6994

Fax: (416) 533-5130

New Hope Drop-in

1229 Queen Street West in the Parkdale Community Health Centre

(※가장최근에설립된시설로지도에표시되어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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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original Kensington Market 인근에교회(Presbyterian Church) 지원으로

설립된기관이다. 

�현재는 비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서비스센터로서 토론토 시내의 서쪽 지역에 다

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제공하는7개의시설을운 하고있다. 

�캐나다 이민자들의 50%는 제일 먼저 토론토에 거주하게 된다. 타 지역보다 토론토지

역에 이민자가 많아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쉽고, 소외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토론토

지역으로 먼저 왔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타지역으로 가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St. Christopher House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캐나다에 처음 정착한 이민자 가족을 중요한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간주

한다. 

�St. Christopher House는 60개 이상의 문화와 4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들로 구성된 토론토에서 가장 다양한 커뮤니티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모든 연령

를포괄하고있으며, 많은이들이저소득층이다. 

�커뮤니티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St. Christopher House는 지역구성원들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있다.  

② 주요사업

□ Ossington Location : 가장 큰 규모의 시설로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하며, 접수데스크, 어린이집, 컴퓨터실, 교육실, 강당, 부엌(도시락)등의 시

설을 갖추고 있다.  

▷Older Adult Centre 

�5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노인 및 장애인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제공하고

있다. 

�QAC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독립심과 참여의식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있으며, 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이루어진다. 

�다언어를 사용하는 스텝들은 훈련된 문화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훈련된자원봉사들이다. 

�프로그램

- 식사제공

- 알츠하이머및병에걸린노인을위한프로그램, 오락및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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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및 장애인 간병인프로그램(caregiver service) :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휴

식서비스(Respite care, 간병인에게 개인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유료서비스),

Adult Day Services(전문적인 스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다

양한프로그램제공, 유료서비스) 

- 사회서비스: 개인및가족단위로제공되는무료서비스

- 이동서비스

□ King St. Location

�여성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 : 어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 고등학교 학력취득프로그램, 음악교실,

이민자를위한ESL 취업상담등

�이민자프로그램 : 이민자와 난민자를 위한 적응프로그램,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이

민자가정방문프로그램

�아동과청소년프로그램: 음악교실, 가족방문서비스, 부모지원프로그램

�Toronto Youth Jobs Corps: 위기청소년직업훈련, 일자리제공

□ Meeting Place

�성인drop-in 센터로서1986년에761 Queen St. West 에있는건물위층에작은규

모로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매주1회씩오후에문을열었다. 

�이용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1995년에 현재의 위치인 588 Queen St. West로 옮겼

으며, 하루200명이상의사람들이이용하고있다. 

�Meeting Place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Bathurst와 Queen 지역에 오랫동안 거

주해온홈리스와저소득층이다.  

�Meeting Place는 지역사회에서 홈리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단기쉼터를 이용하

는 홈리스 주민들이 낮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가 없어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커뮤니티공간이다. 

�실무자와 참여자들은 홈리스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충족시

킬수있는커뮤니티공간을만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오픈시간

- 5월1일~ 10월31일: 월-금오후11: 3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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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일~4월30일: 매일오후11:30~ 4:00 

�기본적인서비스

세탁 및 샤워시설 이용, 음식 저장 및 요리,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 전화, 팩스, 메일

과메시지서비스, 상담및위기개입, 주거, 법률, 일자리, 매니저미팅

�프로그램: 사진클럽, 커뮤니티 키친, 수공예품 제작, 뉴스레터, 목공예 가게, 예술프

로그램, 커리어서비스, 기술교육등

□ Parkdale Focus Community Program

�Parkdale FOCUS Community는 지역사회에서 알콜과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위하여건강증진, 예방, 조기개입활동을하고있다. 

�약물남용개선주간, 위기그룹아웃리치, 교육워크숍을실시하고있다. 

□ Supportive Housing(2곳 운 ) 

�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은노인과장애인이자신들의거주지에서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장지원서비스(on-site support services)

를제공한다.  

�정부의 건강, 장기보호부서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공서비스(훈련된 전문지원인력에 의해 제공) : 24시간 응급처치, 개인서비스(목욕,

용변, 옷 갈아입히기), 의료모니터링, 간단한 집안일, 간편한 식사준비, 쇼핑, 은행업

무보기

�거주자는주요한서비스중3가지이상의서비스를선택하여제공받을수있다. 

□ New Hope Drop-in

�홈리스 성인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drop-in 센터로 지역사회

에서 소외된 구성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정하고 친근

한환경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Parkdale Community Health Centre와 연계하여 의료서비스와 워크숍, 친교활동,

식사등을제공하고있다. 

�오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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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목요일매일오후6시39분부터8시

- 매주두번째화요일오후5시30분부터7시30분

- 매주두번째일요일정오부터오후3시

�화요일 저녁에는 개업간호사가 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있는데, 의료

보험카드는필요하지않다.  

�금융문제해결(The Financial Advocacy and Problem Solving program (FAPS))

프로그램에서는부채와소득제공제등재정관리와관련된정보를제공한다. 

�매주화요일에는가벼운식사와함께 화를상 한다.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는 보드게임, 카드, 빙고와 같은 다양한 오락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요일 오후에는 예술공예품 제작활동을 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원활동가들이 미용

서비스를제공한다. 

③운 체계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 으나,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사회통합을위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비 리단체로서운 되고있다. 

�법적으로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기

부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전환하기 힘들며, 기부금을 모으는 일이 사회적으

로경쟁이심해서어려움이있다고한다. 

�프로그램별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준을 일

정하게충족시켜야하지만, 직접적인개입은없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기관 운 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자원을 동원하

기위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④ 사회적기업운 과실패경험

□ 사회적기업(ATTH) 설립 배경

�2003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축소와 기부금 조성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SCH의

사회적 사명을 달성하고 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롭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

해졌다. 

�또한 10년 동안 SCH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벌 던 노동자 거주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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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뿐만아니라전문직, 고소득층이함께거주하는지역으로탈바꿈하 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충

당할 수 있는 기업을 고안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합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경 전문인력이결합하 다. 

�그 결과 고급 공동주택과 개인 주택을 청소하는 청소 행 기업 ATTH(All Through

The House)을 설립하 다. 초기단계에서 SCH, 사회자본 등이 창업자금을 투자했으

며, 고객유치 캠페인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2005년 정

식으로문을열었다.

□ 사회적기업 운 의 어려움

�지역사회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청소 행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부분은 개별

로 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ATTH의 등장은 SCH의

사회적명성을훼손시킬위험성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TTH는 기존 청소업계와는 다른 고객층을 상으

로 하며, 연금혜택과 노조의 보호를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려

나갔다. 

�또한 지역 사회 카운슬링,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과 접촉하여 SCH의 리기관인

ATTH에 한 이해 및 지원을 넓혀나가면서 사회적 명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노력하 다. 

�ATTH가 직면한 또다른 문제점은 시간당 임금은 기존 업체 보다 높지만 주 노동시간

이짧아서질높은인력을활용하지못한다라는점이었다. 

�ATTH 직원들이 청소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SCH의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주노동시간을연장하는방식으로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노력하 다. 

�그리고 예상되는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인력을 장기간 고용하여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지, 인력고용을 단기 수익성과 절충할 것인지에 한 선택 즉, 서비스 질, 고객

및 직원의 만족과 재정적인 건강성 확보와 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것은주요한과제가되어왔다. 

□ 사회적기업 실패 원인 분석

�처음에 시작했을때는 청소사업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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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참여자에게충분한임금을지급하지못하게되었다는것이결정적문제 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업체의 임금과의 격차가 벌어졌으며,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돈을

버는만큼다나가는구조가되어SCH의목적에사용할수있는돈을벌지도못했고,

참여자들에게더많은임금을주지도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TTH를 계속 운 한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되

었으며, ATTH 때문에시설내부의다른사업들이주목받지못하게되었다. 

�ATTH로 인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많은 에

너지를 고갈시키는 부분도 있다. SCH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기업이 아닌(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회적인 과업을 이루는데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SCH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없다는결론을신중하게내렸으며, ATTH를포기하게되었다. 

�ATTH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ATTH가 문을 닫은 후 다수는 이전 직업으로 복귀했으며,

일부는창업을했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 빈곤, 주거, 약물, 이주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지원 하여 이들이 자연스

럽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하고있다.

- 7개의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 되면서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다양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 사회적기업이라는 수단이 기관의 사회적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과감하게 사회적기업의 해체를 결정한 것처럼 사업 실행과정과 방식에서 기관의

비전과목표의식을뚜렷하게구현해나가고있다고할수있다. 

②기관운 평가

- 기관이 매우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 함에도 소수의 실무자와 다수의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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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어울려다양한사업을효율적으로진행하고있다. 

- 정부 지원의 축소와 기부금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

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시사점

①다문화사회의지역커뮤니티모델

-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종합사회복지

관의형태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 그러나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의 특성을 사업방식과 기관운

체계에 충실하게 반 하여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닌 다문화 사회의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

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네트워킹이부족한상황이다. 

- 따라서 SCH는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

역사회의구성원으로통합하는지역커뮤니티의모델로서유용할것이다.  

②기관사회적기업의현실적인가치실현의어려움

- SCH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여 조직의 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

여청소사회적기업인ATTH를창업했다가실패한경험을가지고있다. SCH는저임

금 노동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사회적기업 운 이 기본적인 서비

스의 질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현상유지가 가능한 ATTH를 해체하

게되었던것이다.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빈곤, 실업, 사회배제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실현하고자하는사회적가치의중요성때문이다.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즉 수익창출에 한 고민이 커지다보니 사회적기

업의 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창

업과 해체의 과정에서 SCH가 가졌던 고민은 민간비 리조직이 사회적기업을 창업,

운 하는데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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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적기업은 누구에게나 최선의 안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기업이 혁신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본래적인 가치와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4) 사진

내부에서 외부에서

캐나다의 제3섹터에 해 설명 중 실내에서 단체 사진

입구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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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F(Toronto Enterprise Fund)

(1) 방문내용

①TEF의설립배경및목적

�토론토 시에는 캐나다의 표적인 도시로서 지적∙신체적 장애인, 노숙자, 약물중

독자, 위기청소년, 이민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자존감고취를통해자립을지원하는사회적기업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TEF는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벤처기업(social ventures)을 발굴하여 지원

함으로써지역의위해요소를줄이고, 건강한지역사회를만드는데기여하고자한다.

②TEF의기금조달및운 체계

�TEF는 캐나다 연방정부, 온타리오주정부, 토론토 시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지원은TEF 예산의약6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나머지 사업예산과 사무실, 행정적인 지원은 United Way Toronto로부터 받고 있으

방문

일자

2008년5월1일

14:00-16: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social

venture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자금

을제공하는사회적기업지원기관

방문

목적

�토론토 지역의 표적인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TEF의 주요사업에 한 이해를 통

해캐나다사회의사회적기업지원현황을파악한다.  

�국제적으로 민간 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효과적이

고발전적인방향을함께모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Susannah Cameron 

(Coordinator)
홈페이지 www.torontoenterprisefund.ca

주소및

연락처

United Way Toronto, 26 Wellington St E 11th Floor

Toronto ON M5E 1W9

Tel. 416-777-1444 ex 661

Fax. 416-777-0962

E-mail: scameron@uwg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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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United Way를통해기업의후원이들어오기도한다.   

※United Way는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북미 륙 최 의

민간기금 조성기관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양한 민간비 리단체 등을 후원하고

있다. 

�United Way Toronto 인사1명,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공무원이각1명씩참여하

고 있는 설립자위원회(Founder Committe)에서는 2~4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

어중요한사항을결정한다. 

�각계 전문가 7명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있는데, 이들은자원활동가자격으로참여하고있다.  

③TEF의주요사업

□ 사회적기업 창업자금 지원(seed funding)

▷사회적기업펀딩사업설명회개최

�매년봄워크숍형태의사업설명회를개최

�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에 한개념, 사업계획수립방법등소개

�특정한분야에 한정보가필요한경우해당그룹연계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공모전(Toronto Enterprise Fund Business Plan

Competition) 개최

�매년 토론토 지역에 있는 민간비 리단체나 그룹을 상으로 사업계획서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서가 채택되면 5,000$-50,000$의 사회적기업 창업자금이 지원

된다.  

�평균 10-20개 정도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과정에서 단계

적으로10개, 5개로줄여최종적으로1-3개정도를선정한다.    

�한번지원을받은기업은계속지원을받을수있는자격이주어지며, 1년마다지원신

청을통해시설자금, 컨설팅등의지원이이루어진다.  

�매년1,000,000$ 기금을조성하여지원하고있다.  

▷사업계획서심사기준

�사업타당성조사: 고용안정및소득가능성등사회적목적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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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구조

�시장성평가및분석: 1, 2차에걸친객관적평가

�마케팅계획: 제품, 가격, 판촉, 위치등

�사업운 계획: 제품과서비스제공방식, 소요비용등

�인적자원개발계획: 노동시장과의연결네트워크, 직업훈련제공등

�위해요소

�3년간의예산계획

□ 지원 원칙 및 평가방식

�처음 지원할 때 수익금의 목표금액을 정한 후, 해마다 목표 금액을 올리면서 수익창

출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에 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금을 해마

다줄여나가는종결전략을사용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얼마나 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

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수입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

으며,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얼마나 실현시키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평가위한매뉴얼은없다).

□ 사후관리

�창업자금 지원 후 전문가를 파견하여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통해 일정 정도 경 에

개입한다. 

�토론토시와 주정부 등에 해당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내 자원

을연계하기도한다. 

�주로 TEF에서 축적한 정보와 기술 등을 필요한 경우에 상시적으로 제공하며, 학

및연구기관과연계된교육프로그램은없다. 

③토론토지역의사회적기업지원및네트워크현황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조직 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에 한 인식이 높지 않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정부기관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에 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

록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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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Business Network에서“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United Way가 사

회적기업의상품과서비스를구매하도록한다. 

�토론토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TEF외에 CSI(공간 임 및 네트워크)와

Trillen Foundation(복권과 도박으로 조성된 기금 운용)이 있으며, 사회적기업 매니

저들간의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민간과 정부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창립자금을 지원하는 토론토의 표적인 사

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

고있다. 

� 출(loan)이나 투자(invest)가 아닌 창업자금(seed funding)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지원(patient capital)을 원칙으로 하되, 점차적으로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지원방식은 토론토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으로보인다.  

�안정적인 수익창출보다는 사회적가치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상을 선

정하고, 지속적인 지원과정에서도 그들의 사회적가치를 얼마나 실현시켰는지를 총체

적으로평가함으로써사회적기업본연의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견인하고있다.

②기관운 평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자원 및 인프라가 결합되어 안정적인 운 체계를 갖추고 있

으며, 지역사회에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

고있다.

(3) 시사점

①민간지원체계의역할에 한시사점

현재 토론토에서는 사회적기업에 한 정부(연방, 주, 시)단위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

로 수립되어있지 않아, TEF처럼 민간 역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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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발전되고있는상황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주도의 지원정책이 한국 사회

적기업의 주요한 발전 전략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

적인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협소하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회적기업을 준

비하는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펀딩기관들은

국가지원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원방식으로 다양한 역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의 지원체계와 국가주도의 지원체계의 역할분담을 통해 한국 사회

적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TEF사례는 민간 주도 지원방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즉 TEF가 정부와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 창업자금을 지

원하듯이 한국의 민간지원체계는 민간과 정부자원을 활용하여 인증 이전의 혹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②‘사회적기업’선정과사후관리의엄격함

�TEF가 지원 상을 선정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선정 이후에도 이를 제

로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일정하게 사회적기업 경 에도 개입한다. 한국의 사회적기

업 지원기관 역시 한국 상황에 적합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선정과정에 적용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건강한 사회적기업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장기

적이고책임있는지원은전제조건이되어야할것이다. 

(4) 사진

TEF의 코디네이터
Susannah Cameron와 단체 사진

TEF의 CED 프로그램 메니저
Anne Jamieson의 설명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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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8 Social Economy Symposium

(1) 방문내용

① 학과시민사회의사회적경제연구연합탄생

�온타리오주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촉진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새로

운 연구 연합(A New Research Alliance)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연합에는 남부 온타

리오주 11개 학의 연구자 네트워킹과 22개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선

도적인지위를점하고있는7개 학의연구자들이참여하고있다.  

�이 연합은 현재 개별적인 역에서 활동하고 연구자들과 현장 실천가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5개 분야의 연구와 실천 역을 결집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진

행하고있다. 

�연구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광범위한 운동적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또한캐나다의다른지역과해외지역과의사회적경제연 를만들어내고자한다. 

�연구연합은 또한 차세 연구자 및 학 연구기관에서 사회적경제를 연구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 교육을 중요시하고, 

방문

일자

2008년5월2일

09:00~12: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사회적경제 이론과 실천 역의 발전

을 위해 학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

여하는연구프로젝트연합

방문

목적

온타리오주 사회적경제 연구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캐나다

사회적경제의현황및연구 역에서의주요한이슈를파악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Laurie Mook

(Director of OISEUT)
홈페이지 sec.oise.utoronto.ca

주소및

연락처

Social Economy Center,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OISE)

University of Toronto 252 Bloor Street West Toronto, ON

Tel: 416-978-0907(conference information)

Fax: 416-926-4749

E-mail: sec@oise.utoront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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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을프로젝트팀의일원으로참여시키고있다. 

�이 연구연합은 캐나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위원회(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of Canada ,SSHRC)가 후원하는 7개의 캐나다 연

구프로젝트중하나다. 

�연구연합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파트너는 토론토 학의 사회적경제 센터(The Social

Economy Centre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Imagine Canada, 온타리오 협

동조합협회(Ontario Co-operative Association)이다. 

※ Imagine Canada는 자선단체, 민간비 리 단체의 사회기여 사업을 지원하는 캐나

다 민간기부단체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민간비 리단체 중 하나로서 1,200개 이

상의회원조직을가지고있다. 20명의전문연구인력을보유하고있으며, 기부및민

간 역에 한연구에서선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온타리오 노동조합 협회(Ontario Co-operative Association)는 금융, 노동, 보험,

식품재활용, 재생에너지, 문화, 사회 서비스, 건강, 가사서비스 등 온타리오 주에 있

는각종노동조합을 표하는조직이다.

※토론토 사회적경제 센터(The Social Economy Centre of the University of

Toronto)는사회적경제에 향을미치는이슈에 한학제간연구와지식보급을촉

진하고 있다. 센터는 토론토 학에 있는 온타리오 연구기관의 하나로 2005년에 설

립되었다.

②연구분야: 연구와실천그룹(Research and Practice Clusters)

�전체 프로젝트는 32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포괄하고 있다. 세부 프로젝트들은 아래와

같은5개의연구와실천 역그룹에속해있다. 

mapping the size and scope of the social economy in this region;

: 지역사회적경제의규모및범위에 한맵핑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social economy; 

: 사회적경제의 향력에 한이해

improving the capac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EOs) to demon-

strate the value of their activities; 

: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에 한 평가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의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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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public policy : 공공정책의발전

extending theory: 사회적경제이론의확장

③Social Economy Symposium

�Social Economy Symposium은 연구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캐나다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최근의 연구 과제를 학연

구자와지역사회단체들이함께토론하는자리이다. 

�2005년부터매년심포지엄이개최되고 있으며, 2008년 심포지엄은토론토 학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심포지엄에는 주요발제와 세부프로젝트 발표자료 및 관련단체의

홍보물전시등이이루어졌다.  

Preliminary Program 

UPDATE: Portions of the symposium will be WEBCAST live: Click here to

see the webcast.  

Thursday, May 1, 2008 Webcasts 

3:00 - 4:45 pm What's New in Legislation fo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peakers: Brian Iler (Iler Campbell), Lynn Eakin (Ontario Non-profit

Network), Paul Chamberlain (CEDNet)

Moderated by Michael Hall (Imagine Canada)

5:45 - 7:30 pm Enabling Social Finance in Ontario

Speakers: Andre Schroer (Community Partners Group Inc & CU

Consulting Group Inc), Bill Young (Social Capital Partners), David Walsh

(Co-founder, Carrot Common) and Allyson Hewitt (MaRS Discovery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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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d by Denyse Guy (Ontario Co-operative Association)

Friday, May 2, 2008 Webcast 

9:15 - 10:30 am Social Economy Ontario

Speakers: Paul Chamberlain (CEDNet), Anne Jamieson (Toronto

Enterprise Fund), Eli Malinsky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Moderated by Denyse Guy (Ontario Co-operative Association)

※연수팀은5월2일오전프로그램인“Social Economy Ontario”참석

④온타리오사회적경제의주요현안

Q. 사회적경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가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과업은 시장에 근거해야 하며, 최근에는 환경적

인과업도추가되었다.

�사회적기업이만들어낸수입이사회적과업을이루는데재투자되어야한다. 

�지역사회와참여자들이함께일을해야하는데이들도정책결정에참여해야한다. 

�온타리오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기여해야한다. 

Q.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재정을사회적경제분야에확 투자해야한다. 

�사회적경제기관들과타기관들과의관계개선되어야한다. 

�사회적경제에 한일반인의이해촉진하고향상시켜야한다. 

�정부와실질적인정책을결정하는사람들의인식을향상시켜야한다.

Q. 다양한 개인과 조직들이 어떻게 사회적경제 조직할 것인가? 

(the constellation governance model) 

�비전을공유하고서로의다양성을인정하면서협력하는사회적경제조직모델

캐나다_5차  2008.9.30  10:42 AM  페이지 197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198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2) 기관평가

� 학 연구진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의 개념, 발전 전략,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연 등 관련 현

안을해결하기위한연구역량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를 다양화하고, 교육과 인력양성 계획을 가지

고있다는점에서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체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확장으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적인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구 사업이 아닌 이론과 현장을 결합한 실천적인

연구운동이라고할수있다. 

(3) 시사점

� 학 연구진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의 개념, 발전 전략,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연 등 관련 현

안을해결하기위한연구역량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를 다양화하고, 교육과 인력양성 계획을 가지

고있다는점에서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체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확장으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적인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구 사업이 아닌 이론과 현장을 결합한 실천적인

연구운동이라고할수있다. 

(4) 사진

심포지엄 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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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 참석한 연수팀의 토론모습 심포지엄 주최측과 함께

사회적기업 홍보 판넬 전시 행사 진행을 도와준 장애우 스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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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enter for Social Innovation(CSI)

(1) 방문내용

①CSI 설립배경및미션

�CSI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단체 및 기업, 개인 등 다양한 그룹들을

위한 사무실 및 네트워킹 공간, 참여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허브로서

2003년에설립되었다. 

�CSI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이란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인 환경적 어려움들을 해결하

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캐나다사회가 가지

고있는다양한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방법은사회적인혁신에있다고생각하 다.

�사회혁신에 있어서 다양성은 서로 다른 것들로부터 새로운 생각과 가치들이 생겨난

다. 올바른 환경은 물리적 환경, 새로운 환경이 생겨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

한다. 생명을 불어넣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며그것이자라나도록지지한다.

�사회혁신을 위한 공간(space)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도움을

주며, 시스템은아이디어가성취가능한계획이되도록한다.

방문

일자

2008년5월2일

13:30~15: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비 리

단체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사회적기업

방문

목적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들간의 연 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CSI의운 방식, 전략, 가치등을살펴본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을 파

악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Eli Malinsky

(Program Manager)
홈페이지 www.socialinnovation.ca

주소및

연락처

215 Spadina Ave, Suite 120 Toronto, ON M5T 2C7

Tel: 416-979-3939 ext

Fax: 416-97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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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CSI의공간적혁신

�개인별 사무실과 공동사무실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별도로 분리되어있던 공간을 필

요에 따라 합치기도 하고 다시 분리하기도 하면서 공간에 한 새로운 개념을 통해

혁신적인사고를이루어내고있다.

�짜여진 환경이 아닌 오픈되어있는 공간과 자유롭게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새로운아이디어가만들어진다. 

�벽보다는유리창활용하여언제든지상호교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 다.  

�the think tank 장소는워크샵, 요가, 배움의시간등을다양하게활용하고있다.

�재택근무하는개인을위한라커룸과전화룸을제공한다.

�90여개의 기관과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한 공간에 끌어들임으로써 시너지를 일으

킬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이자원동원이나통찰력에 한접근이용이해졌다. 

③주요사업소개

□ 임 사업 :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단체들에게 사무실 및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한

다. ( 1스퀘어피트당 50~100불의 임 료)

�CSI의 주요한 수익은 임 사업이며 현재 100여개의 조직 및 단체 등이 센터에 입주

해있고40여개단체가입주 기상태에있다.

�의입주할단체를선정할때사업의다양성또는가치의다양성을중요시한다. 

�입주단체가 성장하고 나면 4년 후에 독립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운 이

안정적이지 않고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것도 쉽지 않은 작은 기관들이 많

다.

�부가사업: 편의시설, 인터넷, 보안, 청소, 복사기등 여

�향후 토론토에 CSI와 같은 공간을 더 만들 계획이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프랜차이즈

로 사업을 확 하여 지금 생성되는 사회적기업들이 더욱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한다. 

□컨설팅 인큐베이팅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들의 진취적 발전방향과 어떻게 사회적 미션을 수립해야

하는지를컨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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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자원과 기획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들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체적으로 무료로 공간 제공, 기획안도 제공, 행정 시스템도 주고 은행 구좌 등도 빌

려준다. CSI 이미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도할수있도록돕고있다. 

□ 이벤트 : 회사 워크샵에서부터 지역사회현안에 한 조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한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징

�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혁신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

써CSI의공간을활용하는기관들이다양한가치를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공간적 혁신은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이 가치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CSI가 창출해내는 사회적가치는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이며, 인근지역의 평균임 료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항

상입주하기를원하는단체들이많다고한다.  

②운 평가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다양성을 다양한 기관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수있도록하는데모든역량을투입하고있다.

�후원기업, 단체들의 이익 변보다 기관의 목적과 미션을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해 집

중한다.

�입주 시 조직, 형태, 구조등이 미비한 기관들은 자원제공 및 네트워크형성을 도와줌

으로서소규모단체가안정화될수있도록돕는다.

