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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생태계 외연 넓히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민관협력 확대해야

소셜벤처 외 사회적기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적 기업군 존재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의 80%는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기술

기반업종에 해당한다. 소셜벤처는 취약계층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기술·인력·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혁

신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 혁신을 위해 기존의 

소셜벤처 외 기술벤처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의 잠재적 대상

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소셜벤처와 협업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술혁신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일반 벤처기업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경영전략으

로 받아들이는 데는 차이가 있다. 영리기업의 기술혁신이란 신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적기업의 기술혁신은 신기술 적용 여부

보다 기존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소

셜벤처는 하이테크 또는 로우테크의 구분 없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수

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연구는 

Bowen(1953)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비판이 존재하지만, CSR의 

개념은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많은 기업이 경영원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CSR

과 경영성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CSR은 

장기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CSR이 성장 초기 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사

결정을 수립할 때 성장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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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벤처기업 33% “CSR 반영해 기업 가치 증대·조직문화 개선 가능”

소셜벤처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서울 소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CSR 인식을 조사하였다. 168개 벤처기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응답자 중 28.7%의 벤

처기업이 CSR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절반이 비즈니

스모델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소셜벤처보

다 성과와 관리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이었다. 벤처 또는 스타트업보다 중견·대기업이 

CSR을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약 1/3의 응답자가 CSR로 

기업가치를 증대(38.7%)시키거나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30.5%)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답했다. 재무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응답은 낮았지만(28.7%), 장기적 재무 

성과는 과반이 낙관적(긍정 51.2%)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업의 CSR은 성장단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한 천동필·우창원(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소

셜벤처 지원이 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지원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절

반을 넘어(긍정 58.5%) 소셜벤처 지원에 벤처기업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벤처기업은 자신들이 소셜벤처와 다르며(응답한 벤처기업의 26.2%가 “소셜벤

처는 벤처기업과 같다”고 응답),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간기술 활용’ 기술혁신형 소셜벤처, 사업모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리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소셜벤처 기술혁신 유형 분석틀을 구축하고,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 소재 131개 

소셜벤처(2019 소셜벤처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에서 CSR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13개 벤처기업(2019 벤처기업 실태조사)이다. 크게 세 가지의 분석틀을 구축했는데, 

첫 번째 분석틀은 사회적 문제해결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혁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분석틀은 소셜벤처가 적용하는 기술과 시화적·경제적 가치실현의 대상에 관한 것이

며, 세 번째 분석틀은 소셜벤처가 실현하려고 하는 시장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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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해결
비즈니스 모델

기술혁신 의미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기술혁신
(중간기술)

적정한 기술로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에서 소
외된 소비자(취약계층)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

기술혁신
(신기술)

신기술을 활용해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취약계층)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

가치사슬 
혁신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고용촉
진, 상품구매 등)

플랫폼 운영
정보격차 

혁신
시장의 소비자·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줄여 적극적 시장 참여가 
어려운 참여자(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표 1] 소셜벤처 기술혁신의 유형

구분 기준 유형

적용기술(3개 유형)

- 고급기술(대학원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 중간기술(대학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 초급기술(일반인도 쉽게 습득 가능)

사회적·경제적 가치실현 대상(3개 유형)

- 일반 소비자

- 특정 집단

-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장애인, 중증 난치성 질환자 등)

[표 2] 적용기술과 가치실현 대상 유형

시장의 변화 의미

새로운 시장 창출 기존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한 재화·서비스

정보격차 해소
(시장 신뢰성 제고)

생산자 간 또는 소비자-생산자 간 불공정하게 형성된
시장의 정보를 개선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시장 접근성 확대
(시장의 확대)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소비자/생산자의
참여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

친환경 시장 형성 재화·서비스를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제공

착한소비
재화/서비스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투자-스케일업 생태계를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 공공재적 성격을 지녀 시장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제공

시장의 변화 없음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표 3] 소셜벤처가 가져온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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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 중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40개로 전체 응답자

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간기술의 비중이 가장 컸다. 소셜벤처의 혁신 

가운데 기술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비중

은 6.1%였다.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대부분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을 요구하는 소프

트웨어, 제조 등 중간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소셜·일반벤처의 사회적·경제적 

대상이 일치하는 비중은 각각 69.4%, 69.3%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을 두 축으로 [그림 1]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1]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대상 맵핑

셋째, 중간기술을 활용하는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이 일치하므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기업보다 유리하다. 

