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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이 연구는 기존에 정부에서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법과 제도의 정비 분야
를 제외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다섯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의 기초를 구성하는 정
의 조항인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연계기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의 재설계
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정의를 보완하는 법령 개정
안의 제시를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
적 실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둘째, 정부의 인증 과정과 인증 후에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촉진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정
신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 셋째,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위주의 재정지원과 함께 미소금융재단을 통한 저리의
정책자금 집행, 올해 시행된 초기 형태의 모태펀드 조성, 중소기업기본법 개
정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의 범위 포함 등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적 골격은 형성되었으나 이러한 금융지원정책이 정부 주도의
정책자금 형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사회적기
업 스스로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
호 부조 성격의 공제기금과 공제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 넷째,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당사자 연합체 구성과 운영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존재하는 당사자 연합체는 사실상 친목도모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성장 환경조성, 정책개발과 제언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영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현황과 활
동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육성법 제2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규정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및 지원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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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지원기관은 다른 정책 수단
에 비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기준이 역할에
비해 단순함과 동시에 너무 수월하게 규정되어 있어 민간지원기관이 난립함
은 물론 지원기관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원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컨설턴트 자격을
소정의 교육이수자로 한정하여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
게 하는 법안 개정을 제안하였다.
◊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 도입과 육성법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법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확보와 취약계
층에 대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제3의 대안적 정책이라고 확
신한다. 아울러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북한 주민통합
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훌륭한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들의 역할
을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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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 서론
◊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입과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이 현장의 문제점
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개
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정부 주도형의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정
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정책 흐름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2007년 사회적기업이 최초로 인증된 이
후, 2011년 7월말 기준 55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며 인증 사회적
기업의 약 60%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되며, 2011년 7월말 기준 555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이 5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을 핵심적 기능으로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경우가 전체의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의 조직 형태를 가진 기업
들이 가장 많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
현을 조직의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법
상의 회사와는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의 사회분야는 사회서비스 영역과 연
동되어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문화ㆍ환경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정부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지역밀착성이 강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
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이 강조되고 있음.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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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외 여러 정부 부처가 행정안
전부의 ‘마을기업’과 같은 유사 사회적기업 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3섹터의 일부로 간주되는 사회적기업 외에도 관련 주체들인 정부, 기
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활동이 이루어짐. 정부는 2011년「사회적기업 활성
화 방안」등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자립
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기업의 직접 설립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

임 강화에 따른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법제의 연혁과 육성법 제·개정 과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 문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복지 및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증대 등을 배경으로 제정됨.
◊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되면서, 정부지원 하에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 등
장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도화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05년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이 제안되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제정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짐.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1호 제1차 일부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으며,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되
면서 이에 따른 조문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함.

- 2009년 5월 21일 법률 제9685호 제2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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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중소기업진
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음.

-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0호 제3차 일부개정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지방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었고,이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음.

- 2010년 6월 4일 법률 제10339호 제4차 일부개정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등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음.

-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60호 제5차 일부개정
사회적기업의 목적 범위를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단체들의 참
여를 증대시키고,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며,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
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 유럽의 사회적기업 법제 현황
◊ 협동조합형 모델, 개방형 모델, 기업형 모델 등의 세 가지로 대별되는 유
럽의 사회적기업 모델 중, 사회적 성과와 분배 제한을 특징으로 하되 영리기
업에서 파생된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기업형 모델을 따르는 국가들
의 법제를 살펴봄.
◊ 기업형 모델을 채택하는 법제도의 경우 회사법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거나 독립된 형태의 사회적기업 법제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벨기에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은 1995년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됨.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규정이 과도하고 특별한 세제 혜택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경제의 주역이라고 함.
◊ 벨기에의 회사법은 사회적기업이 조직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적 목
적을 가진 정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면 기
업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산 배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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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유지, 지분소유자의 의결권 제한 등의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고, 정부의 감독 용이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현황 보
고서 및 대차대조표를 발간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책임이 존재함.
◊ 영국은 2005년부터 공동체이익회사에 관한 법을 시행하여, 독립적인 공
무원인 관리관(Regulator)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게
보장함.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2006년 개정된 영국의 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은 공동체이익심사 등
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자산배분 시 일정
제한이 있으며, 채권자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며,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
하는 공동체로서의 사회적기업을 규정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자선단체
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나 세제 혜택이 존재 하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려는 동기는 낮은 편임.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이익 연례보고서
를 발행할 의무가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정의조항 개선
◊ 현행 육성법상 정의 규정들은 정의 대상 개념을 추상적으로 기술하거나
그 범위를 하위 법령에 열거 조항으로 위임하고 있어, 인증제 하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을 불명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제를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 발생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함.
1. 제공되는 급부에 따른 취약계층의 구별 및 그 명확한 기준 마련
◊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현행 육성법 규정들(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
2조)은 일자리 제공 대상인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인 취약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일자리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요소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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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의 대상으로서 사회서
비스 제공 대상인 취약계층과는 구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차이를 고려할 때 일자리 제공 대상인 취약계층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인 취약계층은 그 기준을 보다 명확
하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일자리 제공 대상 취약계층의 경우, 시행령(제2조 제9호)의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노숙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
라 취업이 허용되는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허가자·난민 신청인 등을 포함시
키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자의 경우(시행령 제2조 제1
호) 현행 법령은 소득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일반적인 소득기준 이외에 자산소득에 대한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 및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포함
◊ 2001년 8월 현재 55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은 46개(8.3%)에 불과하여 사회적기업 유형 중 그 수가 가장 적은데, 이
는 시행령 상 인정되는 사회서비스가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인정되는 유형의 사회서비스가 적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므로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 등 전문직 영역 서비스와 마이크로크레
딧과 같은 금융지원 등을 육성법상 열거되는 사회서비스에 포함하여 사회서
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한편, 현행 육성법은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
정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에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는 것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임.

3. ‘연계기업’ 정의 규정 개선을 통해 연계기업의 역할 및 기능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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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기업’은 시행령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육성법
상 관련 규정(제3조 제4항, 제15조, 제16조 등)들은 단편적인 내용만을 규정
하고 있어 육성법의 해석만으로는 연계기업의 명확한 위상을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연계기업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3년 이상의 법인세 납부실적,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상법상 법
인 등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추가하여 연계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있으므로, 연계기업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그
역할과 기능, 책임 등 연계기업의 위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
구됨.
4. ‘지역사회공헌’과 ‘예비사회적기업’ 등 신규 정의 조항 추가
◊ 2010. 6. 8. 육성법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이 사회
적기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었지만,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개념 요소를 판단
할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인증기관의 지침에 의해 사회적기업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육성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현행 인증제 하에서
부처별·지자체별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전단계로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부처별, 지자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는 실정이므로, 예비사회
적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
확보와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
◊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디까지나 “예비”이므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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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의 고용노동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실무상의 필요
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향후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예비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유형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법제화
1.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정책의 특징
◊ 현행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에 인증
요건을 규정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
정해 주는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창업 정책은 권역별 지원기관 설립운영, 경영컨설팅 지원 사
업, 상용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사업개발
비 지원 등과 같이 인증 이후 지원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실시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
업’과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실무적인 접근도 현
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
2.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정책의 문제점
◊ 인증 제도를 통한 창업 촉진은 사회적기업 본연의 사회적 목적 추구보다
사업 운영의 효율적 비용 절감이라는 부대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와 사회적기업
가 양성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현 제도 하에서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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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법률적 지원은 미비함.
◊ 실질적인 창업 촉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도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법률 미비로 지속적인 사업 전개가 불
투명하고 통일적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대상의 제한
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가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야
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3.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법제화 검토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는 육성법 상에 창업 촉진에 관
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우선 사회적기업 설립 촉진에 대한 국가의 사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인증받기 이전 단계의 지원책에 대해 함께 규정해 예비 사회적기업가
들이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의 유인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시적인 정책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기
업가 육성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및 권역별 지원기관의 통일적 운영, 대상 범
위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함.
◊ 이러한 법제 개선을 통해 현행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과정상의 재정지원 부담이 완화되고, 인증 또는 지정 후에 지원 되는 각종
재정지원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법제화하여 인건비지원 측면에서
재정지원의 부담을 덜고, 부적격자를 사회적기업가로 지정하거나 인증하는데
따르는 향후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기대효과도 예상됨.
□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확립

1.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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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 정책은 정부의 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재정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긴급 경
영안정 자금 등의 필요시 적립된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공제기금이 필
요함.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1. 7. 25 개정)으로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별도의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공제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성
격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고, 양자 간에 자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고, 중소기업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제도의 발
전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음.
◊ 소결 :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설계에 있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별도의 공

제제도를 만드는 방안,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들만의 공제제도를 만드는 방안이 있음.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성
장하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전
자의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고 앞으로는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과도기로서 후자의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임. 다만 기존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독립적
성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공제제도의 근
거조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금과는 별도 관리 되는 기금 조성이 필요.
2. 벤치마킹 대상
◊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공제제도는 2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공제제도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즉 중소기업공
제기금처럼 긴급경영자금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도산을 방지하
고, 노란우산공제처럼 폐업이나 노령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회보장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이와 함께 보증보험의 기능, 세제혜택, 보험혜택 등
의 기능도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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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제도도입을 위해 제도의 정착까지는 정부의 한시적 역할과 지원
이 필요하고, 공제사업의 평가 및 도덕적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중도해지
페널티 부여, 위험관리, 공제 가입 유인 제공 등이 필요.
3.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법제화 검토
◊ 법률 개정 방향
사회적기업 공제 제도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위급한 경영상의 긴급자금 대출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 다만 초기과정에서 그 규
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관리하고 별도의 계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 다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의 공
제기금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내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
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탁관리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 예시
- 사회적기업육성법(조문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의 3(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사회적기업가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
을 기하며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의 확립에 필요
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기금의 관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
기업 공제기금을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5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3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 관리에 대한 감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조문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의 3(업무) ① 중앙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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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3에 의한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사회적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별도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하 규정에서 별도의 절로 공제 가입 요건,자금의 조성,사업,공제 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등을 규정.이때 내용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소기업과 소상공
인 공제사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면 될 것임.
□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법제화 필요성 검토
◊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네트워크
로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불과한 사회적기업들이 연합하여 개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형성 등에 일관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단체임. 현재 전국 차원 및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재정상, 인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
제로는 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경제주체
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가 잘 조직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예컨대 2002년 통상산업부(DTI)는 전략수행의 핵심파트너로서 당사자
연합체의 하나인 SEC를 적시하고 있으며, SE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위 연합이 동 부문의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일괄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천명하여, 네트워크가
자발적 민간단체이지만 동시에 정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정책 형성의 파트
너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
-또한 2006년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로
서 내각 내에 제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 OTS)을 설치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하 KCCSE) 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연합조직으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
업협의회가 존재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국 16개의 시/도에 모두 광역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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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협의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단위(시 혹은 광역시의 구)에 여
러 개의 사회적기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당사자 연합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
만 그 운영상 한계점이 많음. 재정적 지원이 거의 전무하여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다 보니 상근 직원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근 직원을 두더라도 대부분 1~2명에 그쳐 수십 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연합체 조직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여건임. 따라서 애초 설립 의도와 달리 재정부족과 지원 인력의 부족
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단체임에도 협의체의 권한의 한계, 현실적인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
여 운영 및 존립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정부 차
원에서 보완하여 연합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원동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할 기능 가운데 하나로 ‘업종, 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하지
만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 예산만으로는 전국∙지역∙업종 단위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구축, 운영, 지원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지원 근거 조항 등이 필요하므로
입법적보완이 요구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 문
제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아래의 3가지 개정방안을 제시함.
◊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석상 모호함이 존재
하므로 1)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명시적 정의규정 신설과 2)
이에 포함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함. <정의
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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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회적기업법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로 규정된 사회적기업 네트워
크 구축,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제20조 제4항 제3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사
회적기업 네트워크’에 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편 최근 2011. 7. 25. 공포된 중소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다양한 중소기
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규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당사
자 연합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의 경영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민간단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현재 열악한 지위와 상황을 고려
할 때 사회적기업의 기본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규정하여 존립근거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형
성 참여 및 민간 지원 활동이라는 역할을 명료하게 하여 그 지위를 강화하
는 제1안과 제3안을 결합하는 형태가 가장 실효성 있는 개정안으로 보임.
□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법제화
◊ 해외 사례에서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은 경영 노하우 및 전문지식 전달
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이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
비 중인 비영리단체와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말하며 육성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민간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육성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지원기간의 업무 수행 범위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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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이 그 수행범위에 속하며 현행 운영 실태
로는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15개 기관과 특화(전문) 지원기관 10개 기관이
공모방식으로 선발되어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
아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의 민간지원 운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정부에 의해 창설
된 사회적기업 발전단 (Social Enterprise Unit)이 정부, 민간지원기관, 사기
업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유기적이고 통일되게 조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은 전문 분야 지원기관, 특별 영역 지원기관, 특별
단체 이익 대표 기관으로 구분되어 사회적기업들에게 정보, 조언, 자문, 교
육·훈련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시범 운영된 사회
적기업들의 44%가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을 활용하였다고 발표되었음.
◊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운영에서 보여주는 시사점으로는 (1) 민
간지원기관의 컨설턴트들의 경우 전문적 경영 노하우 및 지식을 보유함은
물론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2) 사회적기
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법적 형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컨설턴트가 요구된다
는 점, (3) 컨설턴트들의 자문분야 선호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 (4) 각 분야의 컨설턴트가 연계
하여 사회적기업인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시스템의 효과가 크다
는 점이 있음.
◊ 현행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위탁 운영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민간지원
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위탁사업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과 노
하우 축적 부재를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률개정방향으로는 (1)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 제2호의 자격요
건에 사회적기업 컨설턴트 필수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그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고 민간단체의 자격을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2) 민간지원기간 사전지정제를 육성법의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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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도입되어 시행된 것이 4년째에 이
르고 있다. 육성법의 도입이후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를 위한 지원제도의 정비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어 왔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보완의 요
구가 해마다 현장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의 저변에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현장과 지원기관 그리
고 행정지원의 문제점을 법이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여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데 미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도입과정이 일자리 확대와
같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적인 육성 정책에 의해 이루
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주된 역할이다 보니 도입 초기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소 감안하지 못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도입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한 주체들이 기업경
영에는 다소 비전문적인 사회단체들 이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육성법 시행이후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는 최초란 점이 현재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최근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2011.6.9)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도
개선책을 제시한 점은 다소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은 사
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정책기조로 하였다. 먼저 사
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경영․창업지원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한편 미소
금융을 통한 융자규모의 확대, 특별 보증한도의 책정,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킴으로서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들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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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고무적인 정책이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추천
제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 내 산재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를 사회적기업
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것 또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끊임없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과 주
요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봉착한 근
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법제
도의 개선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부에서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법과 제도의 정비
부분을 제외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에서 추
진 중인 법과 제도의 개선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하여 그 보
다 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견해임을 밝히고 싶
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기조가 정부 주도형의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양적확
대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른 문제
점 역시 사회적기업의 현장과 연구가들 모두 한결 같은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가지고 있는 근
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제의 사회적기
업가들의 애로사항과 이러한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즉 민간지원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
회적기업육성법 또한 전문적인 법률적 운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법
조계의 이론과 학문적 비판 또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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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는 사회적기업의 명칭과 관련한 정의 조항과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등 사회
적기업육성법의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들이기 때문이
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창업촉진에 대한 법제화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와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만으로 건강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
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회
적기업은 단순한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진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진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호공제 제도의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토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수립이후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제도 특히 금융지원제도를 활용케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별보증한도의 설정, 미소금융의 대부확대 등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
으로 기대해볼만 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기업은 정책금융과 정부의 직접
적 재정지원, 연계기업의 보조금 등으로 주요 금융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이
러한 시혜적 정책금융과 재정지원 그리고 보조금 등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측면을 고려할 때 양날의 칼이 되어 오히려 장기적인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기금과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공제제도의 도입을 사회적기업에도 권유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연합회 등의 자조조직의 법제화 및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권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가 인증사회적기업과 일부 서울
형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단체별로 지역별협의회가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회는 단순친목모임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그다지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독립된 사무공간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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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유급사무원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의 권익보
호와 정보교류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가들의 연합단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법
제화하고 지원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사회목적 실현
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즉 민간지원기관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위탁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의 요건
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민간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요구하고자 한다. 민간단체의 자격요건 구비가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양질의 지원업무를 사회적기업에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라
도 기본요건을 구비하면 지원기관으로 업무위탁을 받기 때문에 업무수행능
력보다 정치적 고려 또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지원기관이 선정되는 기막힌
사례가 속출하고 이러한 민간지원기관에 컨설팅을 제공받는 사회적기업에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지원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정된 지원기관은 안정적
인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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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정책 흐름