(3) 시사점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들이 정보와 자료를 서로 나눈다는 것은 사회변화에

한 철학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의 잠재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발

캐나다_5차  2008.9.30  10:42 AM  페이지 202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203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서 공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즉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얻어지는 무한한 잠재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있다는것이다. 

�캐나다 또한 아직 사회적기업에 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물리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

다. CSI는 이러한 현실에 한 해결책으로 네트워크 형성하고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차원적

인 공간임 의 수준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창의성과 도

전정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적기업가들에게도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공감 형성과 이를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때문이다. 

(4) 사진

CSI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미팅공간

채광과 의사소통을 생각한 사무실 구조 CSI 프로그램 매니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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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1) 방문내용

①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의설립배경및목적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러시아 정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교회봉사

를위한조직으로1987년에창립되었다. 

�처음에는 블레이크거리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임 하여 아웃오브콜드(out of cold)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추위로부터 노숙자들에게 쉼터 사업을 시작하 으며 1995년에

는현재의건물을구입하여이전하 다.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비 리법인으로약물중독에 한상담, 베

이커리 사업, 중고품 상점 등 지역사회 노숙자와 장애인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있다.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지역사회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의 재

능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과 치유를 통하여 각 개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각개인의가치를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커뮤니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곳이 약물중독, 주거,

고용개선프로그램의효과도미비하다고주장하고있다. 

방문

일자

2008년5월5일

10:00~11: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단체

방문

목적

사회소외계층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의

미션및사업방식, 운 등전반적인사업현황을살펴본다.

방문

기관

담당자

Shane 홈페이지 www.stjohnsmission.org

주소및

연락처

155 Braodview Ave. Toronto, ON M4M 2E9

Tel: 416-850-7413

Fax: 416-466-3517

E-mail: stjohnsmission@sympatic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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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소속감을 느낄 수도 없고 그들의 라이프스타

일을회복할수없다고생각하여쉼터제공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제공하고있다.

②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운 및사업내용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 하면서 8명의 직

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관 내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며 예배는 지역사회 내에 누구나

참석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다.

�겨울에는 아웃오브콜드(out of cold)프로그램을 운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추위를 피

해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을 운 하는데 12월에서 3월까지 운

하고있으며매년500명이상의사람들에게본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학습보조와 기술훈련과 약물중독은 청소년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베어커리사업과 중고시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제공되고있었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지역사회내의 공동체의 형성에 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미션을 수립하 고, 지역사회내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단

순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 제공이 아니라 노숙자, 약물중독자 등 소외계층에게 건

강한커뮤니티와안전한장소를제공하는데역점을두었다.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에 의한 일방적인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 이용자의

능력과재능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다.

②기관운 평가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교회봉사를 위한 조직으로 처음 구성되었

기때문에많은자원봉사자가운 에참여하고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수익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노숙자를 위한

특화된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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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①인간의기본적인욕구에충실한사업방향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인간의가장기본적인욕구를해결하기위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소외계층에 한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숙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원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방식은 한국사회에서 노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들에게많은시사점을줄수있다.

②공동체의식함양을위한프로그램개발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지역사회내공동체안에서문제를해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하고 있다. 홈리스나 청소년들이 생활해야 하

는 공간은 사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해야할것이다.

(4) 사진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입구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내부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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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 John's Bakery

(1) 방문내용

①St. John's Bakery의설립배경및목적

�St. John's Bakery는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에서 운 하는 노숙자

를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위기청소년과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과 학습교육

제공하고있다. 

�St. John's Bakery은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에서 운 하기 때문에

다양한인적자원을많이보유하고있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가난한 노숙자들이 고급 유기농재료를 활용하여 최고의 품질의 빵을 만들어 부자에

게판다는미션을가지고있다.

�St. John's Bakery의 설립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재능을 통하여 노숙자,

비행청소년, 이민자, 약물중독자들이사회통합을이루는데있다.

방문

일자

2008년5월5일

11:00~11:4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에서 운 하는 사회적기업

으로 유기농베이커리 방문목적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St.

John's Bakery의 경쟁력 및 성공전

략을 파악하여 동종업계 사회적기업

에적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방문

목적

�환경, 고용창출,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다면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Furniture Bank의조직, 운 , 전략등을전반적으로살펴본다. 

�사회적기업으로서성공요인을파악하여국내에서적용및활용가능성을모색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Shane 홈페이지 www.stjohnsbakery.com

주소및

연락처

1153 Braodview Avenue Toronto, ON M4M 2E9

Tel: 416-850-7413 

Fax: 416-466-3517 

E-mail: sjbservice@stjohnsbak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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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t. John's Bakery 운 및사업내용

�St. John's Bakery은 수제과자와 전통적인 프랑스 방식으로 유기농 이스트 빵을 전

문적으로판매하고있다. 

�St. John's Bakery은 인증된 유기농 가루와 더불어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공급자들에게서최고의재료를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빵은 하루에 1,200개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침에 판매하고 난 이후에는 50%로

할인하여판매하고있고있다. 

�St. John's Bakery의 자원활동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봉사혜택이 주어

지며저소득층, 노숙자와청소년에게직업경험과기술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근로자에는 이민자, 약물 중독자, 정서장애, 정신장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들이 포

함되어있다.

�교육과 훈련은 담당자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 토론토에서 사회적 약자가 운 하는 제과점은 St. John's Bakery이 유일하다고 한

다. 가난한 사람이 고급유기농재료로 최고 품질의 빵을 생산하여 부자들에게 빵을 판

다는확고한미션을가지고사업을진행하고있다. 

- St. John's Bakery는 빵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며, 베이커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만들어가는곳이라고생각하고있다.

- St. John's Bakery의 경쟁력은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

여건강한식품을만들어낸다는고급화전략에있다. 

- St. John's Bakery의 최고의 마케팅전략은 최고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으로 최고

의품질을보장할수없다면다양한마케팅전략은무용지물이될것이다. 

- 지역사회에서 St. John's Bakery만든 제품은 최고라는 평판을 받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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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및 마케팅 전략

St. John's Bakery는 일반 시장에서 유기농과 최고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프랑스방

식으로빵과과자를생산함으로써차별화에성공하 다. 또한

최고로 맛있는 빵을 만든다는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이 St. John's Bakery의 마케팅전략

이다. St. John's Bakery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일반시장에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충성고객을 유지할 것이며, 시장진입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생산품이나

서비스의품질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나가야한다는점을알수있다.   

(4) 사진

St. John's Bakery 간판 St. John's Bakery 입구

St. John's Bakery에서
제작한 가방으로 빵을 담을 수 있다. 연수팀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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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va's Phoenix

(1) 방문내용

①Eva's Initiatives 설립배경및목적

St. John's Bakery에서 단체 사진

방문

일자

2008년5월5일

13:00-15: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노숙, 빈곤의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

의 자활을 위하여 주거, 직업훈련,

일자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

는청소년지원기관

방문

목적

�지역사회에서 노숙, 빈곤의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온 Eva's

Phoenix를 방문하여 토론토 지역의 청소년/청년문제의 실태 및 이에 응하기 위한

민간단체의활동을파악한다. 

�Eva's Phoenix가 홈리스, 위기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운 하는 사회적기업

Eva's Phoenix Print Shop의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사회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발전전략을모색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Andrew Macdonald

(Manager of Social 

Enterprise) 

홈페이지 www.phoenixprintshop.ca

주소및

연락처

11 Ordnance St. Toronto, ON M6K 1A1

Tel : 416-364-4716 x262  

Fax : 416-364-7533 

E-mail: andrewmac@eva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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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s Initiatives는지역사회소외계층, 특히청소년의삶을바꾸기위하여헌신적으

로활동했던Eva Smith (1923-1993)의뜻을이어받아1994년에설립되었다. 

�Eva's Initiatives는 홈리스, 위기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거주지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여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홈리스에 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될수있다는믿음을가지고있다. 

�현재 토론토 지역에서 Eva's Place, Eva's Satellite, Eva's Phoenix등 3개의 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16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들에게 긴급피난처와 단기주거지, 약

물과 알콜남용을 줄이기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 하

고있다.

�매년 약 2,300명의 홈리스와 위기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자신의미래를재설계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②Eva's Initiatives의시설및서비스

�Eva's Place : 가족재결합, 취업, 주거, 학업, 약물남용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제공하는쉼터로1994년에설립되었다.

�Eva's Satellite : 중독 및 정신건강센터와 토론토 청소년 서비스센터, 지역복지 기관

과연계하여약물및알콜중독청소년치료프로그램을운 한다.   

�Eva's Phoenix :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단기쉼터와 기술훈

련, 직업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인

Print Shop이있다.    

�National Initiative :  홈리스, 위기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Eva’s Phoenix 의 프로

그램을 확 , 발전시키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 있는 청소년 지원시설을 지원하는 프로

젝트이다.  

�Eva's Awards for Innovation(Prix Eva's Initiatives pour l'innovation) : 2005년

부터 홈리스, 위기청소년을 위하여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선

정하여 5,000달러의 상금을 지급한다. 2008년에는 52개의 응모기관 중에서 3개 기

관을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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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Eva's Phoenix의특징

�Eva's Phoenix는 Eva's Initiatives가 운 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서, 2000년에 설립

되었다. 노숙과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주거,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직업훈

련, 일자리등통합적인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Eva's Phoenix는 설립 당시에 캐나다 인적지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의 지원을 받아 50명의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응훈련

을제공하고, 시설건축현장에서일을하는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 하 다. 

�Eva's Phoenix는 홈리스 청소년들이 거리생활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멘토링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이다.

�Eva's Phoenix는 소방서 건물을 8년 전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을위하여밝고개방적인이미지를줄수있도록리모델링했다고한다.  

�건물내부에는홈리스청소년을위한주거시설과직업훈련과출판사업이이루어지는작

업실과사무실등이있는데마치작은마을을연상시키는듯한내부구조를가지고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지원을받고있다. 

④ Eva's Phoenix의주요사업

□주거지원(Housing Program) : 주거지원팀(Housing Team)  

�처음에는 16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 50명에게 최 1년까지 주거를 제공하 고,

2002년부터는16세부터29세까지의젊은이160명에게주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주택형태의 주거시설은 건물 2층에 있으며, 방 내부에 부엌, 화장실 등 사생활이 보

장되는개인적인공간이있기때문에많은홈리스청소년들이Eva's Phoenix에들어

오기를원한다. 

�현재 10개의 방에 50명이 살고 있으며, 밝고 따뜻한 색채와 일반 주택형태로 디자인

한 방들은 홈리스 청소년들에게‘시설’이 아닌‘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려고노력한흔적이엿보 다. 

�주거지원팀(housing team)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홈리스 청소년들이 저축

하기, 예산계획 세우기, 요리, 쇼핑, 집구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 전반적인 삶의 기

술을배울수있도록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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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져

이들이 Eva's Phoenix를 떠난 후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 취업프로그램(Youth Succeeding in Employment Program) : YSEP 팀

▷많은 청소년 취업프로그램은 단지 일자리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Eva's Phoenix의 YSEP은 스스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음

과같은직업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직업탐색∙준비과정(Career Exploration and Preparation, CEP) 

: 10명여명이5주동안진로탐색워크숍참여(주35시간교육)

: 노동시장에서취업하는데필요한이력과개인적인직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을받

게된다. 

: 워크숍참석기간에는최소한의교육훈련비를지급한다. 

: 진로상담과개별계획을통해스스로어떤직업을원하는지알게한다. 

�직업체험(Work Experience Placement, WEP)

: 직업을 찾고자 하는 청소년과 고용주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원한직업과관련된실제적인경험과정보제공

: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계획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서 최 20주간 일을 한다.

(주당40시간노동과최저임금)   

: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YSEP의 직업상담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별목표에따라활동이진행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 훈련프로그램에도지속적으

로참여할수있다. 

: WEP를마치고난후에는직업상담사가상시적인직업을가질수있도록지원한다.

▷YSEP은 취업으로 가는 과정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의

방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청소년들과 기업주들과 함

께 성공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도1년이상커뮤니티지원과자원을연결하기위하여노력한다. 

□ 멘토링 프로그램(Mentorship)

�멘토링 프로그램은 Eva's Phoenix의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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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청소년의자존감향상및사회에 한긍정적인시각을주는데도움이준다. 

⑤사회적기업Eva's Phoenix Print Shop 

□ 특징

�Eva's Phoenix Print Shop은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인

Foundations of Print를운 하는출판인쇄업분야의사회적기업이다. 

�2002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시각예술정보 분야에서 직업

개발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Foundations of Print를 마친 청소년들 중 80%가 풀타

임직업을가지게되었고, 학교에돌아가거나장학금을받았다.  

�홈리스 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온 혁신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Toronto Community Foundation의 2007년 Vital Ideas

Award을수상하 다. 

□ 조직체계

�Social team은 지역사회 외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참여한 청

소년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면서 청소년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개별적인 욕

구에적합한지원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Business Team은출판물생산과인쇄에관련된실무업무를진행하고있다. 

□ 주요사업

▷Foundation of Print Training Program for Youth  

�3개월 기초과정 : 참여자들에게 출판인쇄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술을 훈련시키는 과

정으로디자인과인쇄물생산, 절단등의기술을습득한다. 

�1년 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교육과정이

라고 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이 과정을 이수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기술교육과 함께 매주 목요일 재정관리, 이력서 쓰기 등 삶의 기술을 터

득하기위한교육을받는다.  

�기초과정을 마친 후에는 최소 삼개월동안 보수를 받으며 고객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

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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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수료자들에게는 취업연계 서비스가 제공

된다. 

�훈련프로그램 수료자들은 주로 기계직종과 판매분야, 서비스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

으며, 최저임금(시간당8.75달러) 이하의월급을제공하는기업은추천하지않는다. 

▷참여자선발과정

�Eva's Phonenix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먼저 인터뷰 일정을 잡아서

만난다. 

�참여자를 만날 때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는가를 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

기위하여하루정도를Eva's Phonenix 숙소에묵기를권유한다. 

�Eva's Phonenix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지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social program에

참여해보고난후에정말로입소하기를원하는지상담하고입소여부를결정한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들에게는 학 진학 및 능력개발을 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기회가주어진다.(1년에최 1,000달러지금)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

한다.  

�입소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Eva's Phonenix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의주거시설이용료를받아적립한후나중에독립할때그돈을돌려준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차별성 및 경쟁력

�비슷한 분야의 다른 훈련기관에서는 기계분야를 가르치지 않지만 Eva's Phoenix

Print Shop에서 기계분야를 포함하여 디자인, 인쇄, 절단과정 등의 모든 과정을 가

르치고있다.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기업과 은행, 전기공사, 리기관 등 일반사업체를 상으로 마

케팅을하고있으며일반사업체가가장큰마케팅 상이고가장큰고객이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들면서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의 가치를 창출해야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떨어지지 않도

록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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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s Phoenix Print Shop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마지막 보류가 되기를 원하

며, 청소년들의가능성을믿고있으며, 이가능성을위하여일을하고있다. 

□ 운 상의 어려움 및 과제

�참여자의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접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 1년 과정을 3개월로 축소하여 가르치고 있기 어려움이 점이 많으며, 인

쇄출판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훈련을 종결한 후에도 4-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프로가될수있기때문에지속적인기술교육이필요하다. 

�인쇄출판업관련 장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구축이 어렵다. 또한 작업 공간이 너

무협소하여공간을확장할계획을가지고있다. 

�수익을 창출해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과 상업적인 것 중 무엇

이우선되어야하는가는항상고민스럽다고한다.  

(2) 기관평가

①청소년자활을위한통합적지원시스템구축

�Eva's Phoenix 는쉼터와직업훈련시설, 사회적기업이결합되어있는홈리스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주거에서 일상생활훈련, 경제적 자립까지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통합

적인지원이가능한체계를가지고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의 장점과 사회적기업의 장점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홈리스 청소

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홈리스 청소년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이 장기적으

로지속가능할수있게해주고있다.

②위기청소년을위한커뮤니티형성

빈곤과 실업,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홈리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통합되어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Eva's Phoneix의목표이

다. 이러한 목표는 시설 구조 및 사업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Eva's

Phoneix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홈리스 청소년들의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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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라고할수있다. 

(3) 시사점

Eva's Phoneix의 사례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사회복지 역

과 적절하게 결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지원이 사회복지 역에 치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발달이 청

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기업의 통

합적지원을고민해볼수있을것이다.

(4) 사진

소방서를 개조해서 만든
Eva's Phoneix 기숙사 및 사무실 Eva's Phoenix Print Shop 작업실에서

Eva's Phoenix Business Team 앞에서 단체사진 Eva's Phoenix 입구에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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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e Club des petits dejeuners du Quebec(The Quebec Breakfast Club)

(1) 방문내용

①설립배경및목적

�1994년퀘백지역에서시작되었으며, 현재캐나다전역으로클럽을확 시키고있다. 

�유니세프 등에서 주장하는 양결핍의 문제는 질병, 발육 부진, 두뇌발달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발전 동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클럽 창립자는 퀘백 지역에

서도 아이들이 적절한 양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펀딩을 받아서 클럽을

설립하 다. 

�클럽의비전은세계를변화시키기위해서아이들에게아침식사를제공하는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양학적으로접근하고있다. 

�기관의 표자가‘ 레니엄 서밋(Millennium Summit)’에서 제시한 8개의 목표 중

에서 빈곤 문제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 역의 NGO,

NPO의리더들과연계협력하여리더십을발휘하고있다. 

、 、

방문

일자

2008년5월6일

13:00-15: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미래세 에 한투자로써

아동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방문

목적

�퀘백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있는 사회적기업의 운

실태와현황을파악한다. 

� 중적인 사회적비전 수립과 모금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공요인을 파악해

동종업계사회적기업의마케팅및 중홍보전략에적용할만한시사점을찾아본다

방문

기관

담당자

Judith Barry 홈페이지
www.clubdejeuners.org

www.breakfastclubcanada.org

주소및

연락처

151, boulevard de Mortagne, bureau D Boucherville (Quebec) J4B 6G4

Tel: 450-641-3230

Fax: 450-641-7841

judith.barry@clubdejeun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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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조달및운 체계

□ 기금 조달

�2001년부터20%의재정을퀘백주의도움으로충당하고있다. 

�8년 전부터는 팀홀튼 재단의 지원을 받아 빈곤층 아이들을 선발해서 여름캠프 프로

그램을운 하고있다. 

�골프 토너먼트 모금 행사, 머그컵 판매, 월마트와 연계한 크리스마스 장식품 판매 등

다양한모금활동을하고있다. 

□ 운 진 및 이사진의 구성, 직원들의 활동 내용

�이사회는 클럽 이사진과 퀘백주 정부 공무원, 기업 CEO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외

이사들은 재정적인 지원과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양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기관행사에동참시킨다. 

③주요사업

□ 아동 아침식사 제공

�한해동안아동들에게약200만끼의아침식사를제공한다. 

� 양사들이 추천하는 10가지 메뉴가 번갈아 제공된다. 크로와상, 프렌치 토스트, 

오믈렛, 와플, 시리얼, 치즈샌드위치, 요거트, 오렌지쥬스, 신선한과일등등이다. 

�500여개의 초등학교에 급식 시설을 설치하고 자원활동가를 활용해서 아침식사를 제

공하고있다.

�food bank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급식하기 위한 음식은 별로 주문하고

생산한다. 

�급식용 식료품 및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물류수단 역시 파트너쉽 회사에서

지원해준것이다.

□ 청소년 여름 캠프

�여름에는많은아이들이캠프활동에참여하는데, 비용때문에캠프를가지못하는아이

들의자긍심을향상시키기위하여가난한아이들을 상으로무료캠프를실시한다. 

�매번 35명씩 선발하여 캠프에 참여하게 한다. 산악지역에서 게임도 하고 심신훈련.

상상력을촉진시키기위한프로그램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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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홀튼 재단의 지원으로 8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팀홀튼 재단에서는 팀홀튼 커피

한 잔을 판매할 때마다 30센트씩 적립해서 조성된 자선기금을 활용해 교통편, 음식,

숙소등을제공한다. 

□ 15~18세의 청소년들을 위한 클럽 운

�클럽을 통해 고등학교 때까지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통해다시사회에환원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다. 

�20명 정도의 청소년 그룹이 2주 정도 남미지역에 가서 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짓는

등지역사회의교육환경을향상시키는자원활동에참여하게된다. 

�1인당 참가비는 200만원 정도 드는데, 참가자들은 직접 여행경비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한다. 몇몇학교들은청소년들이경비마련을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기도한다.

□ 다양한 모금 활동

�다양한 색상의 머그컵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머그컵에 그려진 올빼미 모양은

유명한유통회사의CI이고반 쪽에는방송인의사인을넣어두었다. 

�클럽과 연계되어 있는 유명방송인이 TV쇼에서 머그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관

홍보뿐만아니라머그컵판매량도늘어나게하게한다.

�2년전에월마트에서판매했던크리스마스장식품도모금아이템이었다. 

�마케팅팀에서는자선골프경기, 라디오쇼등을진행하고, 기업의CEO를만나후원을

받는일을하고있다. 

□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부모들이 활동해야 주위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급식 상

학교의학부모들에게요청하고, 지역신문이나각종신문등에모집공고를한다. 

�자원활동가들은 아이들과 직접 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발한다. 

사전에범죄기록을체크해서아이들에게어떠한폭력이나가해가없도록예방한다. 

�다농과 같이 후원기업의 직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한다. 이사진과

주변사람들을네트워크를활용하여일정한인원수를유지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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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파트너십과네트워크현황

�다농, 코스트코, 팀홀튼재단 등등 다양한 기업과 재단들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의 긴 한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인 후원 및 다채

로운모금활동을펼치고있다. 

�빌클린턴, 제프리 삭스(책을 만든 사람), 미아 프라고(여배우), 다른 유명 인사들을 초

청해서모금행사를매년성황리에진행하고있다.

(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 기관특성

�퀘백 지역에서 아동들을 위한 아침식사 급식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지지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각종 모금사업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다. 우수 사례이자

벤치마킹사례로참고할만하다. 

□ 사업평가

�아침식사제공, 캠프나다양한활동프로그램이개입되어아동들의건강과심신수련을

위한다각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사업초기부터정부의도움을청했던것이아니다. 클럽을만들어서캠페인/모금활동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방송인이나 파트너쉽 회사에서 지원하고 나서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퀘백주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실천모델이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부분이다.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거의 없고, 아이들 인원

수에 맞게 음식 만들고 있다. 한국처럼 밥, 국, 반찬을 먹게 되는 급식이 아니라 포장

되어 있는 식품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우는 정도의 준비 과정만 거치면 급식이

이루어질수있는상황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이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 관계자들이라면 사회적낙인 문제

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 기관이 실시하는 급식 사업은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학교를타겟으로하고학교안에서모두에게오픈하며멤버십제도로운 되고

65%의아이들은30센트씩지불하기때문에소비자로서서비스를구매한다는당당함을

심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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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 평가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원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이다. 사회

적 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초빙하고 그들이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명망 있는 사람들은 광고나 홍보에 관련해서 지원한다. 라디오쇼, TV쇼, 유명 백화점

등전방위적으로자원을개발하고있고서비스제공하고있다. 

(3) 시사점

①사회적가치의마케팅전략

작은 것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큰 가치 창출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송인이 머그컵

하나 놓고 방송하는 것이 큰 파급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한 기업인, 방송인

등 외부인력과의 네크워킹을 통해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를홍보하는방식이클럽이사회적기업으로성공하게된요인이라고할수있다. 

②기업과의파트너십

클럽과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기업사회공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기간

투자에 한 성과를 성급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않는마인드가필요하겠다. 

③아이들의자긍심향상을위한사업운 방식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남미의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

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자긍심 향상에 도움이 되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은 돈이나마 아이

들이 돈을 내게 하는 급식운 방식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가난에 한 낙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래세 에 한 투자라는 클럽의 비전이 잘 드러나고 있는

혁신적인사업방식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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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캐나다의 유명 인사 및 기업가들이 다양하게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The Quebec Breakfast Club의이사인앵커가뉴스
항상이클럽에서제작한컵에물을마시고이컵을 형마트에서

동시에판매하여수익금을클럽이갖는다.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 The Quebec Breakfast Club 음식을 배달하는 탑차

The Quebec Breakfast Club 내부에서 전체 사진

The Quebec Breakfast Club의 이사인 다농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 다농사장은 일주일에 2-3번씩은 이 곳에 와서 같이 활

동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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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antropol roulant

(1) 방문내용

①설립배경

�Santropol Roulant은 몬트리올 지역 젊은이들이 운 하고 있는 비 리 조직으로

지역사회단체상을수상한경력을가지고있다. 

�퀘백주 독립투표가 몬트리올에서 시행되었던 1995년은 청년실업률이 높아져가고 몬

트리올 지역에 한 연방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낙후되었던 시점이다. Santropol

Roulant은 이 시기인 1995년에 Chris Godsall(25세), Keith Fitzpatrick(27세)라는

두젊은이에의해만들어졌다. 

�창업자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을 보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직업경험을쌓을수있는일자리를몬트리올에서만들겠다는결심을하게되었다.

이런과정에서젊은이들이자전거로노인들에게음식배달을한다는아이디어가나오게

되었다. 

�1995년부터 독거노인들에게 350,000 이상의 식사를 배달하고 지역사회의 젊은이들

에게인턴쉽을제공하고275개이상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 

방문

일자

2008년5월7일

11:00-12:3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

방문

목적

�사업아이템과 운 체계에 환경적 가치를 결합한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통해 환경적

가치가중요시되고있는퀘백사회적기업의현황을파악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젊은 세 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있는사회적기업의사례를발굴한다.

방문

기관

담당자

Tim Murphy

(Green Projects 

Coordinator)

홈페이지 www.santropolroulant.org

주소및

연락처

4050, rue St-Urbain, Montreal, Quebec H2W IV3 

Tel: 514-284-9335

Fax: 514-284-5662

E-mail: info@santropolroula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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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션

�음식을통해세 간의사회적, 경제적인고립을해소하고, 지역커뮤니티를강화하고자

혁신적인 음식배달사업과 세 통합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 와 문화적

차이를뛰어넘고자한다. 

�몬트리올 지역에서 노인과 거동이 필요한 주민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자한다. 

