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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 금 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그 전통이 취약하고, 시작하는 단계이므
로 한국의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수행과 이윤창출은 특정 이해 집단이나 특정 단체만
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공동체,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난, 소득양극화현상 등으로 고용창출이 시급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
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
계라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가 크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
선이 필요하며, 정부주도로 육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잘 정착되어 자생력을 가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주제어 :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Ⅰ. 서론
신자유주의가 현대사회의 주요 흐름이 되면서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
되고 실업문제,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었
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 등 여러 가지 사회서비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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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
적 기업이다(김석원, 2011).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
다. 즉, 2000년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사업이 도입되고 2003년경부터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국가재정지원 의존
도를 낮추고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고 보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부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실시되었고*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많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를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권형, 2011).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30년 이상 된 영국은 5만 8천여 곳이나 되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
법 시행('07.7.1) 이후, 50곳에 불과하던 사회적 기업은 현재 723개로 5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의 지난해 총매출은 5,200억원, 고용 인원은 1만 6,908명(올 6월
말 현재)이다(조선일보, 2012.11.23).
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 기업은 1,340여 곳에 이른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도 6배 이상 늘었고,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도 약 251배가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12).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구상은 유
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80년대부터 발전해 왔으며, 90년대부터는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제화도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
생산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하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대다수의 사회
적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권형,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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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고찰
근대 탈산업화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확
대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에 의한 양극화와 정부의 재정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이에 중
간지점인 제3섹터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을 기반
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경제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경제를 다시 사회의
하위에 두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경제의 목표를 이윤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실현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의 영역에서 특
히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사회적 기업이라 부른다(박성우, 2011).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정의
사회적 기업(社會的 企業,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social venture)은 비
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
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
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분명한 것은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NGO)가 아니고 기업(會社)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일시적, 이벤트성 사회 기부활동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
는 방안을 모색하던 기업과, 심각한 취업난에 놓인 국민,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
요를 감당해야 할 정부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단기, 저임금 정부재정 일자리로 부족한
사회서비스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
게 되었다(박동수 외, 2011).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유럽에서 1970년대 처음 등장하여 199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복지제도,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기
의 하락과 함께 등장한 만성 실업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윤성희, 201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관련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사
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물론 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도 유럽
과 미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다 유럽식 개념에 가까운 OECD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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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정의는 “기업가적 전략으로 조직되지만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그 주된 목적
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ㆍ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또한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와 실업의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 해법을 안출해내는 역량을 갖춘 모
든 민간 활동”으로 되어 있다(OECD, 1999).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공익적 목적 실
현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기업으로서 자생할 수 있
는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하이브리드(hybrid)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
에서 사회적 기업은 제4섹터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며,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 및 지역사회비즈니스와 일부 공통된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Feiss, 2009). 단순히 지역경제의 대안을 실행하는 비전의 화신이라는 점(Zografos,
2007)에서 나아가, 서로 다른 사회문제를 다른 방식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소셜
벤처(social venture)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Yun,
2009).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구축을 통해 기존 복지국가에 새로운 기
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며, 정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김성기, 2010).
Ridley-Duff(2008)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출현을 자본주의 경제에서 협동조합 형
태 기업, 그리고 상업원리로서 ‘상호부조(mutual help)’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인
한 제3부문(third sector)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제3부문에 소속되는 다양한 조직들은 현대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영원칙
이 점점 더 소외집단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제3부문 조직들은 사회적 배제를 줄이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
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예컨대 ①소외집단들에게 염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조직의 교섭력으로써 희귀
하고 값비싼 자원에의 접근도를 확보하려는 협상을 전개하거나 ③자신들의 조직을 통
하여 개별 구성원들에게 참여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강화하거나 ④자선적 관행들과 조
직들을 통하여 소외집단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려는 등의 방법들이 그것이다(배진한,
2010).
1996년 유럽연합 15개국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EMES(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9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규범적
틀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 도구로서 이상형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표 2-1> EMES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홉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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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준 4가지

사회적 기준 5가지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비영리조직과
달리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한
다.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일
정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주주
는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갖는다.
⦁사회적 기업 운영에는 상당한 경제적
위험이 존재한다.
⦁자원봉사자가 있어도 최소한의 유급
근로자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특정욕구를 공유한 시민집단이
주도한다.
⦁의사결정 권한이 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
고, 일반적으로 1인 1표에 의해 공유된다.
⦁기업 활동에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이해 당
사자 참여로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를 강화
한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제한적으로
이윤 배분을 한다.
⦁지역사회, 특정집단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추구한다.