제1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
I. 서론
정부는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같
은 해 10월 36개의 사회적기업을 최초로 인증하였다. 사회적기업 인증 첫
해의 인증률은 33.1%로 4년간 전체 평균(51.5%)보다 다소 낮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ㆍ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인증을 받
는 비율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572개이다. 그러나 17개의 사회적기업은 폐업, 인증 반납 및 취소 등의 사
유로 집계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55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및 취소ㆍ반납 현황>1)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차

36

30

26

32

35

2차

19

24

8

34

23

3차

0

48

17

53

4차

0

64

26

97

소계

55

166

77

216

인증률

33.1%

58.2%

41.2%

59.8%

인증 취소ㆍ반납

-

3

3

5

4

총계

55

218

292

501

555

인증

58

II. 지역별 현황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수행하며,

1) 2011년 7월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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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밀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
적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60%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각각 11개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급근로
자 고용인원은 5,037명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광주, 충
남, 경북 등 7곳은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2010년 말 기준)
지역

인증수

인증 취소ㆍ반납

서울

116

3

인천

33

대전

12

광주

18

부산

25

대구

24

울산

16

경기

91

충북

24

충남

17

전북

26

전남

인증 사회적기업
개수

비율

113

22.6

33

6.4

1

11

2.3

2

16

3.5

25

4.9

23

4.7

16

3.1

89

17.7

24

4.7

1

16

3.3

2

24

5.1

26

26

5.1

경남

20

20

3.9

경북

24

23

4.7

강원

31

31

6.0

제주

11

11

2.1

합계

514

501

100

1

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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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적 목적 실현별 현황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특
성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
형’,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말 인증 사회적기업 501개 중 일
자리 제공형이 5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
형은 9%에 불과하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중 일자리 제공형 뿐만 아니라 혼합형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기능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인
증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을 핵심적 기능으로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 중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기타형 사회적기업이 증가한다
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출현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 실현별 유급근로자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
적기업은 6,951명을 고용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기타형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전체
평균 고용인원인 24.2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2010년말 기준)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개수

285

45

93

78

501

비율

56.9%

9.0%

18.6%

15.6%

100%

IV. 조직 형태별 현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는 다양하지만, 법적 지위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가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법상 회사의 지위를 갖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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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은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가치로 삼고 있어 가
치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의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이 4,320명으
로 가장 많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평균 고용인원보다는 낮은 수
준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가장 높은 조직 형태는 사회복지법인
이고, 생활협동조합은 두 번째로 평균 고용인원이 많다.
<조직 형태별 인증 사회적기업>(2010년 말 기준)
상법상

민법상

비영리

사회복지

회사

법인

민간단체

법인

개수

205

124

96

비율

40.9%

24.8%

19.2%

구분

협동조합

영농조합

합계

58

13

5

501

11.6%

2.6%

1.0%

100%

V. 사회분야별 현황
사회적기업의 사회분야는 2006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영역과 연동되어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문화ㆍ환경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사회복지, 환경이 각각 17.8%, 16.0%로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는 제
조업, 식품제조, 청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회분야별 사회적기업 인증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사회적기업 증가가 두드러
진 반면에 간병가사 등의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크게 증가하기 않았다.
사회분야별로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간병가사 분야 사
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3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16.2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은 가장 많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평균 고용인원보다 적은 수준의 고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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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2010년 말 기준)
구분

개수

비율

교육

26

5.2%

보건

9

1.8%

사회복지

89

17.8%

환경

80

16.0%

문화예술관광 등

64

12.8%

보육

22

4.4%

간병가사

50

10.0%

기타

161

32.1%

합계

501

100%

VI. 고용현황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
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와 관
계가 없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평균 24.2명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501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총 근로자 수는 12,126명이다. 인증 사회
적기업은 ‘11~30명 이하’ 사업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100인 이상
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2%에 불과하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2007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44.6명이었던 반면에 2010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8.2명으로 점차 적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고용현황 1>(2010년 말 기준)
구분

평균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전체인원

인원

24.2

16

2

229

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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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고용현황 2>(2010년 말 기준)
11-30인

31-50인

51-100인

101인

이하

이하

이하

이상

144

242

63

42

10

501

28.7%

48.3%

12.6%

8.4%

2.0%

100%

구분

10인 이하

개수
비율

합계

제2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흐름
I.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지
역사회 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산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천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 육성,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함께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발굴을 위한 사회
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영
향을 미쳐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인증 사회적기업과 동년 6월말 기준 예
비 사회적기업은 각각 555개와 1,005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II.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기반
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인증 사회적기업 역시 전국 단위의
사업보다는 지역문제와 밀착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지역밀착성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
다. 정부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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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사
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을 신설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적기업의 발굴부터 육성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부상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ㆍ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다.
III. 사회적기업 관련 유사 정책 확산
사회적기업은 정책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에서 출발하
여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될 당시 11개 부처에서 참여하였
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자활공동체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
았다.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외 여러 정부 부처가 사회적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2)과 농수산식품부의 ‘농어
촌공동체회사’3)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서 관계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을 계
획하고 있고,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부 부처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IV. 사회적기업 관련 주체들의 활동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시장의 영역이 아닌 제3섹터(sector)의 일부로 간주
되지만,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의 협력적 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
2)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
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3)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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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정부
정부는 국가 차원의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목표로 사회적기
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ⅰ)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ⅱ)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ⅲ) 사회적기업
경영 혁신 지원, (ⅳ)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하였고, 각 영역별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2011. 6. 9)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 자금조달경로 확충

주요 방향

•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공공시장 진출 확대

• 중앙,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확

• 경영, 창업지원 강화

산 지원

• 투명성, 책임성 강화
- 융자규모 확대
- 모태펀드를 통한 사회적기업 투
자
-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
달 지원
주요 세부과제

사회적기업의 확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시장 조성
-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 우선 구매 지원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주
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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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운영
- 기업의 사회적기업 결연 및 지
원 유도
- 부처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운
동 전개

2.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조직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업의 지속성
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분야 시민단체는 자원 재활용, 생태습지 조성 등을 사
업 아이템으로 확장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단체
는 서비스 제공에서 일자리 제공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
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민의 장이기도 하다.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조직 간
의 상호부조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
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
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3. 기업
민간 기업은 이윤추구를 핵심적 가치로 삼으며 활동을 하지만, 사회로부터
공익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
산되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등의 협소한 자
선활동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활동을 체계
적으로 수행하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기업의 사회적기업 관련 활동은 사회공헌활동의 대표
적인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
거나 기업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기업 중간지
원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기업으로 교보생명은 2004년부터 실직 여성 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저소득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함께일하는재단과 파트너
십을 맺고 「다솜이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1호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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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경우 2005년 ‘결식 이웃 도시락 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립 지원 외에도 대부자금 지원, 성장지
원, 인력양성, 시장 확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랜드, BAT코리아
의 경우 정부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 발
굴 및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고, 신한은행은 비즈니스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기업의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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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법제의 연혁과 육성법 제·개정 과정

제1절 사회적기업 육성법 입법 배경
I.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배경4)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은 크게 3가지 배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실업 문제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자 급증으로 일
자리 창출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부각되었으며, 2002년의 카드대란은 다
시금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공식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그나마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필
연적으로 증대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증대하여 과거의 표준적인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노
령 인구의 증대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노인 대상 사회적 서비스
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점
도 하나의 제정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과 균형을 주요한 정책기조로 삼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여 근 10년 동안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관련 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정책적 측면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II.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5)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기위한 준비단계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
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사업을 통해 실행되었다.
제도화 과정의 시발점은 1998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급증한 실업자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임시적으
4) 배진영,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실체와 평가』(「자유기업원 CFE Report」, No.130, 2010), p.8.
5) 배진영,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실체와 평가』(「자유기업원 CFE Report」, No.130, 20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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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후 2000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빈곤 계층에게 단순하게 현금과 현물
을 지급하기보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고자 자활사업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자활 사업은 200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 후 교육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사업으
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였으
며, 정부는 전 부처를 동원하여 일자리 개수 확대라는 실적에만 급급하였고,
이 사업의 주체는 자선단체 또는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짙어 기업적 경영
에 무관심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지속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등 사회적 일
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화 과정을 거쳐 정부지원 하에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
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2005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7
월 1일 발효되었다.

제2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개정 과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 1월 3일 제정되어, 총 5차례의 개정(2007년
4월 11일 제1차 일부개정, 2009년 5월 21일 제2차 일부개정, 2010년 3월
31일 제3차 일부개정, 2010년 6월 4일 제4차 일부개정, 2010년 6월 6일
제5차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I.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과정
1. 제안 경위
제262회 정기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9일 진영의
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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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한 후 제262회 국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
위원회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
여「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다.
2. 제안 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고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양극화의 심화로 간병·보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
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과 사회서비스의 혜
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의 경
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제 측
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 절실히 필요한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
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6)
II.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 과정
1.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1호 제1차 일부개정
제1차 일부개정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타법개정7)으로 이루어졌다. 위 개정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
6)「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에 대한 2006. 12. 환경노동위원장 의안원문 참조
7) 부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 2007.4.11>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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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
되면서 이에 따른 조문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
었다.8)
2. 2009년 5월 21일 법률 제9685호 제2차 일부개정
제2차 일부개정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
정에 따른 타법개정9)으로 이루어졌다. 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은 이명규 의원 등 22인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
매촉진에 관한 법률」중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부분
을 분리하여 공공구매제도의 개선과 판로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안으로 2008년 12
월 23일에 발의하였고,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같
은 법안의 부칙에서 타법의 내용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대한 개정
안을 따로 제안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시 현행법의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현행법
중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부분을 삭제하는 등 제정
법안에 맞추어 현행법의 체계를 정리하기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10)
3.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0호 제3차 일부개정
제3차 일부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타법개정11)으로 이루
어졌다. 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은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8)「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2007. 3.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
조
9) 부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2009. 4. 지식경제위원
회 심사보고서 참조
11) 부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 2010.3.31>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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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
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
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
기 위해 이루어진 개정이었다.12)
4. 2010년 6월 4일 법률 제10339호 제4차 일부개정
제4차 일부개정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타법개정13)으로 이루어졌다.
위「정부조직법」개정은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
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
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
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
보완하기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14)
5.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60호 제5차 일부개정
제5차 일부개정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목적 범위를 지역
사회 공헌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
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의 확보와 사회적기업의 날 및 사회적
12)「지방세특례제한법안」에 대한 2010. 2.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13) 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
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
으로 한다.
1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10. 4. 행정안전위원장 의안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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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
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제5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ⅰ)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제2조 제1호), ⅱ) 지역실정
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5조의2 신설), ⅲ) 노동부장관은 사
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의2). 또한 ⅳ)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 및 해당 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제16조의2 신설), 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노동부장관은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인증업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이와 함께 ⅵ)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진흥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20조의2제12항, 제20의4 및 제21조제2항제
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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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럽의 사회적기업 법제 현황

제1절 유럽의 사회적기업 법제 개관
최근의 유럽의 사회적기업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협동조합 모델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그 특징으로 하
는 특별한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법에 의해 규율되는 특징을 지니며 이탈리
아, 포르투갈, 프랑스, 폴란드 등이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개방형
모델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 법적 형태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적 성
과에 따라 법적으로 정의되는 모델로 핀란드와 이탈리아의 경우가 비교적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성과와
분배 제한을 특징으로 하되 영리기업에서 파생된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정의
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영국과 벨기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 논문이 다루는 내용이 기업형의 사회적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관
계로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모델 중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을 근간
으로 삼고 있는 기업형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절 유럽의 기업형 사회적기업 법제 현황 사례
유럽에서 기업형 모델을 채택하는 법제도의 경우 회사법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련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거나 독립된 형태의 사회적기업 법제를 마
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모델은 대체로 전통적인 비영리의 형태를 벗
어나 본격적인 영리적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I. 벨기에
1. 개요
벨기에의 사회적기업(Societes a finalite sociale)에 관한 법은 1995년 회
사법(Companies’ Code) 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1995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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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비영리부문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비영리법인이었으며
이들을 규율하는 법(Solidarite des Alternatives Wallonnes ASBL, 2000)
에서는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회사법에 사회적기업
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비영리법인들이 사회적 경제의 주역
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규정이 과도하고 특별한 세제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15)
2. 사회적 목적과 활동
벨기에 회사법 개정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비롯해 어떤 회사이든, 제한적
이익 배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분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만 전념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사회적 목적을
가진 회사의 정관을 채택할 수 있다.
3. 자산 배당
이윤유보금, 기업청산 시의 잔여 재산 등은 사회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분소유자에 대한 배당금은 국가협동조합위원회(National Cooperative
Council)의 협의를 거쳐 칙령이 정한 고정이율(현재는 자본금의 6%)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4. 이해관계자와 지배 구조
사회적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어떠한 법
적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법이 적용되지만, 후술하는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 첫째,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획득
하고 이 권리는 고용계약 종료 시 소멸한다.
· 둘째, 의사결정권과 자본투자참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리할 수는 없으나
어떤 지분소유자도 총회에서 자본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지분소유자가 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15) Defouney, J. & Nyssens, M. (2001), Belgium: Social enterprises in the community services
sector, in C. Borzaga - J. Defourne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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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5%로 줄어든다.
· 셋째, 이사회는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별도의 보
고서, 즉 사회적 대차대조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5.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기업세(Corporate tax)와
법인세(Legal person tax)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준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
고용을 위한 기업가세(Employer' taxes for low-skilled jobless persons)
를 면제해준다.
6. 투명성과 책임
기업 운영 및 자산 분배 문제 등에 있어서 일반 기업에 비하여 한층 엄격
한 제한이 가해진다. 먼저 회사 유보금을 정관에 명시된 사회적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사들은 원상회복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
임을 진다. 수령인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에게도 원
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된다
면 주주도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16) 또한 위 사건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분소유자, 검사,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근거해 법원의
명령으로 회사가 해산될 수도 있다.17) 마지막으로 해산의 정도에 까지 이르
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II. 영국
16) 벨기에 회사법 제663조 제2항 “채무불이행의 경우, 파트너, 제3의 이해당사자, 공공기관, 관리
관 또는 집행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배분된 총액의 지급 또는 앞선 유보의 배당에 대하
여 예견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은 결과로 초래된 모든 상황을 치유할 것에 대해 연대책임을 선고
하여야 한다. 제2항에 해당되는 자들은 1유로라도 그 효과적 배분에 불합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또
는 상황 자체를 전혀 몰랐을 경우 수혜자들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다.”
17) 벨기에 회사법 제667조 “파트너, 제3의 이해당사자 또는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사의 정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목적 추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제661조에 의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사회적 목적을 가진 회
사의 현실적으로 유효한 활동이 제661조에 부합하여 채택한 법규정상의 처분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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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영국은 2005년부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을 인정하고 장려하
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에 관한 법을 시행하였다. 영국의 CIC법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독립적인
공무원인 관리관(Regulator)이 상당한 규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관리관은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관련
된 각종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
2. 사회적 목적과 활동
2006년 개정된 영국의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 따르면 주식회사
와 보증유한책임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사
회적기업으로서의 등록은 공동체이익심사(community interest test)를 거쳐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이 심사의 목적은 해당 기업의 활동이 상
식적인 수준에서 지역사회에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있으
며, 기업 활동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가 지역사회의 이득이 되는 경우에도 자
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3. 자산 배분
수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에게 돌아가지 않지만 회사 정관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청산 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인 경우
에는 관리관이 제시하는 한도18)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
업청산시 자산은 사회적기업 · 자선기관 · 유사 해외 법인을 제외한 다른 조
직에는 임의로 양도 또는 분배를 할 수 없다.
4.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배구조가 어떠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않으며 구성원 간의 권력 분석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18) 현재 한도는 영국은행 대출 기준금리보다 5%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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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주와 달리 채권자에게는 사회적기업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채권자들은 경영진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다. 실제로 사회적기
업의 이사 임명권은 조직구성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조직구성원,
이사진, 피고용인, 고객뿐만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사회적기업의 수혜
자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된다.
5.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
기업들이 자선단체에 지원하는 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
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선단체들 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확실한 동기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형태를 취했을 경우 아무런 세제 혜택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6. 투명성과 책임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이익 연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 보
고서에는 먼저 회계연도 중 회사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했는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연금 및 퇴직 보상금 등 최고경영자와 경영진
에게 돌아간 보상이 얼마였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배당, 자산양도, 부채상환 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
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업
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이를 위해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 등의 비위를 발견했을 시 감독관은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9)