�도시생태학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의 모든 활동과 운 체계에 환경적인 시스템을 도입

하여지속가능한에코시스템을갖추어진공동체를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

③조직체계및회원

�회원기반조직으로 매년 총회에서 이사회를 통해 Roulant의 기조와 목적에 지속적으

로복무할수있는사람을회원으로선출한다. 

�회원은 Santropol Roulant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 기부금을 내는 사람, 자원

봉사, 직원들로구성되고멤버가아닌경우월별기부를통해참여한다. 

�Equipe Membership

�2006년에 조직된 회원위원회로 자원활동가, 기부자, 실무자, 이사회 구성원과 고객

들로구성된다. 

�회원위원회는 실무자와 이사회, 고객, 기부자, 자원활동가 등 회원들 사이에서 조직

운 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나누

고참여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현재 회원위원회는 회원들과 함께 조직체계와 운 과정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책임을가지고있다. 

④주요사업및활동

□ 자전거 도시락배달(Meals On Wheels) 

�노령화 현상과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양실조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현실에 응하여젊은이들이건강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하여자전거로음식을

배달하는서비스이다. 

�평균적으로일주일중월, 화, 수, 금, 토5일동안90끼의직접조리한신선한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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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음식은 사무실과 함께 있는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며, 보온가방에 넣어 가까운 지역은

자전거를타거나걸어서, 먼곳은무공해차를이용해배달한다. 

�음식배달은 노인, 수술환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에이즈감염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한 고객은 매일 식료품을 구입할수 없어 균형잡힌

식사를하기힘든노인들이다. 지역사회복지사, 의사, 주치의등이고객을추천해준다.

�다양하고 식단과 양적으로 균형잡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 채식주의자와 알레

르기 환자를 위한 특별식도 제공한다. 6월에서 8월까지 매주 화요일에는 찬 음식이

제공된다. 

�1끼당 가격은 $3.50이며, 주요리와 두가지 야채,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홈메이드

디저트가 제공된다. 1인분이 추가되면 50센트가 추가되고, 디저트를 하나 더 신택할

때도50센트가추가된다. 

�1년 식단을 구성할 때 11월쯤 수요자들에게 리서치를 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등을 조사해 식단 구성단에서 평가를 거쳐 식단이 만들어지므로 만족

도가높다. 

□ 자원활동(Volunteers)

�Santropol Roulant 의 자원활동가들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과 문화, 언어를 공유하며

활기찬공동체를만들어가는데기여하고있다. 

�주로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세 가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 여행자,

예술가 등 직업이 다양하며, 몬트리올과 캐나다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젊은 자원활동가들은 Santropol Roulant의 성공비결이며, 최근 젊은사람들의 자원

활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특히 퀘백주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몬트

리올이라는점을감안하며, 주목할만한일이라고할수있다. 

�도시락배달서비스에매주최 100명의자원활동가들이참여하고있으다. 이밖에도

부엌, 배달, 이사회 보조, 그래픽 디자인, 자전거 수리, 유기농 재배,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역에서각자가능한방식으로참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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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 

�도시락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음식을 통해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의 소통과 문화적인 공감을 시도해왔다. 이러

한 세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는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만을 요구했던 노인들을 변하

게만들었다. 

�이사회가 25세에서 85세까지 다양한 연령 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세 통

합의정신의일환이다. 

□ 지속가능한 환경(sustainability)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Santropol Roulant의 사업운 절차 및 주요한

미션에 환경적인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지속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재정적, 조직적인

문제를해결한조직으로서공동체의가능성을실현시킨사례라고할수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고, 오염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EcoChallenge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즉 지 이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옥상 정원과 맥길 학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야채로 음식을 조리하며, 자전거로

도시락을배달하는등조직내에서에코시스템을실현하고있다. 

□ 청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험 제공

�Santropol Roulant 는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95년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실무자로,

자원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진취적이고, 창조

적인아이디어를생산하고실천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고있다. 

⑤파트너십

지역사회 기업과 민간조직, 재단, 자선단체 및 정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지원

및식료품제공등조직운 에필요한자원을연계하고있다.

(Santropol Roulant의 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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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평가

①기관특성및사업평가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양이 부족

해지기 쉬운 이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통해 세 통합과 노인건강, 젊은이들의 지역

사회참여라는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사회적기업이다. 

�창립자를 비롯한 실무진, 자원활동가 모두 지역사회 젊은이들로서 학 주변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 때문에 성공적인

운 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식재료 준비, 조리, 배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전반적인 사업운 방식과 활동에 친

환경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도시지역에 생태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②기관운 평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회원조직으로 이사회, 실무자,

자원활동가등이각자의위치에서의견을개진하고조직비전과운 에관련된중요한

사안을결정하는민주적이고수평적인조직체계를가지고있다. 

�지역사회 기업과 기부단체 등과의 파트너십과 도시락 배달 사업의 유료화, 자원활동

가의활용으로재정적인어려움을겪고있지는않다. 

(3) 시사점

①지속가능한공동체건설을추구하는사회적기업

노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문제, 그리고 청년실업이라는 사회문

제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이라는 맥락에서 풀기 위한 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Santropol이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통합시키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비

전으로삼고있는Santropol은노인문제, 청년실업, 환경문제가점점더심각해지고있는

한국상황에서매우시사점이큰사례라고할수있다. 

캐나다_5차  2008.9.30  10:43 AM  페이지 228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229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②젊은세 의혁신적리더십이돋보이는사회적기업

Santropol 은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력이 돋보이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과정과 조직

운 체계, 사업방식 모두 혁신적이며, 젊은 세 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의 젊은 세 들에게 사회변

화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젊은 사회적기업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있는하나의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4) 사진(간단한설명필요)

자원활동가들이 배달에 사용할 자전거를
직접 제작하고 수리하고 있 santropol에서 사용할 야채를 재배하는 Mcgill 학교정

Santropol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만들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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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1) 방문내용

①퀘백지역사회적경제에 한이해

�10년 전에 퀘벡지역에서‘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현재

사회적경제는 주정부, 지역정부의 주요한 정책현안이 되어있으며, 수천개의 비 리

기관들이사회적경제 역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퀘벡경제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적으

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정부와 개인기업이 제 로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응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연 , 민주주의, 반

빈곤운동등의중추이다.

②퀘백사회적경제발전의역사(1997-2007)

1980년 공동체경제개발회사 및 협동조합 등이 지역개발 및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도했던 퀘백모델은 1990년 이후 경제위기와 복지정책의 후퇴로 인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방문

일자

2008년5월7일

13:30-15: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퀘백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의 역사를

주도해온네트워크조직

방문

목적

�Le chantier의창립배경및역사를통해퀘백사회적경제의역사를이해한다.  

�퀘백 사회적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Le chantier의 지역개발 및 네트워크

전략을이해하고한국사회에적용이가능한지를검토해본다.   

방문

기관

담당자

Marie-Helene Methe

(Directrice general)
홈페이지 www.chantier.qc.ca

주소및

연락처

4200 rue Adam Montreal, Quebec H1V 1S9

Tel: 514-899-9916

Fax: 514-899-0114

E-mail: mariehelene.methe@chantier.q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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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의 의미 있는 전진(1997-2007)

�지역사회경제발전과사회적경제를위한새로운퀘백주정책마련

�1997년지역개발정책의일환으로지역개발센터설립

�도시지역에서 지역경제발전에 한 인식 확산 및 연방, 주, 시정부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이루어짐

�집단소유회사(collective enterprise)를 위한 재정적인 도구 개발 : loan guaran-

tees, RISQ, micro-credit, Fondaction, investissement Quebec, Fiducie du

Chantier de I'economie sociale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 창출 : 연 조합(solidarity cooperatives),

비 리회사(non-profit businesses) 등

�공동체기업,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네트워크, 사회운동이 결합된 새로운 조직과 네트

워크출현: Chantier de I'economie sociale, CSMO-ESAC) 

�연구자및 학과의새로운연 : ARUC-ES, Chantier de I'economie sociale

�국제적 네트워크 : Lime-Quebec Darker, Groupe d'economie solidaire du

Quebec, partnerships with Latin America, Europe, Africa

□ 2003년 이후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시정부의 개입으

로인해지역개발정책이변화하 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아젠다가 부각되기 시작하 으며, 지역경제개

발과사회적경제를위한민간섹터의지원이증가하기시작하 다.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 비 리조직)는 퀘백지역에서 건강, 경제, 지역개발, 고용 등

과 같은 광범위한 정치적인 쟁점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또한 사회

적경제에노동운동과환경운동의결합증가하고있다. 

�지역발전과사회적경제를위한젊은세 네트워크관심역시증 하고있다. 

③Le Chantier 설립배경및목적

�Le Chantier의역사는퀘백지역사회적경제발전의역사와맥을같이한다. 퀘백지역

에서사회적경제와관련된이슈가처음제기되기시작한1995년에설립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네트워크 및 다른 네트워크 조직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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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활동을수행하는네트워크를위한네트워크조직이다. (network for network)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을 만들고 경제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의 주요 임무는 퀘백의 사회경제학적 골격을

이루는구성요소로서의사회적경제를촉진시키고, 경제의다양한특징을인식시키는

데에있다. 

④주요사업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이하는임무는홍보/국내외적계획실천/ 시장

미개척 분야와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발전과 시험, 통합 지원 /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

야당사자들간의협력관계를구축하는역할을한다.

□ 월간지 배포

�Le Chantier는매우다양한사회적경제분야에서활동중인모든사람들에게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에 한 중요한 정보들을

회원들에게제공한다. 

�매월발간되는협회지가제공하는내용들은Le Chantier와협력단체들의활동내용,

공공정책변경사항, 퀘벡내소식등이다. 

□ 네트워킹

Le Chantier는협력단체들이사회적경제내에서전략적으로서로경 하고, 동업하며,

참여할수있도록각단체들을잘연결시켜주는역할을수행한다.

□ 자문위원회 구성

�Le Chantier 협회원들의활동은주로협회자문기관들에의해만들어진노동위원회

내에서이루어진다. 

�협회 자문기관들은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협회의 전략적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협회 자문기관은 다음에 나오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표

들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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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정기총회

매년 협회회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에 열린다. 정기총회에서는 한해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든 협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연 를

다진다. 

□ 협회가입

�다양한 사회경제 발전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이들이 협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함으

로써많은사회문제들을해결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인 연합, 사회경제 발전단체 연합, 중앙노동조합, 여성단체, 

공동단체, 다른 규모사회단체등이협회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멀티서비스본부사무소방문

�카말소장의멀

(2) 기관평가

①기관의특성및사업평가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

로 네크워킹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네트워

크 지원기관이다. 또한 정보제공, 교류, 연구, 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Le Chantier는 1990년 후반 이후 퀘백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정책 아젠다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적경제

구축이라는비전을수립하고있다. 

(3) 시사점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Le Chantier 의 가장 큰 강점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통해 사회

변화, 즉사회경제적구조를변화시키겠다는실현시키기위하여철저하게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욕구를 피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욕구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방식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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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주체들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데기여하고있다. 

(4) 사진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간판 입구 표지판

Marie-Helene Methe(Directrice general)에게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설명을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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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CES(Fiducie du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Trust)

(1) 방문내용

①FCES 설립배경

�1980년 초반 경제위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복지정책의 위기는 퀘백 모델의 변화를

가져 왔다. 경제발전에 노동운동이 연관되면서 퀘백 연 펀드가 설립되고, 노동조합

이지역경제발전과연관되기시작하 다. 

�따라서 정부는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으며, Le Chantier는 RISQ를 만들어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기

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기업들과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전체 경제 역에서 강화, 발

전될수있도록도와주고자하 다. 

�FCES는 Le Chantier가 RISQ를 처음 만들었던 3년 전에 설립이 되었으며,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 한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투자자금은50,000달러에달하 다. 

방문

일자

2008년5월7일

13:30-15:00

방문기관의

성격

(주요사업)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지

원(장기 출) 과투자를함으로써사

회적경제발전을촉진하는금융기관

방문

목적

�퀘백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전문 금융기관인 FCES의 출상품 및 투자방식이 사회적

기업발전에어떠한 향을끼치는지이해한다. 

�FCES의 사례를 통해‘투자’라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및 전체 사

회경제구조의변화를만들어낼수있는지를검토해본다. 

방문

기관

담당자

Jacques Charest

(Directrice general)
홈페이지 fiducieduchantier.qc.ca

주소및

연락처

4200, rue Adam Montreal (Quebec) H1V 1S9

Tel: 514-256-0992

Fax: 514-256-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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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지역에서사회적경제 역에는재정기관까지포함하여7,000개의기업이있으며,

평균적으로$17.5 billion 매출을올리고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그들의 비전과 요구를 제 로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적인 수단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도사회적기업에안정적인 출을제공해주는기관은부족하다. 

�사회적기업들은 비 리단체로서 정부의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지만, 기업으로서의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장기간의 기금

관리를위해서는FCES 처럼금융전문기관의설립이필요했다. 

②사회적경제금융기관의필요성

�TRUST는 RISQ를 관리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와 일반경제 사이의 매개자로서

어떤부분에 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지를명확하게인식할수있게되었다. 

�TRUST의중요한임무는사회적경제기업을위한투자기관으로서금융상품을만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을 유지, 확장하여 사회변화와 혁신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이와더불어경제적 역에서이윤을창출하여사회적경제기업들의안정적인운 을

지원하는것이다.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3~5년간의 투자를 통해 15년 이상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야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

담감을덜어줄수있으므로기업의안정적운 에중요한역할을한다.

③사회적경제기업을위한 출상품및투자

�FCES는사회적경제기업들이필요한자금을장기간 출해주면서이자수입을지속적

으로얻게되는투자시스템을가지고있다. 

�기본적으로 15년 이상의 장기 출상품이며, 전체 사업자금 중 35% 이내에서 출을

해주어위험부담을줄인다. 

�이자율을 일반금리보다 3~4%가량 높게 책정하며, 15년 이전에는 8.5%의 이자율을

15년이후에는15%의이자율을적용한다. 

�일반은행보다 이자는 비싸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출이라는점이FCES 출상품의강정이다. 

�FCES는 기업들의 원금에 한 상환보다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가기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을 통해 FCES는 출 이자에 한 이윤을 창출해 내어 수익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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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낸다. 

�FCES는근로자200명미만의기업들을 상으로하고있으며, 정부로부터직접적인

지원을받고있는자활기업등은 출 상에서제외한다. 

� 출상품의종류

�Operations Patient Capital : 기업의 인건비, 신제품 개발비, 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하는데필요한비용조달

�Real Estate Patient Capital : 부동산, 임 관련비용 출

(2) 기관평가

�FCES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 역시 하나의 경제구조

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구조 안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금융기관이다. 

�FCES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장기간 출해주어 기업들에게 장

기적인 운 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 출을 통한 이윤창출은 새로운 기업에

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FCES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3) 시사점

□ 사회적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간 출

FCES는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이자는 적지만 단기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기업들의

장기적인 운 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FCES 는 장기 출상품으로 15년 이상의

출기간을 가지고 있어, 원금상환방식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운 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의 안정화를

위한재정지원형태의변화가요구된다. 

□ 사회적경제에 한 인식의 전환

한국사회에서는아직사회적경제에 한이해가부족하고, 사회적기업의경제적가치에

한 의구심이 짙게 깔려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역시 이윤이 발생하는 경제체계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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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사회적기업에 한 재정적인 지원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FCES처럼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는 다른 경제 역보다 투자가

치가높은 역이라는관점을가지고사회적경제의활성화시켜야할것이다. 

(4) 사진

FCES(Fiducie du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Trust) 
Jacques Charest(Directrice general)

FCES(Fiducie du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Trust)와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은 같은 건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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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수일지

1) 4월 30일 (수)

(1) 방문기관

Beatz to da Streetz Ventures(Beatz to da Streetz), Furniture Bank, River

Restaurant

(2) 내용

①8:00~9:00 사전회의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날이라 일정확인, 답사지 정보 공유 및 역할분담 등

을하는회의를하다.

②10:00~12:30 Beatz to da Streetz Ventures (Beatz to da Streetz)

�Touch Stone이라는 청소년쉘터 공간 안에 위치한 Beatz to da Streetz

Ventures(Beatz to da Streetz)은 16-24세 홈리스 청소년들이 역량강화를 위하여

토론토최초로비 리예술프로그램을시행하는사회적기업이다.

�노숙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이용하는 남녀혼합된 청소년 쉼터이고, 낮에

는 아이들의 개별특성에 맞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일한 프로그

램이 아닌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③13:00~15:00 Furniture Bank

�Furniture Bank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자선단체로 취업취약계층, 고용 의 기회

가 제한적인 사람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가구가 필요한 저소득가정

에 가구를 무상지원하고 재활용가구를 수선하고 판매함. 수거비를 받음으로 수익을

유지한다.

�설명을 담당한 Julia Enright의 열정적인 설명과 자녀가 한국에서 어강사를 했다

며한국에 해친숙함을보 다.

캐나다_5차  2008.9.30  10:43 AM  페이지 239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240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동정마케팅이 아닌 합당한 사회적인 거래를 통해 당당하게 거래함을 자랑스럽게 생

각하고미션이정확하고간단한것이인상깊었다.

④17:00 River Restaurant

�all a board venture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1년 정도의 직업훈련 경험을 제공하여

소기업을 창업하는 민간비 리단체에서 운 하는 레스트랑으로 가출청소년들이 운

하는레스토랑에서식사하다.

�깔끔한 분위기와 정갈한 음식이 좋았다. 매니저와 주방장은 한때 자신도 나쁜 짓 많

이 하고 다니는 청소년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다는자신감이멋있었다.

⑤20:00 ~ 22:00 일일평가

�기관방문을통해서보고듣고느낀것들에 해서함께토의하 다. 

(3) 소감

다니는 곳마다 사회적기업의 미션과 비전이 명확하고 간단한 것이 인상 적이었고, 개개

인의특성과장점에맞는자원을연결하고이를통해단계적으로성장하는모습이좋았고,

사회적목적 추구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다양한 상층과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인상적

이었다.

2) 5월 1일 (목)

(1) 방문기관

St.Christopher House, TEF(Toronto Enterprise Fund)

(2) 내용

①09:00~12:00 성크리스토퍼하우스

�이민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1912년 이민자 사회복지시설로 설립된 SCH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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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 연령층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민자들의사회통합과개인적, 사회적변화를촉진하기위하여지역사회와

연 하여활동하고있다. 

�주요사업은 노인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어린이집, 지역문화 공간, 이민자를 위한

현지화및캐나다정착프로그램, 클럽활동등이다.

②14:00~16:00 TEF (Toronto enterprise Fund)

�Toronto Enterprise Fund(이하 TEF)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Social venture

기업을발굴하여창업자금을제공하는사회적기업지원기관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온타리오주정부, 토론토 시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

지원은 TEF 예산의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예산은 United Way

Toronto로부터받고있으며, United Way를통해기업의후원이들어오기도한다.

�사회적기업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평가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공모전을 실시하여 1~3개의 사회적기업을 선정 자금지원 및 컨설

팅을 지원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조직의 구조, 시장성 평가 및 분석,

마케팅계획, 사업운 계획, 인적자원개발계획, 위해요소, 3년간의 예산계획을 집중적

으로평가한다. 

③20:00~21:30 일일평가

(3) 소감

�성크리스토퍼하우스는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혼합한

형태의 모델이었으며 캐나다의 특성상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이민자에 한 지원

시스템이잘갖춰져있었다. 

�TEF는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좀 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사회적기업지원체계의좋은모델을배울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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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월 2일 (금) 

(1) 방문기관

2008 Social Economy Symposium, Center for Social Innovation(CSI)

(2) 내용

①09:00~12:00 2008 Social Economy Symposium

�이 심포지엄은 사회적 경제가 직면한 최근의 연구과제를 학 연구자와 지역사회

조직들이토론하기위한자리 다. 

�캐나다 사회인문과학 위원회의 후원을 받은 남부 온타리오주 연구/교육 프로젝트로

서매년심포지엄이개최되고있으며, 올해3번째 다. 

�소규모 심포지엄은 참석자 모두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심포지엄에서는

‘친환경이벤트’(green event)도열렸다. 

②13:30~15:00 Center for Social Innovation(CSI)

�CSI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단체 및 기업, 개인 등 다양한 그룹들을

위한 사무실 ,네트워킹 공간,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커뮤니티허브로서활동하기위하여2003년에설립되었다.

�CSI의 사회적 혁신이란 경제,환경,사회,문화적인 환경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모두

에게도움이되는새로운아이디어개발하는것이다. 

�공유와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지는 무한한 잠재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제공할수있다. 

③20:00~21:30 일일평가

�심포지엄 참가 및 CSI 기관 방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것들에 해서 함께 공유

하고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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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감

�double bottom lines를넘어서캐나다에서는이미multiple bottom lines에 해서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었다. 이제‘환경’에 한 화두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들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반드시 고려하고 반 해야 하는 필수요소로 두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CSI에서는 단순한 공간임 에 그치지 않고, 공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에 감동했다. 원활한 소통과 사회적 공감 형성, 네트워크을 통한

혁신적인아이디어들이우리에게많이필요한것같다. 

4) 5월 5일 (월) 

(1) 방문기관

사전스터디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St. John's Bakery, Eva's Phoenix Print Shop

(2) 내용

①8:30~ 9:30 사전스터디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St. John's Bakery, Eva's Phoenix Print

Shop에기관소개와더불어역할분담에 한의견을공유하 다. 

②10:00~11:00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러시아 정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교회봉사

를위한조직으로1987년에창립되었다. 

�처음에는 블레이크거리에서 조그만 한 가게를 임 하여 out of cold프로그램을 실시

하여추위로부터노숙자들에게쉼터사업을시작하 으며1995년에는현재의건물을

구입하여이전하 다.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비 리법인으로약물중독에 한상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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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리사업, 중고품상점등노숙자와장애인을 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 하면서 8명의 직

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관내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며 예배는 지역사회 내에 누구나

참석할수있도록개방되었다. 

③11:00~11:40 St. John's Bakery

�St. John's Bakery는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에의하여시작되었고,

토론토는 부자이지만 노숙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위하여 빵을 팔아 노

숙자들에게급여를주고있다. 

�St. John's Bakery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사회봉사혜택이 주어지며 노숙자와 청소년

에게기술훈련과기술을지도하고있으며청소년들에게학습보조도하고있다.

�빵은 하루에 1200개정도를 생산하고 잇으며 아침에 판매하고 이후에는 50%로 할인

하여판매하고있고빵은유기농으로생산하고있다.

④13:00~15:00 Eva's Phoenix Print Shop

�소방서 건물을 8년전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당시 홈리스 청소년

들을 위하여 개방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주도록 리모델링하 고, 50명의 청소년이 설

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건축분

야에서지원을받고있고있다. 

�16~24세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문제와 주택문제, 취업문제를 다루

고 있으며 Eva's Phoenix Print Shop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은 첫째, 1년과정으로

거주하면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둘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

며취업팀과거주팀이있다. 

�주거시설은 개인적인 공간이 있으며 부엌과 화장실등이 있고 사생활이 보장되기 때

문에 개인적으로 거주시설을 좋아하고 있고, 10개의 방에 5명이 살고 있으며 건축적

인미를살리려고노력하 다.

�비즈니스팀에는 Print Shop이 있는데 생산과 인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쇄 과정은

디자인과 생산과 절단등의 3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1년 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축

소하여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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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5:00~24:00 몬트리올로이동

(3) 소감

�St. John the Compassionate Mission은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

하기위하여쉼터의제공에역점을두고있으며, 우리는“가장좋은프로그램을이용자

에게 또는 참여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에 한 욕구가 충족

되지 않는다면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없다”신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장소 제공하고

있다는담당자의설명에정말로홈리스에게필요한것을제공하고있구나하는생각이

들었다. 

�St. John's Bakery의 가난한 사람들이 유기농 빵을 만들어 부자들에게 빵을 판매

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간단한 미션에서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왜 한국

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미션이 없을까? 한국의

사회적기업도미션을단순화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Eva's Phoenix Print Shop은 리모델링 한 건물로 개방적이면서도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사생활에 한배려를느낄수있었다. 

�Eva's Phoenix Print Shop이 청소년의 마지막 보류이기를 원하는 담당자의 말에서

청소년에담당자의열정을느낄수있었다.

5) 5월 6일 (화)

(1) 방문기관

사전스터디, The Quebec Breakfast Club

(2) 내용

①10:00~11:30 사전스터디

�자활기업, 노동 통합 기업, 사회적 경제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퀘백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특성들을 기관 방문을 하기 전에 함께 스터디했다. 그 동안의 연수 일정이

강행군이었다는것을입증하기라도하듯이한경이선생님은코피를쏟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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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3:00~15:00 The Quebec Breakfast Club

�1994년퀘백지역에서시작되었고, 클럽이캐나다전역에있다.

�비전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

하고있다. 아이들은평등한기회를제공받아야하고잠재력이무궁무진하니까그들의

기회를열어주기위해서 양학적으로접근한다. 

�아동들을 위한 아침식사 급식, 팀홀튼재단과 연계한 캠프프로그램, 청소년 클럽의

남미지역원조활동, 각종모금프로그램등눈여겨볼사업들이다양했다. 

�다농, 코스트코, 팀홀튼재단 등등 다양한 기업과 재단들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는 긴 하게 구축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고있었다. 

③20:00~21:00 일일평가

�The Quebec Breakfast Club 기관 방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해서

함께공유하고토의하 다.

(3) 소감

�작은 것에 변화를 주는 것이 큰 가치 창출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송인이 머그컵

하나놓고방송하는것이큰파급효과를거둔다는것이인상깊었다.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남미의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

봉사활동을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마련한것이인상적이다. 이것은자신이받았던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선행의 선순환이

더욱더성숙한사회를만들어주는밑거름이될것이다. 

6) 5월 7일 (수) 

(1) 방문기관

santropol,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F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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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①11:00~12:30 santropol

�사업형태: 자전거이용을통한도시락배달사업(유료지급)

�운 : 100명이상의자원봉사자가지원하고있으며, 펀드회사에서기금을받아10여명

정도급여지급하고있다.

�현재 도시락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80~100개 정도는 매일 노인들에게 배달

되고있다.