자료 : 정병순 외(2008).
사회적 기업은 ‘新 사회위험’의 출현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복
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특히, 새로운 복지공급자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즉, 사회적 기업을 통해 빈곤계층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근로빈곤계층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즉, 사회적 기
업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두 가지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김석원, 2011).

2. 사회적 기업의 등장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역사 변천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강병준,
2011). 미국은 개인의 물질적 출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리스크, 다양성, 상호 의존성
이 부족한 반면, 유럽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내의 관계, 삶의 질, 지속 가능한 개
발, 인권과 자연, 다원적 협력을 강조한다(Rifkin, 2004).
이처럼 사회적 기업이 처음 출현한 유럽과 미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자들도 사회적 기업의 출현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
업이 가지는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은 중세
의 길드에서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지만 로치데일*에 의해 1844년 발견되었고, 로치
* 저임금과 실직에 허덕이던 랭커셔 지방의 직조공 28명이 1844년 로치데일에 설립한 조합으로, 잉
글랜드 최초의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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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은 다수의 사회적 기업 성장의 시작을 일반적인 길드의 성장으로 보았다(Pearce,
2003).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변화로부터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Toby, 2010).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맞이하면서 스태
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거시경제 및 복지정책에 일련의 혁신이 일어났다. 그 후
신자유주의 경제와 유럽을 중심으로 복지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기
업이 등장하였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유럽 국가는 높은 실업률과 함께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저성장 경제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복지 부분의 개
혁 압력을 높여 시혜성 복지에서 근로자를 생산현장으로 재취업시키려는 근로 연계 복
지 또는 생산적 복지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효율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로 시장 요청에 의해 탄생되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야
기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실업, 가난, 빈곤 등에 대한 비영리 부분의 참여도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의 비영리단체들의 협조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공적 영
역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영역도 아닌 제3의 섹터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로
발전하게 되었다(이윤재, 2010). 즉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한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적 해결방식을 찾은 것이다(이경숙,
2011).

3. 사회적 기업의 특징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모두 가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주로 사용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경제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경제를 다시 사회
의 하위에 두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경제의 목표를 이윤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
의 실현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영
역에서 특정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리
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 참여를 통해 비영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체들도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포함된다(최혁진, 2006).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데 사회적 경제 이론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업
자체가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가 공공영역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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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기업)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경제를 실현
하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 파악할 수 있다(김석원, 2011).
프랑스의 학자 Defourny(2004)는 사회적 기업의 공통된 특징 9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2> Defourny의 사회적 기업의 9가지 공통된 특징
기준

내용

지속적인
생산과
서비스 판매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한다.

2

높은 수준의
자율성

사회적 기업들은 자율적인 프로젝트에 기초한다. 공공보조금에 의존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다른 조직들(연합회, 민간 열린기업 등)
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경영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Voice and
Exit’의 권리(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그들의 활동을 종
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경제적
위험 상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니셔
티브의 위험을 떠맡게 된다. 그들의 재정적 생존능력은 적절한 자원
을 구하기 위한 그들의 구성원과 노동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4

최소한의
유급노동

대부분의 전통적 비영리 조직처럼, 사회적 기업 또한 재정적인 자원
과 비재정적인 자원, 자원봉사자와 유급노동자를 조합할 수 있다. 그
러나 사회적 기업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최소 수준의 유급노동자를 요
구한다.

5

지역사회
이익명시

사회적 기업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6

시민사회에
서 기원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뚜렷이 정의된 필요나 목적을 공유하고 있
는 집단이 가진 집합적 역동성의 결과이다.

7

의사결정권
과
자본소유의
분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운영기구에서 자본 지분에 따른 투표권
을 배분하지 않는다. 자본 소유자들이 중요하지만 의사결정권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나누어 가진다.