19) 영국 회사법 제41조 제2항 “회사 제재 조건은 권한과 회사와의 사이에서 충족되는데, 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 회사 경영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 운영이 있을 경우, (b) 회사 재산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c) 회사가 지역사회 이익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d) 지역사회이익을 추
구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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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1절 사회적기업 법제 개선의 원칙과 방향성
I.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선 원칙
현행 우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전제로 하여 제정
된 법률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권한을 정부에서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적 팽창을 도모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인해 2011년 7월말 현재 인증사회적기업은 555개에 달하며 서울형 예비사
회적기업 337개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005개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과정에서의 정책
목표 또한 32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육성법이 2007. 7월
시행된 이래 양적 성장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점은 부
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정책으로 인해 그 부작용도 다소 표출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인건비 지원을 매개로 고용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나 사명감 없이 정부 지
원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과도한 심사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형을 비롯한 지자체의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
가 고용부의 인증사회적기업보다 미약하여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하
고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공서비스 제공보
다 정부 지원금을 이용한 단순 고용의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확보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물론 사회적기업의 근본적 존립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육성방향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규정에 대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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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아울러 사회
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협의체 및 민간지원단체 등 사회적기업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육성법의 개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II.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의 개선 방향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성격 명확화
현행 육성법은 이 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사회적기업이
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명
칭사용 권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기 위하여
준비 중인 단체 중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울시 조례에 의
하여 자체적으로 지정한 단체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함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육성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지자체별로
지정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명칭사용에 대한 법적 보장의 실효성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사용함
으로써 정책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을 범정
부적으로 확대시행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사성격의 사회적기업이 부
처별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유사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여야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하
여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중 40%
정도만이 상법상의 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민법상 법인 등이 기
타 60%에 이르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중소기업 수준의 금융거래 등 정부
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게 하기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
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수가 많지 않는 현실에서는 다소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제3의 경제영역으로 하여 부족한 사회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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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체하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
한 별도의 법적 성격의 부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는 사회적 목적의 수행, 의사결정과정의 특이
성, 이윤 배분의 제한, 이익발생시의 사회 환원 등 영리적기업과는 그 본질
이 다른 제3의 기업형태이기 때문이다.
2. 효율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모색
현행 우리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방향성을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준비된 단체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통해 사회적기
업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고 인증 이후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컨설팅 등
육성법을 근거하여 법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육성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서울형 또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현실적 실태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1년 7월 현재 377개
에 달하고 있는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중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으
로의 진입률이 평균적으로 7%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라
본다. 이러한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식은 사회적기업가 발굴 부
진, 인건비 지원 방식을 통한 직접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율성 저해, 대규
모 재정지출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정부가 부담해야할 사회공공서비
스의 민간 전가라는 비난 등의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이
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행의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
적기업의 창업촉진을 제도화 한다면 대다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
다. 최소한 2년 이상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이수 할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기법을 습득하게 되어 사회적기업의 효율
성의 증대와 함께 실질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인증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됨은 물
론이다. 이러한 효과는 (재)함께일하는재단의 소셜인큐베이팅센터의 시범사
업을 통해 입증된바 있으며 이러한 육성방식이 고용노동부의 청년등 사회적
기업가 양성사업으로 국책사업화 되어 시행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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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시스템의 구축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한 인건비
의 직접지원과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 운전 및 시설자금 대부와 함께
일부 민간지원 단체의 대부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킴으로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자
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고용
노동부와 일부 대기업이 출연한 자금에 대해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자본시장
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저리의 정책
자금으로는 부족한 사회적기업의 재원마련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지속가능성과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의 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
문이며 특히 사회적기업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이 긴급한 경영
상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를 대비할 긴급 자금의 마련통로와 함께 위급한
상황에서 보험적 성격의 공제자금 등의 조성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제기금의 설치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위험
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업자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시키게 될 경우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 또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이 또한 공제제도와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함에 따른 무지의 소치라 생각한다. 공제제도는 근본적으로 동일
한 사업목적을 가진 기업 또는 개인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지므로 사회적기업
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같은 순수한 영리목적의 기업이 아님에 따라
공제가입자격조건에서 배제 되며 공제상품의 설계상 동일한 위험관리가 불
가능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 또는 소상공인단체의 노란우산공
제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제기금 등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일정규모가 될 때까지 위탁관리형
식의 운영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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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체계의 정비
현행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단체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
증컨설팅을 비롯하여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민간단체의 법적 자격을 명시
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자격요건 구
비가 너무 용이하여 부적격 민간단체가 난립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 민간지원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발생함은 물론 다소 자질이 부족한 민간지원기관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 수
탁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별도
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경
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정방식을 사업비 위탁방식
에서 민간지원기관 지정방식으로의 변경을 통해 항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
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단순한 사회적기업가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성격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으나 협의회가
잘 납부되지 않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어 변변한 사무공간을 확보
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정규모의 사무인력의 확보에도 엄두를 내
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적기업가들 간의 친목도모 조차도 원활치 않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이 건전한 토양을 가지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기업들의 자생적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별도의 법적조직으로
구성하게 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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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정의조항 검토 및 개선방안
I. 개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함)은 제2조 제1호에서 사회적기
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소속회원이나 주주들의 수익
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목적(social finality societies)을 지닌 기업”20)또
는 “사회적 효용을 지닌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모든 사적 조직체”21)등 실질적인 개념요소로
정의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사회적기업 법제와 달리 인증제도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22)
인증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재정, 세제, 경영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
여 사회적기업을 단기간에 육성하며,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23)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요건별 판단기준의 구체성의 결여, 현장실사의 부실운영 등 인
증심사과정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24)하면서 사회적기업 현장
20) 벨기에 Reform of Companies’ Code, Law 13 April 1995., Article 661/Code Societies, “…Are
considered social finality societies those that are not aimed at the lucrativity of their
members/shareholders, and whose statutes comply with 9 criteria defined by law”…“The
“social” finality is NOT defined per se but results from constitutive elements foreseen by
the legislation and which must appear in the statutes…
21) 이탈리아 Legislative Decree 24 March 2006, n.155., Article 1, “…All private
organizations that exert as a stable and main activity an economic activity aiming at the
production and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of social utility, targeted to the implementation
of finalities of general interest….”
22) 이 밖의 외국 사회적기업법 정의 규정으로는
1) 핀란드 Act on Social Enterprises No.1351/2003, Section 1 Purpose and definitions of the
Act, “…The social enterprise referred to in this Act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ies
particularly for the disabled and the long-term unemployed…”
2) 영국 Community Interest Company Regulations 2005, Companies Act 2004,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are limited companies, with special additional features, created for the use of
people who want to conduct a business or other activity for community benefit, and not purely
for private advantage….”
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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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계에서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
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 인증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행 사
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 방식, 즉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에
공헌’ 이라는 개념 정의가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25) 그 범위를 하위 법령
에 열거 조항으로 위임함으로써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발
생에 장애가 된다는 점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육성법상 주요 정의 조항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정의
조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정의조항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부분들이 있
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26)
II.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조항 검토
1. ‘취약계층’ 정의 규정 검토 및 개선 방안
가. 관련 규정
육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취약계층"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기술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김순양,『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고찰』(「사회적기업연구」, 제2권 제1호, 2009), p.79-82. 2) 홍정화,『사회적기업 인증기
준 개선』(노동부 학술연구용역, 2009) p.188-191. 3) 이광택,『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법학논총」,제20권 제2호, 2008) p.52. 4) 조영복 외,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와 과제』
(「사회적기업연구」, 제1권 제1호, 2008)
25) 위 개념요소 중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라는 부분은 그나마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인증심사에서 인증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26) 육성법은 국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
지법제의 하나로 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육성법상 국가의 급부 의무의 대상은 사회적기업으로 국한
되며 구체적인 사회복지 급부는 민간영역 즉, 사회적기업의 역할로 맡겨져 있어 국가-민간영역-수혜
자간의 복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육성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수혜자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제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 글의 성격상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다루
지는 못 하지만,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육성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기존의 사회복지적 관
점을 넘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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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취약계층의 개념을 제1~12호에 걸쳐 규정
하고 있는데27), 제1호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하인 자들을, 제
2~11호는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등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대
상자들을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12호는 1년 이상의 장기실
업자 등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취약
계층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한 범위 확장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28)
나. 취약계층 규정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핵심 지표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육성법 및 시행령의 규정방식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과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의 차이점을 구
별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취약계
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기만 하면
27)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28) 현행 시행령은 지난 2010년 12. 9. 일부 개정을 통해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추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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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29)
그러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육성법 및 시행령의 규정방식은 향후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과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
서의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요소라는 점에서 그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의 대상으
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일정
한 기준(예를 들어, 소득이나 자산기준 요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취약계층 범위 추가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제1호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기준 명확화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저소득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산보유액
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소득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자의 경우 취약계층 요건에 일반적인 소득기준 이
외에 자산소득에 대한 요건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8호에서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
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0호에
서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방
식 등을 적용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
람이라는 기준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
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하
29) 참고로 현재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
회적기업 555개(2011년 8월 현재) 중 330개(59.5%)에 해당하고 있고, 그 외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
회적기업은 46개(8.3%),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95개(17.1%), 기타형 사회적기업이 84개(15.1%)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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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최저생계비’와 같이 보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현행 시행령 제2조 제2호 고령자30), 제5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취약계층과는 달리 소득 또
는 자산기준으로 충분한 경제력이 확보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취약
계층의 경우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 소득 또는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약계층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와 같은 제한을 하는 것이 다른 취약계층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
문이다.
3) 제9호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정구성원으로 확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제9호는 취약계층으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에만 한
정되므로, 결혼이민자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
혼이민자의 자녀 등 다문화가정구성원들도 취업 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31)한다면, 굳이 결혼이민자에 한정하여 취약계층으로 인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호 취약계층의 범위를 결혼이민
자에서 그 가족구성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의미는 55세 이상(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된다.
31) 『한국 결혼이민자 2세 취업할 때가 큰 위기』(2011.7.26),
YTN, <http://www.ytn.co.kr/_ln/0104_20110726115306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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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한외국인,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호의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으
로서의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제시
할 필요는 있다.
4) 외국인근로자의 편입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전문기술 외국인력 고용제도 등
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력 수입정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후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다.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업종은 제조업, 건설
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하위분류단계에서도 작
물재배업, 축산업, 냉장·냉동창고업 등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 인력의 고용이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잠식하거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또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분야의 경우, 육성법의 입법 취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한 내국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어느 정
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 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인정은
별론으로 하고,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기업 주요 업종을 외국인고용허가업종에
포함시키거나,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에 일정한 기준을 충
족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5) 난민 등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
하였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32)
32)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난민의 기본적 지위 및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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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말 현재 난민신청자는 총 3,301명으로 그 중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자는 250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137명에 달한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수의 난민들이 생계를 위하여 취업하고 있으나 난민 신청자나 소송
수행자, 난민불인정자 등의 경우에는 취업이 금지된 신분상의 제약으로 말미
암아 대부분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의 형태로 일하고 있
다.33) 또한 대학졸업자가 28.5%, 대학원 졸업자가 16.2%로 고학력자가 많고
본국에서의 직업도 자영업이 20.8%, 학생이 17.2%, 정치인 및 전문직 종사
자가 15%였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한 사람은 3.6%에 불과하였으나, 한국에
서는 현재 33.2%가 미취업 상태에 있었고, 30.5%가 단순노무직에 취업하여
하향 동질화 경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취업을 한 남성들이 평균 약 110만 원대의 월 평균소득을 기록한 반
면 여성들은 78만 원대에 그치고 있어 내국인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대부분
이 저소득 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F-2 비자를 받게 되는데

‘F-2의 체류자

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그러한 체류자격 구분에도 불
구하고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
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난민지위 인정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
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받은 자 역시 법무부 장관이 “체류자격외 활
동허가로서 취업활동”을 허가 하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출입국관리
법 제76조의8 제3항 제1호).
마지막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88조의9 제4항),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출입국관리법 제
76조의8 제3항 제3호)할 경우(“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
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독자적인 단일 난민법을 제정하기 위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04927, 2009. 5. 25.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이 국
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33) 이하, 법무부, 2010년 난민실태조사,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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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3-가-(3)) 법
무부 장관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서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난민 신청인 중에서 출입국관리
법에 따라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 취
약계층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34)
6) 국가유공자35)
현재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전
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의 본인 및 유족 등은 정상적인 생
활이 어려워 경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시행령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근로계층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부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
7) 노숙자
노숙자의 경우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현재 노숙자에 대해서는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
12호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
정되도록 하고 있다.36) 그러나 취약계층 인정여부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
원회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 받기보다는 시행령상 개별 규정으로 명시하여
취약계층으로서 노숙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노숙자의 취약계층 인정에는 ①증빙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실무적 어
려움과 ②거소불명 등 노숙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고용주(사회적기업)의 부
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노숙자의 경우 기초생
활수급권자로 등록을 하게 한 후 저소득자인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아 고용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숙자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만들 수
34) 실제 영국 등 유럽에서는 난민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난민 등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35) 노동부,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142p
36) 노동부,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1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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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므로 일정한 경우 노숙자지원센터 등에서 노숙자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증명을 대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라. 취약계층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소득기준 등의 요건 설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육성법 및 시행령의 규정
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과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
여 시행령상에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
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한 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37)이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2. 생략 (현행과 같음)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생략 (현행과 같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4. 생략 (현행과 같음)
5. 생략 (현행과 같음)

호에 따른 장애인

6. 생략 (현행과 같음)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 생략 (현행과 같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8. 생략 (현행과 같음)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른 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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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
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10. 생략 (현행과 같음)
11. 생략 (현행과 같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12.(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법률」제4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제15호,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호제2호에
따른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분의 15038) 이하인 사람
따른 보호대상자
13.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
른 결혼이민자

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
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인정한 사람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제2조의2(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른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은 다음 각 호의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형제자매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인 사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로서 소득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
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3. 생략 (현행과 같음)
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4. 생략 (현행과 같음)
인정한 사람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문개정 2010.12.9]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
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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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략 (현행과 같음)
7. 생략 (현행과 같음)
8. 생략 (현행과 같음)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10. 생략 (현행과 같음)
11. 생략 (현행과 같음)
12.(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
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제15호,
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호,제2호
에 따른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13.(신설) 일정한 소득 및 자산이 없이 2년 이상
노숙자로서 생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
하는 노숙자지원센터에서 등록이 되거나 위와 같
은 사항 확인을 받은 사람
14.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
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
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정의 규정 검토 및 개선 방안
가. 관련 규정 및 문제점

37)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상정함. 2011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136만원임
3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과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을 구별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0분의 150은 그러한 측면에서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소득기준이 없는 취약계층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설정
한 수치로서 동 수치 적용 시 해당되는 각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정책적으로 조정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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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39)으로 정하
는 분야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
에 걸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 9.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제5호부터 제 7호에 해당하
는 사회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인
증 사회적기업 555개(2011년 8월 현재) 중 가장 적은 유형에 해당하고 총
기업수는 46개(8.3%)밖에 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시행령상 인정되는 사회
서비스가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인정되는 유형의 사회서비
스가 적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들이 쉽게 인증을 받지 못하
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행 육성법 및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사회서
비스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 대
상 확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그 대상으
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 등 전문직 영역 서비스 등

이러한 전문직 영역의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자문 등의 전문직 영역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와, 이러한 전문직 영역 서비스를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에

39)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 법 제2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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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 이러한 전문직 영역의 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
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
다.40)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이러한 전문직 영역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전문직 영역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후자의 경우,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하여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
직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다. 사회서비스의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마이크로크레딧 등의 금융지원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사
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소규모 생계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이나 담보 없
이 소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마케팅 등 사업의 사후관리도 도와서 자
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
와 관련하여 민간 대부업체이 무분별한 진입이 문제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특별금융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부업체와 다
른 형태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진행하거나(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차
별성 있는 금융지원서비스가 제공), 가사간병서비스, 재활용, 청소, 경비용역
처럼 취약계층이 자연스럽게 고용되거나 수혜자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사회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
40) 2008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주)에듀머니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재무관리 상담 등
전문직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위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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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비스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회적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영세성 탈피와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여러 형태의 마이크로크레딧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만을 특화된 고객으로 다루는 금융기관, 펀드 등
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다. 사회서비스의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다. 사회서비스의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육성법 제2조 1호에서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하여 전
문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을 하는 조직
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실무상에서는 이
러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받을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41)
한편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함
에 따라 정부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적기업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하에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자원봉사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층별 분야별 특화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관리하고 매칭해주는 프로보노 사업,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직
퇴직자 등에게 실비 등을 제공하여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공헌 일자
리 사업을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전문직
의 자발적 참여와 무상의 자원봉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못
하다는 단점이 있다.