�1년 식단을 구성할 때 11월쯤 수요자들에게 리서치를 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등을 조사해 식단 구성단에서 평가를 거쳐 식단이 만들어지므로 만족

도가높다.

②14:00~16:00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 FCES

□ le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완전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자체에서 돈을 만들어 스

스로설수있게하는게목적이다. 

�지역사회에서파트너십, 리서치등을실시하는연합회이다.

�사회운동, 여성, 노동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에 해

서회원으로서활동하게되며, 회비는없다.

□ FCES

�10년~20년이상장기간재정관리를위해FCES가필요했다. 

�은행의 출은2~3년 캐피털 론은 3~7년 patient loan은 좀 더 장기간 출이 가능

하다. 

�15년~16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15년 이전에는 8.5%로, 15년 이후에는 15%의 장기

저리 이자를 적용해서 출한다. 필요한 금액의 35%를 여기에서 빌려줄 수 있고, 

나머지는 은행에 가서 더 빌리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50억 정도 5년 동안

투자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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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감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친환경적 사고를 통해 운 방식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었

으며, 자원봉사자들과 실무자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하나의 파트너십의 관계

를잘형성해가고있었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변화를모색하는것이인상적이었다. 

7. 연수후활동평가

1) 연수활용 결과 평가

가. 사회적기업가로서연수팀원의전문성강화

�사전스터디, 방문기관 분석 및 수집 자료에 한 검토를 통해 캐나다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에 한이해를꾸준하게향상시켜왔다. 

�다양한 역에서 활동하는 연수팀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한 폭넓

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캐나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등을 각자의 역에 접목

시켜분석하는과정을통해사회적기업가로서의전문성이강화되었다. 

나. 연수결과의공유및확산

�연수팀원들은 연수 후 각자 소속기관에서 연수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연수경험및지식을공유, 확산하고자하 다.

�연수결과 발표 및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캐나다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소개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에 한통찰력을제고하는데기여하 다. 

�연수 후 평가모임과 결과보고서 준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열린포럼에서

연수내용을발표하는자리를가졌다. 

다. 사회적기업가의국제적네트워크촉진

�연수 준비과정에서 캐나다의 많은 사회적기업 및 관련기관과 접촉하 으며,  실제 연

수과정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나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서로의경험을나누는기회를가질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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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학술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캐나다 사회적기업가들과의 네트

워킹을활발하게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 다. 

2)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참여 평가

가. 사회적기업열린포럼“사회적기업가, 날개를달다”참여

�일시및장소:  2008년7월22일(화) 14:00, 실업극복국민재단

�발표제목: 캐나다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창조적연 로공동체를혁신하다”

- 사회적기업의성장배경이되는캐나다사회의사회경제적인특성에 한이해

- 캐나다사회적경제및사회적기업의현황

- 연수방문기관에 한소개

- 캐나다사회적기업의성공요인및한국사회의적용가능성모색

�그동안 한국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던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캐나다 사례가 한국 사회적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제시하여 참

석자들의많은관심과호응을받았다.   

8. 결론

1) 전체 평가

본 연수팀은 캐나다 사회적기업에 한 연수를 최초로 추진하다보니,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캐나다 사회적기업에 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네트워킹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수의 방향성을 잡고,

이에 적합한 연수기관을 섭외하는데 오랜 시간이 투입되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

은 결국 연수팀과 한국 사회적기업가들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캐나

다를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수팀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다양

한 캐나다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보고,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수팀을 통해 한국사회가 캐나다 사회적기업과 처음으로 만났다면, 이 만남

을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작업과 교류가 지속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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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연수사업에 한 제언

�해외연수의 경우 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킹 확산이라는 효과성에도 불구

하고, 사업비에 한 부담 때문에 개별기관에서 쉽게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민간과 기업의 재정적이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해외연수 사업은 사회

적기업가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수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연수비용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액은 고정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연수의 특성 상 연수팀 선정과정과 실제 연수추진기간이 시간적

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연수 출발 전 상황을 반 할 수 있도록 지

원금 액수 및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연수 전 후 사전비용(예, 번역비, 세미나 개최, 포럼 개최 등)에 한

다각적인지원방안도필요하다.    

� 해외연수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최기관에서 해외연수사업을 통해 얻고

자 하는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연수팀을 선정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올해처럼 연수팀이 각자 연수수제와 연수국가를 선정하여 연수계획서를 제출

하는 경우, 연수국가가 중복되고 지원 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주최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공모 할 때, 연수주제와 연수국가를 몇 가지

범주에서 제시하고, 참여자의 자격기준 역시 이러한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시

하는방안도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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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목적및목표

�전국 36개 사회적기업이 인정된 현시점에 실무자들에 한 슈퍼비전과 현장 실천전

략을 제시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양성 필요, 따라서 자활사업의 현장경험과 사회적기

업 심포지엄 등 연구 경험이 축적된 지역자활센터장, 사회적기업의 표와 이사들의

전문성을강화하여사회적기업의전문인력으로양성.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선진국의 기관 및 제도와 정부기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적합한사회적기업지원방안강구. 

�지역중심의 유럽사회적기업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장점을 자활사업 지역화 전략에

활용. 

2.  참가자명단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경기지역자활사업가 해외 단기연수

참가인원 10명

연수기간 2008년 5월 2일 � 5월 11일

연수지역 프랑스, 벨기에, 국

사 업 명 유럽의 사회적기업 분석 :

자활사업의 지역화전략 수립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내역할

1 정석구
前)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

고문
現)일자리만들기본부 상임이사

2 이희석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관장 국서기

3 박정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실장 프랑스서기

4 이동희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관장 스터디 국팀장

5 김재욱 안양지역자활센터 관장 스터디벨기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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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내역할

6 최정은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관장

스터디프랑스팀장
(주)컴윈 이사

7 이동준 (주)컴윈 남지사 지사장 벨기에서기

8 이정근 경기광역자활센터 센터장 단장

9 김지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총무팀장

10 이보 경기광역자활센터 기획팀 리 총무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참가자

11 이병학
남양주지역자활센터 관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

12 조진화 양평지역자활센터 관장 상촬

13 정명희 안성지역자활센터 관장

14 탁옥남 여주지역자활센터 관장

15 이진경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관장

16 유병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실장

사진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표실장

4. 연수전활동

1) 1회차

일 자 2008년4월2일 장 소 경기광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복합단지내교육장

활동목적 사전스터디및회의

참 석 자
정석구, 이희석, 박정선, 이동희, 김재욱, 최정은, 이정근, 김지 , 이보 , 이병학, 조

진화, 탁옥남, 정명희, 이진경

활동내용 해외연수목적및목표공유

활동평가
경기협회 이사진들과 연수 합류하기로 함. 유럽연수를 통하여 경기도내 지역자활센

터들의활동과 안경제공동체로의성장을모색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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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차

일 자 2008년4월9일 장 소 경기광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복합단지내교육장

활동목적 사전스터디모임

참 석 자
정석구, 이희석, 박정선, 이동희, 김재욱, 최정은, 이정근, 김지 , 이보 , 이병학, 조진

화, 탁옥남, 정명희, 이진경

활동내용
사전자료조사목록작성

-팀을나누어방문국의배경조사및방문사회적기업의배경조사

3) 3회차

일 자 2008년4월16일 장 소 경기광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복합단지내교육장

활동목적 사전교육

참 석 자
정석구, 이희석, 박정선, 이동희, 김재욱, 최정은, 이정근, 김지 , 이보 , 이병학, 조진

화, 탁옥남, 정명희, 이진경

활동내용
강사: 장원봉

특강및발제자조직

4) 4회차

일 자 2008년4월23일 장 소 경기광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복합단지내교육장

활동목적 사전스터디모임

참 석 자
정석구, 이희석, 박정선, 이동희, 김재욱, 최정은, 이정근, 김지 , 이보 , 이병학, 조진

화, 탁옥남, 정명희, 이진경

활동내용 발제및팀워크만들기

5) 5회차

일 자 2008년4월30일 장 소 경기광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복합단지내교육장

활동목적 사전스터디및회의

참 석 자
정석구, 이희석, 박정선, 이동희, 김재욱, 최정은, 이정근, 김지 , 이보 , 이병학, 조진

화, 탁옥남, 정명희, 이진경

활동내용 발제및마지막점검, 여행사일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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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일정

날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5월5일

프랑스파리13구역

Regies de Quartier

(지역관리기업)

�파리13구역지역관리기업전진 회참석

�지역관리기업의태생과지원현황, 운 시스템파악

�지역관리기업: 인간의존엄성을바탕으로지역저소득

층의일자리지원

�김신양선생과간담회

5월6일

프랑스엠마우스

�노숙자활시설방문

�노숙자활시스템, 국가지원형식파악

�세계적인공동체만들기사업운

�일자리지원과생애전반적인사례관리를통해인간의

존엄성인정

벨기에플로라

�여성취약계층지원의다양화

�지원체로서의위치, 역할, 역량파악

�job coaching과일자리제공, 경력관리로취업지원

5월8일

벨기에에코버

�사회적목적기업

�기업의긍정적이미지로이윤창출효과

�환경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과 이미지를 위해 이익

을재투자

국벌키밥스

�취약계층을위한사회적기업

�furniture Resource Center와 Liverpool 시의회의

합작으로설립, 가구∙가전제품재활용판매

5월9일

국바로머

�장애인을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제공을위해설립

�장애인직접고용

�장애인들을 위한 housing support에서 사회복귀까

지원스탑지원

�지역사회에기관임 사업으로수익창출

국레킨카운실
�취약계층취업을위한정부기관시스템파악

�지역의민간단체와의협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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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기관분석

1) 파리 13구역 Regies de Quartie ( 회참석)

방문일자 2008년5월5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주민운동, 마을만들기, 

자활사업

방문목적
파리 13구역 지역관리기업 전진 회 참석, 지역관리기업의 사업철학, 정부와의

관계, 운 시스템파악

방문기관담당자 Mr. Eric

(1) 방문내용

①가치및설립배경

�일을통한인간의존엄성이지켜지는것소외된자에 한자유평등

�사업 상자: 파리13구역주민

②인력종사자 : 50명, 운 인력6명, 자원봉사자다수

③재정 : 보조금20%, 자부담80%

④사업내용

� 상: 실직자, 알콜릭등소외계층

�사업내용: ① 공공시설물 관리, 정원 도로∙인도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기업운

②20개기업, 지자체와계약을통한사업진행, 시민의식애향심∙자발적

참여의식고양

�참여자지원기간: 2년

�5년이상실직자지속적인동반즉, 상자에 한인테이크부터사후관리까지책임

�문맹퇴치, 지역주민들의교육, 문화생활-지역주민조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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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평가

�일반 중에 해긍정적 향

�실업극복에도지 한공헌

�마을만들기를중심으로직업

�정부의성격이나정치흐름에 향이적고80%의재정의자립구조

�기업과의계약으로수익구조를창출

�지역관리기업의종사자의전문화

(3) 시사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중심을 두어 사업을 진행, 종사자 자체가 사회에 전문

인으로인식되어짐

�전진 회를통해지역전체를통합하고파리내에긍정적인 향을줌

�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고용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미래에 한

비전을제시하고다음직업에 한근간을만들어줌

�지역관리기업도 고용계약이 단기적이라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장기 고용계약으로 발

전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음. 

(4) 사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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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역 지역관리기업 브리핑 생산품 판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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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역 문화 활동 홍보 지역관리기업 운 성과에 한 토론회

사업내용 퍼포먼스 사업내용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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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엠마우스

(1) 방문내용

①가치및설립배경

�1949년당시프랑스국회상원의원이었던아베삐에르신부에의해설립

�다른사람의고통, 다른집단들의비참한환경이나상황을함께나눔

�개인 또는 집단들의 이기주의에서 떠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껴주며 격려하고

도와가며살아감.

�인간의존엄성과인격의자유회복

�정치, 종교, 인종등의차별을초월하여활동

②사업 상자

�초기-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현재- 초기 상자를포함하여장기실직자, 저소득층

③인력

400명의실무인력(47개기관으로구성되어있음)

④재정

�보조금 70% 자부담 30% - 정부로부터 중앙단체가 일괄 보조금 지급받음. 중앙에서

각기관(47개지역기관)으로재분배

방문일자 2008년5월6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노숙인쉼터운 ,

노숙자활사업

방문목적
노숙자활시스템파악, 노숙인 쉼터 견학, 기관의 역사와 가치, 경기지역 노숙자

활사업적용점찾기

주소및연락처 주소: 32 Rue Bourdonnais 75001 Paris    전화: 33 1 44 82 7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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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내용

�노숙인인테이크상담

�2007년236,680명이용

�식사, 주거제공, 법률자문, 의료지원

�협동조합식으로운

�일자리지원사업

� 상자자신이인생의계획을세울수있게상담지원

�사례관리지원지속

�지속적인사회안전망구축

�세계적인운 체제

�라틴아메리카와아프리카지역이성공적으로운 되고있음

�정부의최저생계비를(RNI)를받을수있게지원

(2) 기관평가

� 로벌 사업에 있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사업 성공 이유 - 공동체를 이루

어인간의존엄성을강조하기때문

�사후관리와전인적인지원이한사람을사회구성원으로복귀

(3) 시사점

�인간의가치를발견할수있게해줌으로써자활의지고취

�한사람의생애전반에 한지속적인사례관리지원

�인간 중심의 사업 진행 - 숫적인 성과보다는 한사람의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

후관리까지하는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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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기관 로비(이용자 쉼터) 이용자 상담 과정

기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담당자 질의 응답

담당자 질의 응답 기관 앞에서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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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로라

(1) 방문내용

①가치및설립배경

�지위낮은여성지원기관25개조직연합체

�지원기관이먼저생기고필요에의해생성

②사업 상자 : 여성저소득층, 이민자, 미혼모

③재정 : 25개회원기관의회비로운

④사업내용

□ 플로라

�NGO, 지원기관단체장들이모여의사결정함

�2년에 1회 포럼개최 및 정부1) 로비활동, 기관의 어려움을 지원하거나 작은 기관에

한조사사업, job coaching을지원한다.

�각기관의어려움과지향점을받아들여움직이는중앙조직

�정보의중심역할

�job coaching이중심-언어(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어교육)

�정부기관의펀드매칭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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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2008년5월6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벨기에25개

여성지원기관의협의체

방문목적 지원기관의역할, 사업내용, 지원시스템파악

방문기관담당자 Mrs.Snick 홈페이지 http://www.florainfo.be

주소및연락처 Vooruitgangstraat 323/7 1030 Brussel  | T 02/204.06.40  | F 02/204.06.49

1) 벨기에 내에의 두 개의 정부의 특징
남부지역 정부는 저소득층 돕기에 한 이해가 높으나 북부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는 급여지원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공기업 직업교
육 지원 사업은 교육 수행결과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규격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해여부에 따라 사업지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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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마데이케어센터

� 상: 일하는여성, 일찍결혼해학업을마치지못한여성, 이민자(아프리카, 인디아)

�내용: 5일근무중하루를공부할수있게지원, 지속적으로공부하여사회적응할수

있게 지원. 공동체의식 강조, 정서적 지원,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개

인을지지해줌

(2) 기관평가

�네트워크기관의필요에의해형성된중앙조직

�정서적인지원부터제공: 사회적인성숙을먼저이루고직업지원

�틀속에갇힌형식적인직업교육을지양

�실무기관이만든중앙조직(정보기관)

�성과만을 강조하는 정부에 한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로비활동-10년동안 24개 기관

과협력, 정당성에 한필요성피력할필요있음. 

� 상자들에 한 정서적 지원 강조 - 동기 부여 일과 학습이 병행되는 과정이 참여

여성의사회적능력향상

�저소득, 이민자여성들과두터운신뢰형성

�사업의 성과를 드러내지 못했음에 문제를 느끼고 그동안 플로라가 진행했던 취약여

성들에 한지원사업을홍보시작

�정부와다른전인적인job coaching 실시

(3) 시사점

�사회적기업혹은자활기업을지원해야하는경기광역, 협회의역할정리

�자활사업의성과와역량을지역등일반시민사회, 정부에알려낼필요있음

�자활사업의긍정적인이미지구축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의 방향성을 만들어 내고 정부에 같은 목소리를 내어 사

업의정당성을피력할필요있음.

�직능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노력 필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사업단∙공동체∙사회적기업들을 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체성 향상과 갈등극복프로

그램을심도있게진행할필요있음.

�사람의능력을제한시키지않는시스템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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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플로라 내부 전경 브리쉘 플로라 창립자

플로라/엘마데이케어센터 담당자와 간담회 사무실전경

엘마데이케어센터 전경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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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코버

(1) 방문내용

①가치및설립배경

�지구오염방지추구

�1990년 말벨기에내에서의친환경이슈확 에따른친환경제품판매로이윤창출

추구

②사업 상자 : 일반인, 지역일자리취약계층, 은퇴자, 유료자원봉사조직

③인력

�본사90명, 세계지점120명

�3교 제로운

④사업내용

�친환경세제와친환경공법으로시공된건물등으로회사이미지구축

�자전거이용직원보조금지급, 폐수정화시설, 자연냉온방시스템구축

�포장박스등을재사용해환경오염최소화

�친환경공법으로공장건축및제품생산

�기업의이익을추구및수익의재투자

�지역관광청과연계해실업수당 상자에게파트타임일자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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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2008년5월8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사회적목적이있는

이윤창출기업

방문목적 사회적목적기업의가치

방문기관담당자 Mr. Hugo 홈페이지 www.ecover.com

주소및연락처 Industrieweg 3 2390 Malle | T: 32 3 312 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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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평가

�회사의정책과이미지를위해지속적인투자

�기초과학부분에지속적인투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수익을 재투자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생각

�지역의여러인력들을활용

(3) 시사점

�저소득층여성을우선으로구인

�친환경이라는기업이미지를전세계적으로인식시키고이슈화할수있는힘

�기업방문 안내를 위한 홍보가이드를 지역의 은퇴자로 조직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

는환경조성

�기업을중심으로지역공동체만들어나감

(4) 사진

친환경설계창고 내부 친환경설계창고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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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박스 창고 오염된 물 정화시설

세제생성공정 세제공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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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벌키밥스(FRC 그룹)

(1) 방문내용

①가치및설립배경

�일하기 좋은 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기업,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에목적을둠

�1988년사회적취약계층에게기회를제공, 이익을취약계층에게재투자

②사업 상자 : 지역취약계층및소외계층, 실업자

③인력 : 이사회10인/ 디렉터3인

④운

□ FRC그룹(독립운 체제)

�벌키밥스, 리바이브, 교육훈련센터가함께있음. 

�근로자들에게성과보상, 1년에한번씩우수한사람들에게표창

�연간 20명의 장기실업자 고용해 짐 옮기기, 운전하기 등 의 트레이닝실시 후 취업지

원과정중실업급여중단(최저임금지급)

□ 벌키밥스

�지역의가구를수거해재활용하는공장

�지역정부의소각비용을최 한줄여주는효과있음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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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2008년5월8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가구재활용, 판매, 교육훈련

방문목적 재활용사회적기업의운 시스템파악

방문기관담당자 Miss. Hellen 홈페이지 http://bulkybobs.co.uk

주소및연락처
Unit 12-14 Atlantic Way Brunswick Business Park Liverpool L3 

Tel 44 151 7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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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가구무상제공

□ 리바이브

�흠집이있는백색가전를기업으로부터싸게지원받아판매

�운 경비마련을위해운

□ 교육훈련센터

�1년간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형차량면허)을딸수있게교육훈련프로그램운

�1년연봉11,500 파운드(＼23,000,000)제공: 국최저임금

�일반시장에취업할수있는기회제공

(2) 기관평가

�사업단종사자, 실무자에 한 성과 보상 : 월간, 연간 우수표창으로 일의 동기부여와

자긍심고취

�지역전체의가구수거율의높은점유율보임

�가구의 재활용으로 지역정부에 가구 소각 비용 낮춰줌으로써 상생관계 형성으로 사

업의안정성확보

�종사자들에 한사후관리- 새로운직장을구할수있게취업지원(76% 재취업)

(3) 시사점

�일할수있는좋은환경으로실무자와종사자에 한배려

�일에 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실무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종사자에게도 사회적기업

의근로자로서의긍지고취

�종사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일반 시장 진입 혹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

원함으로안전망속의기업과일반시장기업의허브역할

사회적기업_내지_5차  2008.9.30  10:38 AM  페이지 268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2 장]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을 재조명하다

269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4) 사진

벌키밥스 모기업 FRC 그룹 재활용 가구

담당자 브리핑 재활용 공장

소셜하우징에 제공되는 가구 견본 재활용 백색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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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킨 카운실

(1) 방문내용

①가치및설립배경 : 취약계층취업지원을위한정부기관

②사업 상자 : 18~65세의 취업 취약계층(정신∙신체∙지적장애인, 알콜릭,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여성)

③인력 : 실무인력7명

④재정 : 지방정부재원100%

⑤운

�6개파트의지방조직중하나로운

- ①직업찾기팀②교육훈련팀③장애인재활팀④정보홍보팀⑤모니터링팀

⑥타인종지원팀

�구인처 발굴 - 지역의 사회적기업, 리기업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환경조성에노력

�InTake 상담및취업지원

- 기능보다인간존엄성에중심을둠

- 관리요청시 지역주치의의직업가능정도파악→직업능력, 인성환경과고려, 취

업상담보고서작성(공무원이작성) →이력서작성→동행면접체크→평가진행→

1주일간취업기관에유예기간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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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2008년5월9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취약계층의일자리지원, 

사례관리

방문목적 정부지원의구체적프로그램파악,  사회적기업의취업지원현황

방문기관담당자 Mr.Dave 홈페이지 www.telford.gov.uk

주소및연락처
Staion House, Station Road, Madeley, Telford TF7 5AL 

Tel 01952 381555 Fax 01952 3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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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직업유지기간을통계, 직업의변동이있을때마다지원

�사회적기업운 : 이윤창출, 사회환원, 장애인고용운

(2) 기관평가

�지방정부의역할과사회서비스전달사업이구체적이고세 했음. 

�사람중심의 시스템 - 성과중심이 아니라 한사람을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

에집중, 사례관리의지속화취업이후과정까지지원

� 상자1인당사회복지사3명이상이투입됨. 사회복지사의업무경량화

�지역기업과의 착된관계형성, 취약계층의취업처확보에노력

�사회적기업을운 하여장애인직접고용- 까페등운

�650명의 사례관리 상자 파일 보유 - 스텝 전원이 파일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화추진

(3) 시사점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체가 일자리를 얻기에 매우 힘든 취약계층이지만 국의 저

소득층은 일자리 취약계층이 아님.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통합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취약계층으로분류되고있음

� 상자1인을위하여사회복지사3명이상투입

�경기지역의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동행면접,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투입되는

인력이매우적은것이현실

�지역자활센터에서운 하는일자리지원센터

�자활사업의사례관리시스템에적용할수있음

�사회적기업의 주체(인증과는 상관없이 사회구성원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와는 상관

없이 수입을 사회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과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직업적인 자활

기업을형성하는것이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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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레킨 카운실 카운실 소개

상별 서비스 제공내역 일자리 지원 브리핑

조직도 마지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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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로머

(1) 방문내용

①가치및설립배경

�장애인을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제공을위해설립

�장애인직접고용

�장애인들을위한Housing Support

②사업 상자 : 정신장애인, 알콜릭, 마약중독, 장기실업자, 사회봉사명령자등

③운

�비 리민간단체에서사회적기업으로전환중- 50명의고용창출

�법률가, 은행가, 회계사, 의사, 약사 등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운

�사회복지사로구성된전문실무인력으로1:1에가까운서비스지원

�장애인들을위한Housing Support(35명)/재활센터24시간케어

④재정 : 수익금50%, 정부보조금50%

⑤사업내용

�장애인, 범죄 관련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정 연계(10주 과정) : 지게차, 자동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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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2008년5월9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자선단체, 2)지역사회적기업을

상으로건물임 사업

방문목적
국의 취약 계층(정신장애인, 알콜릭 등) 사회서비스 지원 시스템 파악및 비

리민간단체의사회적기업전환과정파악

홈페이지 www.barrowmore.co.uk

주소및연락처
Barnhouse Lane Great Barrow Chester CH3 7JA

T 01829740391 F 01829472571

2) 국의 사회적기업 유형 중 하나로 지산조직의 일부가 기업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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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등- 정부자격증발급

�시설임 사업- 지역사회적기업의사무실임 사업(초콜렛공장등)

�생활시설운 -  장애인의사회복귀를위한그룹홈운

(2) 기관평가

�자선조직의 일부가 기업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

성된조직

�임 업의 리사업을통해생활시설운 에재투자

�민간과정부가연계한자격증제공시스템구축

(3) 시사점

�취약계층에 한 원스탑서비스 모델 : 한 시설 안에 생활시설, 교육시설, 사회복귀 그

룹홈까지운 함으로시설이용자의편의제공

�비 리단체의한계인재정확보를후원이나모금이아닌자립적생산구조창출

�정부와연계해자격증과정을개설함으로써이용자들의사회적자립구조형성

(4) 사진

브리핑 이용자를 위한 체력단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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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과정 자동차 수리 과정

지게차 운전 자격증 과정 버로마 내부지도 및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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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수국별소감

1) 프랑스

전 자활정보센터 연구부장이었던 유학생 김신양 선생과 프랑스의 사회적기업 및 노동법

과한국의노동법의차이와사회통합기업의운 목적과역할에 해논의하 다. 

사회적 경제에 한 이해의 폭이 넓은 프랑스도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지역주민주체

화에 해서는 우리의 지향점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활만큼 조직화된

사회적경제주체가없다고생각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주민관리기업의 활동 기본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수익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결합시키고 유럽펀드라든지 중앙 정부, 지자체의 자원

을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즉 민간 주체성을 가지고 민간자원,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

이우리자활과달랐다. 

사회적 배경이 우리와 다른 프랑스에서 우리가 본 것은 민간단체가 주도성을 가지고 사

업을진행한다는것이다. 

우리의 민간 주체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속

의 민간단체로서 자활사업이 지역화 전략수립에 한 과제가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었다.

정부지원을 자원동원으로 이해하고 민간자원을 어떻게 동원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이다.