소셜벤처는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을 사회적 가치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 

벤처기업에는 없는 가치사슬 혁신은 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이 불일치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소셜벤처의 정보격차 혁신은 소셜벤처와 일반벤처가 모

두 가능하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사회적·경제적 가치 대상이 불일치해도 수

익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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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분야인 에이블테크, 사회적 약자 지원하는 기술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분야인 에이블테크는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 함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네 가지 기술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서울시(소셜벤처허브)는 보조공학기기, IT 및 서비스, IT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에이블테크의 유형에 따른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사

업 내용은 [표 4]와 같다.

기술 유형 사회적 가치 대상 주요 사업내용

보조공학기기+IT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점자 사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점자 필기도구
·저시력을 위한 실시간 화면확대 공유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패드
·점자교육 시스템
·안경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시각정보의 음성전달)
·의족 각도 컨트롤 애플리케이션
·전동휠체어
·3D프린터 기반 전자의수 개발

서비스+IT
(11)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교통약자
·노약자 및 병약자

·청각장애인 운전기사 운행 차량 모빌리티
·맞춤형 호출 모빌리티 서비스
·인지능력 향상 교육서비스
·저염식 등 맞춤형 식단 서비스
·무장애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마트 링·밴드를 통한 수화의 음성변환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도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간 음성 문자통역서비스

헬스케어
(3)

·병약자
·성인

·스마트 의약품 보관 서비스 (약병 등)
·분리구조 성인용 기저귀

유니버설디자인·
컨텐츠

(3)

·노약자·병약자
·교통약자
·취약계층

·저시력자도 볼 수 있는 서체 개발
·교통약자 환승지도 등 콘텐츠 개발
·시각장애인용 콘텐츠 개발
·뇌졸증 재활치료 게임

[표 4]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유형

CSR 강화해 소셜벤처 생태계 외연 넓히고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도입해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셜벤처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

째, 창업, 중소기업 등 서울시 기업지원정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역할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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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생태계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간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소셜벤처

는 에이블테크 같은 중간기술로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인공지능(AI)처럼 신기술을 요구하는 사회문제는 CSR을 확산해 신기술 벤처기

업을 소셜벤처 생태계로 유인하여 소셜벤처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울시 주도의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민간참여

가 저조한 ‘기술적 도시문제’ 해결에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술벤처의 참여

를 촉진하고, CSR 활동 의사가 있는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와 사회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민간참여가 저조한 도시문제 분야는 시장경제(수익성 극대화) 기반 기업의 

진·출입을 통한 생태계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다음 성

과목표 달성 시 공공이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사회성과보

상사업이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다. 여기서 서울시는 시드(seed) 투자자 역할을 한다.

[그림 2] 서울시 도시문제 분야 기술기반 소셜벤처 확산모형

셋째,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확산해 소셜벤처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

시 소셜벤처의 정책목표는 소셜벤처의 수적 확대가 아닌 소셜벤처 생태계의 문화 확

산이 되어야 한다. 주요 역할은 사회적 성과·측정 평가, 임팩트리포트 발간, 성공사례 

아카이빙, 미디어홍보, 자원연계 등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셜벤처 생태계에 연

계되지 않은 자원(대기업 등)을 유인·연결해 생태계 내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선순환 고리를 이루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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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1) 기술혁신, 소셜벤처의 새로운 정책 화두로 부상

2018년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를 수행하였고, 소셜벤처 

생태계와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방향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해하고, 기존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의 틀 속에서 소셜벤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

다. 둘째, 불광동이나 성수동처럼 기존에 형성된 소셜벤처 집적지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성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창업, 인큐베이팅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

적 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 수행했던 연구

는 소셜벤처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만들어지기 전 서울시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을 파악하고 향후 서울시 소셜벤처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셜벤처와 관련하여 올해는 지난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서울시 소

셜벤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

히 기술기반 또는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의 육성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한 소셜벤처 생태계의 

확산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기반 소셜벤처의 

정책환경이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작년 처음으로 소셜벤처를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

하기 위한 소셜벤처허브를 출범, 14개 기업을 유치했고 현재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을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민선 7기 공약에서 소셜벤처의 기술을 활용

해 장애인의 복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에이블테크 소셜벤처’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셜벤처 생태계에서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뿐 아

니라 전국의 소셜벤처 현황을 보면 최근 기술혁신형 소셜벤처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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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체의 약 80% 이

상, 서울시는 전체의 약 60%가 기술기반 기업으로 분류된다. 임팩트 투자 영역에서는 투

자자들이 분야별로 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술기반 벤처에 대한 투자 사

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기술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소셜벤처 영역에서도 기술을 중요시한다. EU나 영국 등 우리보다 역사가 깊

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해외 사례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과 영국 정부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소셜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으며 특히 소셜벤처의 기술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가 있다. 소셜벤처에게 기술지

원이 중요한 정책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셜벤처는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키