41)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에 공헌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지
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의 참여 및 지원 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 수혜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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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대상에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는 것도 사회
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행령 상에 사회서비스의 확대되는 범위를 적용
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
현 행

개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서비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증받은 자를 말한다.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2. “취약계층 등”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
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곤란한 계층 또는 사회적기업을 말하며, 그 구체
으로 정한다.

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1. 생략 (현행과 같음)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2. 생략 (현행과 같음)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3. 생략 (현행과 같음)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4. 생략 (현행과 같음)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5. 생략 (현행과 같음)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6. 생략 (현행과 같음)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7. 생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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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8.(신설)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자문서비스 등 전
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전문개정 2010.12.9]

9.(신설) 마이크로크레딧 등의 특별금융지원 서비
스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3. ‘연계기업’ 정의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가. 관련 규정 및 문제점
육성법 제2조 제4호는 연계기업을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
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
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연계기업은 육성법 제3조 제4항에서 운영주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만
큼 육성법상 연계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
계기업’은 육성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서 시행령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규
정이 존재하지 않고, 육성법상 관련 규정(제3조 제4항, 제15조, 제16조 참
조)들은 단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육성법의 해석만으로는 연계기업
의 명확한 위상을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1년 (예
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침에서 정한 연계기업의 정의 및 연계내용
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검토
고용노동부 발간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침에서는 연
계기업을 ‘모집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상법상 법
인(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또는 정부출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계의 내용으로 ⅰ)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출자․출연․후원 등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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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현금지원,

ⅱ) 사무실, 생산시설, 복지시설 등 시설을 무상 또는 저

리 지원하는 현물지원, ⅲ) 디자인, 마케팅, 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지원
하는 전문성 기부, ⅳ) 자원봉사, 파견근무 등 무급인력 지원하는 인력지원,
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로개척 지원하는 판로지원, ⅵ) 참
여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하는 훈련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연계기업에 정부출연기관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연계의 내용
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노동
부가 주관하는 특정 사업을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서, 3년 이상의 법인세 납
부실적,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상법상 법인 등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요
건을 추가하여 연계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있다. 육성법상 인적·물
적·법적 독립 외에는 연계기업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지침
에만 의존하여 연계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시행령에 구체화 규정 마련
따라서 연계기업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그 역할과
기능, 책임 등 연계기업의 위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내용, 연계기업의 인적·물적·법적 독립의 의미, 연
계기업의 책임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행령 상에 연계기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
면 다음과 같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
현 행

개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
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
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립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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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는 연계기업으로 본다.
시행령 제4조(연계기업의 구체적 기준)
① 법 제2조 제4호 전단에 따른 다양한 지원은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
다.
1. 운영경비에 대한 현금지원
2. 필요 시설에 대한 현물지원
3. 전문 컨설팅 등 전문성 기부
4. 인력지원
5. 생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판로지원
6.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지원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른 인적·물적·법적
독립은 정책심의회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III.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신규 정의 조항 추가 검토
1. 지역사회공헌 등 정의조항 신설 검토 및 확대
가. 구체적인 개념 정의규정 부재
2010. 6. 8. 육성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유형으로 지역사회에 공
헌하는 단체들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사회공헌이라는 추상적 개념요소를 평가하고 판단할 만한 구체
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인증기관의 지침에 의해 판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메뉴얼에서는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
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증 가능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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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동
유형으로 인정 가능
- ‘지역’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해당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이유, 지역 특성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현황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
나. 시행령에 정의규정 마련
따라서 지역사회공헌이라는 개념요소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규
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예시)
시행령 00조 : 법 제2조 제1호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는 지역(고
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
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
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00%인 경우
를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등 신규 정의조항 추가 검토 및 확대
가. 예비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의 필요성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육성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제도로 말미암아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전단계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부처별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부처별, 지자체별로 통일되어 있지는 못하다. 예
컨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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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형 지역공동체, 농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은 모두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취약 계층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으나42) 이들에 대
한 관할 부서가 모두 다른 실정이며, 앞서 살핀 고용노동부 지침의 하달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육성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기존처럼 지방자치단
체에서 직접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 혼재되어
일선 지자체 당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빚어
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육성법이 지자체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풍부한 서울시와 경
기도 등의 지자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지자체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 2010년 7월말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353
개 기업으로써 서울, 경기, 인천 등 재정 상황이 양호한 수도권 지자체의 사
회적기업이 전국 사회적기업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43)
또한 비교적 양호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재정 상
황 등에 따라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의 항상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44)
이처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처별 또는 고용노동부와 지자
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 체제는 지원 시스템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한편 지원 대상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에 대
한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 김선기,『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p.30
43) 충북개발연구원,『충북지역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2010), p.29
44) 예컨대 서울시가 육성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1인당 인건비 월 98
만원(사업주 사회보험료 8.5% 포함)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초 재심사 후 지원되는 인건비 액수는 인
건비 총액의 60%라는 일방적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사회적기업연합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연차에 따른 10% 임금지원율 감소와 달리 인건비 지원감소폭이 너무 클 뿐 아
니라 임금지원 축소결정이 간담회 등의 협의과정 없이 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 는 항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침과 서울시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별개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도미노폐업' 위기'』(2011.6.20), 세계
일보, <http://local.segye.com/Articles/ View.asp?aid =20110620000695&cid=6101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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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 검토
2011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하달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이 지정(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을 의미한다.
그 유형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 현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연계형 모델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지역연계형 모델 그
리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일자리 창출사업
으로 기업,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 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모델발굴형 모델로 구분된다.
한편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 현행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45)
지원제도

지원내용

경영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등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

(고용센터)

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대 상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연간 10～
20백만 원, 3년간 총 20～
30백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3백만 원, 3년간 총 5백만
원

45)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2011), 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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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지원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고용노동부 80%, 지자체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연간 7천
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20%로 매칭)

연간

3천만 원

전문인력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

채용지원

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사회적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자체 예산으로 유사한 기

▪150만원 한도(3년간, 기관 당 3명,

준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가능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만 해당

우선구매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권고

조례에
포함

하는 규정 있는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도 해당

시설비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

지원

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

▪사회적기업만 해당

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2010년부터 미소금융재단(30억)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50억)을 활용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사회보험

50% 감면

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

고용센터)

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사회적기업만 해당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1년 1인당 77천원)

임금지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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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예비사회적기업: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

기업가

데미 과정 설치 지원

아카데미

*’10년 17개 과정 개설

및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교육사업

기업경영기법 함양을 위해 (예비)사회
적기업 대표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실시

소셜벤처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일반인의

경진대회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상금 및 창업 지원

제고를 위해 경진대회 개최

다. 예비사회적기업 정의 규정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규정은 육성
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원 및 육성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디까지나 “예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므로 언제까지 “예비”의 단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간을 마련하
는 것도 필요하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의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주
어질 수 있는 시간은 현재의 고용노동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등에
서 규정된 시간을 고려하여 실무상의 필요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을 책정하여야 한다.46)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향후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46)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은 2년이며, 서울시 충청북도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
기간을 2년을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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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비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유형 규정은 시행령을 통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육성법 및 시행령 상의 예비사회적기업 대한 내
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
현 행

개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2조의2(예비사회적기업) ① 이 법의 예비사회
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되어, 수익구조 등 이 법의 인증요
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선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
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육
성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 제
5조의 2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
한 각 계획을 지시 · 감독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 또는 선정 후 2년간
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다면 예비사회적기
업으로서 지위를 잃는다.

<신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제5조의 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법 제2조의 1의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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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
항)

제6조의 2(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제2조의 1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한다.
1.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
하는 기업연계형
2.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
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지역연계형
3. 기업 및 지역과 연계는 미흡하나 기타 새로
운 형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모델발굴형

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범위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완
전히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추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
이 있는 기업 형태이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저해될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할 것이므로 지원 기관의
재정 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상 수립해야 하는 예
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시행 계획 등에 기재되는 것이 적
절하다.
상술한 점들과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는 고용
노동부의 지침과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등을 반영하
여 정하여 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내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현 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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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 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
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
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 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
위탁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전문개정 2010.6.8]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
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회적기업의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

[본조신설 2010.6.8]

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 체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또
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 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
지를 임대할 수 있다.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

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 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
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 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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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법제화
I.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정책의 특징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11
년 7월말 현재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은 555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377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2년 까지 고용부에서는 1,000개의 인증사회적
기업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정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고 있
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이 다른 국가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경우라는 점도 이를 잘 반영한다.(류만희, 2011) 특히 육성법
상의 인증제도를 통해, 조직유형·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
업에게 법률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는 점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같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
회적기업 환경 조성을 유도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실무적인 접근
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 정부 인증 방식의 창업 촉진
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은 사회적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직접
적인 조항은 두지 않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
려는 자는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
아야 한다(육성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업무에 속하며 육성법 제7조 제2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 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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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가 교부되고(육성
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보에 게재된다(육성법 제8조 제2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
동을 통한 수입, 유급근로자의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정관이나 규약,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다
음과 같다(육성법 제8조 제1항).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
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
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인증은 그 요건이 꽤 엄격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허가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현행 육성법의 체계 하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민
간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육성법 제8조 제1항 1호)은 물론 동법 제8
조 제1항 8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정부 인증 제도에 대한 비판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한 각종 지원
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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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 또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을 부담시킴으로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취약계층의 고용정책과 사회서비스의 민간 전가라는 비
판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인증 제도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사회적기업 본연의 제도 취지
보다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회적기
업 창업에 따른 엄격한 인증요건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 육성법 시
행이후 2011년 7월말 현재 555개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
았다.
한편,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명칭사용에 대한 배타적권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한 명칭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과 무관하게
사회적일자리 선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과도한 유
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른바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이 377개, 기
초자치단체형 사회적기업이 약 1,000개에 이르고 있다.
2.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통한 창업 촉진
현행 육성법의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태도는 인증 이후 지원정책을 통
한 창업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육성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고용부장관은 ① 권역별 지원기관 설립운영,
②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③ 상용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④ 4대 보험
료 지원, 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⑥ 사업개발비 지원, ⑦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연계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47)
또한, 육성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48)

47)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
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
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48)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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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에 근거하여,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운영 등에 필
요한 시설비․임대보증금 또는 운영자금 등의 사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
는 노동부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 사업은 최대 4억 원까지 연리 2%(2억 원까지)∼
5%(2억 원 초과),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2008
년의 경우 28개 기관에 50억 원을 1년 거치 4년 상환(이자율 2%) 조건부로
대출하였다.49)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
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를 통해 우선구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50)
육성법 제13조 및 제 14조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한 참
여자 신규 채용 시에는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통한 신규 참여자에 대해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고용보헙, 산재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를 지원(참여자 인건비의 8.5%에 해당)하고
있다.51)
49)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
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50)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
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
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51) 육성법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3.31>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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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제16조 연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
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을 법인 소득의 5%까지
전액 손금산입 처리하고 있다.52)
이 외에도 인증이후 지원 정책을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유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사회적기업의 날’ 제도를 들 수 있다. 현 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
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부터 한 주간을 사회적기
업 주간으로 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육성법 제16조의 2 제1항).
육성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
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육성법 제16조의
2 제2항)되어 있고, 현재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해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박람회, 사회적기업가상 시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소셜 벤처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일반인
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 촉진
정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 육성법에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대한 명시
적인 규정은 없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법적 근거로
육성법 제20조 제4항 제1호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육성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진흥원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고, 1호는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
화 지원’을 적시하고 있다.53)
다.
[전문개정 2010.6.8]
52)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
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53)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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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의 모델은 (재)함께일하는재단의 ‘소셜인큐베이팅센터’ 사업으로 (재)함께일
하는재단에서는 2009년 말부터 ‘소셜인큐베이팅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
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소셜인큐베이팅센터’가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모태가 된 만
큼 이를 통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특징을 직·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셜인큐베이팅센터’는 일반 창업 지원센터와 달리 5개 지원모듈 및 27개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지원프로그램 제공하고, 상시적 경영지원,
맞춤형 교육 및 소셜벤처형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재무성과 창출 지원
등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실제로 입주기업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
이 60% 이상 ‘높음’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소셜인큐베이팅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항 목