(발표: 정석구/ 정리: 김지 , 이보 )

2) 벨기에

춘천자활실장으로활동했던유학생엄형식3)선생과플로라를방문하고벨기에의사회적

기업, 사회구조, 인식에 한설명과자활사회적기업의역할에 한이야기를나누었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활동가 중심이다. 우리 자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

들을 진입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자기 활동기반에

한존립근거를재확인할필요가있다. 

유럽의경우일반 리기업도사회적의미만있으면사회적기업이라고부른다.

공적부조에 의존하여 정부가 할 일을 신하는 방어적 사업진행과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을찾아내는유럽의사회적기업의역할에 한차이점을생각해보았다. 

3) 前 자활정보센터 연구원, 前 춘천자활 실장, 現벨기에에서 박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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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안에우리의모습이정리되어야한다.

우리가 자활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목적과 목표를 점검해야 한다.

10년간의사업을평가하고자기성찰의시간이필요함에 해공감하 다. 

(발표∙정리: 김지 )

3) 국

자활 초기부터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논의해왔던 전 자활후견기관협회장 송경용 신부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제도화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적

모형에 입각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활은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한국사회의빈곤노동정책의중심에있어야한다.

유럽과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형성의 기반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

와 기업의 두 이념을 결합시킨 것이다.  모순된 두 이념의 결합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서접목될수없는개념이다. 

그러나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120년 전 시민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적이란 유

럽 시민혁명 특정계급에 한 저항, 자유∙평등∙박애정신의 분기점에 근거하고 복지와

경제체제를 총 망라한 개념인 것이다. 국은 120년 전부터 노동자 지주, 노동자 경 참

여, 노동자탁아소를갖춘사회적기업이존재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의 역사, 문화, 철학적 기반, 사회적 레벨 갖추기가 필

요하다. 우리생활과 우리현실에 맞는 노동, 빈곤, 주거정책에 한 끊임없는 파악이 필요

하다. 기업은생존, 이윤의재분배에 한개념없이유지되지않는다. 

빈곤과 실업, 복지와 노동통합,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을 자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

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속에서 자활사업을 접목시키는 노력과 민간조직으로서의 자활

의모습을다시정립할필요가있다. 

(토론: 송경용신부및연수참가자/ 정리: 김지 , 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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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체여행기

“일상의실천속에서

더깊이기억하고, 더널리배우며, 더많이상상하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 이번 여행을 앞두고 우리는 네 차례

의 사전학습모임을 가졌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해 우리보다 앞서서 보고 온 사

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하고 이나 동 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현장경험들을 돌아보며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취할 것을 벼르기도 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자활사업 발전경로의 하나로서 사회적기업(또는 이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

을 상정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방문할 유럽 세 나라의 경험에서 취할 것은 무엇인가. 그

들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그들 나름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것

임을 감안하되 우리 현실에서도 적용해봄 직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자는 생각을 우리는

같이 했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점도 있을 테니 괜스레 주눅들어 좇아다닐 건 아니라는

생각도함께. 

5월2일낮인천공항을출발해서비행기로열시간가까이날아갔는데도프랑스파리는

아직 환한 오후 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곧바로 숙소로 가서 이른 저녁식사를 한 후, 씻

고 숙소 주변을 산책하고 TV를 보고 해도 비행기 안에서 잠을 깊게 잔 탓인지 늦은 밤까

지 내 생체시계는 일상활동시각이었다. 잠도 오지 않겠다, 오랜만에 맞는 이국에서의 첫

밤을 뭐 좀 그럴싸하게 보낼만한 게 없나 찾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다음날 일정을 무리 없

이 소화하기 위해선 일단 눕고 주문을 외서라도 잠을 청해야 했다. 늦게 잠들었지만 시차

적응이 금방 되지 않는데다 룸메이트 코고는 소리까지 더해져서 꼭두새벽에 눈이 떠졌고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산책, 그러고도 독서를 꽤 한 후에야 아침식사를 할 수 있었

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시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괜찮군! 계획된 현지일정 힘차게

시작하자. 

마침 지역(주민)관리기업 전국연합회에서 전진 회를 하는 날이었다. 우리 일행은 전세

버스로 숙소를 빠져나와 행사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 곳곳에 벽화들이 자주 보이는데, 우

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스프레이 페인팅이다. ‘그라피티’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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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자신의 별명이나 자신이 속한 동아리 이름과 마스코트들이라고 했다. 불법이긴 하지

만 청소년들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표출한 거라는데, 현지 가이드는 그걸,

강아지가 자기 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좀 더 나은 비유는 없겠나. 어느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나. 우리 자신들, 우리 자활사업 참여주

민들도그렇지않은가.

오전 열 시에 연합회 사무총장 삐에르 앙리의 개회사로 시작한 회는, 그러나 회라

고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 연합회 소속 지역관리기업들 가운데 아직 도착하지 않

은 데가 많다고 한다.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막 도착해서는 자기 전시부스 설치하

는 사람들도 있고, 좀 전에 우리 일행이 입장할 때 환 의 키스로 맞이해준 집시 차림새의

여인은 여전히 행사장 여기저기를 활보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단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

어도 의례적인 정숙과 집중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사

회와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다. 하지만 열시 삼십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오전 토론회조차

무산되었을 땐, 이 사람들 뭐 이러냐 싶기도 했다. 그래도 점심식사땐 활기가 넘쳤고“지

역의 안경제”를 주제로 한 오후 토론회는 예정 로 꽤 진지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서, 무정형속의정형성과나름의내용성을엿볼수있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시부스들에 한 언급은, 방문국가별 기록이 별도로 작성될

것이므로 이 여행기에선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날 행사가 열린 파리 13구의 한 지방의

원이 우리 일행과 담하면서“빈민들이 자기 거주지역에서 일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지역관리기업과 전국연합회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한 말을 여기에 옮겨 적는다. 따라서 각 지역관리기업들이 전국연합

회의 지역관리기업 인증권한행사를 동의하고 존중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역관리기업들의

가치와 질을 유지하고 지속시켜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 입지를 세워 가는데 전국연합회

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한 주민은 자신이 지역관리기업에서 일

을 하다가 따로 나와 일반업체에 취업을 할 때 지역관리기업에서 추천해 준 것을 강조했

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도 했다. 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차이를 감안하더

라도, 우리의 지역자활센터들과 협회, 사회적기업들과 그 업종별 연합회에서도 함께 새겨

볼만한 목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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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갈 때마다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이런저런 불편을 겪는다. 특히 이번과 같은 학습

여행에서는 더욱 그 불편이 크다. 많은 말들을 늘 통역을 통해야 하니 소통이 지체되고 답

답하다. 통역을 맡은 현지 가이드는 한국사람이지만 자활이니 사회적기업이니 하는 개념

에 생소해 한다. 오역으로 인한 착오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무렵, 과거 자활정보센터에서 일하다가 현재 프랑스에서 사회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

신양 씨가 우리 일행이 있는 행사장으로 왔다. 그는 우리가 행사장에서 들은 얘기에 더해

서 프랑스의 지역주민관리기업의 역사와 현황에 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었고, 우리는

행사장에서 통역을 통해 들었던 여러 말들이 하나의 얼개로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사회

적 연 의 경제조직”이라 통칭하는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지역관리기업과 인력

파견단체(또는 단기 일자리제공 지원단체)와 노동통합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관리

기업은 빈민거주지역에서 가장 비중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역할을 하고 있고 빈민들이 일

을 꼼꼼히 잘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활사업조직이나 사회적기업이 적용해 볼

만한 시사점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 전

국연합회가 한국에 사람을 파견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 계획 로 된다면

한국의자활사업조직이나사회적기업들이적극조응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김신양 씨는 우리를 저녁식사를 할 식당으로 안내했다. 

중음식점이었는데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운 하는 식당이란다. 몇 가지 프랑스 요리

에 와인으로 배도 부르고 약간의 취흥이 도니 그제야 프랑스 사람들이 식당과 거리에서

저녁시간을 누리는 모습이 눈에 가까이 들어 왔다. 문화체험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기꺼이‘2차’하러 갔고 숙소까지 가는 지하철 막차운행시각 직전까지 우리는 파리시내의

저녁분위기를 느껴보았다. 여기는 지하철이 어째 이리 일찍 끊기냐, 라고들 한 걸 보면 나

름 로꽤즐거운시간이었던것같다.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어서 파리시내 관광을 나갔다. 루부르 박물관 관람을 시작으로 베

르사이유 궁, 몽마르뜨 성당, 개선문, 에펠탑에 이어 저녁식사 후 세느강 유람선 관광에

이르기까지, 바삐 지나치듯이 잠깐씩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프랑

스 혁명,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수탈에 해 얘기하며 파리의 현재를 있게 한

과거 역사를 서로 묻고 들었다. 프랑스 역사나 세계사에 한 지식이 짧아서 느끼는 아쉬

움이 컸지만 현지 가이드의 설명으로 강 도움 받으며, 우리사회와는 많이 다른 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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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곤 했다. 비슷한 점이라면 화려한 도시와 그 그늘들, 그늘들 속의 힘없는 사

람들... 

어느새 파리에 온 지 나흘째 된다. 5월 5일이다. 여긴 어린이날 같은 거 없나? 우리는

아침식사 후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와서 노숙인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엠마우스 프랑스

로 향했다. 빈민들의 벗으로 불리는 삐에르 신부에 의해 제2차 세계 전 후 창설된 엠마

우스는 현재 프랑스에 47개 지역센터가 있는데 십년 전에만 해도 10개소 정도 으나 실

업자나 근로빈곤층, 가족해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역센터들도 함께 늘어났다고 한다.

이 47개 지역센터들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국연합체를 결성해서 정부보조금사업(전체

사업의 약 70% 정도)을 따내고 이에 한 분배와 집행에 한 자체적 통제를 한다. 각 지

역센터에서는 초기상담, 건강진단, 법률자문, 정부보조 생활비 수급지원, 문해교육, 거주

공간 연결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들이 더 이상의 추락을 예방하는 것을 일차적인 지원과제

를 두고 있다. 실무자들은 동반자적인 자세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노숙인 당사자들간의

상호관계형성을 지지하면서 꽁빠뇽(자활공동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했다.

전세계적으로보면엠마우스가있는50개나라들중에서라틴아메리카지역에있는엠마

우스가 비교적 활발한데,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적으

로강하기때문이라고했다.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이날 오전까지 모두 마치고 전세버스를 이용해 벨기에로 이동했

다. 첫 번째 방문지는 플로라(Flora). 벨기에 전역에 25개 정도 있는 취약계층 여성 중심

의 사회적 경제조직들로 구성된 연합체다. 소속단체들이 단지 여성들에게 직업 찾아주는

단계를 넘어 취약계층여성들의 자립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과정 수료 후

디플로마 부여), 사후 코칭 프로그램을 확 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합체인 플로라는

정보공유와 교육지원 외에도 유럽기금이나 자국 정부의 여러 부처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외적 자원동원에는 소속단체들의 정치적 단결이 중요

하고실제로소속단체들이이를중시한다고한다. 

오후의 플로라 방문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엄형식 씨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간담회

를 했다. 그 역시 과거에 자활정보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는‘우리 식구’인데, 현재 벨기에

의 사회적경제 이론가인 자크 드푸르니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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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오랜 화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었고 계속 진화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비 리민간단체들이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통해 상당 부분의 재

원을 확보하고 그 사업수익으로 실무자들의 급여까지 충당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비 리민간단체의 새로운 경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러한 형

태의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가라고 할만한 핵심(그룹)이 있어서 이들이 노동취약계

층의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외적으로는 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

함으로써 각종 자원동원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적

부조를 받던 주민이 사회적기업 취업의 형태로 일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유럽과 같이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노동통합, 사

회통합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면 한 비교검토

가 필요한 목이었다. 우리가 자활조직이나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당장 적용해 볼만한 것

과사회적정치적변화를통해실현가능한것들은분별해서보아야한다.

벨기에에서 이틀째 되는 날 방문한 에코바(Ecover)는 친환경 세제류를 생산하는 기업

이다. 친환경적 생산활동이라는 점, 직원채용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겐 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저공해 하이브리드카

를 쓴다는 점, 제품 겉포장용 박스를 15차례 정도 재사용하는 점, 자재창고 지붕을 잔디밭

으로 만들어 냉난방 연료사용을 크게 줄이고 있는 점, 공장폐수의 정수처리를 통한 재사

용 등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고 있으나 오너 위주의 지배구조로 볼 때 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하기는곤란한면이있다.

이제 국으로 가는 순서. 벨기에에서 국으로 가는 길목에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해

수면보다 육지의 평균해발고도가 낮아 운하와 풍차의 고장이 된 네덜란드는 예부터 항만

을 통한 국제교역이 크게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인들이 세운 나라라고도 한

단다. 오래 전부터 협상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마초와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다. 그들

나름의 사회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합리적 제도라니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시

비할 일은 아니다. 경제적 위기가 와도 노사정간의 타협과 협상 하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회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난도

자전거도로 확 를 통해 해법을 마련했다고 하니, 이 또한 한민국 국민 즉 주권자들이

생각해 볼 점이다. 자전거도로를 확 하면 차도가 줄어듦에도 그 상호모순을 협상과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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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 하려 든다면 자동차업계의 반발(또는 로

비)이 더 클까, 자동차이용자들의 반발이 더 클까, 언젠가는 그런 반발들을 공공적 합리성

으로극복할수있을까. 에너지위기가지금보다훨씬더심화되면가능할까? 

어느새5월8일. 우리나라에선어버이날카네이션을다는날이지만다들부모님께전화

할 새도 없이 이른 아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출발해서 일명 존 레논 공항으로 불

리는 국의 리버풀 공항으로 비행했다. 국에서의 첫 방문지는 FRC그룹의 벌키밥스

(Bulky Bob’s)다. 모기업인 FRC가 1988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들이 아주 싼값에

임차해서 사는 집의 가옥주들에게 헌 가구를 수리해서 쓸만하게 수선한 것들을 무료로 제

공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싼 값으로 유상판매하기 시작했고 1997년경부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리버풀로 많이 몰려들면서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다고 했다.

2000년도에는이사업을전담하는자회사벌키밥스를따로차리고리버풀시의회(지방정

부 기능도 담당)의 가구 폐기물 수거비 지원 사업비와 유럽기금(EU fund)의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사회적 유용성을 근거로 한 수입구조와 실업자 직업능력

향상 및 임금 지급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한 싼 값의 쓸 만한 가구 공급 등 사회적기

업으로서의합목적성과시장경쟁력을크게개선시킬수있었다. 

이어서 방문한 바로모어 하우스(Barrowmore House)는 장애인 보호시설과 직업재활

을 위한 작업장을 함께 갖추고 있는 비 리자선단체인데, 비 리단체로 정부에 등록한 것

은 정부와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재정운 은 시설

운 에 따른 정부보조금과 일반공장 등에 한 시설임 료가 반반 가량 되고 있다. 사회

적경제조직으로서의 함의는 현재로서는 가늠해보기 어려웠다. 지금 입소해 있는 장애인

들의 노동능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텔포드 레킨 카운실(Telford

& Wrekin Council)지방의회, 지방정부 기능도 담당)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는 정부

(공무원)조직인데, 이 자체로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격과 판이한 것이지만 이곳을 거쳐

간 장애인들이 사회적기업 성격의 업체를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 자립지원센터

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민간조직(케어복지사 협동조합 등)과 연 해서 장애인 뿐 아니라

지역의 아동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회적경제조직으로 보면 측면 지원 조직이고, 동시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연 의 파

트너가 되어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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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정한 방문지들을 모두 돌아보았고, 우리 일행은 런던으로 이동했다. 한

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초 회장을 역임한 송경용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현재 국

에서 목회와 학강의를 병행하면서 국과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기도 하기에, 우리 일행에게 밤늦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럽의‘사회적기

업’에서‘사회적’이라는 것은‘자유∙평등∙박애’로 봉건계급을 무너뜨린 시민혁명으로

부터 비롯된 민주주의 발전역사에서 그 의미를 봐야하고, 그런 민주주의 사회체제 안에서

의‘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120년 전부터 노동자지주제의 기업과 병원 운 등을

경험해 온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에는‘제3섹터부’라는정부부처가별도로설치되어있고, 이는노동당이집권하든보

수당이 집권하든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사회적 합의기반 위에 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 현실과 비교하면 어떤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최근 친기업적 감세정책이 줄이어 발

표되고 있고 취약계층 복지에 한 국가책임성이 약화되는 흐름이 확연하다. 안그래도 현

재 OECD 가입국가들 가운데 복지재정지출 비율이 밑에서 두 번째 수준인데, 이러한 상

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들은 그‘기업적 방식’을 통해 그냥 정부의 복지비 지출 경

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나서도 되는 것인가.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입장

과 원칙을 세워 사회연 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송 신부는 각자가 당면한 자기현실

에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집착할 때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있으니, 그런우를범하지말자고강조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제도화하기 이전부터, 또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한국사회에 소개되기 이전부터, ‘자활조직 제도화 이전의 자활조직’들은 이미 취약계층

참여주민의 입장에 서서 협동적이고 사회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운동을 해 온 역사성을 지

니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고 했다. 유럽 각국에서의 경험들을 배우고 참고하되 우리 자

활조직지도자들이 자기조직의 뿌리와 지나온 길을 더 깊이 기억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사

회적기업 형태 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발휘하자고 강

조했다. 이번 여행을 함께 한 우리 일행 모두의 결론을 송 신부와의 화에서 정리한 셈이

다. 런던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는 가운데 송 신부와 함께 정리한 이번 여행의 의미를, 우

리는각자의자기현실하에서어떻게이어갈것인가를고민하고고민하고또토론했다. 

(정리: 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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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수후활동평가

1) 연수활용 결과 평가

(1) 연수후평가스터디모임

�일시: 6월18일

�내용: 연수 활동을 정리하고 각 나라별 중요사항 공유, 결과보고회를 위한 준비사항

점검및향후일정정리

(2) 연수후평가스터디모임

�일시: 7월16일

�내용: 자활사업지역화 전략에 한 구체적인 상의 및 정리 필요 공유, 8월 포럼을 통

해발표할수있게스터디일정확인

(3) 유럽사회적기업의적용과자활사업지역화전략에 한포럼예정

�일시: 2008년8월중

� 상: 경기도내지역자활센터실무자

9. 결론

1) 전체 평가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안경제와 결코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자활사업과 자활기업, 자활기업에 뿌리를 둔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비전을 마련하는

데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 하 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몇몇의 앞선 활동가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그 사회적기업 안

에소외계층을끌어안는방법을사용하고있었다. 

한국자활은 참여자 중심 즉 자활기업(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만들

고자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었다. 민주적의사결정구조의 마련으로 구성원 모두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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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안경제공동체의모습을그려온것에한국자활의강점이있다. 

그러나 공적부조에 의한 운 체제로 인해 자활의 성과를 탈수급에 치중된 평가를 받았

으며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성장시켜 재진입시키

는 것과 노동시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한자활 존립근거 목적의 차이점과 합일화를

정립하지 못하여 활동기반에 한 존립근거를 재확인 할 필요성이 재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의 사업을 통해 경기지역 자활사업은 4개의 광역공동체

와 1개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규모화, 체

계화하는데노력해왔다. 

그러나 노동과 복지의 사회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기업을 통한

참여주민 주체성 강화와 자활사업의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략과 안 마련의

필요성을갖게되었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우리는 100여년의 시민사회혁명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

어지는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철학, 인간중심의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재확인하

으며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다

녀온 7곳 모두 지역에 그 뿌리가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살아

가는모습을볼수있었다. 

연수를 통해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기존 방문 자료에 있는 council

-구청과같은지방정부를의회로번역하거나, Regies de Quartie(지역관리기업)를지역관

리협의회로 번역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그 역할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

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 지

역사회속의민간단체로서자활사업의지역화전략수립에 한과제를되새길수있었다. 

프랑스의 지역 저소득주민서비스, 노숙자활서비스를 조사하 고, 국의 여러 형태 사

회적기업 중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 서비스, 벨기에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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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체, 사회적목적기업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계획 초기에는 재활용회사인 앙비를 방문

하고자 하 는데 프랑스의 재활용 제품의 사용률 저조의 사회분위기로 운 이 위기가 와

방문이어려웠다. 

국의 경우는 당초 케어협동조합을 방문하고자 하 으나 현지의 상황이 허락지 않아

케어협동조합 등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카운실)를 방문하게 되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18개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운 해 취

약계층의 취업연결,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의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이민자들로 분류하고 있었고 이 기능을 정부가 맡고 있는 것이 우리와의 큰

차이 다. 

사회적기업 또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기보다는 뜻있는 누군가에 의해 설립되어

운 되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 사회적기업 안에서 사례관리와 교육을 통해 종사자

들의 변화과정을 격려하고 지원해 자긍심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일반시장에서 일할 수 있

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큰장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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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례자회사 방문을 통한 한국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개발
_ 하상장애인복지관

해외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활용사업의 해외시장개척
_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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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다

1. 연수목적및목표

헬스키퍼 선진국인 일본의 시각장애인 헬스키퍼고용 모델과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살

펴보고, 헬스키퍼가 고용된 기업체를 탐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각장애인고용모

델및사회적기업방안을마련한다.

2.  참가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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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명(明)

참가인원 5명

연수기간 2008년 5월 21일 ~ 2008년 5월 24일

연수지역 일본 동경

사 업 명 일본 특례자회사 방문을 통한

한국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개발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내

역할

1 박정근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총괄

2 권미정 하상장애인복지관 팀장
사업수행,

서기

3 장정은 하상장애인복지관 팀원
사업수행및

회계

4 장창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이사 자문,사진

5 홍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통역,

연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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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전활동

1) 1회차

일 자 2008년4월29일 장 소 하상장애인복지관

활동목적 일본의장애인특례자회사및시각장애인헬스키퍼고용모델분석

참 석 자 홍자 , 장정은, 권미정, 이효성

활동내용
국내에 소개 된 일본의 특례자회사견학 사례를 분석하고 새롭게 사업을 추진 중

인기업체물색

활동평가

기존의 알려진 특례자회사의 견학보다 신규 사업체 방문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다양한 모델 개발을 위해 시각장애인 헬스키퍼가 정직원으로 고용된 업체 견학

방안도모색

일 자 2008년5월9일 장 소 고용개발원

활동목적 연수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기타사항들점검

참 석 자 홍자 ,장정은

활동내용
업체견학시질문문항작성,숙소및항공권확인,업체위치확인,연수일정구체적

으로정리

활동평가
3박4일의짧은연수의효과성을위해출발전동선을고려한업체선정을하여일

본에서의이동시간을최소화함

일 자 2008년5월19일 장 소 하상장애인복지관

활동목적 연수전방문업체및준비서류최종점검

참 석 자 박정근,권미정,장정은

활동내용 최종견학시간과담당자연락처확인,사업홍보를위한리플릿준비

활동평가 연수출발전준비사항최종점검

2) 2회차

3)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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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일정

날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5월21일 일본헬스키퍼협회장과의만남

숙소근처식당에서일본헬스키퍼협회장

카토우씨를 만나 현재 일본 헬스키퍼협회

의 운 실태 파악 및 한국의 헬스키퍼 운

을위한의견교환

5월22일

오전
푸르덴셜제너럴서비스재팬

-카페라운지,헬스키퍼실

푸르덴셜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설립배경

과헬스키퍼운 상특징및운 전략그외

의다른시설과시사점에 한의견교환

오후
푸르덴셜제너럴서비스재팬

-쿠키공장

자회사의다른형태의사업인사회복지시설

과연계한지적장애인고용에 한시사점과

경 마인드에 해의견교환

5월23일

오전 도쿄 학헬스키퍼실

도쿄 학교가국가기관에서독립행정법인으

로 바뀌면서 장애인 미고용 시 부담금 납부

의의무가발생되면서장애인을고용한상황

및운 전략파악

오후 도쿄병원헬스키퍼실

일본은 병원법인은 특례자회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직접고용을추진,헬스키퍼사업의

특징및고용상황운 전략파악

5. 방문국의현황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표적인 사회적일자리 사업 유형인 장애인직업재

활사업, 사회적기업, 자활사업, 청소년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등과 비교하여 일본 동경 내 기관들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에 한 특

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일본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용어가 존재하

지않는다. 신에사회적기업의성격을갖는고용사업은많이있다.

1)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들의 취업지원 및 직업강습 업무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동경시 고토재단은 다양

한 장애유형을 통합하여 교육, 훈련, 취업, 사후관리, 재취업까지 일관된 서비스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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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익을 심어주는 서비스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운 하는 직

업훈련능력센터의 성격과 유사한 것이다. 교육시스템을 시 에 맞게 현실 가능한 교육으

로 접근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는 점, 특히 중증 신체장애인 및 경중도의 지적 장애인

을 상으로하고있다.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NPO단체들의 여러 유형의 사업들은 우

리나라의사회적기업과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다.

3) 자활사업

일본에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면서 장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의자활사업가같은공공부조식의사회적일자리사업은존재하지않는다.

4) 청소년자활사업

일본에서는자활사업이존재하지않듯이청소년자활사업도존재하지않는다.

5)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건강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취업시스템으로

실버인재센터(고령자실버취업인재센터)사업, 그리고 다양한 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제

공이나 상담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개하는 도쿄도 일센터사업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경 시 고토재단은 연령에 따는 고용지원을 하고 있

다는 점과, 실버인재센터로 고령자에 한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일자리사업의변화에따른전문성을제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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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기관분석

1) 일본 헬스키퍼 협회장과의 미팅

(1) 방문내용

일본헬스키퍼 협회의 설립 배경 및 협회의 역할, 일본 내 헬스키퍼의 사회적 위치, 한국

에서의헬스키퍼활용방안에 한의견교환

(2) 기관평가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기업에서 헬스키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모

임으로 헬스키퍼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의견 교환 및 강습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직능

단체

�질문내용

Q 일본의 헬스키퍼의 정의는 있는가?

A 헬스키퍼의 협회 및 통상적으로 헬스키퍼 정의는 ① 고용된 직장인을 상 로 시술

②소속된직장의직원이어야함③근로기준법에적용받음④안마사자격증소지자

Q 시각장애인 헬스키퍼협회의 회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

A 회원수는 약 120명이고 일본 전체 헬스키퍼는 5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

집력은약하나헬스키퍼는분명발전될수밖에없다.