8

개방적
의사결정

이용자나 소비자, 이해당사자의 대표성과 참여는 사회적 기업의 중요
한 특징이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 등 하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 지
역수준에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9

제한적
이윤 배분

사회적 기업은 전적으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조직만을 포함하는 것
은 아니다. 협동조합과 같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윤을 배분하고
이윤 극대화를 방지하는 조직들도 포함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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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사회적 기업은 사기업 혹은 타 비영리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제3섹터
영역에서 다른 비영리기구에 비해 민간영역(시장 혹은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가장 많
이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실질
적인 특징들은 각국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정착되어 있다
(김석원, 2011).

4. 사회적 기업의 유형
사회적 기업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공공부조형과 시장 친화형 그리고 지역사회 친
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경휘 외, 2006).
공공부조형은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을 혼합해 만든 시장
유형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자를 위한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수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또 다른 공공부조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인 자활공동
체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둘째, 미국식 사회적 기업인 시장 친화형은 비교적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으
로 개인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혁
신적인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친화형 사회적 기업이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개인 및
지역사회 발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이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빈곤 구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기능 또한 가진다(이경숙, 2011).
또한 그 목표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임혁백 외, 2007).
첫째, 노동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둘째, 사회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셋째,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다. 우선 노동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보호고용과 과도적 고용의 제공
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장 메카니즘에서 수익 활동
을 강조하며 정부와 공적 기금의 지원은 적은 편이다. 일자리 제공의 활동은 주로 노
인, 장애인 등 취업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고용으로 시작하였다. 둘째, 사회통
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공익적 사업의 경우 전부 또
는 일부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지만 사회적
기업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노동통합과 사회통합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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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지만 다른 계층에게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고 시장 내
부의 영리 활동을 하면서도 공익적 목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5. 사회적 기업의 기능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며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기업으로 일반기업과 다른 점은 기업의
수익 활동을 사회문제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
규직 근로자 증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되고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연스럽게 사회는 실업, 빈곤 또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우리는 사회적 기업
의 역할에 그 기대를 걸고 있다(이용선, 2012).
1) 고용 창출의 기능

사회적 기업은 고용 창출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적 기업은 장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경제의 역동성을 강
화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
기 이후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사회 서비스 제공 기능

영리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많은 한계를 보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
회서비스의 제공은 일정 수준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기관이 모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영리기업은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1980년대 이후 널리 확산된 복지국가의 민영화전략은 사회적 형평성을
낮출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소득차별과 저임금,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범죄율, 가정의 붕괴 등으로 고통을 받아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돕기 위한 서비스
의 제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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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윤창출 및 사회공헌 기능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사회 발전
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실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발전 및 성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교통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을 위해 기여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원봉사와 시민참여를 통
해 사회적 연대와 상호부조를 강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사회
적 자본을 창출한다.
4) 지역사회 통합과 활성화 기능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재생과 사회통합,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특히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소수집단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정부의 정책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회적
욕구를 가진 한계집단의 수요를 위한 사회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인 이들을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통로역할도 수행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결속과 신뢰 확산을 통한 사회적 자본 창출에도 기여한다.