매우

매우

높다

보통

낮다

38

54

8

0

0

2. 경영 성과 코칭

36

39

25

0

0

3. 전문가 코칭

25

52

23

0

0

4. 소셜 미션 명확화

24

38

38

0

0

5. 수익모델 및 운영모델 지원

24

53

23

0

0

6. 사업역량 지원

46

23

31

0

0

7. 인프라 구축 지원

31

31

38

0

0

높다
1. 지원프로그램과 운영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낮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2010 성과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높은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듯 2010년 말 기준으로 10개의 연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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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배에 이르러 6억 6000만원을 돌파하였고, 입
주기업 중 4개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1년 6월말 기준으
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6배 성장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재
단의 성과를 벤치마킹한 고용노동부는 2011년 1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전국에 걸쳐 320개의 벤처팀 구성을 목표로 소셜벤처 창업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을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II.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정책의 문제점
1. 정부 인증 방식의 창업 촉진 정책의 문제점
현 육성법 상의 인증을 통한 창업 유인 정책은 일단 인증이 되면 각종 혜
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관련자들에게 많은 유인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인증제도 하에서는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
트너 관계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점 및 사회적기업 고유의 특성(예
컨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기업의 운영구조)이 미흡하다는 점,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훈련장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
어진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김신양, 2006 ; 장원봉, 2008 ;
류만희, 2011)
특히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유발시키는 역효과를 발생하게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 지속가능한 경영 부재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성의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하던 자가 취
약계층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타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다. 이는 사회적기업 본연의 사회적 목적 추구보다 사업 운영의 효율적 비용
절감이라는 부대 목적이 앞선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기업 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연계기업의 재정적인 지원 아
래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회적기업들은 기업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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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및 유지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 사회적기업가 육성 부재
나아가, 현행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유인은 사회적기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즉 사회적경제가
내부적으로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들을
이끌 지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노대명, 2007 ; 류만희 2011) 물
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대상의 하나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한정
된 내용이므로 국가차원의 정책적 기조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가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육성법 상의 인증을 통한 창업 유인 정책은 사회적 목적을
기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에는 실패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증가는
사회적기업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여를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노대명, 2007 ; 류만희, 2011) 또한
민간영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영
역의 사회서비스를 무리하게 수행하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
다.
2.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통한 창업 촉진 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은 인증 후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유인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받게 되는 지원
에 대해서는 법제 면에서 큰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서 사회적기업 창업과 관련한 어려움은 인증 후보다는 인증을 받기 위한 창
업의 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과정 중 겪게 되는 어려
움과 불편함은 결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난 후 기업 존속이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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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창업 과정에서의 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규
정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 인증사회적기업에 편향된 지원 정책
우선 사회적기업 설립 준비 단계와 인증 이전 단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상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한계로 인
하여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권역별 지원기관의 역할과 형식적인 경영컨설팅으로 인한 지원업
무의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 지원기관마다 천차만별의 지원 서비
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심지어는 투명하지 못한 지원 제도의 운영도 보
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업도 그 긍
정적 성과는 일정 정도 보고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연중 일관되게 실시되
지 않아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창업 과정의 지원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 자생력 부족한 사회적기업의 양상
사회적기업 창업 과정에서의 지원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
한 법적 미비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후 여러 문제를 야기
한다. 즉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기본
으로 사고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정책에 기대어 사회적기업을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기관의 심사 제한으로 인한 시설비 등에 대한 대출의
어려움, 영세성으로 인한 우선 구매 시 입찰 자격의 미비, 수익구조의 악화
에 따른 세제혜택의 미수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인력을 감축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적 효과에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 촉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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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 사업 전개 불투명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
업’은 미약한 법적근거로 인해 지속적 사업 전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법
적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육성법 제20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에 관한 조항으로 특히 제4항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규정한 항이다. 이 사업의 근거 규정인 제1호는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
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사업
예산의 근거조항이 아니다.
때문에 2011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국비 112억 원의 사업
비를 조달하였으나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 확보된 예산이 아니며 정책적 판
단에 의해 수립된 한시적 예산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2012년 이후 사회
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2011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하
는 청년 등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큰 불안정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진행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시행이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다. 애초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모델이 된
(재)함께일하는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큰 성과
를 거두고 있음이 확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정책적
기준은 있으나 그 해석과 예산의 운영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과 집행의 임의
성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예산의 뒷받침을 받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권역별 지원기관의 통일적인
운영과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나. 사업의 대상 범위 제한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 등으
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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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이 공모한 창업팀의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
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제한되어 있
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
람으로 특히, 창업팀은 만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이상이어야
함을 제한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많은 신념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굳이 창업팀에 대한 나이를 제한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경우 비숙련근로자의 숙련화를 위한 목적
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취지에는 일
응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가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는 나이 등에 따른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예산 확보를 법제화하
는 것과 함께 그 대상 범위에서 나이 등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명
시해야 할 것이다.
III.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법제화 검토
1. 창업촉진사업의 법률 개정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인증 방식은 사회적기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 또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을 부담시킴으로
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취약계층의 고용정책과 사회서비스의 민간 전가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과 무관한 사회
적일자리 선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과도
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증 방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함께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촉진 방식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육성법에 사회적기업 설립 촉진을 위한 정부의 사명을 명시해야 한
다. 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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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의2(창업 촉진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
하고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자가 건전한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가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 관련 단체 및 예비사회적기업가에게 해당 사업
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
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설립 준비 단계와 인증 전 단계에서 절차 및 요건 등 구체적
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과 환경 및 정책
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을 통해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5조(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성법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2.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3.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성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창업 관련 단체 및 사
회적기업가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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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계획 등 법제화
현재 육성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일시적인 정책 선
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조문을 예시하면 이렇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육성법 제5조의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창
업과정의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계획
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기업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년 및 창업자 등 누구
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육성법제7조의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수립 등) ① 육성법 제5조의3 제2
항에 따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성법 제5조의3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위탁운영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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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부설기관 포함)
3.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지 2년이 도과한 사회적기업
4.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비영리법인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이 법제화 될 경우 현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지정 또는 인증과정에 소요되는 심사비와 예비사회
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후에 지원되는 각종 재정지원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수반되는 여타의 재정지원이 수
반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현행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2년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주요
지원내용은 창업 공간 제공, 사업비 지원(연간 3천 만원), 멘토링 서비스, 네
트워크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이 그 주요 내용이며 사실상의 재정지
원은 연간 3천만 원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수반되는 경영지원(연간
3백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3천만 원), 인건비지원(고용인원 1년차 100%, 2
년차 90% 수준)에 비교하면 상당부분 인건비지원 측면에서 재정지원의 부담
을 덜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
업보다 많은 것에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법제화 할 경우
절감되는 재정지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예
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비교해 볼 경우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년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
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부적격자를 중도에 탈락시킴으로서
부적격자를 사회적기업가로 지정하거나 인증하는데 따르는 향후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사회목적 실현이라는 사회적기업에 더
욱 충실한 기업가를 배출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IV. 결론
현행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는 정부주도의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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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실시하
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창출
하고자 하는 실무적인 접근도 현 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증 제도를 통한 창업 촉진은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와 사회적기업가 양성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 제도 하에서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
업 단계에서의 법률적 지원은 미비하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창업 촉진 지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도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법률 미비로 지속적인 사업 전개가 불투명하고 통일적 운영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가 양
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는 육성법 상에 창업 촉
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적기업 설립 촉진에 대한
국가의 사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증받기 이전 단계의 지원책에
대해 함께 규정해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이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의 유인
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시적인 정책 선택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및 권역
별 지원기관의 통일적 운영,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
하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현 행
<신 설>

개선안
제3조의2(창업 촉진사업의 추친 등) ① 정부
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자가 건전한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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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하여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가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창업 관련 단체 및 예비사
회적기업가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
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기업가 및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위탁운영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
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년 및 창업자 등 누구나 사회적기
업가 육성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현 행
<신 설>

개선안
제5조(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성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
1. 출연금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신청절
차 및 방법
2.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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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성법 제3조의2 제2
항에 따라 창업 관련 단체 및 예비사회적기
업가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
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의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수립 등)
① 육성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② 육성법 제5조의3 제3항에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위탁운영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부설기관 포함)
3.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지
2년이 도과한 사회적기업
4.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
가 받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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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확립
I. 공제제도와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개념적 이해
1. 공제제도의 의의
공제제도란 사망이나 재해 등 예측 불허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나 유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이 사전에 일정금액을
추렴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동일한 조직에 속한 사람 또는 동일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공제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의 조합을 조직, 일정한 기술적 기반
에 입각하여 경제적 위험이나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한 상호구제를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3. 공제와 보험의 차이54)
공제는 많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원자(原資)로 하여 개개 조합원의 손해에
관하여 급부한다는 점에서 보험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나, 가입자격자는 조합
원에 국한, 급부금의 제한 등이 정해져 있어서, 위문금 성격이 강하며 사업
규모가 작고 합리적인 출자금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점에서 보험사업과는
다르다.
사업목적상 보험은 영리, 공제는 비영리이고, 대상지역상 보험은 광역단위,
공제는 광역단위 혹은 한정된 지역이다. 대상자 측면에서 보험은 불특정다
수, 공제는 조합원 혹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목적상 보험은 위험
의 전가, 공제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계약자간 관계측면에서

54) 명칭 문제 : 공제사업을 협동조합이 영위하는 보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 부르지 않
고 ‘공제’로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8조(상호 또는 명칭) 제2항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
여져 있고, 동 법에 근거하는 보험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이 보험사업을‘보험’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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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연결고리가 없으나, 공제는 있고, 경영의 주체측면에서 보험은 자본
의 지배를 받으나, 공제는 조합원이나 특정집단이 자치적으로 경영한다.
4. 공제조합의 법적 근거
이러한 공제조합은 각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있어 각각의 개별 근거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유
사보험”이라 분류하고 있다. 법적근거의 유형으로는 보험회사에 의해 경영되
는 보험사업이 보험업법의 감독을 받으나, 공제사업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각종 법률에 따라 사업운영이 인정되고 있는 것 2가지
형태가 있다. ① 법적 근거 없는 경우: 공익법인, 영리법인, 임의단체에 의한
것, ② 법적 근거 있는 경우: i) 조례에 따른 것(지방공공단체가 하는 것), ii)
복리후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사업협동조합, 상공업조합이 하는 것), iii)
공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업공제조
합, 노동조합 등) 등이 있다.
5. 공제조합의 주요업무
공제조합의 주요업무는 공제회원의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조정, 회원의 사
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급선전,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공동가공 및 보관
사업, 이용 및 운송사업, 신용사업(예금 및 투자업무), 공제사업(손해공제, 생
명공제, 보증공제)등이 있다.
6.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사회적기업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필요 시 납입한 부금의 일정 배수만큼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사회적기
업 간에 상호부조정신을 이어가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II.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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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 정책은 정책자금의 지원은 물론 육성법에
근거한 경영지원 역시 정부의 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사
회적기업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의 필요시 적립된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공제기금이 필요하다. 덧붙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기업인들의 노후 대책이나 사회적기업 폐업시의
위험 대비책으로도 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실태적 필요성(설문조사 결과)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경영지원팀에서는 2011년 2월 17일부터 동
년 동월 24일 까지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공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다.(붙임 #1)
설문 결과 설문에 응한 총 52개 사회적기업 중 35개(67.3%)가 사회적기
업 공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참여 시
중요한 고려요인(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관리의 신뢰성(17개 / 25%), 대부의
신속성(13개 / 19.1%), 보장의 정도(10개, 14.7%) 순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
다. 사회적기업 공제조합에 대한 자유 의견으로는 납입금에 대한 부담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이었다. 전국단위 공제회가 아
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규모 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 참여기업들이 주체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
다. 그 외에도 시설지원이나 경영 지원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위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도입 및 시행의 필요성을
실태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나. 외국 입법례
1) 유럽과 영·미의 자본시장
사회적기업이 先 발전한 유럽과 영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사회적
기업 역시 이러한 자본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증권 거
래소의 예로 브라질의 BVS&A, 캐나다의 GREENSX, 영국의 SSE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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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기업 지원 투자 기금의 예로 미국의 Clavert Foundation이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한 유럽과 영미에서는 자본시장의 활용을 통해 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제제도 자체가 발달하지 않
았다.
2) 공제제도의 발전
공제제도는 일본에서 시작된 특유한 제도이다. 즉 유럽이나 영미처럼 자본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일본에서 기업들 스스로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측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이다. 일본과 비슷하게 국가
가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정책금융 중심의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와 대만이
현재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공제제도가
발달하였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공제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3)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 실정법을 제정한 국가로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선구적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공
제제도의 외국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공제제도가 발전하지 않은 유럽이
나 영미는 물론, 일본 역시 중소기업 공제제도만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공제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럽의 경우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른
공제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대해 체계화된 것은 우리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소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기금으로 기업이 자
생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달정도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기업 도입 초기
부터 자본시장에 노출시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발생 자체를 불가하게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와 함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친화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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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55)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금융 중심에서 자
본시장을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공제제도의 도입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제제도가 유사시 자금의 융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스스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자립적인 여건을 조성
한다는 측면의 의미도 크므로, 자본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이 정착한 이후라도
공제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문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1. 7. 25 개정)으로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계획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별도의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
은 채 중소기업의 공제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그 성격이 다르다는 문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사
회적기업이 중소기업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기존의 중소기업과는 회사조직과 업무수행
방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됨에 따라 공제
조합에의 그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56)
55) 최종태·노희진·조영복,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연구”, 노동부, 2009. 12. 18.
5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
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가입의 절차)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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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제사업 자체가 “동일한” 조직에 속한 사람 또는 “동일” 직업이
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제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의 조합을 조직, 일정
한 기술적 기반에 입각하여 경제적 위험이나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한 상호
구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기업과 달
리 일반 중소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비슷한 성격의 구성
원이라 볼 수 없다.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성은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는 동일화하기
힘든 특성이다.
2) 자격의 동일성 문제
공제 제도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추렴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
고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유독 높은 경우 나머지 조합원들이 그 위험을
공동재산으로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공제조합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비해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도산의 위험이 높고 기타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높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공제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
으로 운영과정에서 그 제도의 운영 및 유지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들 간에 독립적인 공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제
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 과도기적 단계로서 중소기업제도의 활용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11
년 7월말 기준으로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은 555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은 377개로 집계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통해 사회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기업으
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을 지
원하는 제도 역시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완전히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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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미 정밀한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는 중
소기업의 금융 등 각종 지원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중소기업기본
법의 개정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이후 사회적기업 부문이 성장하여 제3섹터로서 자리를 잡으면 중
소기업 부문 안에서 규율하기는 부족하고 좀 더 정밀한 독립적인 지원 법규
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이 현재 중소기업의 지원 제
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사회적기업만의 독립적인 규율이나 관리가 이루
어지는 것이 향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4) 소결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설계에 있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별도의 공제제도
를 만드는 방안,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들만의 공제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성장하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전자의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고 앞으로는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과도기로서 후자의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의 독립적인 성격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공제제도의 틀은 활
용하면서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는 공제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공제제도의 근거조문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기금과는 별도 관리가 되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공제제도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으로는 ① 직접적으
로 사회적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며 국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방지의 예방적 기능’과 ② 상호부조정신을 바탕을 공제부금의 납부라는
자조능력을 통해 도산방지를 위한 필요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일방적인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사회적기업의 자조노력 조장 기
능’, ③ 신용력·담보취약 등으로 기존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대다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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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하부기능을 수행하는 ‘영세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및 경영안정 기능’, ④ 폐업·노령 등의 경우 퇴직금을 제공하
여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는 ‘사회보장적 기능’ ⑤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양극화 해소 기능’, ⑥ 정책자금의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완 및 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 사업이 수행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된 납입부금으로 정책자금 확충효과를 가져오는 ‘정부정책의
편익 증대 기능’ 등이 있다.57)
III. 벤치마킹 대상58)
국내 공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의 운
용실태를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적절한 공제조합의 형태를 도출하고자 한
다.
1. 중소기업공제기금
가. 취지 및 현황
중소기업들의 상호부조정신 고양과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 안정 도모, 중소
기업의 공동구판매 사업의 활성화 유도를 설치 목적으로 하는 공제제도이다.
2010년 말 공제사업 기금은 총 4,108억 원이고 정부출연금 1,400억 원
(34.1%), 공제부금 2,516억 원(61.3%), 운용수익 190억 원(4.6%)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나. 연혁 및 근거법규
1982년 12월 31일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장 제3조의2(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마련하여 제87조의 2부터 제87조의 9까지 운영, 관리주체, 기금 조성, 기금
의 사용 등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983년
정부예산에 공제기금에 대한 초년도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계상하여 공
제기금의 재산적 기초가 마련되어, 공제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중소기업협동
57) http://fund.kfsb.or.kr/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개관 참고.
58) http://fund.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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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중앙회는 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을 제정하고 운영규정 및 요령 등을 제
정함으로써 1984년 6월 1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업무가 처음으로 시작되었
다.
현행법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와 제108조(중소
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가 근거법규이다.
다. 기능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의한 부금의 적립과 정부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에게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손실방
지의 예방적 기능과 중소기업의 자조노력 조장 기능, 사회보장적 기능, 영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을 하고 있다.
라. 기금의 조성과 운영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정부, 조합, 기타의 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운영의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
제사업단이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금대출로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 운영자금대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공동구매자금 대출과 생산제품의 공동판매사업자금대출 등의 공동구
매·판매자금대출의 지원 등이 있다.
제1호 공제금대출(부도어음대출)은 공제계약자인 중소기업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계약자 입장에서 상거래로 받을
어음 및 수표 등의 회수가 곤란할 때 신청가능하다. 대출은 부금 납부 잔액
의 10배 이내와 회수곤란채권 중 적은 금액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
다.
제2호 공제금대출(어음수표대출)은 공제계약자가 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가능하다. 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10
배 이내와 직전년도 매출액의 1/3 중 적은 금액과 이자는 신용도에 따라 차
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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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공제금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은 공제계약자가 단기운영자금의 부족
으로 인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대출은 부금잔액의 5배 이내
에서 신용도에 따라 금액과 이자를 차등 적용한다.
마. 운용상 문제점59)
2005년 7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수 49,231개 중 해지
업체 수는 34,778개에 달해 가입대비 해지율이 70.6%에 이른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기금을 활용하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대출한도부족이 44.4%, 보증인 입보가 27.7%, 높은 금리가 15.1%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2.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가. 취지 및 현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10년 12월말 기준 총 가입건수는 67,379건이고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
는 추세이고 2011년 말에는 110,000명을 예상하고 있다. 납입부금액은 총
3,074억이고, 자산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2,905억 원으로 2011년 5,800
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 연혁 및 근거법규
2006년 9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3절의3(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
업)을 신설하여 공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7년 6월 조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을 신설하였다. 2007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자금을 출연하고
동년 9월에 노란우산공제사업을 개시하였다.
59) 박승찬,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6), 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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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부터 제121조까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을 근거로 한다.
다. 기능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노란우산공제는 기업갱생제도의 보완 수단
제공 기능, 퇴직금제도 적용 영역의 확대·보완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기
능 등으로 사회 전체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상공인기업 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보전효과와 계속보험효과, 기
대소득의 증대 및 안정화 효과, 소상공인기업 경영위험 경감 및 경영위험관
리의 유용수단 제공 기능, 생산기술 및 제품품질의 향상, 심리적 경영 안정
효과 제공 등 기업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정책자금 확충 및 중소기업자금조달시장 활성화 효과, 정
부재정수입증대 및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여 정부
정책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능도 한다.
라. 기금의 조성과 운영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본부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우량채
권 및 예금상품에 투자하는 등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사망으로 인한 경우로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등이 있고, 퇴임·노령으로 인한 경우로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
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지급 청구 등이 있다.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차등지급이율표의
적용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출은 계약자의 납부부금 합계액과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
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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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손해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IV.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
1. 기본방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공제제도는 앞서 벤치마킹하고자 소개한 2가지의
중소기업 공제제도의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중소
기업공제기금처럼 긴급경영자금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노란우산공제처럼 폐업이나 노령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회
보장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의 기능, 세제혜택, 보
험혜택 등의 기능도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다.
가. 재원 조성
사회적기업의 사업주의 공제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사업특성
상 초기 적자구조의 장기화로 인한 시장실패를 고려해 한시적이나마 결손금
보충을 위해 시행초기 정부의 출연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정부의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 역시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서 사업시행초기에 정부가 약 10년간 51.7억 엔을 지원한 바 있다.60)
나. 운영관리비
기본적으로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는 점에서 정부지원이 요구되나 현
실적으로 항구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기금 운영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 운영기관
60)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간담회 자료』
(2006), 36-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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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가능한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을 것이나, 상호부
조적인 공제제도의 특성상 사회적기업 협의회 또는 기본재산이 건전하게 조
성되어 있는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 운영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세제지원
공제금 또는 취급기관에 대한 세제상 특례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근
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보증 공제61)
보증수요는 급증하는데 보증시장이 업종별 공제조합을 제외하고 하나의
민간보증회사에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고 영세한 사회적기업들이 충족하기에
는 보증 요건도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상호부
조로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제조합에서 공동신용사업을 전개하
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재원 확보는 물론, 공제규정과
주무관청의 인가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외적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한 보증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
하다.
2. 효율적 제도도입 방안
가.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역할과 지원 필요
시행 초기 제도 정착, 기반 강화, 공신력 강화를 통한 가입 촉진, 초기 장
기간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이 필요하다. 기금 뿐 아니라 사업운
영비의 한시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세제 지원, 공제금 보호규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요구된다.
나. 공제사업의 평가 및 도덕적 위험 방지 대책 마련
61) 김수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활성화』(중소기업연구원, 2007), 제5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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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평가 실시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부실 사회적기업만 가입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지등가운영의 기본원칙이 상존하는 한
큰 문제는 아니다.
다. 중도해지 패널티 부여
무분별한 가입과 탈퇴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라. 위험관리
대출 금리 인하 등 수혜자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대출활성화가 필요하나
효과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공제기금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마. 공제 가입 유인 제공
앞서 살펴보았듯 중소기업공제기금이 현재 대출한도부족, 보증인 입보, 높
은 금리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제 운용의 부실을 초래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출한도와 신용 보증 문제, 낮은 금리 등 조
금 더 공제 구성원에게 유인이 되는 제도를 설계해야할 것이다.
V. 사회적기업 공제제도 법제화 검토
1. 법률 개정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규
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제정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위급한 경영상의 긴급자금 대출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초기과정에서 그 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관리하고 별도의 계정을 통해 운영하도
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할 경우 공제기금에 대한
감사 규정을 진흥원 또는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의 공제기금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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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탁관리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한 관련 조문들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사회적기업육성법(조문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의 3(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사회적기업가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
을 기하며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의 확립에 필요
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기금의 관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
기업 공제기금을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5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3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 관리에 대한 감사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조문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의 3(업무) ① 중앙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
조의3에 의한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사회적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별도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하 규정에서 별도의 절로 공제 가입 요건, 자금의 조성, 사업, 공제 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등을 규정한다. 이때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듯(4. 사회적기
업 공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 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절 중소기
업공제사업기금과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
는 방향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육성법>
현 행
<신 설>