Q 주로 어떤 사업체에 취업되고 있는가?

A 90년 는 은행사, 보험사, 신문사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 졌으나, 현재는 IT업체 중

방문일자 2008년5월21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헬스키퍼능력향상및

강습회개최등

방문목적
시각장애인안마사헬스키퍼의운 실태파악및한국의헬스키퍼운 을위한의

견교환

방문기관담당자 협회장가토우 홈페이지 -

주소및연락처 ☏090-3007-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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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취업이이뤄지고있다.

Q 기업체 내에서 고용형태는 어떠한가?

A 정직원이많으나요즘은촉탁직으로고용이증가하고있다.

Q 급여수준은 어떠한가?

A 일반 사무직보다는 많다. 헬스키퍼의 기본 연봉은 360만엔이며, 단점은 고정급이어

서급여가올라가지않는경우가많다. (고졸기본연봉200만엔)

Q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어느 정도 있는가?

A 일본의 안마사는 국가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되며,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안인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취득 비율은 정안인과 비교하여 8:2로

숫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전통적인 직업인 안마

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만 안마를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으

로보호하고있다.  

Q 안마를 기업체가 아닌 다른 고용모델도 있는가?

A 지자체 안마바우처 제도가 있다. 한 예로 시가현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시에서 지

정한 안마원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회당 800엔, 총 12회까지 무료로 이

용가능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 안마시술권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제도는 지자체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높여

주기 위한 수단이며, 안마시술권은 안마 단가가 낮아서 시각장애인이 안마하기를 꺼

려한다.

(3) 시사점

�한국은 헬스키퍼라는 명칭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는

있으나헬스키퍼협회는조직되어있지않음.

�일본과는 달리 안마는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시각장애인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현재 스포츠 마사지 타이마사지 등의 마사지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마수기법외에다양한기술이필요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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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헬스키퍼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텔레마케팅 회사나 일반 사무직 회사의

헬스키퍼로근무(연봉1500만원~2100만원).

�우리나라도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협회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헬스키퍼 직무에 한

기준을만들고안마요법뿐만아니라다양한서비스교육과정필요.

(4) 사진

2) 푸르덴셜제너럴 서비스 재팬

(1) 방문내용

특례자회사(헬스키퍼 중심)의 설립배경과 운 및 전략에 해 알아보고 한국형 자회사

형표준사업장모델개발에 한의견교환

협회장과 단체사진 헬스키퍼 협회장과의 만남

방문일자 2008년5월22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모회사: 생명보험

특례자회사: 헬스키퍼사업

외3가지사업

방문목적 푸르덴셜생명의특례자회사벤치마킹

방문기관담당자
특례자회사사장

업무총괄담당자
홈페이지

http://www.prudential.

co.jp/company/work/tok

urei/index.html

주소및연락처 東京都千代田 永田町2-13-10  푸르덴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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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평가

①개요

�2006년푸르덴셜의특례자회사로설립

�고용인원: 19명(5명은비장애인본사파견직원, 장애직원13명) 

☞시각장애인헬스키퍼4명, 지적장애인7명, 신체장애인2명

�자본관계 : 푸르덴셜 생명보험의 특례자회사이며, 자본금 3000만엔, 출자비율은 푸

르덴셜생명보험10% 미국푸르덴셜90% 출자로설립

②설립배경

�모회사푸르덴셜(주)은보험업으로상시근로자는3,986명중80%가 업직임

�장애인 의무고용률 1.8%를 달성하기에는 직종 상 어려워 장애인의 능력을 최 한 발

휘가능한헬스키퍼직으로선정

③헬스키퍼운 상특징

�모회사 건물 한 층을 임 하여 헬스키퍼실 설치하 으며, 모회사의 복리후생비를 지

원하는 방식으로 안마가격의 60%를 모회사가 지원해 주며, 40%는 헬스키퍼를 내방

하는모회사직원이직접지불

�푸르덴셜빌딩의다른관계회사4곳의직원도이용하나비용에 한지원은없음

�시술 비용은 10분에 1000엔으로 외부 안마서비스와 비용차이가 없으며, 외부의 안마

보다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비용도그수준에맞추고있음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경 마인드를

도입함

�장애인의 보호작업장의 장점인 기존 제품 생산에 한 노하우 및 장애인 관리능력을

최 한활용하고, 기업은훈련된장애인을고용하는WIN-WIN 모형임

�최근 특례자회사 설립 시 비용은 전부 모회사가 부담하고 보호고용사업장의 기존 사

업에경 기술을덧붙여준비된장애인을고용하는방식이늘고있음

푸르덴셜서비스재팬설립모형(WITH)

장애인보호작업장

�쿠키제조를했으나시설한계
�기술과판로에어려움

특례자회사

�기존인원과시설을최 한활용
�경 기술과접목

장애인고용

기업의경 마인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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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기존의 보험회사에서는 인쇄관련 자회사 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푸르덴셜 서비스

재팬의 사장은 다양한 경 노하우와 각 장애별 특성을 파악하여 아이템의 변화를 추

구하여3가지사업이조화를이루는특례자회사설립

�모회사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음

�자회사운 진의 일에 한 열정과 폭넓은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이 사업에 큰 향

력으로작용됨

�업무 시스템의 자동화(안마고객 관리 및 예약)와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활용이 사업의

윤활제역할을하고있음

(4) 사진

헬스키퍼실 외부 헬스키퍼실 내부

시술실1 시술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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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스템1 예약시스템2

카페라운지

보험 업용 쿠키

푸르덴셜서비스 재팬

□ 그 외 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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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쿄 학 헬스키퍼실

(1) 방문내용

학교 내의 헬스키퍼실을 방문하여 한국 내 학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필요한 자

료수집및의견교환

(2) 기관평가

①설립배경

�도쿄 학교가 국가기관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면서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금 납

부의의무가발생하게됨

�시각장애인헬스키퍼는2003년부터고용하기시작했으며, 현재2명고용

②운 상특징

�학교의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급여체계 및 지위가 적용하기 어려워 계약직

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1년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최 5년까지 가능. 5년 이후에

도정직원으로전이할수없으므로, 고용상황이불완전함

�안마 상은 학생 및 교직원이며, 학생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쿄 학 관련

자만이용할수있음

�1회 40분간 500엔 정도의 비용을 받으며, 시간당 1000엔 헬스키퍼의 급여는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상자의 많고 적음이 크게 업무에 향을

미치지않음

[제 3 장]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다

301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방문일자 2008년5월23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도쿄 학

방문목적 학자회사형모델개발을위한 헬스키퍼실방문

방문기관담당자 오키

주소및연락처 ☏03-580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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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운 전략

�학교홈페이지보건센터시설소개에헬스키퍼운 에 하여홍보실시

�헬스키퍼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학교 보건센터 원무과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이익금으로세탁과소모품구입으로지출

�헬스키퍼급여는학교전반적인운 비에서지출됨

(3) 시사점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이 5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에 한 법률로 인해 5년 이상

근무할수없는상황임

�시스템이나운 적인측면에서우리나라 학에도충분히적용가능함

�일본의자료를활용하여우리나라 학내에헬스키퍼사업추진방안강구

(4) 사진

헬스키퍼실 외부 헬스키퍼실 내부1

헬스키퍼실 내부2 학교 내 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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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쿄 학부속병원 헬스키퍼실

(1) 방문내용

병원 내의 헬스키퍼실을 방문하여 한국 내 학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필요한 자료

수집및의견교환

(2) 기관평가

①설립배경

�국립 학의 부속병원이 국가기관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면서 부담금 납부 상

에포함되어2005년부터장애인고용을추진하게됨

�일본의 경우 학교 및 병원법인은 특례자회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례자회사 보다

는직접고용으로장애인고용을추진하고있음

도쿄 학

방문일자 2008년5월23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국립 학부속병원

방문목적 병원자회사형모델개발을위한 헬스키퍼실방문

방문기관담당자 - 홈페이지 -

주소및연락처
시 지하철오오에도선혼코우3 죠메역5번출구카스카도오리

Tel : 03-580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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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 상특징(도쿄 학과같음)

�학교 및 병원의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급여체계 및 지위 등으로 인하여 정직

원으로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 채용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1년

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최 5년까지 가능하다. 5년 이후에도 정직원으로 전이할

수없으므로, 고용상황이불완전한편

�내부직원의피로회복을위해설치하 으며, 외부직원은서비스를받을수없음

�1회 40분간 500엔 정도의 비용을 받으나, 인센티브로 재분배되는 것은 아니며, 헬스

키퍼사의 급여는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상자의 많고 적

음이크게업무에 향을미치지않음

�헬스키퍼급여: 시간당1000엔

③운 전략

�내부직원을 상 로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직원을 상으로 진

료차트등을작성

�외부의 안마서비스를 받는 곳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시설 및

운 등에서회사의지속적관심이필요하다고보여짐

(3) 시사점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부분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

로일본병원의사례를도입할필요성이있음

�도쿄병원은 직원만을 상으로 헬스키퍼실을 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 적

용 방안은 병원에 기하는 시간을 활용한 보호자 및 이용객들을 상으로 아이템을

전환

�사업계획 시 병원 내 물리치료사와 의사들과의 업무조정 및 안마에 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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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키퍼 예약실 외부 헬스키퍼실 내부

도쿄병원1 도쿄병원2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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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일지

1) 첫째날(5/21)

호텔도착 후 짐을 풀고 시각장애인협회장 가토우씨를 만나러 갔다. 퇴근 시간 복잡한

역이 약속장소라 가토우씨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가토우씨는 웃으시면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식당을 예약하지 않아 인근 맛있게 보이는 게요리 전문점으로 들

어가서자리를잡고자연스럽게인사를건냈다.

시각장애인이신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행 모두와 일일이 악수를 하시면서 협회

의 홍보물과 기념품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친절함이 몸에 베인 일본사람답구나...

라고 생각했다. 평소 궁금했던 일본의 헬스키퍼 현황과 시각장애인이 보는 특례자회사에

해서 의견을 나누고 우리나라도 헬스키퍼협회가 조직되면 꼭 자문을 해 주시겠노라며

아쉬움을뒤로하고헤어졌다.

경비 절약과 효율적인 견학을 위해 내일 방문할 업체의 정보와 질문 내용을 점검하고

잠자리에들었다.

(작성자: 장정은)

2) 둘째날(5/22)

아침 일찍 일어나 방문업체 선물과 일정표를 챙기고 기 반 설렘 반 으로 푸르덴셜 생

명보험회사를 방문하고자 길을 나섰다. 30분 정도의 이동시간을 거쳐 목적지에 도착했

다... 와~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건물 외관은 크고 깔끔했다. 약속시간이 되자 아베히

로유키씨가 로비로 나와 방문자용 명찰을 나눠 주셨다. 서 서 한 인상의 아주 좋은 분

이셨다. 특례자회사로 운 되고 있는 9층 카페라운지로 장소를 옮기고 난 후 홍자 선생

님이 특례자회사 사장님과 아베씨에게 우리복지관의 헬스키퍼 사업과 이번 해외연수의

취지에 해설명을드렸다.

사장님은 특례자회사를 만들고 처음 견학 온 분들이시라며 너무 기뻐하시며 질문 내용

에 성의 있게 답해 주시고 다양한 자료와 경 노하우를 알려주셨다. 뿐만아니라 도쿄

에서도 많이 떨어진 특례자회사 사업 중 하나인 과장공방WITH에까지 친절하게 동행하

셔서 점심까지 사주셨다. “절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 일본인들”이라는 내 선입견이

여지없이 깨진 행복한 날이었다. 쿠키공장에 해 설명해 주시고 전문봉사자를 활용하여

예산의 지출을 줄이고 다양한 쿠키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사장님의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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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최 한 활용하고 다른 외부지원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하나의 독립사업체로 만들어 나가는 사장님의 열정이 너무 멋있

게보 고우리일행에겐저마다색다른자극제가되었다.

(작성자: 장정은)

3) 셋째날(5/23)

오늘 일정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우선 오전엔 도쿄 학내에 헬스키퍼실

을 방문하여 운 시스템을 알아보았다. 헬스키퍼 2명과 보조인력 1명 총 3명이 특례자회

사가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간 질문을 하고 학교 내 홍보방안과

헬스키퍼실 운 에 한자료를 얻었으며, 헬스키퍼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다소

열악한환경에서근무중임을알수있었다.

일본은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이 있어 헬스키퍼들

은아무리직장에만족해도5년이상은일할수없다고한다. 낮은안마단가와홍보가제

로되고있지않아사업이활성화는되고있지않았지만하루평균6명정도의손님은꾸준

히오고있다고하니학교측에서의적극적인홍보가무엇보다필요하다고생각되었다.

학일정을마치고도쿄병원을향해30분지하철은타고그더운일본아스팔트길을15

분 이상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병원관계자 5명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병원설립 및

사업에 한 상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미리 드린 질문 내용에 답을 달아 서면으로 주

셨다. 헬스키퍼들이 다 안마중이라 인터뷰는 아쉽게도 하지 못했으나 관계자 분은 헬스키

퍼실 관련 다양한 책자들과 홍보물을 주시고는 도쿄병원과 학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

시고배웅해주셨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들에 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할 일 이

많겠다며... 지친몸을이끌고잠자리에들었다.

(작성자: 장정은)

4) 넷째날(5/24)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오전에 일찍 일어나 간단한 쇼핑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3

박 4일 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런지 다들 피곤함이 몰려와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

서는잠만잤다.

공항에서기관방문자료와인터뷰내용을다시한번확인하고한국행비행기에올랐다.

(작성자: 장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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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수후활동평가

1) 연수활용 결과 평가

- 일본연수를 통해 다양한 모델에 한 벤치마킹 가능( 특례자회사, 병원모델, 학교

모델, 헬스키퍼협회)성제시

- 일본의 실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기관 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분장을 통해 장애 역 중에서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

애인 한국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또는 사회적기업모델 개발에 시너지효과 발생시켜

사업의성공적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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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장애인복지관

해외우수사례연구

(열린포럼참가)

지속적인사례관리

발전방향모색

시각장애인직업훈련

(아로마, 체요법등)

일본특례자회사

기업내헬스키퍼

고용사례(해외연수)

기업에서원하는헬스키퍼

적재적소배치

한국형사회적기업

(특례자회사모델개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추구

헬스키퍼활동을통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기업의헬스키퍼

고용확

양질의시각장애인

헬스키퍼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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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참여 평가

결과 보고서 및 발표회를 통해 한국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개발을 위한 일본특례

자회사 방문에 한 한국 내 적용 가능한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모델 개발되고 있는 사업

브리핑

9. 결론

1) 전체 평가

우리 명(明)팀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목표로 삼고 연

수를 준비하 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헬스

키퍼 업체에 한 정보와 현황을 알 수 있었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한국형 모델개발

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분장을 통해 중점 사업에 집중 노력을 쏟을 수 있었다. 우리 복지

관 실정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된 업체(기존에 한국에서 많

이 방문한 특례자회사 제외, 새롭게 이슈되고 있는 사업체 중심)를 중심으로 예산절감 및

짧은 연수시간을 고려하여 동선 측정, 사전에 방문 기관 조사 및 질문지 메일로 발송한 일

등의일들이연수의효과를더증 시켰을것으로생각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획서상의 환율보다 실제 집행된 시점의 환율이 높아져

기관의 자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지만, 연수 후 도출 될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필요한

지출이었다는평가가되고있다.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다양한 업체 및 기관들을 고려하여 컨텍된 사업 성격이 유사한 일

본의 주최기관들을 방문한 후 자료와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이 연수의 가장

큰수확물이라고생각된다.

2) 해외연수사업에 한 제언

일회성인 연수로 끝나기보다 연계된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사업협력, 세미나

개최등의다각적인사업으로확 가능한해외연수사업진행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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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는 저비용 고품질의 중고컴퓨터 및 교육용 물품 재활용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와 함께 단순 재활용 일자리 창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모습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물품생산 사업개발 가능성 발견과

발전및수출을모색하기위한해외시장방문및정보수집

2. 연수팀명및참가자명단

[제 3 장]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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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월드리싸이클

참가인원 2명

연수기간 2007년 12월 16일 ~ 2008년 2월 12일

연수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까가얀시

사 업 명 해외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활용사업의 해외시장개척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내

역할

1 박 학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이사 총괄

2 정명숙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교사 컴퓨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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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전활동

1) 1회차

일 자 2007년11월26일 장 소 협회사무실

활동목적 재활용사업의해외시장개척의발판구축

참 석 자 천병호협회장, 박 학이사, 윤미화부장, 정명숙교사

활동내용 재활용사업의구체적인내용정리와필리핀현지협력기관연락

활동평가

교육용물품목록을작성하고사업으로육성할수있는분야검토

재활용에필요한인력과기술연수부분에 한협력내용검토

필리핀현지사정과중고교육용물품활용가능성타진

일 자 2007년12월3일 장 소 협회사무실

활동목적 재활용사업의해외시장개척의발판구축

참 석 자 박 학이사, 정명숙교사

활동내용 필리핀현지협력기관과의연수계획수립및내용점검

활동평가

필리핀 현지 사정을 확인하고 현지 지방 공무원과의 미팅과 사업내용을 미리 보

내 충분히 사전에 우리 사업의 내용을 알게 하고 미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

용들을나눌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게되었음.

일 자 2007년12월10일 장 소 협회사무실

활동목적 연수내용확정및현지협력기관과의재확인

참 석 자 천병호협회장, 박 학이사, 정명숙교사

활동내용 필리핀현지연수계획점검, 협력기관과의연수계획재확인

활동평가

현지담당공무원과의내용전달확인및미팅날짜확인

까가얀시와니보나시의시장과교육담당자들과의미팅확인

현지한인상인들과의협력가능성타진

kadec 현지활동학교와호산나 학과의프로그램확인

예약및현지지원내용재확인

2) 2회차

3)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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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일정

날짜 활동내용 목표

12월18일 현지파트너미팅및회의

12월19일~
20일

리보나시/까가얀시방문및관계자면담 담당공무원면담및사업설명

12월21일~
24일

KADEC 중고물품활용사업장방문
인다학지역/ 강호지역/ 

까가얀시외곽지역

12월26일~
27일

중고물품활용을위한현지NGO 미팅 활용과판매를위한사업미팅

12월28일~
29일

리보나시/ 까가얀시관계자면담 사업가능성타진과시장면담신청

1월3일~
4일

민다나오중고물품시장조사
(까가얀, 니보나지역)

현지중고시장확인

1월5일, 
7일

한인상인(중고물품) 미팅 한인들과의협력타진

1월8일~ 
10일

지역현지학교순회교육물품A/S 활동 중고물품사용현황및문제확인

1월11일 까가얀시방문중고물품을이용방안협의 중고물품활용계획의사확인

1월12일 까가얀관계자미팅및구체적실행계획상의 중고물품활용계획수립

1월14일
리보나시장면담및중고물품을

이용방안협의
중고물품활용계획의사확인

1월15일 리보나관계자미팅및구체적실행계획상의 중고물품활용계획수립

1월16일~
19일

리보나, 까가얀중고물품활용과구매를위한
실무계획수립및회의

중고물품활용계획(지방정부)
컴퓨터1000 , TV 100 등

1월21일~
24일

한인중고물품관계자들과중고물품판매를
위한계획수립

중고물품활용계획(한인상인)
컴퓨터4000 , TV 400 등

1월25일 호산나 학과중고교육물품판매상담 교육용컴퓨터200

1월26일 지역국립학교방문판매상담

1월28일~
2월1일

지역교사(초,고등학교) 초청
정보통신교육

교육물품활용에 한능력배양
(컴퓨터, TV)

2월2, 3일 현지파트너와회의
전체상담에 한내용정리및후속

조치들에 한의견교환

2월4일~
8일

북부민다니오활동
국제NGO 현장사무실방문

중고물품활용에 한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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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기관분석

1) 리보나시

(1) 방문내용

부시장과정보통신교육장개설후원과중고컴퓨터를이용한사업상의

(2) 기관평가

�리보나 시는 지역적으로 많이 소외된 산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

에있어학생들이제 로혜택을받지못하고있어많은노력을하고있음.

�학생들과리보나시민들을위한정보통신무료교육장설립에 단히적극적이었음.

�무료 컴퓨터 교육장과 교육시설 확장에 중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으로평가됨

(3) 시사점

� 부분의 저개발 국가의 어려움인 정보통신 교육의 한계를 돕고 새로운 사업분야로

개발할수있는교육물품들의해외지원과판매사업이가능할것으로보임.

(4) 사진

방문일자
2007년12월19, 28일,

2008년1월14, 15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지방정부기관

방문목적 중고컴퓨터를이용한정보통신교육센터설립과교육장후원사업협의

방문기관담당자 시장

주소및연락처 리보나시청

리보나 시장, 시교육담당 공무원, 학총장과 함께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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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까가얀 시

(1) 방문내용

중고컴퓨터를이용한IT센터설립상의

(2) 기관평가

�까가얀 시는 지역적으로는 리보나보다 보다 부유하고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다만

도시 부촌을 중심으로만 컴보통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

육이 집중되어 있어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 거의 불가능

한상황이었음.

�IT 센터 설립에 긍정적이었으나, 중고 저사양 컴퓨터보다는 보다 사양이 높은 기종을

원하고있었음.

�무료 컴퓨터 교육장과 교육시설 확장에 중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평가됨

(3) 시사점

지역의 차가 있음으로 사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지역에 따라 좋은 품질의 컴퓨

터와교육물품을원하고있기에더많은조사와준비가필요함.

(4) 사진

방문일자
2007년12월20, 29일,

2008년1월11, 12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지방정부기관

방문목적 중고컴퓨터를이용한정보통신교육센터설립과교육장후원사업협의

방문기관담당자 시장

주소및연락처 까가얀시청

시청 뒤 뜰에서 관계자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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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DEC 중고물품 활용현장 - 인다학 지역 / 강호 지역 / 까가얀시 및 외곽지역

(1) 방문내용

중고컴퓨터를이용한컴퓨터교육시설시찰과활용도와문제점점검.

(2) 기관현황

①인다학지역

�산에 위치한 인다학 지역은 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으며, 학

교시설과교육내용에있어서도매우열악한지역이 음.

�그동안 kadec을 통해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고 컴퓨터에 한 평가는 매우 만족

스러웠는데, 우선중고컴퓨터지만사용하는데전혀문제가없다고함.

�가격이 새것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스스로 더 많은 컴

퓨터를사고싶다는의견이있었음.

②강호지역

�산에 위치한 강호 지역은 인다학 보다도 더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지역이었으며, 학교시설과교육내용에있어서도매우열악한지역이.

�그동안 kadec을통해지원받아사용하고있는중고컴퓨터에 한평가는매우만족

스러웠음.

�kadec에더많은컴퓨터를지원해줄것을원했으면비용의일부를감당할수있다는

의견도있음.

방문일자 2007년12월21일, 22, 24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공립초등, 고등학교

방문목적 중고컴퓨터를이용한정보통신교육교육장시찰및관계자미팅

방문기관담당자 각학교교장

주소및연락처 민다나오인다학/ 강호/ 까가얀시및외곽지역공립초등,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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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까가얀시및외곽지역지역

�전에 방문했던 산 지역의 학교들보다는 도시와 근교의 학교들은 휠씬 시설이나 경제

적인 면에서 좋아보 으며 부분의 학교에는 컴퓨터 교실이 있었으면 교육도 이루

어지고있었음.

�사립과 몇몇 도시 중심의 학교는 좋았는데, 공립과 외곽의 학교들은 산속에 있는 학

교들보다는조금나았지만열악한교육환경을갖고있었음.

�그동안 kadec을 통해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고 컴퓨터에 한 평가는 매우 만족

스러웠음.

�kadec에더많은컴퓨터를지원해줄것을원했으면비용의일부를감당할수있다는

의견도들었음.

(3) 시사점

지원과 병행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용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4) 사진

①인다학지역

인다학 지역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컴퓨터 교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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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강호지역

인다학 지역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컴퓨터 교실의 모습

강호 지역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컴퓨터 교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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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까가얀시및외곽지역지역

까가얀 시내 지역과 외곽지역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컴퓨터 교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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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GO 미팅

(1) 방문내용

중고컴퓨터를이용한교육지원사업과활용지원사업상의

(2) 기관평가

민다나오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NGO와 만나 중고물품을 이용한 지원사업에 한 의

견교환및본사업을통해생산된물품을사용하는부분에 한의견교환

(3) 시사점

보다 효과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선한 사람들이

라는 단체에서는 2008년 5월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구매와 가격 그리고 물품을

상의하기로 함. 또한 호산나에서는 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몽골과 아프리카 가나의 NGO

들에서도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에서 6월중에 가나 사관

에서미팅을갖기로함.

(4) 사진

방문일자 2007년12월26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현지NGO 미팅

방문목적 중고컴퓨터를이용한지원사업활성화

방문기관담당자 정옹기외2명

주소및연락처 까가얀시모닝미스트, 인다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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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인 상인 미팅

(1) 방문내용

중고물품판매와수출에 한의견조율

(2) 기관평가

민다나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상인들과 함께 중고시장의 규모와 가격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중고물품들에게 한 구매의사 등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었는

데... 가격과 판매에 있어 가격이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 어려워 보임. 본 사업을 통해 직

접판매하는것에부정적임.

(3) 시사점

한인상인들이 중고물품을 통해 막 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중고시장은 매우 큰 시

장이었다. 앞으로 중고물품을 이용한 수출의 가능성은 크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인들과의교류에큰어려움이보임. 

(4) 사진

방문일자
2007년12월27일,

2008년1월5, 6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현지한인상인

방문목적 중고컴퓨터시장확인

방문기관담당자 김XX 사장

주소및연락처 까가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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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까가얀 시 중고물품 시장 조사

(1) 방문내용

중고물품판매와수출

(2) 기관평가

민다나오 지역에 현성된 중고시장의 99%는 한국사람들이 운 . 한국인 상인들과 협력하

지않고서는절 민다나오지역에서중고물품을판매하기가어려움.