워드로 갖고 있으며 기업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최근의 추세에 대응하고 더 구체화된 사회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가 작

다. 이러한 소셜벤처의 특성은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성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게 부여되는 최우선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고, 그

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 소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셜벤처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초기 단계

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작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최근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클라우드와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신기술은 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충분히 활용해 기업 성장

을 도모하기 위해 소셜벤처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

울시 소셜벤처 생태계가 기술력을 향상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도 성

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미션과 기술을 매개로 하여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과 기술

벤처의 사회참여를 통해 소셜벤처 영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의 의미를 이해하

고,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분야를 선정할 것이다. 또한, 서울

시 기술기반 소셜벤처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며, 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모

색함과 동시에 서울시 기업 중 서울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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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를 발굴해 사회혁신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_연구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셜벤처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소개한다. 기술이 사회혁신에 갖는 의의와 디지털 사회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1950년

대 이래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기업의 영리추구 활동과 사회혁신의 관계에 관한 학술연구 

성과들을 소개한다. 기존의 소셜벤처 연구는 소셜벤처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

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수동과 불광동 등 집적지에 실재하는, 스스로 소셜벤처임을 표방

하는 특정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이 연구는 소셜벤처 생태계가 기술 혁신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벤처 영역 내에 있는 경제 조직

과 더불어 소셜벤처 영역 외부의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살

펴보고 이들을 기업의 본래 취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사

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상황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고, 그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그다음은 앞장에서 논의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서울 소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업의 사회 기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업종에 따라 성장 단

계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과 방법이 다르며, 이는 기업의 개별 특성과 밀접한 연관

이 있다. 유형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행위의 차이는 향후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기존의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에 한정되었던 경제조직의 참여 폭을 확장해 더 다양한 사

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제시한 서울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의 기술혁신 분야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기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영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

이블테크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에너지,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포함하는 자원 순환 분야

이다. 서울시에는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기반의 소셜벤처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

도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협업하면 서울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혁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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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기존의 소셜벤처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다른 다양한 기업 및 경제조직과의 협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소

셜벤처허브의 기술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이 연구는 소셜벤처의 기술혁신을 위해 서

울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한 첫 번째 연

구로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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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한 담론

1_기술과 사회혁신

2_사회적경제조직의 기술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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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한 담론

1_기술과 사회혁신

1) 소셜벤처, 정의하기 어렵지만 차별화되는 특징 존재

소셜벤처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

신적인 아이디어,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동원하는 기업’이라 정의한다. 영국의 Nesta(2011)

는 소셜벤처를 정의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1)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2) 재무적으로 지속가

능하며, 3) 조직 성장, 프랜차이즈, 연합, 라이센싱, 느슨한 확산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의는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소셜벤처를 소개할 

때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소셜벤처에 대해 대략적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소셜벤

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정의에서 ‘혁신적’

이라는 말은 객관적 기준을 정할 수 없는 표현이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다양한 이유로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소셜벤처만의 특징

도 아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은 기존의 사회적 기업1)이 갖고 있는 목적과 차

이가 없으며 좀 더 범위를 넓혀 생각하면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 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일반 기업들 또한 저마다의 사회적 목표는 갖고 있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나름

대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소셜벤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소셜벤처를 사회적 

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반 기업들과도 차별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셜벤처는 말로 정의될 수 없다. 다만 소셜벤처로 불리우고 있거나 스스로 소셜벤처를 

표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우선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비교해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이를 근거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소셜벤처 중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소셜벤처와 인

1) 이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한 법정용어로, ‘사회적 기업’은 보통명사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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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받지 않은 소셜벤처가 있다. 하지만 모든 소셜벤처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지

는 않는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인증제도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인

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중

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벤처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

치의 폭은 인증제도가 정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다. 이들은 교육, 패션, 환경, 예술 등 이보

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증제도는 이를 모두 

인증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소셜벤처는 재무적 지속가능성, 즉 영리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이 큰데, 소셜벤처라고 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재무 구조가 건실한 기업이 많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소셜벤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과 비교해 재원 확보에 더 많은 제약을 갖게 되었고, 대신 임팩

트 투자자라 불리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기 자본으로 시작해 왔

기 때문에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되기 위해 재무적 성과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또한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소셜벤처 중에도 비영리 조직이 있

기 때문이다. 비영리 소셜벤처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소셜벤처를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명확한가

에 있지 영리성을 추구하느냐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소

셜벤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소셜벤처는 특히 서울 성수동과 불광동에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성수동은 2012년에 설

립된 민간 중간지원조직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와 루트임팩트가 집적지 형성의 

기원이 되며 불광동의 경우 서울시가 2013년에 설립한 서울혁신파크가 시작이지만 불광

동에 소재한 소셜벤처의 활동가들은 그 이전부터 해온 사회적기업 활동의 역사를 계승하

고 있다. 민간 주도의 성수동은 소셜벤처의 활동이 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주도

의 불광동은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두 집적지는 여러 방면에서 

서로 대비된다.