개선안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의3(공제제도의 확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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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자
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
하며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공제 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기금의 관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기업 공
제기금을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공제사업기금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중략)
5. 제3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
제기금 관리에 대한 감사

※ 신·구 조문대비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현 행
<신 설>

개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의 3(업무)
① 중앙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의3에
의한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사회적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별도 기금
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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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제 사업 수요 조사
1.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분
응답

예
21
40.4%

아니오
31
59.6%

무응답
0
0.0%

합계
52
100.0%

2. 귀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혹은 참여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있습니까?
구분
응답

예
2
3.8%

아니오
49
94.2%

무응답
1
1.9%

합계
52
100.0%

2-1. 귀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혹은 참여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무엇입니까?

구분

중소기업

노란우산

공제기금
0

공제
0

0.0%

0.0%

응답

※ 기타

모기관 청원역

모기관 청원역

자활센터 미래

자활센터 미래

씨앗

씨앗

기타

무응답

합계

2

0

100.0%

0.0%

2
100.

모기관 청원역자
활센터 미래씨앗

0%

모기관 청원
역자활센터
미래씨앗

택시공제조합

2-2.귀기관이납입하고있는매월공제부금은얼마입니까?(원)
공제사업명
청원역자활센터
미래씨앗
택시공제조합

금액

기타

7만원

직원개별공제7명

1,000만원

3. 귀 기관은 경영안정 도모 및 사회적기업 간 상호부조정신 계승을 위해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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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예
35
67.3%

아니오
17
32.7%

무응답
0
0.0%

합계
52
100.0%

4.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참여 시 중요한 고려요인은 무엇입니까?(중복 응답)

구분

응답

공제금의

관리의

보장의

보장의

대부의

해지의

신뢰성

다양성

정도

신속성

편리성

17

5

10

13

3

율
4

25.0%

7.4%

14.7%

19.1%

4.4%

5.9%

만기이자

무응
답

합계

16
23.5

68
100.

%

0%

5. 귀 기관이 납입 가능한 매월 공제부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응답

100만
원
7
13.5%

5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무응답

합계

4

9

12

1

19

7.7%

17.3%

23.1%

1.9%

36.5%

52
100.
0%

6.끝으로, 사회적기업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길 바
랍니다.
전에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해서 백만 원씩 납입했었음. 혜택이 줄어들고 담보
등 대부 요건이 복잡해지면서 탈퇴, 1백~2백 납입 가능
공제회는 지역 사회 안에서 규모 있게 성장하여야 한다. 전국단위 공제회 운영
은 기금 외에 상부상조의 의의에 맞지 않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구성 된다면
몇몇 특정기관에 의한 운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취지
에 대한 훼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귀 재단의 설립운영취지에 반한다고

긍정

생각한다.
시설지원도 고려 부탁
참여기업들이 주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로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기업들
스스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바탕이 되고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
겠다.
사업컨설팅도 가능하면 좋을 듯
기초자본금 및 충분한 수익이 없어 정말 힘든 NGO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런 공제사업 기관이었음 한다.
공제사업추진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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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와 함께 교육, 컨설팅필요
대부 우대 사업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 필요
매 월 납입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제회는 지역 사회 안에서 규모 있게 성장하여야 한다. 전국단위 공제회 운영
은 기금 외에 상부상조의 의의에 맞지 않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구성 된다면
몇몇 특정기관에 의한 운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취지
부정

에 대한 훼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귀 재단의 설립운영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시설자금 대부를 받을 계획이서 많은 금액의 공제 가입은 어려울 것 같음
사회적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는 어려운 일임
대부시 담보설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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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법제화 검토
I.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연구의 배경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의 일종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연합조직 혹은 협의체에 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하는 사회적기
업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네트
워킹 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고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
장을 돕기 위한 연합체 또는 협의체를 말한다.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의 영세
한 규모에 불과한 사회적기업들이 연합하여 개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형성 등에 일관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차원 및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회
적기업 협의체’ 등은 재정상, 인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잘 자리 잡고 있는 영국의 사례
를 검토하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기능과 중요성, 연합체의 성장 동
력이 된 영국 정부의 정책 등을 살펴보고,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
업 당사자 연합체의 실제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적 보완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II. 영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조직현황
1. 영국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현황
가. 개관
사회적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식
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활동상
황을 조사하며 정부 지원 정책을 실현 및 형성에 기여하는 네트워크 역시
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로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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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걸쳐 사회적기업연합회의 역할을 하는 Social Enterprise UK 이 대
표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같이 영국을 구성하는 지
방을

중심으로

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Wel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이 조직되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연합회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더 세분화된 지역별 연합조직 및 업종별 조직 등이 상
당수 존재하나,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네트워크인 Social Enterprise
UK 등을 비롯한 대표적인 조직들의 설립 및 운영 사례를 통해 당사자 연합
체의 바람직한 기능과 그에 관한 영국 내 제도적 지원에 관하여 검토해본다.
나. 영국 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활동 사례
1) 영국 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62)
2002년경에 설립된 대표적인 영국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인 영국 사회
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Coalition)은

2011년

8월

초

Social

Enterprise UK로 그 이름을 변경하였다. 해당 기관은 사회적기업의 권익보
호를 위한 연합조직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 기업들
및 다른 연합 조직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집권당에 요구하는 정책내용을 메니페스토로 정리하여 정
부의 정책 및 정치 어젠다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63)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Support Programme)64) 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리더십 개발, 경영컨설팅, 각종 산업정보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조직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도 이 기관
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은 지역 및 전국 사회적기
업 연합체의 구심점으로써 지식공유 네트워크(knowledge‐sharing network)

62) Social Enterprise Coalition Annual Report 2010 (www.socialenterprise.org.uk)
63) 2010년 총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No more business as usual ‐ a social enterprise
manifesto”라는 사회적기업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http://www.socialenterprise.org.uk/data/files/Policy/a_social_enterprise_manifesto.pdf)
64) http://www.socialenterprise.org.uk/pages/sek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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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화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국 사회적기업연합회의 활동은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
합체들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적기업 런던(Social Enterprise London, SEL)
런던 정부 협의회(Association of London Government)65)의 단독 자금
조달로 199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24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가입되어 있
는 기관으로 7명의 상근 직원이 있다.66) SEL은 런던 내 사회적기업을 홍보
하여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훈련,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67) 또한, 자금 접근 경로 확보에 관한 지원활동
및 런던 내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 기업 지원 전략 개발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영컨설팅 회사와의 협
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들에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
며, 사회적기업 간 온라인 마켓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들 사이의 상품판매교류를 지원하고 있다.68)
3)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연합(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69)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연합 (이하 SSEC)은 스코틀랜드의 사회적기업의 공
동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스코틀랜드 지방 정부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이
다. 현재 스코틀랜드 지역의 집권당은 SNP (Scottish National Party)이며,
SSEC는 집권당과 의회 등을 상대로 정책토론 및 정책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SSEC 소속 회원은 스코틀랜드 지역 사회적기업 3,000
여개로 추정되고, SSEC의 이사회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분야를 대표하는 14

65) 런던 정부 협의회(Association of London Government; ALG)는 2006. 10. 경 런던 의회(London
Councils)로 명칭을 개명하였으며, 32대의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s)와 특별구(City of London),
런던 경찰국(The Metropolitan Police Authority), 런던 소방국(London Fire Brigade)을 구성원으로
하는 런던과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 자치 기구이다.
66)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2002), 32p 참조
SEL 웹사이트 (http://www.sel.org.uk/welcome‐to‐social‐enterprise‐london_) 참조
67) 사업체 설립, 비영리단체에서의 전환, 경영관리, 컨설팅 등 4가지 주제에 대하여 소정의
비용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http://www.sel.org.uk/social‐enterprise‐training/)
68) http://www.sel.org.uk/funding‐and‐finance/ (사회적기업간 온라인 마켓 제공기관 ClearlyS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http://www.clearlyso.com)
69) 2010/2011 New Annual Report from the Scottish Social Enterprise
(www.scottishsocialenterpris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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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SEC가 공개하고 있는 주요 활동으로는 정부 자문, 우수 사회적기업 시상
정책 및 네트워킹 회의 개최, 회보 발간, 사회적기업 지지 헌장(The Social
Enterprise Charter) 국민서명,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등이 있다. SSEC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정부보조금이 3:1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
비는 회원사의 매출 등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1년 스코틀랜드 국민과 회원대상 설문조사70)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국민
의 71%가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회원의 95%가
SSEC 가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73%는
SSEC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에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
고 있으며, 79%는 회원 스스로가 적극적 기여자 또는 참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이 시민사
회에 기반을 두어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며, SSEC가 사회적기
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2. 영국 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역할 및 관련 지원 정책
가. 2002년 통상산업부(DTI)의 사회적기업 성공을 위한 전략 정책 시행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영국정부는 2002년 사회적기업의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의 주도 하에 ‘사회적기업 성공을 위한 전략’이라는 3개년 정책을
수립하였다.
위 정책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인 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Coalition, SEC)에 관하여,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소규모이며 전국 각 지역 및
경제 각 부문에 흩어져 있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정책 지원에 자신들의 의
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관하여 고민하고 1년여 기간 동안 민간과
협의하여 준비한 결과 위 SEC를 보증유한회사로 법인화하고, 협동조합그룹
(Co‐operative Group) 및 통상산업부(DTI, 현재는 기업통상산업부 DETI 로
명칭 변경)가 설립을 위하여 초기 3년간 재정지원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
70) 해외설문조사『Ipsos MORI and 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annual membership
survey』(http://www.scottishsocialenterprise.org.uk/downloa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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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러한 SEC 네트워크의 역할에 관하여 1) 사회적기업의 목소리
대변, 2)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3) 구체적 방향성 있
는 사업 추진, 4)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법적, 재정적 기틀 마
련 작업을 열거하고 있다.71) 그리고 위 정책의 서두 부분에서 밝힌 전략적
비전에서는 “전략 수행의 핵심 파트너”로서 SEC를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SE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위 연합이 동 부문의 강력
하고 포괄적이며 일괄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
본 방향을 천명하여, 네트워크가 자발적 민간단체이지만 동시에 정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정책 형성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나. 2006년 제3섹터청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수립
2006년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로서 내각
(Cabinet Office)내에 제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 OTS)72)을 설
치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결합하여 운영하였다.73)
위 제3섹터청이 주도하여 2006년에 발표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더 높
은 고지를 향하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연간 총
매출은 270억 파운드 이상이고 매년 GDP의 80억 파운드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재정적인 지원에 관하여
는, 제3섹터청은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74)
에게 2007년 4월부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되, 2007년, 2008년에는 연간
50만 파운드, 그 이후로는 매년 규모를 늘려 180만 파운드까지 지원할 것임
을 밝히고 있다.