Ⅲ. 외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출현배경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
는 국가로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사회적 기업
들은 대체로 노동통합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조영
복 외, 2008).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이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에
주력하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협동조합 중심으로 발전
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미국은 NGO 중심으로 발
전되어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정우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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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고 활동이 활발한 국가이다. 영국의 사
회적 기업 유래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44년 부당한 가격을 좌지우지하던 당
시 공장주들과 점포 소유주들에 맞서 로치데일(Rochdale)의 28명의 남성 근로자들이
28파운드를 모아 가게를 열었던 것이 훗날 현대적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의 기원이 되었
다(김명희, 2008).
이 로치데일의 선구자들은 이 가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였다. 그 이후 1970년대 농촌 및 도시환경에서의 기회 부족에 대응하여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업운동이 일어났다. 영국 통상산업부(DTI)의 정의
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이란 민간 기업처럼 이해관계자들과 소유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필요성에 의해 운영된다기보다는 기업 또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이익금이 재투
자되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한다(DTI, 2002).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경기부양을 제공하는 한편, 빈곤지역, 사회적 포섭 및 공공서
비스 개혁 분야의 경제적 희생과 같은 영역에서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포괄한다. 사회
적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사회적 목적*달성에 사용한다. 또, 사회적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창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술을 확보
하도록 헌신하는데 윤리적 가치를 두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 상당히 큰 규
모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주요한 조직구성
원으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초기 자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영국 사회적
기업의 수입원을 보면 정부에 의한 자금조달이 40%, 민간기부가 30%, 시장이나 참여
자들의 요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30%로 나타났다. PAT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사업이 안착된 뒤에도 재정적 지원과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PAT 보고서는 사회적 기업이 자금을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다양한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김석원, 2011).
영국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에 우선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창출된 수익을 사업
*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고용, 창출 및 거래 또는 지방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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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나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구현이라는 국가적 비전 및 주요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법적 지위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해당 기
업의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임무가 기업의 지배구조 속에 포함되는 방식, 상업 활동
을 통해 얻은 이익을 처분하는 방식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협동
조합 이외에도 시민단체, 복지조직, 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등 다양한 조직 유형이 사회
적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이권형, 2011).

2. 미국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후반의 경기불황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조직들이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에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개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선희(2004)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였다.
첫째 유형은 ‘사회적 목적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이 경우는 기업의 영리적 수
익 활동과 사회적 임무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수익창출사업은 사회적 프로그램의 일환
이고 미션 중심적이다. 이 유형은 다시 ①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정규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기업과 ②참가자에 대한 직업훈련
이나 치료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미션을 수행할 일환으로 영리적 수익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
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 가장 강렬한 표현으로 널리 알려
진 루비콘 프로그램(이하 루비콘)이 ②에 해당한다. 노숙인,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비영리조직인 루비콘은 루비콘 조경사업과 루
비콘 베이커리를 통해 수익창출과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진행한다.
둘째 유형은 사회적 임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수익창출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이 경우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의 재정 조달을 위한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이 유형은 ①비영리조직이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조달을 위한 수익원으로 설립한 기업과 ②비영리조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기업의 이익을 온전히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는 영리기업으로 구분된다.
얼마 전에 작고한 영화배우 폴 뉴먼이 창업한 ‘Newman’s Own’은 널리 알려진 ②의 사
*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노동자생산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협동조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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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셋째 유형은 영리와 비영리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쉽을 이루는 기업으로 ‘공익연계구
매’나 ‘공익연계 마케팅’등을 통해 비영리조직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
연계구매는 대기업이 하도급을 통해 독점적 시장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보잉사의 경우 Pioneer Human Services의 사회적 기업 중 하나인 Pioneer Industries
에 부품 재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양질의 부품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
다. 공익연계 마케팅은 사회적 이슈나 공익에 기업의 제품을 연결하고 비영리조직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기부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비영리조직
에 의해 설립된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는 조직
중에는 지역사회 벤처나 사회적 벤처 등과 같이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
치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벤처기업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래서 비
영리조직이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을 진전시키는 수단으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 벤처가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활발한 기부문화는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많은 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자선을 시혜가 아닌 투자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투자 유치로 바라본다. 이러한 활동을 벤처자선이라고 하며, 미
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김석원, 2011).

3.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70년대 말부터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직으로서 협동
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이 기업의 지위를 가지면서 배분되지 않는
이윤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이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형태가 요구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공급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전혀 공급되지 않는 사회서
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
합(social cooperative)이 1991년 제정된 381/1991법에 의해 법적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외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이라는 지역사회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
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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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수혜 대상은 협동조합의 회
원이 아니어도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될 수 있다. 둘째, 회원은 유급근로자, 자원
봉사자,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즉, 커
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활동영역에 따라 두 개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 또는 의료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A형 협동조합으로 불린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배제
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B형 협동조합으로 불리며, 농업, 공업, 수공
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이권형, 2011).