이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서울시 소셜벤처의 특징이다. 인증제도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기업보다 수익창출과 성장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성

수동, 불광동 등 특정 지역에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들로부터 서울시 소셜벤

처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엄격한 분류 기준은 아니지만 

소셜벤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소셜벤처 생태계가 발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셜벤처의 활동을 관찰함으로

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지속가능한 자율 조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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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사회문제란, 사회적 가치란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사회문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문제란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뜻하며, 동시에 협업과 연대라는 사회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뜻한

다. 사회문제는 원래 정치, 경제 문제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제외한 사회문제를 지칭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 환경, 인권, 노동, 공동체, 안전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가리키지만 특히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말한다. 

환경은 자원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생 에너지의 활용, 미세

먼지 저감 등 우리가 마시고 호흡하는 물과 공기 그리고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일을 말한

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

지 않을 권리,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노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을 말한다. 공동체는 지역사회, 학교, 기

업 또는 시민조직 등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와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궁극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을 말한다. 안전은 사고, 재난, 질병, 범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하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들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는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

지만 그 문제들이 항상 해결되기만 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거에 없던 사회문제들이 새롭

게 부각되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의 문제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심화

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

고 있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 방법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그 밖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

게 되어 발생하는, 일자리의 위협이 오늘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한 환경과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전지구적으로 확

산되면서 지구촌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서 열거한 다양한 문제들이 크게 보면 같은 사회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를 구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

의 경우 시장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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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본 원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제들

은 경쟁 중심의 시장 프로세스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시장 

지배력이 비대칭적이어서 경쟁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

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외부효과 또는 공공재가 갖는 본질적 문제로 인해 시장 경쟁이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 영역으로 

보고 정부의 개입으로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론적으로, 정부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전능한 존재로 가정하면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개

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개입 또한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정

부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개별 경제 주체와 달리 수많은 절차와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어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공공선이나 사회 후생과 상충하는 정부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도, 

시장도 아닌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사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원리를 일부 

도입한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한국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오늘날 사회적 가치가 다루는 범위는 훨씬 다양해졌다. 과거에

는 생계나 고용 등 삶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사회적 가치의 주요 이슈를 차지했다

면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갈등과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까지 사회적 가치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뤄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란 개인의 삶이 사회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을 때 발생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를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면 구성원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어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런 개인과 사회와의 긍정적 상호작

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는 더욱 제고될 수 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이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며, 그 과정 또한 연대와 협업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소셜벤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조직이다.

3) 유럽과 영국,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

기술을 통한 사회혁신의 해외 정책 흐름을 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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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기술 발전의 사례는 매우 많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술은 근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 수단으로 꾸준히 인식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기술이 유용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선진국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혁신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며, 소셜벤처의 육성은 특히 유럽에서 사회혁신의 실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혁신적인 조직으로서의 벤처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약할 수 있을 때 사회혁신이 

가능하다. 그 중 ‘디지털사회혁신’은 유럽에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혁신을 도

모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유럽의 정책의제로 등장했다.디지털사회혁신을 비롯한 선

진국의 기술정책은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의 소셜벤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혁신’에 관한 논의의 기원을 찾자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독일의 사

상가 막스 베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 유럽의 정부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고, 이후 학계와 싱크탱크로 확산되

면서 공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다. 그중 ‘디지털사회혁신’은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사회혁신 지원정책의 일부이다. 디지털사회혁신은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TEPSIE가 유럽 사회문제의 중심 해법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을 

고려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Nesta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 주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유럽은 2009년 대규모의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리스본 전략(2000)’으로 대표되는 유럽 

중장기 성장정책을 결국 실패한 것으로 인정했고 근본적 원인이 유럽의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성장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EU의 정

책기구인 유럽정책보좌국(BEPA,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은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고, 사회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사회혁신을 이룰 보

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였다. 이후 유럽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회혁

신, 즉 ‘디지털사회혁신’을 유럽의 핵심 정책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발표된 EU의 성장전략인 ‘유럽 2020’은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

했다. ‘유럽 2020’의 7대 전략목표는 스마트한 성장을 위해 R&D를 담당하는 ‘혁신 유니

온(innovation union)’, 교육을 담당하는 ‘움직이는 청년(youth on the move)’,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유럽을 위한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for 

Europe)’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이 효율적인 유럽(resource efficient 