71)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Social Enterprise : a strategy for success』(2002)
6.2. Recognise achievement and spread the word.
d) A strong voice for the sector
72) 제3섹터청은 2010년 5월경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 OCS)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73) 제3섹터청 조직도 참조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090129112145/http://cabinetoffice.gov.uk/third_se
ctor/about_us/structure.aspx)
74) 지역개발기구(RDA)는 정부 특정 관청 소속은 아니나 정부 부처의 감독하에 그 목적을 수행하는
비정부부처공영기구(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의 하나로서, 지역개발기구법(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1998)에 따라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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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육성 계획을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위 육성 계획
수립에 지방정부기구등과 함께 작업반의 일원으로서 SEC 의견이 반영되기
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 나아가 영국 정부는 SEC와 함께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재고할 것임을 선언하고,75) 제3
섹터청은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기구들에게 전국 차원의 전략적인 3개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간 8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들 단체로 하여금 정부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76)
다. 전략적 파트너쉽 프로그램(Strategic Partners Programme)
시민사회청(OCS)은 제3섹터청에서 2006년경 처음 실시하였던 전략적 파
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 기구들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여
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는 민간 부분의 자선 사업, 사회적기

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수여
하는 사업이다. 2007년 당시에는 45개의 민간단체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
하였고 전체 예산은 1,300만 파운드가 넘었으나, 현재는 축소되고 있는 추
세로서 시민사회청은 올해 초 향후 3년간 17개 단체에 총 82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가 파트너십으로는 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Social Firms UK 등이 선정되었고 또한 사회적기업
연합(SEC)은 2010년에는 단독으로 53만 4천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영국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약 50만 파운드의 재정지원을 받을 것
으로 발표되었다.77)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종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빅 소사이어티 정책78)
최근 영국 정부는 빅 소사이어티 프로젝트(Big Society Project)를 선언하
였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복지
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
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조직화를 직접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및
75)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사회적기업에 관한 문화 육성부분에 관한 46문단 참조.
76)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사회적기업 부문 의견 청취부분에 관한 155문단 참조.
77) 제3섹터청 2011. 3. 22. 소식
(http://www.thirdsector.co.uk/news/Article/1061268/Umbrella‐bodies‐prominent‐strategic‐partners‐
funding)
78) http://www.cabinetoffice.gov.uk/content/big‐society‐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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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영역을 자선단체나 사회적기업,
민간 기업 등에게 개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역할로 참
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은행들의 휴면예금을 모아 Big Society Bank79)를 설
립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조직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
으며, 2011년 현재까지 11개의 영국 주요 은행들이 Big Society Bank에 참
여하기로 하였다.80)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영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들은 재정적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정부의
정책은 사회적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정책 수혜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 영국 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가장 공고하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위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는 상당 부분 사회적기업연합과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의 형태
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국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정착 및 자생을 위해서는 재
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의 형성과 운영은 민간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운동이기도 하므로 민간 영역의 이니셔티브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 주도형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기업에 직접 재
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자생성을 유도하는데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기업연합과 같은 네트워크나 여타 기
금 등의 민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여 개별 사회적기업에 관한 여러 지원활동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관한 민간 부
문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고 그러한 노하우를 민간 부문에 축적시킴으로써
일종의 간접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당사
79)http://www.cabinetoffice.gov.uk/sites/default/files/resources/big‐society‐bank‐outline‐propo
sal.pdf
80)http://www.socialenterpriselive.com/section/news/money/20101207/banks‐could‐commit‐%C2%A315b
n‐big‐society‐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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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합체를 정책의 파트너로 삼아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조력을
적극 구하는 한편, 수립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다시 네트워크
가 민간 부문에 정책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형성해 올 수 있었다고 보인다.
III.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현황 및 관련 법제
1.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활동 현황
가. 조직 설립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
회81) (이하 KCCSE) 를 중심으로 광역 및 지역단위에 다수의 지부가 형성되
어 운영되고 있는 구조로 조직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 연합조직
으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가 존재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의 시/도에 모두 광역단위의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단위
(시 혹은 광역시의 구)에 여러 개의 사회적기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업종 단위로 형성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료생활 협동조합연대(구 의료생협연합회), 사단법인 한
국청소대안기업연합회, 사단법인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지속가능관광 사회
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등이 활동하고 있다.
나.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운영사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KCCSE)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KCCSE)는 전국단위의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7개 지부와 5개 지역협의회에 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KCCSE는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1개의 지역협의회를 공식 지역조직으로 인
정하고 있으며, 최근 예비사회적기업의 수가 확대되면서 자치구별 사회적기
업협의회 등 자발적인 조직체들을 지회 등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81)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는 2011년 3월17일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지역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KCCSE))로
개칭하였으며, 지역조직은 00지부 및 지역사회적기엽협의회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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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들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11년 5월 30일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 총 532개 중 372개 (70% 가입
율)의 기업이 KCCSE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한 2011년 정기총회를 통해 인
증사회적기업만을 정회원으로 인정하던 종전의 회원가입에 관한 정관을 변
경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 사회적기업 유관단체 및 개인 등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직형태

명칭

지부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

27(24/3)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60(48/12)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25(17/8)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19(18/1)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68(67/1)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37(31/6)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13(8/5))

소계
지역협의회

회원수(인증/예비)

249(213/36)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7(7/0)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9(9/0)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24(24/0)

울산사회적기업협의회

15(15/0)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47(22/25)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5(5/0)

소계

107(82/25)

개별회원

부산지역소속 개별회원

5(5/5)

사회적기업

제주지역소속 개별회원

4(4/4)

충북지역소속 개별회원

7(7/0)

소계
한기협 소속 회원 총수

16(16/9)
372(311/70)

KCCSE는 각종 포럼 개최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사회적기업
가 교육을 위한 활동,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실무역량 강화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정책대응 및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에는 노동부, 청와대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 TFT활동에 참여하고 있
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연대사업, 윤리적 소비공모전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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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 인식 재고 활동도 그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광역단위의 지역 협의회의 경우도 중앙 조직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민관협력이
비교적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이러한 배경
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조직
중 하나이다.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조력하는 한
편, 협의회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전라북도 또는 도교육청의 협력을 끌
어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는 올해 들어 사회적기업들에게 사무장
비 및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민관협동화 빌리지’를 마련하고 그에 입주할
사회적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전북사회적기업협
의회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라북도와 도
교육청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업무
협력에 기초하여 의류 재활용 사회적기업인 ‘나눔환경’은 전라북도와 도교육
청의 지원을 받아 전북지역내의 학교나 임대아파트 등의 헌 옷을 독점적으
로 수거하고 수익금을 마련하여 장학금을 지원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
에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라북도로부터 사회적기업홈페이지 구축 예산
3천만 원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비용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
북대와 공동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사회적기업 홍보활동으로
문화 공연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네트워크 조직인 협의체와의 공조사업은
지역협의체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참여를 확산시
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역시 내부적으로
는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하여 여전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내 기관이
나 몇몇 사회적기업가 개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지도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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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운영의 한계와 과제
이처럼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기는 하
지만 그 운영상 한계점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들의 운영 실정을 들여다보면, 지역 연합체 조
직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전무하여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다 보니 상근 직원을 아예 두지 못하는 경
우도 있었고, 상근 직원을 두더라도 대부분 1~2명에 그쳐 수십 개가 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연합체 조직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여건에 놓여있었다. 이에 관하여는 11개 지역 연합체 조직들을
직접 접촉하여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익명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상근
인력이 없거나 모자라고 인적∙물적 설비가 열악한 여건상 담당자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으며, 조사 작업에 협조를 제공한
지역협의회들은 5개에 불과하였고 이들은 그나마 필요한 조직 업무를 진행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 직원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여도
회비를 내지 못하여 가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열악한 사정을 보고 하였
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협의회나 연합회 등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개
별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 공유, 시장 조
사 등 공동 R&D 연구 사업 진행,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에 관한
사회적기업들의 의견 형성 및 수렴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애초 설립 의도와 달리 재정부족과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사회적기업협의회,
남양주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소수에 불과할 뿐 이외의 단체들은 예산부족으
로 거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을 끝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종료되어 독립경영을 이뤄내야 하는 기업이
전체 인증기업 중 24%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던 인건비 지원
규모 또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
회적기업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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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확충에
두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
적기업의 양적 팽창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지역 내 사회적기업 간 경쟁이 조
장될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단
순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행기관 혹은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의 도구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국내 사회적 연합체에 관한 법제현황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단체임에도 협의체의 권한의 한계, 현실적인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
여 운영 및 존립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완하여 연합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원동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은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에 관하
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 산
하의 공공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 사회적기
업진흥원이 수행할 기능 가운데 하나로 ‘업종, 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82) 즉, 사회적기업진흥원
에 관한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 위 규정이 현행 법령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적기업 연합체의 지원에 관련한 유일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조
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주체가 법적 해석상
의 문제에 있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해당
명칭이 사회적기업 당사자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연합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우려가 있다.83) 만약 전자의 경우라
8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등)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이하 생략)
83)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연합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점으로 보아 사실상 후자로 이해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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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더라도,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단지 사회적기업들간의 상호부조
를 위한 민간 연합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 예

산만으로는 전국∙지역∙업종 단위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구축, 운영, 지원
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지원 근거 조항 등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선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법 제
20조 제4항 제3호가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이 필요
하다.
한편 법령이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
는 것과 달리,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사
회적기업 협의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은 총
8384)개 조례 가운데 7개에 불과85)하여 그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들은 추상적, 선언적인 의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 협
의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결정에만 맡겨두어도 좋
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2011. 7. 25. 공포된 중소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이 중소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
다.86)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자의 지위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규정을 통하여 사회적기
업 당사자 연합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나
8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
4&category_id=CA05&mode=list)
85) 별첨1 참조
86) 중소기업법 개정안(2011. 7.25 공포, 2012. 1. 시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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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위 규정만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관한 지원이 충분한지 아
니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위한 별도의 근거조
항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IV. 국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법제의 개선책 검토
1. 국내 법제 개선의 필요성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
한 자생성 증진, 합리적인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영국 정부가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
입하여 이러한 연합체를 육성해 온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연합체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일반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합체를 육성할 수 있었고 또한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외에도 오랜 자선의 전통에 기반을 둔 유럽 사회의 특성상 사회
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금 및 단체들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의 재정 지원도 많은 부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지원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합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행 법령 하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협의회에 관하여 자체적
으로 조례를 마련하였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연합체에 관한 육성
정책을 실시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방 예산의 한계 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연합체의 지원 정책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법제화를 위하여 유사한 민간 조직에 관한
지원 법령을 살펴보자면,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제3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존립과 정의 및 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제
9조87)에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의 의무 및 대(對)정부 의견제시에 관한 단체
87)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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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에도 제8조88), 제12조89)
그리고 제13조90) 에서 중소기업 협의체에 대한 지원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
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경우 제17조91)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제18조92)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도 제33조 3항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2조
는 이러한 여성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민간 조직에 대한 근거 법조항 도입의 선례 및 현실적 필요
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그 존립
및 지원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법제 개선안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8)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89)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90)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91)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개정 2008.2.29>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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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인증하는 데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
로 지원 단체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성장함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관해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기능을
고려해볼 때, 연합체에 있어서 정부 주도적인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조직이 설립되었을 때 정부가 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규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된다.
이 같은 원칙하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3가지 개정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네트워
크”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 해석상의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
체”에 대한 명시적 정의규정 신설과 2) 이에 포함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유사한 민간 조직의 정의규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지원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내용을 제33조 제1항 및 제2항93)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목
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경우에도 제3조, 제7조94) 그리고 제8조95)에서 중소
93)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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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의체를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정치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로 그 개념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 당
사자 연합체의 경우도 비영리 조직으로만 설립 운영될 수 있게 제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정의를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및 단체를 포괄하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0호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란 사회적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
로 모여 결성한 비영리 연합체(이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라 한다.)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단체를 의미한다.
나. <제1안>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표제로 한 조문신설 방안
기존 사회적기업법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로 규정된 사회적기업 네트워
크 구축,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제20조 제4항 제3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사
회적기업 네트워크’에 관한 정의규정과 지원조항을 신설한다.
<조문 예시>
제00조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설립)

96)

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경영 활동에 관한 지원 및 사회적기
업 전반의 육성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97)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5)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6)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 참조
97) 사회적기업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 참조 (별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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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전국 및 지역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될 수 있다.
③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00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
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의 조직촉진과 그 운
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98)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00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육성 지
원)99)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및 지역 단위, 업종 단위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
합체에 재정적 지원 및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 관한 지원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육성 및 사회적기업에 관한 합리적 정책
형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가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형성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해서는 수립 단계에서부
터 관련 민간 부문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무적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
98)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제13조 참조
99)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참조

- 126 -

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 민간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사회적기
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련 민간 부문의 의견을 구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심의 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참여시키도록 조
례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참여 구성원
의 하나로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 조직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다.
다. <제2안>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을 이용한 개정방안
다음으로는 현재 중소기업법 규정이 사회적기업들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책지원에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
안이다.
<조문개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도와 그 사업의 성
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당사자 연합체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
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
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사회적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
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라. <제3안>기존규정 제10조의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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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의 경영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민간단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현 행

개선안

제10조 (경영지원 등) 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제10조 (경영지원 등) ➀ <현행과 같음>
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➁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
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➁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① 1.~2. 가~라 <현행과 같음>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

마.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
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
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사립대학만 해당한다)의 부설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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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
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
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
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➁ <현행과 같음>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검토
위에서 제시한 개선안들 중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연합체에 관한 조항을 신
설하는 제1안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연합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제2안,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조항에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라는 문구를 삽
입하는 제3안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안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명
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법적 존립기반을 명확히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제1안에 따를 경우 사회적기업 네크워크에 대한 재
정지원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나 그 예산의 집행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법 제24조 제4항 제3호). 올해 들어 본격적
업무를 개시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앞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당사
자 연합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하게 된다면, 보다 현실적 필요에
부합하는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법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법의 규율대상으로 포함하
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공포되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가 중소기업법에
의해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증가되었는바 중복규율
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법을 응용하는 제2안에 따를 경우 법제의 큰 개정 없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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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앞선 제1안의 문제인 중복규율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바 사회적
기업 당사자 연합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다른 중소기업관련 법
규들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업 당사자 연합체만의 독립된 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법 내에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관한 규정이 삽입될 경우 현
실적으로 중소기업 조직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실제
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적인 해석상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그 주된 목적과 관심사가 다르고 조직 형
태 역시 이질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규율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기본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3안의 경우 법령 변경을 최소화하고 현행 규정을 최대한 실
용화하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가 수행
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 가운데 정부 위탁 업무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한 규정이 되기는 어렵다. 이는 제1안이나 제2안과
함께 도입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역할을 확장하는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현재 열악한 지위와 상황을 고려
할 때 사회적기업의 기본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적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를 규정하여 그들의 존립근거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형성 참여 및 민간 지원 활동이라는 역할을 명료하게 하여 그 지위를
강화하는 제1안과 제3안을 결합하는 형태가 가장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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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별첨1. 연합체에 관한 협의체 설치규정을 구비한 조례 현황>
지역명

지역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규정

광주시

시행규칙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간 교류 협력연합체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내 유기적인 연합체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개발 지원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시행규칙 제10조(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연합체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연합체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북도

시행규칙 제15조(협의체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의 유기적인 연합체의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의 교류·협력 연합체의 구축 사업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정책개발 등