(3) 시사점

한국에서 아주 헐값에 사와서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물건을 비싼 값에 사기를 원하지 않았고, 수리보다는 그냥 싼값에 수출을 해

줄것을원했음.

(4) 사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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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2008년1월3, 4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중고시장

방문목적 중고물품시장확인

주소및연락처 까가얀시

사회적기업_내지_5차  2008.9.30  10:38 AM  페이지 322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제 3 장]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다

323

사
회
적
기
업
가

날
개

달
아
주
기

7) 순회교육물품 A/s 활동 - 까가얀 지역 / 니보나 지역 / 인다학 지역

(1) 방문내용

컴퓨터수리및활용교육

(2) 기관평가

중고 물품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며, 수리가 필요한 컴퓨터를 수

리하여사용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현지에서큰호응을받음.

(3) 시사점

중고물품의 고장부분을 기록하고 앞으로 수출에 임할 때에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며, 사

용중 자주 고장나는 부품을 지역별로 갖고 있을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음. 한국으로 돌아

가 이런 정보들을 토 로 보다 활용도자 좋은 물품을 생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필요있음.

(4) 사진

①까가얀지역

방문일자 2008년1월8일~ 10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교육장

방문목적 중고물품활용교육장지원

방문기관담당자 학교장

주소및연락처 까가얀시/ 니보나시/ 인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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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다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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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인 재생물품 생산공장 및 사업장 방문

(1) 방문내용

중고물품생산현장방문및유통구조확인

(2) 기관평가

저렴한 인건비로 중고가전재품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고물

로팔려나가고있었다.

(3) 시사점

싼 현지 인건비와 한국의 인건비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

며, 현지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뛰어났음. 또한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상

인과협력을해야한다는것도중요한부분임.

(4) 사진

방문일자 2008년1월12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재생물품생산공장

방문목적 현지중고물품생산현장방문및기술력확인

방문기관담당자 김도균사장님 홈페이지 -

주소및연락처 까가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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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컴퓨터 능력 향상교육

(1) 방문내용

교육물품활용을높이기위한기술교육

(2) 기관평가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용을 통하

여학생들에게보다좋은교육적효과를만들어낼수있는기회가되었다고함.

(3) 시사점

단순히 물건만 파는 일로 마무리 되어서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만들 수 없을 것이나,

A/S와기술교육과같은서비스가함께지원된다면보다좋은결과를얻을수도있을것으

로보임.

(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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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2008년1월28일~ 2월1일
방문기관의성격

(주요사업)
현지 학, 현지고등학교

방문목적 컴퓨터활용을위한기술교육

방문기관담당자 학교장 홈페이지 -

주소및연락처 호산나 학교, 인다학고등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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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수일지

1) 12월 18일 : 현지 파트너 미팅 및 회의

현지 중고물품 시장조사를 위한 계획수립 확인 및 기관장 면담을 위한 사전 준비확인을

하 음. 다만현지사정에따라변동이많기때문에여유를갖고하자고함.

2) 12월 19일 ~ 20일 : 리보나시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담당 공무원을 시청으로 찾아가 면담하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교육물품 활

용의 필요성과 효과들을 자세히 설명함. 교육담당자가 필요에는 동감하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다시만나이야기로하기로함.

3) 12월 21일 ~ 24일 : KADEC 중고물품 활용 사업장 방문(인다학 / 강호 / 까가얀시)

초등,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사용 중인 중고교육용 품들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특히 컴

퓨터와 TV, 비디오 등과 같은 전자제품들의 활용 평가를 현지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로

부터자세히들을수있었음. 체적으로만족하고있었음.

4) 12월 26일 ~ 27일 : 중고물품 활용을 위한 현지 NGO

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hosana 관계자들과미팅을갖고민다나오지역의특징과그동

안의 지원사업과 앞으로의 전망 특히 교육용 물품을 활용한 자원에 한 의견을 나누었으

며, 한국에서다시만나구체적인사업을정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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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월 28일 ~ 29일 : 리보나시 / 까가얀시 관계자 면담

중고교육용 물품을 이용한 교육장 설립과 각 학교에 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음. 지역 학교에 한 정보를 들었고, 교장선생님들과도 만나 컴퓨터와 교육용 물

품들에 한 의견을 나누었고, 긍정적인 말을 들었으나, 가격과 지원방식에 한 이견이

많아보임.

6) 1월 3일 ~ 4일 : 민다나오 중고물품 시장 조사1(까가얀 / 니보나지역)

민다나오 전체 중고시장 가운데 북부지역의 중심지인 까가얀시를 중심으로한 중고물품

이 팔리고 있는 시장들을 방문하고 가격과 제품들을 확인하 음. 가격과 품질 그리고 국

적들을확인함.

7) 1월 5일 ~ 7일 : 한인 상인(중고물품) 미팅1

까가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을 소개받아 몇 분을 만나서 중고물품들에 한 정보

를 들음. 지난번 미팅에서 략 들었던 정보와 우리의 계획을 갖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

나큰이견이나왔음. 모든물품은한인상인을통해유통되어야한다는것이다.

8) 1월 8일 ~ 10일 : 순회 교육물품 A/S 활동(까가얀 / 니보나 / 인다학)

중고물품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고장난 전자제품을 수리하 음. 학교들로부

터 많은 호응을 받음. 본 활동을 통하여 고장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 음.

앞으로생산에참고할예정임.

9) 1월 11일 ~ 15일 : 중고물품을 이용방안 협의(까가얀 / 니보나)

가격과 지원방법에서 시장과의 면담 전에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겠다고 하 으나, 너무

낮은가격을제시하 고, 원조형식을주장하여어려움을겪었음. 

중고물품 사용에 또다른 문제는 현재 까가얀 시내에 있는 컴퓨터교육시설의 운 이 졸

업후취업문제에어려움이생겨기업교육에시간을갖자는의견이나와더욱어려워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장 설치에 합의를 하 으며, 필요한 컴퓨터를 모두 중고

컴퓨터로하기로하고, 필요한지원과협력을하기로약속함.

NGO들과 협력해서 본 사업에서 생산되는 중고교육물품을 이용해 본 사업을 추진하기

로약속하고3월중으로110 의컴퓨터를먼저구매하여기증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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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월 16일~19일

까가얀 시와 니보나 시 교육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갖고 찾아가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는데, 까가얀 시에서는 중고 컴퓨터보다는 사양이 높고 새것으로 하고 싶다

는최종안이나왔고, 니보나시는중고컴퓨터를이용해서사업을계속진행하는것으로함.

11) 1월 21일~24일 : 한인 중고물품 관계자들과 계획수립

김사장님과 박 학 이사님이 한국으로 출국해 사업장을 둘러보기로 한 관계로 현지에

있는 몇몇 상인분들과 나머지 부분에 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출과 수입에 한 의견을

나누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비즈니스는 한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 정부상 의지원사업을통한수출은가능하다. 상인들의이익을지켜준다. 등이다.

12) 1월 25일 : 호산나 학 중고 교육물품 판매 상담

호산나 학에서 필요한 중고 컴퓨터를 2008년에 300 구매를 희망하고 가격은 당

60,000원에합의함. 구체적인내용은추후에결정.

13) 1월 28일~2월 1일

현지 교사들을 초청하여 강호주변의 컴퓨터 교육장을 이용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지원

교육을실시하여컴퓨터와TV등의다양한물품들을이용한교육방법지원과교육

14) 2월 2일, 3일

현지파트너와프라이가스호텔에서회의를함.

박이사님이 빠진 관계로 조촐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2008년부터 본 사업에 필요한 지원

을확인하고조정하는시간을가짐.

15) 2월 4~8일

북부지역의 국제 NGO 활동 지역들을 정옹기분의 안내를 받아 총 10개 마을과 지역들

을 살펴보았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해 지역 관계자와 공

무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모든 지역에 희망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워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와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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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부가구매를할수있는길을찾는것이급하다고판단되었음.

16) 2월 13일

귀국

17) 2월 15일

전체 미팅을 갖고, 본 사업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갖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이미 결정된 니보나 시 지원사업에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110 의 컴퓨터를 3월까지

수출할수있도록작업함.

(작성자: 박 학∙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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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후활동평가

1) 연수활용 결과 평가

(1)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사업장과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해외사업부협력사업추진

-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재활용 사업장과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해외사업부의 연

합으로 판로 확장과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됨. 이번 연수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토

로구체적인사업으로연결되었음.

-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재활용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의 기술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 물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높은 수익을 국내외 시장에서

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 .

- 협력과 기술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근로자들

의자활과자립에도움.

-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를통한위탁생산할수있게되어안정적운 과수익증 효

과과함께전문기술축적이라는2가지효과를함께얻을수있을것으로기 .

(2)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사업장과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해외사업부네트워크구축

- 양자간에 네크워크 구성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마

련.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재활용 사업장과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해외사업부

외에도 중고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들의 연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발

전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 .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필리핀 지역 외에서 몽

골과캄보디아, 아프리카의가나까지사업을진출할수있는기회를얻게됨.

(3) 해외시장개척을위한네크워크구성과판로구축

- 한국에서판매할재활용품목과해외에서판매해야할품목들이나누어져보다효과적

으로물품들을판매할수있게되어다양한판로를통한수익증 효과기 .

- 다른 NGO 단체들이나 비 리 단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비자문제와

사업에부정적인현지한인상인들과의마찰이가장큰어려움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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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기업열린포럼과의네트워크구축

- ‘사회적기업 열린포럼’과 연결하여 전문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 보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사회적기업 열린포럼’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재활용 물

품 생산자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물품생산과 기술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예상.

- ‘사회적기업 열린포럼’에 참여하여 해외시장 개발과 협력에 파트너로 활동하여 다른

사회적기업의해외진출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

2)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참여 평가

(1) 해외NGO 단체들과의협력을통한사회적기업발전

① 목적

사회적기업의 목적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동시에 로벌 사회 일원으로

써의사회적이윤의재분배를통해보다나은인간적삶을 유할수있도록함.

② 방법

�사회적기업열린포럼의회원으로활동.

�재활용분야사회적기업과해외NGO 활동단체의연결고리를찾아정보교류.

�사회적기업아이템개발과해외사업진출을위한네트워크제공.

�재활용분야 뿐만이 아니라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갖

고 있는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며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얻어진새로운사업의가능성을토 로해외시장개척을위한아이템공유및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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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1) 전체 평가

본사업준비과정에서시간에부족함이많이있어서비행기표를세번이나취소했다다시

예약했다는반복하는일이있었으나결국에는전체연수일정에는차질이없이잘진행이되었

다. 이번연수는현지를살펴보는일과동시에재활용물품들을해외시장에제값을받고팔수

있는길을만들어보자는데있는데, 이를위해필리핀민다나오지역의지방관청과교육기관

을선정하여방문하고판매와활용을위한의견들을많이나눌수있는시간을갖게된것을

좋은일이라생각한다. 다만경제적인어려움과그동안무료로기증을받아오던모습이많이

남아있어일정한값을주고구매하는부분에있어생각보다많은어려움을겪게되었다.

필요한 물품이지만 본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 으나 중

고물품을 활용하는 부분에 해서는 반 나 거부반응은 전혀 없어 다행한 일이었다. 특히

니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중고컴퓨터를 사

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좋은 결과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1,000 이상의 컴퓨터를

판매할수있을것으로기 하고있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중고물품의 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형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았다. 한국에 비해 중고물품의 가치가 아주 높아

한국인상인분들이많은수입을만들어내고있었다. 다만본사업을통해교육용물품들이

본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인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반 를 하 다. 따라서

정부를 상 로 하는 판매가 아니면 현지 한국인분들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하 다. 또한 부분의 수익을 모두 한인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구

조이기때문에본사업에있어서가장큰어려움이라생각되었다.

한국 내 큰 중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전지역의 상인들을 함께 만나 가격과 동향 등

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각보다 낮은 가격 에서 많은 교육물품들이 동남아 시장

으로팔려나가고있었고그들과경쟁을할수밖에없는현실을알게되었다.

귀국 후 현지에 필요한 기종과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여 니보나에서 필요로 하는 110

의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수리하여 2월에 필리핀으로 보냈다. 그리고 3월에 다시 현지에

가서 교육장 개설 행사에 참여하고 도착한 컴퓨터를 셋팅하고 운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

램과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단히 만족스러워 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사업을통해만들어지는컴퓨터를사용하는데서로의견의일치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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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군데의 창고와 2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기술교육과 수리를 함께 병행하여 필요로

하는 컴퓨터와 교육물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필리핀 연수를 통해 몇몇 나라의 구호활동단

체와연결이되어현재중고컴퓨터와교육용전자제품들을상의하고있다. 몽골로400 의

컴퓨터를아프리카가나로매년1000 의컴퓨터를수출할계획을만들어가고있다. 곧몽

골과아프리카로현지사업을위해서조사단이출국할예정이다.

새로운 창고로 이전을 하는 장면 필리핀으로 수출을 위해물건을 운반하는 모습으로
형 T.V를 싣고 있음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고 있는 모습 거리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수출물건을
컨테이너에 싣고 있음

이날 주로 컴퓨터가 수출되어 필리핀으로
110 의 컴퓨터와 물품이 수출됨

컴퓨터 수리교육 지원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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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연수사업에 한 제언

성공과 실패라는 2가지만 생각하는 연수가 아니라 이번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연수에

임한다면더좋은결과들을앞으로많이만들어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월드리싸이클은 올해 반드시 사회적기업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2개월

간 정신없이 뛰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고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도 보게 되었다.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연수사업을

통해 꼭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는 부담감도 좀 많았던 것 같다. 귀국해서 필리핀

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만들어 선적하고 다시 출국해 세팅까지 하고 돌아와 결국 병원에

입원해누워있었다. 다욕심이너무앞선것때문이아닌가한다.

어려움이나 좌절이 아닌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숨가쁘게 뛰었

던 것 같다. 그것은 본 사업의 가능성이 참으로 좋다는 말이 된다.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

고꼼꼼히계획를짜야할것이다.

지속적으로 해외의 문을 두드리고 그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는 해외연수사업이 되기를

소망한다. 본 사업이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큰

힘이되리라믿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외연수에 다녀오고 난 후 보고서 양식을 접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연수 사업마다 방문국이나 내용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텐데, 우리는 2개월간

장기연수인 데다 단순한 견학 차원이 아닌 사람을 만나며 논의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있어동일한양식에맞춰보고서를작성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그것 빼고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결

과를 서로에게 나누고 그 가운데 좋은 결과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를 바

랍니다.

좋은기회를주신SK와실업극복국민재단에다시한번감사의말 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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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21세기는 식량, 에너지, 환경위기의 세기라고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 곡물

과 기름가격 그리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최근의 이상기온 현상은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들 위기에 앞으로 어떻게 처해 가느냐 하는 점은 한 사회나 국가의 지속

가능성여부를가늠해볼수있는중요한척도가될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가능∙유지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 중 하나는 농업 및 농

촌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열쇠들이 바로

농업 및 농촌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선진 제국들이 자국의 농어촌을 집중 보호하

고 또한 막 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지하다시피 국내 식량 자급율은 약 25%내외(쌀을 포함. 쌀을 제외하면 약

5%정도에 불과 함. 우리 의 경우는 0.2%)에 불과하지만 식량 자급을 위한 정책은 아무

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농업과 농촌을 산업의 일부분으로만 인식

하고 휴 폰과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다면 먹거리는 언제나 원하는 로 수입해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능하고 답답하고 균형 잃은 비교우위론자들의 줄기찬 정책입안과

실행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나 환경위기에 한 책은 어떠한가? 역시 실

망스러울 뿐이다. 선진제국들이 일찍이 석유문명의 종말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체에너

지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며 석유의존도를 크게 줄여왔지만,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참가인원 1명

연수기간 2007년 11월 28일 ~ 2008년 4월 15일

연수지역 일본 오사카

사 업 명 쌀로 술 빚는 농촌형

사회적기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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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석유를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작금의 오일쇼크에 전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는형국이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가? 유감스럽지만, 몇몇 선도적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1965년 37.6%에서 05년 3.4%로 급감한 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미 농

촌은 붕괴 일보 직전에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이 없다. 특히 젊은이가 없다. 40

중반인 내가 우리 동네 막내인데 귀농한 후로 10년 째 막내 고 앞으로도 계속 막내를 벗

어날 수 있을지는 결코 자신할 수 없다. 10년 후의 농업과 농촌이 지금 이 로 간다면 어

떻게 될 지 상상만으로도 끔직하다. 왜 그런지에 해서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무

엇을 할 것인가? 우리 농업과 농촌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지속가

능을담보하려면벼농사를짓고있는일개농민인내가할수있는일은무엇인가? 떠나간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마을 안에서 협동적으

로 해 냄으로써 해체된 농촌공동체를 동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사업을 찾아

야 한다. 일체의 첨가물 없이 천연의 효소와 효모만으로 지역의 쌀과 물로 술을 만드는 양

조장만들기에서우리는그가능성의일단을찾아보기로했다.

원주지역은 2002년부터 일본 오사카지역의 키라리 생협 연합회와 매년 정기적으로 방

문교류를 해 왔는데 이곳 술 가공 생산자 중에, 약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방

법을 고수하며 맛과 향이 뛰어난 술을 빚고 있는 야마나주조가 원주에 소개되었다. 더욱

이 야마나주조는 그 지역에서 유기농법이나 저 농약으로 재배한 벼를 수매하여 원료로 사

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몇 차례의 교섭 끝에 야마나 주조와 원주와의 기술연수

를통한교류와협력이이루어졌다.

2. 연수의의의

‘지역’과‘지속가능한 농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느냐에 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 논의는 여기서는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신 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곡물류를 발효하여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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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확 되면 벼의 생산과정에 새로운 젊은 인구의 유입 -가령

귀농의 형태- 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편 협동적 술 만들기 과정은 자연스럽게 농촌공동

체를 동화하고 통합하는 구심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의 자립경제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수있으리라본다.

3. 연수의한계

금번의 연수로 적지 않은 성과와 의의를 찾을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한계

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선 기술외적으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들 수 있겠다. 나름 로

연수 전에 회화 훈련을 해 왔고 떠나기 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연습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 기초회화 외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생활하는 시간

이 길어지면서 의사소통의 양과 질이 향상되고 개선됨을 절감했다. 또 일본의 술만들기

전반에 한 사전 예습 량이 절 적으로 부족했던 점도 시인해야겠다. 이것은 위 언어소

통의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겠다. 예컨 일본 주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와 그

내용들에 해서도 사전에 공부가 되었더라면 그 만큼 현지 적응과 이해도가 빨랐으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문제도 몇 가지 들어야 한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먼저 주조 전용 쌀이 있다

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주조 전용 쌀을 육종하여 재배

해 왔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품종이 있었다. 주조용 쌀의 최고로 유명한 山田錦과 五百万

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벼 품종보다 부서지지 않고 당으로 용해되

기에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쌀들은 70%에서부터 약 35%가지 극단적으로 정미

하면서 술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각각 술의 품종을 달리하면서! 또 한 가지는 쌀의 전

분을 용해하여 당화하고 알콜 분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효소와 효모의 일본식 제

조방법을 직접 연수할 수 없었다. 비록 야마나주조가 3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긴 하나 효소와 효모까지 직접 제조하여 술의 주조에 사용하기에는 경 적으로 상당

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효소와 효모 제조의 실패는 곧 주조의 실패로 이

어져판매불능의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6개월의 연수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는데 이 기간 중에 어려움도 고비도 순간

순간 있었음을 솔직하게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매일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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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오는체력적부담감도있었고나이어린일본인상관에게서지시를받아임무를수

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개인적 불만감도 간헐적으로 느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순간이었다. 6개월간이라는긴일직선상에남겨진몇개의점이었을뿐이다. 

4. 연수내용

1) 야마나 주조의 현황 및 시사점

야마나주조는 1716년(에도시 ) 창업한 이래 준고사장이 11 째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술만들기는 주로 추수기로부터 시작하여 쌀을 선별하고 수매하여 그 이듬해 3월 정도까

지 주조를 한다. 우리보다는 저온 장기 발효과정을 거치므로 여름에는 주조를 하지 아니

하고 저장 판매 위주로 한다. 야마나 주조 역시 그러하다. 원료인 쌀은 인근 지역의 유기

벼부터 관행농 생산 벼까지 12농가로부터 우수한 품질로 선별 수매한다. 기계의 편리함을

애써 외면하고 전통적인 수공업 과정을 선호하기에 량생산체제는 맞지 않는다. 2007년

에서 2008년 생산량은 략 쌀로 30톤 정도. 이는 규모 양조장의 약 한나절 생산량에

불과할 정도의 소량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소비자들의 기호와 선호도에 맞춘 주문 생산

에 가깝다. 때문에 지역의 생협들과도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고 생협 조합원들의

주조체험과 견학행사도 빈번하다. 생협계통 출하는 전체 물량의 약 60% 정도. 나머지는

인터넷을통한개인소비자가차지한다.

야마나 주조의 주조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5~6명. 도우지(杜氏)라 불리는 기술 총책

임자와 그 밑에서 부문 부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서 농민이 3

명이었다. 포장을 하거나 상표를 붙이거나 술을 병에 담거나 하는 등의 업지원을 하는

인원이 5~6명 정도. 개 인근의 아주머니나 할머니들로 구성된다. 관리하는 인원이 사

장을포함하여1~2명. 

야마나준고 사장은 술의 량생산에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오히려 일본의 전통적

인 주조방법을 복원하면서 형 양조장이 해 내지 못하는 틈새를 목표시장으로 보고 있

다. 그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전통적인 품종을 생산농가와의 협력 하에 복원하여 증식하고

있고 주조에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몇 명의 소비자들과 공동경작 활동을 해 오고 있

어지역의높은관심과호응을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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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주조가 처해있는 외부환경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는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손으로 누룩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술을 만들어 팔게

된다면그전후방연계효과는매우클것으로생각한다.

2) 발효 공정

(1) 原料와製造方法에따른酒類의分類

(2) 발효과정

전분은1단계로α-아 라아제와같은액화효소에의해덱스트린으로용해되며2단계로

그루코아 라제와 같은 당화효소에 의해 덱스트린은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포도당은 효

모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에칠알콜로 분해된다. 보통 1kg의 전분과 0.11kg의 물은 1.11kg

의포도당으로분해되며약567g의에칠알콜과약543g의이산화탄소가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효소가 분해(용해)하기에 어려운 쌀은 주조용 쌀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단백

질의 함량이 많은 쌀이 그러하다. 즉 누룩균이 내부 깊숙이 번식할 수 있고, 쉽게 용해되

며 고두밥을 했을 때 취급이 용이하고 향이 좋고 철분과 단백질이 적은 쌀이 주조 원료로

선호된다.

효소나 효모외에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발효한 술을 純米酒( 쌀70% - 30% 정미)

라 하며 純米금釀(쌀60% - 40% 정미) , 純米大금釀(쌀 50% 이하 ~ 35% - 50% 이상 정

미사용) 등이있다. (양조주와같은기타술품종설명생략)     

分類 原料의 種類 糖化酵素供給源 該當酒類

釀造酒

糖質 糖化工程없음 와인

澱粉質
麥芽 麥酒

누룩(麴) 淸酒

증류주

糖質 糖化工程없음 브랜디

澱粉質
麥芽 위스키

누룩(麴) 燒酒

混成酒 釀造酒,蒸溜酒,其他

사회적기업_내지_5차  2008.9.30  10:38 AM  페이지 343   print QMS 1660 System 2400DPI 175LPI  T



344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3) 주조공정도

정 미

세미

침 적

증 미

1차술덧

하루쉼

2차술덧

3차술덧

숙 성

술내리기

여 과

저 장

출 하

밑 술

효 모

제 국

종 국

정미한 쌀 협회에서 판매하는 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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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주조전용쌀. 山田錦, 北錦, 五百万穀등을선별수매한다.

- 정미: 술 품종에 따라 도정율을 30% ~ 65%까지 달리함. 도정율이 높을수록 고급 품

종이다.

- 세미: 쌀을 씻는 과정. 고급 술을 만들 경우에는 손으로 씻고 보통의 純米는 기계를

이용하여씻고있다.

- 침적: 쌀을 씻어 물에 담그어 두는 과정. 목표로 하는 물의 흡수율에 따라 쌀을 씻어

침적하는 시간을 달리함. 평균 흡수율은 130%. 쌀의 품종에 따라 물의 흡수율

또한달라진다.

- 증미: 약1시간에걸쳐큰무쇠솥에서밥을찌는과정.

- 제국: 고두밥에 누룩균을 접종하여 약 2일에 걸쳐 번식(증식)시키는 과정. 야간의 온

도관리가 어려움. 제국과정의 온도 관리 역시 목표로 하는 술의 품종에 따라

각각달라진다.

- 밑술: 적정한 물과 고두밥에 효모를 넣어 효모를 증식시키는 과정. 밑술을 만드는 방

법에 따라 速釀法, 高溫糖化, 기모토 등으로 나뉜다. 밑술 제조에 사용되는 누

룩의 양은 밑술에 들어가는 쌀의 총량의 33% 이내로 한다. 물의 비율은 110%

가 표준. 고온당화의 경우 150% ~ 170%까지 늘리는 경향이 있음. 밑술에 사

용하는 물은 칼륨, 칼슘, 인산 등을 함유한 것이 좋다. 위 미네랄 성분이 효소

와효모의작용을돕는다.

- 3단배합(개방발효) : 당화와발효의양작용이동시에진행되는병행복발효. 이과정

에서는 당화와 발효를 여하히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술의 맛과

향그리고알콜도수가결정된다.

기계 세미 손 세미-나까무라 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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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배합: 밑술에서 순수하게 배양된 효모를 한층 증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합온도를비교적높게한다.

- 하루쉼: 1단배합후온도를동일하게유지하며효모의증식을도모한다.

- 2단배합

- 3단배합: 특히3단배합당일저녁부터다음날아침까지는고두밥이수분을먹어물

료가 몹시 딱딱해 진다. 길고 홀쭉한 봉으로 맨 밑바닥까지 뚫고 구멍을

내어탄산가스가빠져나올수있도록한다. 3단배합후에는저온장기발

효시키는데 최고 온도가 1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를 넘게 되면 주

질이나빠진다.