<표 3-1> A형 및 B형 협동조합의 비교
A형

B형

- 사회적 원조 또는 지원이 필요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

-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노동조합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 의료 및 교육서비스

-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다양

사회통합

-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의 노동자
를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전체 노동자 중 적어도 30%는 사
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
을 고용해야 함

조합원

- 유급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자원
봉사자, 공공기관 등

- 유급근로자, 자원봉사자

- 없음

-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세금 면제 가
능

목적

세제 우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법적 승인 이후 기업가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지향하는 새
로운 혁신적인 모델로 전국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위탁계약을 통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70%는 A형에 속
하게 되었는데, 이 유형은 이탈리아 복지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결속력을 창출하
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약 90%는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며, 이중 70%는 50명 이하로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사회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는데 유리하게 작
용하였다(이권형, 2011).
* 법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원봉사자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90년대 초에는 협동조합이 A형이든 B형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96년 11월 이후 정부
규칙의 변경으로 일정한 승인 조건에 따라 양자를 모두 사업영역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134 -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 프랑스
프랑스는 사회적 기업보다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프랑스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지만, 장기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 구성요소의 분산과 재편, 경제의 사회적 뿌리 회복이
라는 가치를 걸고 사회적 경제가 성장한 것은 1980년대였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들어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 대처하면서이다.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조직
들은 사회적 배제의 대처 방안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노동을 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를 위해 창출하는 일자리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
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설정하였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나아간 것이다(조상미 외, 2011).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발전의 결과는 정부와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협력이
이루어 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특한 점은 일반기업 지원이 매우 크고
활발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강력한 추진능력
과 풀 뿌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전문기술과 자금을 위한 기급조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이러한 바탕에 1998년 제정
된 반소외법을 시작으로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일반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반소외법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고 고용노동사회통합부
를 설치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는 단체별로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김광호, 2002). 따라서 프랑스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주도 주체는 잘 발달된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기본적 바탕위에 영
국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정
부라 할 수 있고, 이를 일반기업이 보조적으로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지원은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발전목표인 직업훈련과 고용에 맞춰져 있는데, 각
각의 사회적 기업 유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업들이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경우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노동부, 2004). 대표적인 고용 사업지원으로는 서
비스 바우처제도가 있는데, 이는 프랑스 가정에서 기관들이 제공하는 가사노동, 조경,
쇼핑, 육아, 노인복지,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에 시행되었다. 각 바우처는 한화로 약 22,000원의 가치가 있고, 바우처 발행기관은 보
통 근로자협회, 상호조직, 연금관리단, 지역정부, 사회서비스사무소 등이다(조상미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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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배경
1990년 말부터 국내에서도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의
저하, 고령화, 사회구조의 변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복지 문제가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소외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도입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양질
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입안과 정부와 기업, 민간이 함께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영역이 광범위해졌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육성이
고려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선, 2012).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으로 병행되어 진행되었다. ‘자활지원사업’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여 그 정책의 효과성에 관
한 논란이 계속됐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7년 이후 광
역형, 기업연계형, NGO 단독형사업 등으로 시행됐으나,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고, 단기
ㆍ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노동
부, 2008).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용사정의 악화로 2008년 10월, 2009년 1월,
2009년 5월 등에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때 사회적 일자리
에 대한 정의는 현재 사회적 기업의 정의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일
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환경, 문화, 지역개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수
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자립
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공모 기준도 수익성 및 지속가능
성을 중시하여 공익형, NGO 단독형, 고령자 적합형 등의 사업은 배제하고 그동안 성과
를 인정받은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노동부의 사회
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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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 예비 사회적 기업은 자립을 지향하는 사회적 일자
리 창출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
을 의미한다(이권형, 2011).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담 부처는 노동부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보면 노동
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사회적 기업 인증, 재정 및 경
영지원 보고를 받으며, 인증취소 등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노동
부, 2009).

2.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국내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유럽이나 미국과 다른 가장 큰 제도적 차이점은 인증
제도에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제8조
의 7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3) 사회적 목적 실현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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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
합된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
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
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 기업이나 연계 지자체담
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함. 사회적 기업으로 인
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은 총 수입과 총 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
를 제출해야 함.
6) 정관/규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규칙)속에 사회적 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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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사회적 목적을 취해 재투자한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이와 같은 인증 요건을 만족하여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세제
지원,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해놓고 있다. 먼저 재정지원 부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에 따른 심사를 통해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세제지원으로는 사회적 기업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하
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해 주고 있다.
경영컨설팅지원 부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경우 권역별 지원기관의 컨소시엄,
협력기관, 프로보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이권형, 2011).