전라남도

시행규칙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연합체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연합체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시행규칙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
간기업·단체 간 교류 협력연합체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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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내 유기적인 연합체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시행규칙 제7조(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간
기업·단체 간 교류·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연합체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제9조(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도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연합체의 구축을 위하여 도 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연합체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시행규칙 제8조(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 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
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연합체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연합체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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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법제화
I.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운영 현황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지원기관은 여타의 정책수단에 비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성의 가치 기준이
민간의 영역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육성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던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둘러싼 민간기관의 역할은 육성법제
정과정에서의 직접 참여뿐만 아니라 육성법 제정이후 민간단체라는 법적인
지위 하에서 민간지원기관의 역할 수행까지 이르고 있다.
1. 민간지원기관의 의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이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
비 중인 비영리단체와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인증신청
에 필요한 서비스 및 경영 지원업무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역량 있는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만들
어지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수탁 받은 범위내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속업
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말하며 육성법 제10조(경영지
원 등) 제2항100)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에 두고 있
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
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
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간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민간단체를 ①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

100)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
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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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 ②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사립학교
의 부설 연구기관 ④ 사회적기업이나「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
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육성법에서 말
하는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다.101)
2. 민간지원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가. 육성법상의 업무 수행 범위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항에서 위탁받은 민간지원기관의 업무 수
행 범위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이 그 수행 범위에 속한다.
이러한 육성법 상의 업무 수행 범위를 근거하여 고용부에서는 2007년 하반
기부터 매년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민간지원기관을 공모방식으로 선발
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민간지원기관의 업무 수행 주요 내용
민간지원기관에 대한 육성법상의 업무 수행 범위 외에도 육성법 시행
2007년 하반기부터 민간지원기관이 수행한 주요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재)함께일하는재단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는 민간지원기관 사업설명회 자료

101)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
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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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였다.
- 2007년 민간지원기관 주요 업무(사업기간: 2007.11.9.∼2008.3.31.)
1)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인증을 위한 종합 상담 지원서비스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3) 사회적기업의 타당성 분석(사업컨설팅 및 업종분석)
4) 사회적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활동
5) 사회적기업 홍보사업
- 2008년 민간지원기관 주요 업무(사업기간: 2008.6.25.∼2008.12.15.)
1)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인증지원
2)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3) 인증심사지원
4) 자원연계 등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5)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및 홍보
- 2009년 민간지원기관 주요 업무(사업기간: 2009.3.4.∼2009.12.15)
1)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지원 및 모니터링
2)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3)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연합체 구축
5) 사회적기업․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등 교육지원
6) 지역별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기업 홍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활성화 등
8) 권역별 지원기관 역량강화 및 업무표준화 지원 등
9)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관련 현황 분석 등 기타
- 2010년 민간지원기관 주요 업무(사업기간: 2010.4.1.∼2010.12.24.)
1)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지원
2)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3)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지자체, 기업, 프로보노 등 지역별 자원연계 활성화
5)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연합체 구축
6) 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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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지원
8) 정부재정지원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9)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2011년 민간지원기관 주요 업무(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11.12.15일
까지)
1) 지역 연합체 구축 및 자원 연계
2)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확산
3)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4)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5)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2011년은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인증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
별 민간지원기관 외에 특화된 연합체, 모델 발굴․전파, 홍보 등을 담당할 분
야별(돌봄,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문화 등) 전문(특화) 지원기관과 전 국민
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확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공
공부문이 지원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상별(종교계,
NGO, 대기업 등) 기능별(청년, 국제개발, 도심형, 농어촌형 등)의 전문(특화)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전문(특화) 지원기관의 주요 업무는 ① 분야․대상․기능별 자원(자치단체, 기
업, NGO,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프로보노 전문기관 등) 연계 활성화 및 연
합체 구축, ② 분야․대상․기능별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확산. ③ 지역별 성
공사례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다. 현행 민간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민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제②항에 의해 업무
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
다.102)
102) ① 2011년 권역별 지원사업예산(총 2,300백만
130백만 원, 대전 130백만 원, 충북 130백만 원,
만 원, 광주 130백만 원, 부산 130백만 원, 울산
만 원, 제주 100백만 원
② 2011년 특화(전문) 지원사업예산(총 700백만
대상별 지원기관 30백만 원 내외

원); 서울 350백만 원, 강원 130백만 원, 인천
충남 130백만 원, 전북 130백만 원, 전남 130백
130백만 원, 경남 130백만 원, 대구/경북 260백
원): 분야별 지원기관 100백만 원 이내, 기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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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지원기관 지원 자격
① 권역별 지원기관 지원 자격
권역별 지원기관은 기본 자격요건과 필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먼저 기본 자격요건은 회계․노무․법무 등 분야별 경영지원역량이 있고 지역
내 자원 동원능력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당인력을 갖춘 비영
리단체․법인, 정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
야 한다.
권역별 지원기관의 필수 자격요건으로는 ①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 간 연
합체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 대
학협의회, 회계․노무 등 전문 기관 등), ② 여러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로 유기적인 통합운영 증빙
필요(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지니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
사,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등) ③ 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의무(예
산 매칭이 기본 원칙이되, 시설 임대 등의 지원 연계도 가능)가 있으며 ④
지역 NGO, 종교단체,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 경우 우대 선정(다만, 자원연계 규모에 따라 위탁예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될 수 있다.
②

전문(특화) 지원기관 지원 자격

전문(특화) 지원기관 역시 기본 자격요건과 필수 자격요건으로 구분되며
먼저 기본 자격요건으로는 관련 분야․대상․기능별로 전문 경영지원역량이 있
고 특화된 연합체 구축 및 자원 동원능력 등이 인정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당임력을 갖춘 비영리단체․법인, 정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으로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전문(특화) 지원기관의 필수 자격요건은 ① 관련 분야․대상, 기능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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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사회적적기업 포함) 연합체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
② 타 정부부처․자치단체 지원체계 또는 해당 분야․기능․대상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로 전문역량 및 유기적인 통합운영 증빙필요
③ 관련 NGO, 종교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 경우 우대 선정 받을 수 있다.
2011년 민간지원기관 권역별 및 특화지원기관의 운영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11년 권역별 및 특화 지원기관 현황>
권역별 지원기관
권역

특화(전문) 지원기관

지원기관 명칭

서울

사람사랑

경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경기

경기복지재단

분야
환경
문화/예
술

지원기관 명침
(사)한국폐기물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강원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기독교

대전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불교

충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지역재단
(사)한기장복지재단
(사)날마다좋은날
(사)사람사랑
NGO

충북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광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세주

제주경상학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사)열매나눔재단
북한주
민
프로보
노

한국NPO공동회의
(사)사회적기업지원연합체

대구사회연구소
사회적기업연구원
창원대학교 사회적기업 지원센
터
이상 15개 기관

이상 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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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운영 현황
1.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운영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에 의해 2002년 창설된 사
회적기업 발전단(Social Enterprise Unit)이 정부, 민간지원기관, 사기업 등
의 사회적기업 지원 활동을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조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발전단은 사회적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로서 1) 사회적기업
의 잠재성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 2)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정
보와 조언 제공, 3) 사회적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에 관한 협력 제공, 4) 사회
적기업이 공적 영역과 협력하여 사회적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설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발전단과 연계된 사회적기업의 민간 전문기관은 1) 협
동조합 개발 협회(Co-operative Development Agencies), 2) 자원 봉사 위
원회(Council
Community

for

Voluntary

Councils),

4)

Service),

3)

사회적기업인

지역

단체

위원회(Rural

학교(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5) 런던 사회적기업 협회(Social Enterprise London)가 존
재하며 이러한 민간전문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창업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
적기업 관련 국가 정책을 보완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역할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들은 사회적기업들에게 정보, 조언, 자문,
교육·훈련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기업 민간지
원 전문기간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전문화 하고 있다
1) 전문 분야 지원기관 (교육ㆍ훈련, 자원봉사 경영, 파이낸싱 등)
2) 특별 영역 지원기관 (육아, 노동 시장, 청년 취업 등)
3) 특별 단체 이익 대표 기관 (여성, 장애인, 지방, 흑인 등)
영국에서 시범 운영된 사회적기업들의 44%가 사회적기업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상공부의 직접적 지원 (mainstream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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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공공 영역 기관, 사기업, 금융기관, 섹터별 영역 대표 기관 등에
의해 사회적 민간지원기관에 의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영국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운영의 시사점103)
영국에서의 민간지원기관의 운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민간지원기관의 코칭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경
험이 부족한 전문가가 뛰어난 코칭 능력을 보유할 경우, 기업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사회복지가 출신 전문가보다 사회적기업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져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관련
지식을 전달해야함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목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함이 중
요함이 강조되었다. 영국의 이러한 연구 발표는 사회적기업의 코칭에 관한
전문가 과정을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경영 노하
우를 갖춘 전문간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법적 형태는 일반 기업과 구
별되는 독특함을 지니므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회적기업 전문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수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영세 사회적기업의 경우 교육을 위해 직원이 근무지를 떠날 수 없으
므로 사업장 방문을 통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컨설턴트
들에게 교육 분야는 자문 분야에 비해 인기가 없어 공급사정이 열악한 경우
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학 협력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장 현장 방문 교육이 요구된다. 폴란드의 경우 대학에서 사회적기업가들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교
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자금에 의존하고, 정부 또
는 EU 프로젝트에 의해 일부 지원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도 사회적기업인의 자조적 협동조합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 지원 전문가가 다른 민간지원 전문가와 중개하여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효과가 증대됨
103) Fergus Lyon & Mark Ramsden, 2006, Developing fledgling social enterprises? A study of the
support required and means of delivering it.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ume 2, issue 1.
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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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 전문가가 사회적기업을 컨설팅한 뒤 법률 전
문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이 확인되었다.
III. 우리나라 민간지원기관 위탁 운영의 문제점
1. 민간지원기관의 전문성 부족
현행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중 제2호의
“가.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와 “라. 사회적기업이
나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
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의
자격조건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의 컨설턴트란 법률적인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컨설턴트란 기업 경영에 대한 기술상의 상담에 응하는 전
문가를 말하며. 그가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의 조언·협력을 컨설턴트 서비스
라고 한다. 수출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수출 마케팅의 신개발 등 국제무역
분야에까지 컨설턴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진
흥공단에서 경영진단사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경영의 진단에 응하고 있다. 따
라서 “가”의 컨설턴트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
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라도 3인 이상이 재직한 경영컨설팅 회사를
구성한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유
하여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민간지원기관의 과열 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사회
적기업의 경영지원 등이 부실하게 지원됨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자 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현장에서 지원
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현행 육성법상의 민간단체에 대한 자격요건
이 너무 취약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라”의 민간단체의 자격요건이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민간
지원기관으로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민간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취
약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07년 육성법 시행이후 (재)함께일하는재단을
비롯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는 20여개에 이르는 민간지원기관이 활
동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일하는재단과 몇몇의 연구소 및 단체를 제외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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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들은 육성법 시행이후에 민간단체로의 활동을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분야는 물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조차도 활동하지 않은 신생의 민간단
체들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 보다는
정부적 판단에 의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이 무엇보다
도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일정한 교육
을 이수토록 함과 동시에 인증 받은 컨설턴트의 필요인원 수를 상향함으로
민간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역시 “라”의
민간단체의 자격요건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으로 상향함으로써 민간단
체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민간지원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노하우 축적 부재
현행 민간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았다. 고용부에서는 육성법 시
행이후 현재까지 총5회 차에 걸쳐 민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전문기
관을 운영하여왔다. 이러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특히 문제가 제기된 점은
위탁사업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공백이며 이로 인한 민간기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없었다는 것이 또 다른 문
제점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민간지원기관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고용부로부터 위탁사업
을 지정 받아 수행하는 사업기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게 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육성법 시행 1차년도인 2007년
의 사업기간은 2007.11.9.부터 2008.3.31.으로 1차년 도를 제외하고는 2차
년도인 2008년의 사업기간은 2008.6.25.∼2008.12.15.으로 2008년도 1월
부터 6월까지 지원업무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고, 3차년도인 2010년도 사업
기간은 2010.4.1.∼2010.12.24.로 역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원업무
의 공백이 존재하고 2011년 금년 역시 지원기관의 선정이 2월에 선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기관의 업무공백이 약 2개월 정도가 존재하였다. 따라
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업무의 업무공백이 10개월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업무 차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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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인증지원 등에 관한 민간지원기관의 대다수가 재
정자립도가 취약한 단체들인 관계로 인증지원업무 등에 대한 지원기관으로
서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인건
비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를 운영할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차기 계약 시까지 많게는 6개월부터 적게는 2-3
개월까지 인건비와 단체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민간지원기관들
은 사실상 휴업상태이거나 소속된 컨설턴트들을 해고하거나 전직하는 상태
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단체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와 소속
된 컨설턴트에 대한 고용보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전
문성의 확보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IV. 민간단체 관련 규정 개정 등 법제화 검토
1. 법률 개정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 제2호 “가”, “라”의 요건
강화하여 “가”의 컨설턴트의 자격에 필수교육과정 도입하고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 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민간
단체의 자격을 강화하고 “라”의 민간단체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하여 민간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육성법의 시행규칙의 신설을 통해 민간지원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사
업위탁 방식에서 민간지원기관 사전지정제를 통해 선정, 매년 평가를 통해
탈락시킴으로서 민간단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민간지원기관으로 선발된
민간단체들은 선발이후부터 위탁업무 해지 시 까지 인건비 등 기본 운영경
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매년 지원 실적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만족
도 등을 반영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다. 이를 반영하여 마련해 본 개정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2. 가.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2. 가. 상근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常勤) 컨설턴트를 5명 이상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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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회사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라.-----------------------------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법인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2년 이상지원한 실적---------

<신설>

③고용부장관은 민간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단체를

을 위해 업무위탁기간을 2년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④고용부장관은 선정된 민간단체의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
하여야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현 행
<신설>

개선안
제12조의2(컨설턴트의 자격) ① 시행령제
12조 ① 2호의 가.에서 말하는 컨설턴트는
사회복지 및 경영 회계 등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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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 특
히 실제 법령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
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육성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함의는 정부주도의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양적 팽창정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
다는 점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결
과 오늘날 아시아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육성법 체계를 보유한 유일
한 국가이며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이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사회적기업가들의 아시아지역 국제교류의
장인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 대회를 2008년에 이어 2차대회를 2010년에
연속으로 (재)함께일하는재단의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고 3차대회 역시 사회
적기업이 활성화된 국가가 아시아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사회적기업 세계포럼 역시 2014년에 (재)함께일하는재단에서 서울에 유치한
것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
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외형적인 성장에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한 시기라 생각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금
년 하반기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236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재)함께일하는재단에서 수행한 바 있다. 실사를 진행해 본 결과 거
의 대다수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의식수준이 기준미달이며 사회적기업에 대
한 기본이해도 없이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혜택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자격여부
에 대한 관계없이 너도나도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려고 신청한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청기업의 이해와 맞물려 지자체에서는 일자리창출실
적을 올리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보다
는 행정실적에 급급하여 오히려 무자격신청기업을 두둔하고 지정실적을 올
리기에 무리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벤처붐을 생각나게 하는 부정적
인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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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한 정책이
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용 없는 경제성장, 청
년실업의 증대, 소득격차의 심화, 부족한 사회공공서비스로 인한 복지사각지
대의 확대 등 단순한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
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사회적기업 제도의 도입은 향후 우리의 복
지정책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임을 부인하는 현
장의 활동가와 학자 그리고 연구자는 없다고 단언해도 될 것이다. 다만 사회
적기업의 육성정책이 민간주도의 자율성과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강도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것은 향후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예상한다면 더욱이 사회적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북한과의 경제교류 역시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향후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남북한의 국민통합의 열쇄는 북한쪽의 경제재건의 주요 수단이 사회
적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남한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
스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 외에도 향후 북한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
회적기업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정의규정 검토를 통해 의미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대
를 모색하고 효과적인 창업과정을 법제화 하며,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경제자
립을 성취하고 위급한 재정위기 시에 적절한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공제제도의 도입,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
하며 직접적인 사회목적 실현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감
의 당사자 연합체를 활성화 하고 형식적인 민간지원기관에 대한 자격을 강
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민간지원기관 역시 업무의 연
속성과 업무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와의 업무 위탁에 대한 실질
적 재정지원을 받음과 동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민간지원기관
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민간 지원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
다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육성법 전반
에 걸친 법령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연구의 시발점으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법령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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