- 숙성: 고급술의경우상 적으로더저온에서장기발효시킨다.

- 술내리기: 보통 압착판에 숙성된 술을 넣어 거른다. 純米大금釀의 경우에는 광목으

로 만든 자루에 술을 넣어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자루를 봉에 매달아 자연

적으로술을내린다.

- 거르기: 내린술의윗부분을거른다.

- 저장

- 출고

술내리기-純米大금釀 술내리기-압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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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과정상의 특징

- 밑술제조법다양

- 3단배합술덧과정

- 발효과정상의저온유지등

- 저온장기발효가가능한겨울동안만주조

4) 생산관리 시스템

- 작업자일상적위생관리철저(매일목욕)

- 작업도구살균소독철저

- 주조장청결유지

- 정리정돈철저

5) 물류 관리 시스템

- 생협(키라리생협연합회, 생활클럽생협연합회등) 출하

- 홈페이지를활용한인터넷판매

- 단골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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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과제및추진일정

1) 향후 과제

원재료의국산화: 주조전용쌀의증식및토착화(2~3년걸림), 효소및효모의토착화

2) 사업 추진 일정

3) 조직 및 사업장 설립

- 조직: 사회적기업설립을목표로 농조합법인설립등을다양하게검토

- 사업장: 주조장신규설립또는기존주조장인수등비교검토

내용
2008년 2009년

비 고
7월 9월 12월 3월 9월 10월

기술축적

사업계획

수 립

자금조달

(출자자모집)

조직및

인허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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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야마나주조에서의 기술연수를 끝내는 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한

해에도 수백 개의 주조장이 문을 닫고 있는 업계 현실을 직시하면 연수 과정상의 작은 실

수 하나는 곧 이곳의 경 실패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본인 작업자들과 똑같이

아니 좀더 많이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매일같이 엄격하

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작업환경 속에서 외국인 기술연수는 처음 기

했던 것만큼 여유 있고 능률적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동생에게 하

듯 외국인 연수생의 안전과 성공을 전폭적으로 후원해 준 야마나 사장에게는 깊고 강한

동료애와 형제애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마나 사장의 가족 그리고 함께 작업하며 배움

의길을열어준동료들에게도이지면을빌어감사를드린다. 

귀국하기 며칠 전에 하리에라는 곳에 있는 유기농가에서 며칠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우연찮게 이 지역에도 주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곳은 밑술을 만들 때 효소와 효모

를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조과정상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효소와 효모

가 자연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술을 빚고 있었다. 이 방법은 야마나주조에서

도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밑술제조법으로 주조 교과서에도 구체적 언급이 없을 정도

로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전통적인 주조법이다. 자료로서 읽어 본 적은 있지만 어

떻게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던 터라 굉장히 기뻤다. 이곳도 주조를 끝낸 시기여서

만들고 있는 과정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이시즈씨에게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졸랐다. 두 번을 방문하

여 그곳 양조장의 도우지를 만났고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절감한 시간이었다. 하리에의 이시즈씨와 나까무라 히로시 도우지씨

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 을전한다.

6개월의 기술연수를 총 결산하는 결과 보고 자리에서 야마나준고 사장은 이렇게 이야

기했다. ‘짧은 기간 열심히 노력한 점은 평가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3년 정도는 일본에 와

서 직접 경험해야 술 만들기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나아가 제 로 된 술을 만들려면 10

년은족히걸릴것이다!’라고. 그럴지도모르겠다. 그러나이는단지‘일본에서배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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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 술을 만들어야 한다면‘이란 전제가 있어야만 납득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본인들이 즐겨 마시는 일본인의 입에 맞는 술을 만들 생각은 없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의 술을 만들고 싶다. 만드는 방법을 원용할 것이다. 과정 하나하나에 장인들의

지난한 역사와 풍부한 경험이 깃들어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밤을 새워 시퍼렇게 날

을 갈아 벼린 예리한 판단력으로 살을 에는 혹한의 추위를 극복해 온 승부사들의 세계를

좆고싶기때문이다.

우리 지역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우직함에 지역의 물과 쌀과 누룩을

더해서 살아있는 술을 만들고 싶다. 이 작업을 통해서 공동화된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의 한 전형을 만들

어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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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목적및목표

1)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목표

�문화예술분야 첫 번째 사회적 기업, 노리단의 공공디자인/공공미술 시장으로의 본격

적인진입을위한기술개발.

�노리단 생태주의 악기들이 벤치마킹했던 호주 허법 스튜디오의 장인이자 설치예술

가, 스티브 랑턴과의 기술 전수에서 기술 교류로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파트너쉽 구

축. 우리 공동체의 수요와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스티브 랑턴과 노리단이 공동의

공익적미션을수행한다. 

�노리단의스포로킷및수레악기등인간의동력으로움직이는자전거악기/조형물의

인터렉티브키네틱아트로의진화, 다양한차세 업그레이드버전을개발한다. 

�노리단 공공디자인 개발/제작팀의 기술 개발과 제작 파트의 확충으로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솜씨있는 장인을 예술가로, 열정있는 청소년들을 직업인으로 양

성한다. 노리단의 기술 개발/제작 프로젝트팀 단원 이외에도 하자센터의 청소년 직장

체험 및 진로 모색 프로그램인 커리어 위크의 학생들과 하자센터 주니어 과정의 학생

들을 인턴쉽으로 참여하게 하여, 청소년들에게도 기술 교류 워크숍 참여 기회를 제공

하여사회적기업으로서청년실업 책의새로운모델을창출한다.

[제 4 장] 장기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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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자료집

연수팀명 노리단 공공디자인

참가인원 11명

연수기간 2008년 8월 6일 ~ 2008년 12월 31일

연수지역 서울 등포

사 업 명 노리단 차세 자전거 악기/조형물 개발

스티브 랑턴 기술 교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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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기술이 본격 결합한 새로운 공공미술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이슈를창출한다.      

2) 자전거 악기/조형물의 공익적 모델로서 사업목적

�고유가 시 의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당면한 사회문제들에 한 적극적인 안으로

서 자전거의 다각적 활용 방안 및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독일 및 북유럽 등

한국보다 몇 십년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에너지 자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역 사

회혁신에기여한자전거정책의구체적사례들에 한창의적인벤치마킹

�이동, 여가/유희(Entertainment), 운동기구 등 이미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자전거를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광산업 등으로 확 할 수 있는 모델로 창출한다. 독창적인 유

희용 자전거를 개발, 지자체에서 운 하는 관광지 및 각종 축제에서 수익사업으로 활

용한다.       

�장애우 등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취약 계층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개발, 공동

체의 결속력에 기여한다. 이는 특히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이자 수혜

상인 장애우에게도 좋은 사업모델이 될 수 있고, 장애우의 이동권에 한 접근이 될

수있다.

�노리단 스프로킷의 차세 버전으로 다양한 악기 자전거를 개발, 축제 및 이벤트에서

거리 공연 및 퍼레이드 시 활용하여 사회 공동의 이슈를 환기하는데(인간 동력, 체

에너지등) 시청각적매개체로그역할을수행한다. 

�사회적기업 노리단의 본격적인 공연 시장 진출의 분기점이 될 극장작품‘핑팽퐁’의

장기 극장 공연(2008년 11월 22일-12월 7일)의 무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 노리단의공연콘텐츠에직접적인결합이가능하도록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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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명단

3. 연수전활동

1) 1회차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및직위 연수팀내역할

1 홍 룡 노리단 팀장 총괄책임

2 문병기 노리단 단원 악기제작/진행실무

3 강희수 노리단 단원 악기제작

4 서한솔 노리단 단원 악기제작

5 김범린 노리단 단원 악기제작

6 정성화 하자센터주니어 인턴 악기제작

7 이솔향 하자센터주니어 인턴 악기제작

8 한아름 하자센터주니어 인턴 악기제작

9 정 준 하자센터주니어 인턴 악기제작

10 노승미 노리단 단원 기록, 상

11 강희 노리단 단원 회계

일 자 2008년7월22일(화) 장 소 하자센터208호

활동목적 교육- 노리단차세 자전거악기/ 조형물개발에 한프리젠테이션

참 석 자 홍 룡, 문성철, 임화성, 문병기, 김민준, 양승환, 김범린, 서한솔

활동내용

도시(지역) 문화 혁신과 고유가 시 의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한 해결 방안으

로, 산업(industrial), 기술/예술(Art), 환경/생태(Eco)의 통합적인 맥락에서 창

의적인 시각디자인과 공익적 활용도가 높은 작품들로 다양한 자전거 악기/ 조

형물을개발에 한프리젠테이션.

활동평가

고유가 시 의 에너지와 그에 따른 환경문제에 한 해결방안으로서 우리는

산업, 기술/예술, 환경/생태의 통합적인 맥락에서 이번 연수의 목표에 해 더

가까이다가갈수있는계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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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차

3) 3회차

일 자 2008년7월26일(토) 장 소 하자센터104호

활동목적 회의- 노리단차세 자전거악기상상해보기

참 석 자 홍 룡, 문성철, 임화성, 문병기, 김민준, 양승한, 김범린, 서한솔

활동내용
1. 일반적인자전거의형태동력에관한교육

2. 자전거의형태의악기상상/ 구상해보기

활동평가

사람의 동력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다리동력을

이용하여 사람의 다리에서 자전거로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자전거의 디

자인을 상상해보고 현실 가능한 악기를 구상

할수있었다. 

일 자 2008년7월29일(화) 장 소 하자센터208호

활동목적 교육- 인간동력에관한 상관람

참 석 자 홍 룡, 문성철, 임화성, 문병기, 김민준, 양승환, 김범린, 서한솔

활동내용 1. 인간동력에관한 상과람

활동평가

인간동력을이용하여배, 차, 버스, 등의교통수단과어린이들의놀이기구를활

용한 물 펌프 등을 볼 수 있었고 생활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인간 동력으로 생

산함으로써고유가시 의에너지와환경문제에 해한발더앞장서는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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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회차

일 자 2008년8월6일(수) 장 소 하자센터203호

활동목적 회의- 자전거악기구성짜기

참 석 자 홍 룡, 문성철, 임화성, 문병기, 김민준, 양승환, 김범린, 서한솔

활동내용 1. 자전거를디자인을정하고악기의구성정하기

활동평가

자전거형태: 앞바퀴2개방향, 뒷바퀴1개동력(뒷바퀴를외발자전거처럼후

진이가능한자전거, 자전거총6 만들기)

악기구성: 멜로디악기1, Spiker 1, Foonki 2, 톡톡1, 두둥1, 베이스악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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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일정

날 짜 연 수 내 용

8월7일(목) 스티브랑턴과만나다

8월8일(금) 작업장새로단장하기. 공구사용법과톡톡악기만들기

8월9일(토) 톡톡, 한내채만들기

8월11일(월)
하자커리어위크“스티브랑턴따라하가”워크숍1

사회적기업“심명나는한반도자전거사랑을싣고”에가서자전거재료와분해

8월12일(화)
하자커리어위크“스티브랑턴따라하가”워크숍2

재활용을이용한파람, 나팔만들기

8월13일(수)
하자커리어위크“스티브랑턴따라하가”워크숍3

인간동력 상관람- 자전거바퀴를활용한이동두둥만들기

8월14일(목)
하자커리어위크“스티브랑턴따라하가”워크숍4 

하이서울페스티발공연참가

8월15일(금) 톡톡, 첫번째자전거만들기

8월16일(토) 톡톡완성, 첫번째자전거만들기

8월17일(일) 두둥, 첫번째자전거만들기

8월19일(화) 두둥, 첫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0일(수) 두둥완성, 첫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1일(목) 스파이클, 두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2일(금) 스파이클, 두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3일(토) 스파이클, 두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4일(일) foonki, 세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6일(화) foonki, 세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7일(수) foonki, 세번째자전거만들기

8월28일(목) foonki 만들기

8월29일(금) foonki, 네번째자전거만들기

8월30일(토) foonki, 네번째자전거만들기

8월31일(일) foonki, 네번째자전거만들기

9월2일(화) foonki, 다섯번째자전거만들기

9월
-응용/활용작품개발워크숍

-공연활용악기개발워크숍

10월
연수사업결과물활용시작:2008년10월15일국제공연예술제노리단극장작품‘핑

팽퐁’무 미술및퍼포먼스에연수사업결과물결합(장소:세종M씨어터)

10월~12월

-열린포럼/결과보고 회개최.

-자전가악기/조형물오브제를선보이는쇼케이스개최

-공연및전시.사업결과보고프리젠테이션.

-노리단극장작품‘핑팽퐁’장기공연에연수사업결과물결합

(장소:마포퍼포밍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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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수일지

1) 8월 7일(목) 스티브 랭턴과 만나다

스티브 랭턴 프리젠테이션을 들었다. 뭔가 장인이라고 하면 정말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스티브는 아버님과 함께 인도에서 자라 음악, 건축, 성지, 성가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지금은 커뮤니티 음악 작곡과 무 설치 구

적인 악기 제작, 설치 및 새로운 악기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만들어 갈 자

전거형악기만들기에이스티브의머리속엔어떤생각들이들어있을지궁금해진다. 

스티브가 만든 악기들을 소개해 주었다. 의자를 사용한 악기들부터 시작하여 어느 누구

나와서신나게연주할수있는악기를제작한사진들이었다. 

스티브가 한국에 오기 전 공연 했던 상을 보여주었다. 보고 있으면 무슨 퍼포먼스 인

것같긴한데그냥“우와”라는환호성만칠뿐이었다. 스티브의설명에감탄을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려한 조명과 뿜어져 나오는 불, 그리고 테크노 같은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신나게 퍼포먼스를 하는 배우들, 정말 카리스마 넘쳤고 정말 신나고 재미있

어보 다. 

나의 꿈도 이렇다. 난 작업자가 되면서 개발자, 그리고 공연하는 배우와 워크숍의 강사

로성장해야겠다는생각이든다. 

스티브와의첫만남이었지만앞으로7주동안무슨일이일어날것인지정말궁금하다.   

(작성자:문병기, 23세, 노리단단원)

2) 8월 8일(금) 작업장 새로 단장하기. 공구 사용법과 톡톡 악기 만들기

하자센터에 위치한 목공실이라는 공간에 이번 연수사업의 악기 개발 발전소를 세팅했

다. 목공실에는 말 그 로 나무에 관련한 공구들과 각종 나무들이 쌓여 있었다. 자전거를

만들려면 우리들은 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나무들을 하나하나씩 잘 정리하기 시작했

고사야될공구들의리스트를스티브와함께고민하게되었다. 

일단 있는 재료와 공구들을 사용하여 간단한 톡톡 제작에 들어갔다. 첫날이니만큼 공구

사용법에 해 스티브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를 잘 하지 못하여 완벽하게는 다

알아 들을 수 없지만 집중해서 들으니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스티

브가직접행동으로몸으로보여줌으로써한번에알수있었다. 

PE파이프로 된 톡톡을 제작하기에 앞서 안정장비를 착용하고 제작에 들어갔다.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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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을 한 번 듣고 나서 파이프를 길이 로 자르기 시작했다. 파이프의 두께별로, 길이

별로 소리가 다르게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파이프의 한쪽 끝을 집어 누르는 기계로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이스 그립으로 눌려진 부분이 펴지지 않게 고정시켰

다. 용접기(pe플라스틱 녹여서 나오는 기계)를 이용하여 눌린 쪽의 파이프가 펴지지 않게

용접기에서 나오는 비즈를 짜 입구 쪽을 감싸듯이 붙 다. pe 용접기가 뜨겁지 않게 식으

면 타격 부 부분을 핸드그라인더로 깔끔하게 갈아주는 작업을 진행했다. 톡톡이 하나 완

성!! 하나 만드는 데도 처음이라서 그런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이프를 잘 눌러 좋은

소리를 찾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 고 내일 더 만들 톡톡은 정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든다.

(문병기, 23세노리단단원)

3) 8월 9일 (토) 톡톡, 한내 채 만들기

톡톡 제작에 들어갔다. 있는 공구들을 세팅하기 시작했고 작업할 준비를 갖추고 시작하

다. 어제 두 개정도 만들어 봐서 그런지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스티브의 지시에

그 길이에 맞추어 파이프를 톱으로 자르고 몇 사람은 하나씩 집어 누르기 시작했다. 집어

누른 파이프는 용접기를 이용하여 바로 붙여 총 8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얇은 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킬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었다. 똑같이 길이 로 잘라 손잡이를

만드니오전시간이훌쩍가버렸다. 

오후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한 팀은 톡톡을 계속 작업하는 팀이

고 한 팀은 한내 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내채 만드는 방법은 노리단 단원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스티브는 다른 방식의 한내 채를 만들 생각인가 보다. 기존의 한내 채는 매

트 양쪽을 겹쳐서 그 속안에 캐이블 타이를 2개 되는 방식과 안에 pe판을 잘라 본드는 붙

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스티브는 다른 버전의 한내채의 방식을 알려 주었다. 스티브의 한

내채는 두꺼운 매트 하나에 맨위에 윌더 비즈를 뽑아 화살표 방향으로 꾹꾹 눌러 붙이는

형식이었다. 기존 노리단에서 쓰이는 한내채는 딱딱 한 부분이 없고 헐 해서 오래 못 쓰

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스티브가 만든 한내채는 튼튼하여 오래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

았고튼튼하고딱딱한만큼타격감이좋았다.

(문병기, 23세노리단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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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월 10일(월) 사회적기업“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 사랑을 싣고”에 가다

�10:00 ~ 11:00 워크숍소개, 스티브랑턴프리젠테이션

�11:00 ~ 12:00 별명짓기, 워밍업(팀원들과친해지기)

�13:00 ~ 16:00 “자전거사랑을싣고”센터에서자전거분해조립해보기

하자센터와 함께하는 하자 커리어위크“스티브 랑턴 따라하기”프로젝트가 첫 진행되

는 날이다. 렌((홍 룡) 팀장이 이번 워크숍에 하여 간단히 설명부터 시작하 다. 우리

는 인간 동력을 이용한 자전거 형태의 악기를 만들 거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4일

차에는 하이 서울 페스티발에 같이 참여하여 자신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퍼레이드

연주를 하는 것이 목표 다. 스티브 랑턴의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저번에 한번 보았던 사진

말고 더 다양한 사진들과 상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조형물에서 저런 소리가 나는지

신기하 다. 

오후에는 사회적기업인“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 사랑을 싣고”에 갔다. 한편에서는 중

고 자전거들이 줄줄이 서 있었고 한편에서는 중고 자전거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우리는 이 기업에 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다. 이

기업은 아파트나 도시를 돌아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와 새롭게 탄생시키고 이 탄생시킨 자

전거를 가지고 불우 이웃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싸게 사람들에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회사

다. 

우리는여기서천막을치고중고재품중에서쓸만한자전거를고르기시작했다. 

바퀴 분해 하는 방법을 소개 받고 직접 해보는 시간. 자전거 탈 줄은 알았지 고치지는

못한 사람들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전거는 특별한 에너지를 들이지 않는다. 도심

속의 공해와 고유가 시 에 딱 들어맞는 일이다. 자전거 분해를 해 봄으로서 자전거에 원

리에 해파악이되기시작하 다. 

우리는분해를해서한사람당2개의바퀴를가지고다시센터로돌아왔다. 

바퀴를 이용하여 빨리 악기를 만들고 싶어졌고, 어떻게 악기가 나올지 정말 기 가 많

이된다.  

(문병기, 23세노리단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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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월 12일(화) 재활용을 이용한 파람, 나팔 만들기

- 하자커리어위크“스티브랑턴따라하기”워크숍두번째

파람(얇은 PE파이프를 이용하여 부는 피리)을 제작하 다. 이 피리의 원리는 간단하다.

리코더와 원리가 똑같다. 바람을 불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바람과 밑으로 내려가려는 바

람의 진동으로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 PE파이프에 리코더처럼 불 수 있도록 구멍을 내어

발사라는 나무를 비스듬히 갈아서 만들게 된다. 파람의 소리는 정말 신기하다 바람의 쌔

기에 따라서 음의 소리가 2개 나온다. 그리고 밑구멍을 막으면 또 다른 화음이 되는 소리

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파람의 악기에서만 4가지의 소리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악기를 G(솔) 음으로 맞추었다. 튜닝을 하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했다. 더 정확하게 들

어가자면 설명이 길어 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이프가 길수록 음은 낮아지

고파이프가짧을수록음이높아진다.   

두 번째 작업은 나팔을 만드는 것이다. 나팔의 원리도 간단하다. 빨 를 이용하여 나팔

을 만드는데 빨 를 납작하게 만들어 입에 물어“후~”불개 되면 빨 의 떨림으로“뿌~”

하고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 다른 크기의 빨 를 하나씩 잡아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적

당한크기로잘라한쪽끝부분을납작하게누르고소리가잘나는지확인한다. 

그리고 소리가 잘 나게 되면 소리의 크기를 더 증폭 시켜주기 위해 앞에 얇은 pe파이프

를 조금 어준 다음 1.5L페트병 앞부분을 잘나내어 피리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켰다. 앞

에큰페트병만되어줄뿐인데정말큰소리가났다. 

다 만든 나팔로 다 같이“뿌~”하고 불어 보았다. 정말 지구를 날려버리는 듯 소리가 울

렸다. 꼭코끼리떼들이우는것같은느낌도들었다. 

만든 파람과 나팔을 이용하여 연주를 연습했다. 꽤나 소리가 잘 울려 퍼졌고 조금 더 서

로의 호흡을 느껴가며 서로의 악기소리도 잘 듣는다면 더 화음이 제 로 나는 연주를 할

수있을것같다. 

(문병기, 23세노리단단원)

6) 8월 13일(수) 인간 동력 상 관람, 자전거 바퀴를 이용해 이동 두둥 만들기

- 하자커리어위크“스티브랑턴따라하기”워크숍세번째

오전에는 인간 동력에 관한 상을 보았다. 난 두 번 째 보는 거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

을 가지고 인간 동력에 해 관찰하기 시작하 다. 정말 좋은 인간 동력은 역도 선수들처

럼 모든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발생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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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선수들처럼 한 번에 많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전거 악기 인간 동력의 제

일 많이 쓰이는 발(다리)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전해 준다는 것

이 정말 재미나게 느껴졌다. 정말 고유가시 를 접어들면서부터 자전거 악기를 더 중요하

고도정말즐거운작업이될것같았다. 

오후에는 정말 11일에 수거해 온 자전거 바퀴를 활용하여 두둥이라는 북처럼 소리가 나

는 악기를 제작하 다. 화공 약품통에 자전거 바퀴를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위

험한 공구들을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쓴 공구들만

봐도 270도까지 올라가는 용접기, 핸드 그라인더, 드릴 프레스와 같은 큰 공구들을 많이

사용하게되었다. 안정장비는정말철저히착용하게되었다. 

화공 약품통에 바퀴의 자리를 잡고 붙이고 두둥이 쓰러지지 않게 받침 를 달고 끌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손잡이를 달았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니 정말 쉬운 작업인 것 같지

만 정말 쉽지 않았다. 2인 1조로 두둥을 제작하여 두둥을 1인당 한사람씩 다 만들지는 못

했지만 만드는 방법을 알았기에 내일은 더 쉽게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만 같았다. 연주 연

습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내일 있을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연이 정말 기 되고 가슴이 벌써

부터벅차오른다.

(문병기, 23세노리단단원)

7) 8월 28일(수) foonki 제작

나는‘풍키’라는 빽파이프 비슷한 악기 만들기에 한창이다. 시끄러운 기계소리 속에 쉴

새없이자르고, 붙이고, 깎고, 녹이고하다보면하루가너무나금방간다.

즐겁고 재미있다. 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게다가 그것은 곧 멋

진소리를내고아름다운음악을만들어낼것이라는게.

공연과 연주와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악기를 만들고 있는 내가

진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내 손으로 창조한다

니……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시작이 아닐까…… 그동안 음악을 계속 다뤄왔지만 음악의 잊고

있었던저밑바닥의아주중요한곳부터다시시작하는기분이다.

그리고삶자체가그런작업의연속인스티브가참멋있고매력적으로보인다. 

스티브는 단한 에너자이저다. 작업시간이 되면 모두 바쁘지만 특히 스티브는 제일 바

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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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말고는 아무도 작업방법에 능숙하지 않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세 파트로

나눠진 작업들을 감독하고, 그것 이외에 자신만의 작업도 함께 따로 진행한다. 그렇지만

전혀지치지않고, 언제나참친절해서고맙다. 그일을정말좋아하는에너지가느껴진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본능 등 이런 분류 안에는 공작, 만들기, 손노동도 포함되어있는

것같다.

정말오랜만에, 거의1년만에다시악기를만들면서그냥즐겁고재미있는것이상의뭔

가충분하지못했던욕구가채워지는느낌이다.

(강희수, 18세노리단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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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수평가

1) 사회적 기업 기술연수 사업의 인바운드 레지던스 사업의 모델 창출

�‘한국의장인이외국에가서특정기술을배우고그것으로창업과자기고용을하는프

로그램’으로서갖는실업극복국민재단해외연수사업의취지를존중하며그것을역발

상하여 한국에 아티스트, 사업모델을 직접 초 함으로서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사

람들에게참여기회를제공.

�하자센터 청소년들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노리단 단원들 뿐 아니라 청소년

들의 예비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가능성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의성장을도모했다.   

2) 사회적 기업 노리단의 자전거 정책, 자전거 문화의 새로운 모델 창출

�지난 10여년 간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에 한 안으로 추진되어 온 자전거 정책

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설치에만 주력해왔다면, 그 활용 방안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는 사회적 계기를 마련, 우리 공동체의 수요와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

며, 스티브랑턴과노리단이공동의공익적미션을수행했다.  

3) 노리단의 공연예술, 공공디자인/미술 시장의 창의적 진입

�현재 노리단의 생태주의 악기/조형물 오브제를 한 단계 질적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

를 높이며, 노리단에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노리단의 공연예

술, 공공디자인/미술시장으로창의적진입돌파구를연다.

�이번에개발된악기자전거는노리단의극장작품‘핑팽퐁’의장기공연(11월22일~12

월7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의 무 예술에 활용되며, 9/10/11월 하반기의 각종

축제및공연이벤트에초청되어시민들과만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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