3.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표 4-1> 사회적 기업의 소재지별 분포(단위 : 개소)
지역

인증기관의 수

비율(%)

지역

인증기관의 수

비율(%)

서울

164

22.7

경북

42

5.8

인천

34

4.7

광주

30

4.1

경기

126

17.4

전남

29

4.0

강원

36

5.0

전북

44

6.1

부산

50

6.9

대전

19

2.6

울산

20

2.8

충남

23

3.2

경남

29

4.0

충북

30

4.1

대구

31

4.3

제주

16

2.2

합계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723(100%)

*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이다. 원래의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
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
적 약자들에 대해 무보수로 변론이나 자문을 해 주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프로보노들
은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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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기준, 인증된 전국의 사회적 기업 723개소의 지역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서울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은
324개소로 전국 사회적 기업 분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도시에 분포하는 사회적 기업이 150개소로, 전체에서 수도권
과 기타 광역시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이 7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분포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국내 사회적 기업 추이
기관 수

50

208

285

501

644

723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당시 50개였던 국내 사회적 기업은 723개로 5년 만
에 15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의 지난해 총매출은 5,200억원, 고용인원은 1만 6,908명
(올 6월 말 현재)이다. 이중 61%인 1만 631명은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이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자들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5년간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받
는다.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기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작
년 말 노동부의 일자리 지원금 혜택이 종료된 170여개 기업 중 98%가 아직 사업을 유
지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11.23).

4.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문제와 한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동시
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ㆍ복지 상황은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김석원, 2011).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한 대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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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재는 사회적 기업 창업, 인력모집, 판로개
척, 재정접근 등에서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와 사회적 기업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김동주, 2009).
둘째,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사회벤처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지역에 요구되는 사
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의 자활기관이나 사회적 일
자리사업 참여기관 등 예비 사회적 기업군을 집중 발굴하여 건실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김석원, 2011).
셋째, 표면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성격이 지배적인 정부주도로 인한 사업적 한계이다.
넷째, 지원방식의 문제이다. 전문가 인력지원, 경영 컨설팅, 회계 인력지원, 마케팅지
원 등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
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여전히 인건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 지원에 사용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다섯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기반 자체가 취약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요구되고 있
다. 고객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보고 구매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품질을 사회적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살
아 남아야 하지만 시장의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의 규모나 체질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김동주, 2009).

Ⅴ. 결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실업과 사회적 양
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
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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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그 전통이 취약하고, 시작하는 단계
이므로 한국의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수행과 이윤창출은 특정 이해 집단이나 특정 단
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공동체,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난, 소득양극화현상 등으로 고용창출이 시급한 가운데 사회
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유용임, 2010).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인정, 정부차원의 전담부서의 설치, 각종 제도적 지원
책 구비, 정부재원의 지출 등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떤 내용이냐는 해당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방향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의 조건과 수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김동주, 2009).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서비스 확
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적 목적을 성취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 있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전
달체계라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가 크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
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주도로 육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잘 정착되어 자생력을 가
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황재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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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Problems and Activation Measur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Geum-Soon, Yu
Social enterprises, in Korea in their opening stage, are yet vulnerable in the
tradition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model
that can succeed in the context of Korea. Government should foster the social
enterprises that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value of national and local
communities.
The rendering of social functions and profit creation that social enterprises
pursues should be done for public communities, local communities and our nation
not for some limited classes or specific interest groups. In the situation that the
employment creation is urgent in our society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polarization and unemployment crisis, fostering policies and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central government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operation of the people
are essentially required.
Social enterprise contains lots of meanings in the facts that it is not an
alternative for job creation but also a new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
Therefore, the citizen’s recognition of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enhanced, and
it is sure that the social enterprises would play a bigger role socially and
economically in Korea if they have rooted safely to have enough ability to develop
themselves without outside aid although the social enterprises are now fostered
and led mainly by the government.
Key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services, job crea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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