13

서
울
시
 소
셜
벤
처
 기
술
혁
신
 방
안

Europe)’, ‘세계화 시대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for globalisation era)’을, 포용

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의 이동 증대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위한 의제(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빈곤 퇴치를 위한 ‘빈곤에 대항하는 유럽 

플랫폼(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디지털 사회혁

신은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포용적 성장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

트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의제에서는 ICT 첨단연구 및 혁신의 활성화와 유럽인의 디지털 

활용역량 배양, ICT를 활용한 사회편익 증대를 세부 내용으로 제시했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목표인 ‘자원이 효율적인 유럽’에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1990년 대비 20% 

감축, 재생 에너지 비율 20% 확대, 에너지 효율 20% 개선을 포함하는 ‘20/20/20 목표’를 

실천과제로 제시했으며, 세부 내용으로 녹색 기술 개발 과정에서 EU의 리더쉽을 활용하

고, 스마트 그리드를 확산시키며, EU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경쟁

력을 강화시키는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과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여성, 고령자,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

고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을 69%에서 75%까지 늘리며 빈곤선 이하 유럽인 수를 25%(2천

만 명)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EU가 제시한 ‘유럽 2020’의 7대 전략목표에서 드

러난 사실은 EU는 환경, 일자리, 교육 등 폭넓은 영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디지털사회혁신 전략에서는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TEPSIE는 사회혁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유럽 사회가 성장하려면 혁신과 기업가정

신 그리고 지식사회 창조를 통해 1) 경제성장과 2) 사회·환경문제의 해결 이 두 개의 접근

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회혁신이라 한다. BEPA는 유럽의 사회혁신을 위해 

사회혁신가들을 지원해 성과 확산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EU는 사회혁신을 유럽 

성장전략인 ‘유럽 2020’의 7대 전략목표 중 하나인 ‘혁신 유니온(Innovation Union)’의 

세부 목표로 설정했으며, 또한 사회혁신 전략으로 사회적투자와 복지제도/정책 개혁, 사회

통합 정책 및 사회구조 기금, 공공섹터 혁신, 사회혁신 인큐베이션과 확산, 사회적기업 지

원, 사회혁신 커뮤니티 강화, 모범사례 발굴, 학습과 공유, 디지털 사회혁신, 사회혁신 관

련 연구활동 등 총 9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영국의 Nesta, 네덜란드의 Waag Society, 스페인의 esade 등 유럽의 주요 싱크탱크는 

유럽의 디지털사회혁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럽 내 소셜벤처 액셀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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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인큐베이터를 비롯한 1천여 개의 활동 조직을 조사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사회

혁신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사회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고, 지금까지 풀 수 없

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기술 활용과정에 투명한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사회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법안을 

만들며, 연구 및 혁신사례를 지원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고 교육하며, 평가방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정책을 제언했다. 유럽의 디지털사회혁신 연구는 유럽해서 활

동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을 발굴함으로써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재

탄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현재 제한적인, 혁신사례의 주체로서 디지

털 기술 전문가들의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교류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사

회혁신에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촉진시킬 것을 제안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유럽에는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자선재단, 풀뿌리 커뮤니티 네트워

크, 학계, 정부, 공공영역을 포함해 총 701개의 조직이 디지털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연구 시점인 2015년 기준으로 총 508개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었다.

영국은 사회지향 기업(socail oreinted corporate) 활동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으며, 정부 

또한 금융계와 더불어 소셜벤처 생태계에 많은 정책지원을 해왔다. 특히 보수당 정부는 

사회적 투자2), 융자, 지분투자, 채권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사회혁신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을 펼쳤다. 세계최초의 사회적 투자 목적 투자은행인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을 설립하고, 천

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 및 계약 준비 기금(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 

국무조정실이 출연한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Social Incubator Fund) 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소셜벤처 친화적인 정책환경에 힘입어 영국에는 많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생겨나 활

동하고 있다. 소셜벤처자금, 인큐베이터, 기술지원제공자, 서비스 설계자, 영향 모니터링 

기관, 전문가 채용 컨설팅, 기술 및 훈련조직, 네트워크 제공자 등 중간지원조직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Nesta(2011)는 영국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에는 15년간 3억 5천만 파운드의 공공자금이 사회적 자

금으로 투입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받은 소셜벤처는 132% 늘어났으며 수익은 

149% 증가하였다. 소셜 파이낸스는 총 1억 9천2백만 파운드였다.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

해 소셜벤처에 대한 재정지원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에 접근해 온 소셜벤처

의 16%만이 투지 유치에 성공하는 등 소셜벤처의 양적 성장은 늘어난 투자규모를 감안하

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밖에 소셜벤처 지향의 파이낸스 중 3분의 2가 5천 파운드 

2) 사회적 목표 달성과 재무적 이익을 기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제공되는 자본(김정원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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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소액보조(microgrant)이며, 기업의 중간값 수익이 17만 5천 파운드로 소비자 접

근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가 충분히 성장해주지 못하고, 플레이어들의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Nesta는 공공이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보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과정에 노동연금부, 법무부, 보건부 등 정부부처와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그리고 

사회성과보상채권 등 지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극초기 임팩트 

높은 혁신에 투자하는 빅 소사이어티 은행의 설립을 권고했는데 그 결과 설립된 것이 빅소

사이어티 캐피탈이다.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은 영국의 상업은행이 2억 파운드를 출연하고, 

영국 내 휴면계좌의 예금 1억 파운드를 조달해 설립된 민간 독립은행으로 사회적투자 도

매업자인 같은 이름의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의 설립을 지원했다. 그 밖에 투자 중개기관으

로 국무조정실 산하의 빅로터리 펀드(Big Lottery Fund)는 2004년부터 총 44억 파운드

의 기금을 지원했고, 사회성과 연계채권 투자,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 운용, 빅소사이어

티 캐피탈의 설립에 관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또 하나의 투자 중개기관인 사회적투

자 비즈니스 그룹(SIB Group, Social Investment Business Group)은 2003년 설립된 

사회적 투자 지원기관의 선도기관으로 1200개 이상 커뮤니티 단체에 총 3200만 파운드

를 보조금, 융자,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엑셀러레이터란 투자유치 이전 아이디어 단계의 스타트업을 약 3개월 가량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에어비앤비와 드랍박스를 발굴한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가 시초이다. 

디지털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로는 베스널 그린 벤처(Bethnal Green Venture)와 노미

넷 트러스트가 대표적이다. 2013년에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사회적 인큐베이

터 기금과 네스타, 노미넷 트러스트의 매칭 기금으로 설립된 베스널 그린 벤처는 3개월간 

1만 5천 파운드와 사무공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총 60개의 소셜벤처를 지원했다. 도메인 관리 기업 노미넷이 2008년에 설립한 비영리재

단 노미넷 트러스트는 2015년까지 1700만 파운드 이상을 700개 이상 소셜 테크 벤처기

업에 지원했다. 특히 낙후지역에 인터넷 관련 교육 기회를 증대시키고, 장애인, 병자, 노인 

대상 사회, 건강, 교육 관련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셜미션 연구를 발주하고 출판하며, 

청소년, 청년 대상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어린이 등 인터넷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며, 인터넷 범죄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개발을 지원하는 등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사회변화를 집중 지원했다. 그 결과 246만 파

운드의 지원금 매칭으로 1250만 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미넷 트러스

트는 특히 디지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영국의 기술기반 소셜

벤처를 배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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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영국의 디지털사회혁신 사례를 보면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정

부의 과감한 재정투입, 금융권의 협조가 있었고, Nesta, 영파운데이션의 TEPSIE 등 싱크

탱크들이 생태계 연구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와 정부 정책 수립에도 많은 기여

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사회혁신에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있지만 아직

까지 그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유럽

과 영국의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과 민간참여가 사회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4) 소셜벤처, 빠른 성장과 사회적 목표 달성 위해 기술혁신에 노력해야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창업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배경을 바탕으

로 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소셜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소셜벤처가 변화된 기업 환경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적 역량’이라는 명제로부터 시작되

었다.

첫째 소셜벤처는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미션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셜벤처

는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활동해 왔고 일자리, 소외계층, ‘위안부’ 할머니, 웰빙, 환경문제에 교육, 취미까

지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

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요구는 계속 생겨날 것이

다. 소셜벤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지어 시민에게 다가감으

로써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소셜벤처는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소셜벤처는 규모와 업력이 작은 젊은 소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은 규모가 큰 다른 

기업보다 생존 가능성이 낮았지만 오늘날에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소기업이 생존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소규모 창업을 통한 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클

라우드서비스는 컴퓨팅 자원에 대한 초기 비용을 절감시키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소

셜미디어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팩토리와 사물인터넷

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고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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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소셜벤처는 기업 규모와 성격에 맞는 장점을 활용하여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합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2_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술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탄생 배경은 1950년대 미국 자본주의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조직이며 일반 기업과 마찬가

지로 영리성을 추구하나 분명한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도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며 여

러 가지 이유로 기업경영에 사회적 가치를 도입하기도 한다. 기업은 성장하면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기업과 사회와의 상호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에 사회

적 가치는 기업 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된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개념으로 경영 분야

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은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표방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기업을 사회혁신의 영역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본 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혁신 생태계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Bowen(1953)이 시작했으며, Davis(1973), 

Carroll(1979), Jones(1990), Schwartz and Carroll(2003)이 개념적으로 발전시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1950년대 미국사회는 과거 약탈적 기업에 대한 반성과 사회주의와의 경쟁

에 직면해 성숙한 자본주의 체제로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Bowen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책임’을 저술했고, ‘비즈니스맨

의 의무는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올바른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

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

였다. 한편 시카고 학파의 Friedman은 1970년 한 칼럼을 통해 CSR에 대한 논의를 비판

하며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Davis(1973)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다양한 찬반 의견과 그 논리를 분석한 연구

에서 ‘기업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Jones(1980)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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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주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

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

2) CSR은 다양한 개념 파생, 경영 실무에 적용

CSR 이론은 기업경영 실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파생되었다. 

Freeman(1984)은 CSR의 이론적 토대로 이해관계자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활동의 수혜자가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임을 인식하고 부와 

중요 의사결정 권한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은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

두를 위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은 자유시장론에 가깝

다. Elkington(1997)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기업은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그리고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 line, 

TBL)’ 이론을 제안하였다. Elkington은 이 세 가지 기준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가지 요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BL 경영

성과 보고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merson(2003)은 Elkington이 제안한 트리플 바텀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조직과 자본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는 이 세 가지 기본적 가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며 이것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 상호작용 형태의 전략적 접근인 혼합가치

(blended value)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또한 창출될 수 있다. 기

업의 주주가치는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경

영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에 대응하게 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혼합가치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Prahalad(2005)

는 피라미드의 최하층인 저소득층에게 경제주체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Bottom 

of the Pyramid(BOP)’의 개념을 제안했다. 이에 Hard(2005)는 ‘지속가능가치’의 개념

을 제안하면서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예방, 제품 책임, 청정기술, 

BOP 네 가지 핵심 차원이 있으며 이 네 가지 차원들이 각각 다른 경로로 기업의 성과와 

가치창조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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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개념 대표적 출처 정의와 전략적 시사점

이해관계자
이론

Ed Freeman: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1984)

“Managing for

Stakeholders”

(2008)

-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

- 이해관계자 이론은 1)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의 재배분과 2)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의 재배분에 관한 이론임

- 전략적 접근: Freeman은 단순한 사회책임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인전략 이슈를 다루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이슈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지속가능
가치

Stuart Hart:

“Capitalism at the

Crossroad” (2005)

- 지속가능가치(sustainable value)란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사회적 도전과 기업가치(주주가치)를 연계하여 양자를 

동시에 달성하는 win-win 개념

- 전략적 접근: 지속가능가치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상의 

실현과 동시에 주주가치의 향상을 달성할 전략과 실무를 확인하고 

추구함

혼합가치

Jed Emerson:

“Blended Value”

(2000)

- 혼합가치(blended value)란 조직과 자본에 의한 가치창출은 사회, 

경제 및 환경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 가치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 을 두고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가치창출은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짐

- 전략적 접근: 자선활동이나 또는 NGO 등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영리조직인 기업의 

활동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내재되어 있어 동시에 달성하여야 

함(예, 고용창출, 법인세납부 등)

BOP
(Bottom 
of the 

Pyramid)

C.K. Prahalad: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2004)

Stuart Hart:

“Capitalism at the

Crossroad”(2005)

- BOP는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빈민층에게 경제 

주체로서 능력과 역할을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기업은 이윤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개념

- 전략적 접근: 단순한 자선사업이나 원조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은 잠재적 거대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전략. Hart 교수는 저소득층을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혁신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TBL
(Triple
Bottom
Line)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the 21st century

- TBL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환경의 

질 및 사회 정의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속가능성을 

실천해야하며 기업은 이익(profit) 뿐 아니라 사람(people)과 

지구(planet)에 관련된 성과(bottom line)를 보고해야 함

- 전략적 접근: 글로벌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출처: 김종대 외(2016)

[표 2-1] CSR 관련 주요 용어 및 개념의 정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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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R,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달라

CSR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이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천동필·우

청원(2020)은 CSR 활동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표 2-2]를 보면 다양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CSR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CSR은 기업 재무성과, 협력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 기업 이미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 분석대상 분석방법 주요결과

Hamman et al
(2009)

독일 중소기업 OLS
CSR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긍정적인 인식은 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

윤현덕 외
(2012)

중소기업 OLS

공급망에서 협력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가 높아짐

김은정 외
(2016)

중소기업
구조

방정식

경제적 책임활동과 자선적 책임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

윤상용 외
(2017)

CSR
산학연
전문가

AHP

CSR 평가체계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CSR 

활동 참여가 중요함

이채규·양동규
(2018)

베트남하노이지역
삼성전자모바일사
업부문협력업체

OLS

CSR 활동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외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문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인성·강인원
(2019)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구조방정식

노동시간의 적정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가격·홍보 정책은 조직신뢰를 

향상시킴

출처: 천동필·우청원(2020)

[표 2-2] 중소벤처기업의 CSR 활동 관련 선행연구

특히 천동필·우청원(2020)은 이 연구에서 기업 CSR 활동을 자선적 활동과 윤리적 활동으

로 구분하고,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CSR이 미친 효과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벤처기업의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는 CSR 

활동 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의 기업들의 경우, CSR 활동을 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업의 CSR 활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지만, CSR이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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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에 

CSR에 대한 지원을 먼저 삭감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CSR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어쨌

든 이러한 결과는 소셜벤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셜벤처의 60.8%는 기업성장 초기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은 소셜

벤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경영실적을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기업활동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즉 소셜벤처는 

성장 초기 단계에 일반 기업과 비교해 더 불리한 경영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만큼 어

려운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 Porter & Kramer의 공유가치창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확산에 기여

CSR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란 개념은 2005

년 네슬레의 CEO Niels Christiansen이 최초로 언급한 것을 Porter & Kramer(2006, 

2011)가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Porter와 Kramer는 장기적인 사

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공헌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고, 동시에 가치사슬의 혁신과 산업클러스터

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또한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내는 

경영전략의 하나이다.

Porter와 Kramer는 기존의 CSR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외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

하고 기업경영의 결과로 창출된 가치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사회활동이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비용’에 머무른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를 기업 성장과 전략적으로 결합시키고 사회적 목표와 재무적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면 경영행위의 결과로 창출되는 가치는 사회와 기업이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뜻에서 공유

가치창출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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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목표 가치 선한 일을 하는 것 비용 대비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핵심 개념 기업시민, 자선, 지속가능성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동 가치창출

동기 재량적 또는 외부압력 대응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

경제적 이익과 관계 이익극대화와 별개 이익극대화의 핵심요소

내용(agenda)
외부보고목적 또는 개인적 선호에 

의해 결정
기업에 맞게 내부적으로 결정

영향범위
기업의 환경·사회성과와 CSR예산에 

의해 제한
기업 전체 예산을 재조정

사례 공정무역
품질과 수율향상을 위한 구매과정의 

전환

주: Porter and Kramer(2011)에 제시된 비교표를 일부 보완

[표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비교

Porter와 Kramer는 공유가치창출의 세 가지 방법론으로 첫째, 제품과 시장을 재인식하

고, 둘째, 가치사슬에서 생산성을 재정의하며, 셋째, 지역 클러스터를 개발할 것을 주문하

였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경영전략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을 경영전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CSR에서 이미 다룬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공유가치창출

을 CSR과 차별화하기 위해 CSR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CSR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전략적 접근’에 대해 언급한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가치창출은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재해석하는데 널리 사용

되어 기업의 사회적 목표가 소비자나 협력업체와의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김종대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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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벤처기업과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특성 
분석

1_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

1) 조사개요

이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활동과 인식, 그리고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57.4%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

할 의향이 있으며, 단순 기부·후원·봉사활동을 넘어 공유가치창츨(CSV)을 추구한다고 응답한 

벤처는 9.8%에 달한다(벤처기업 실태조사, 2019). 이러한 응답은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벤처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CSR)을 반영한 경영활동의 유무와 사회적 문제

해결의 혁신 유형을 질문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문제 해결의 혁신 유형은 3절 소결에서 소셜벤

처 응답과 함께 비교 분석했다. 둘째,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장·단기 경영성과와 연

계될 수 있는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 CSR의 효과에 대해 질문했다. 셋째, 소셜벤처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벤처기업과 소셜벤처, 그리고 사

회적 기업 간 차이와  소셜벤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다.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기업데이터

의 벤처기업 DB 가운데 이메일이 있는 4,178개의 기업에 메일을 발송하였고, 1,497개의 기업

이 수신하였다. 이 가운데 164개 기업이 응답해, 약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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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결과

(1) 응답자 특성

164개 벤처기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조사대상의 업력은 4~10년 54.3%, 11~20년 

25.0%, 3년 이하 12.8%, 21년 이상 7.9% 순이다. 그리고 종사자 규모는 10~30인이 

40.9%로 가장 많고, 1~9인 36.0%, 30~50인 8.5%, 50~100인 및 100인 이상 7.3% 순

이다. 벤처확인 유형은 기술평가보증기업이 60.4%로 가장 많고, 벤처투자기업 14%, 기술

평가대출기업 12.2%, 연구개발기업 9.8%,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 3.7% 순이다.

* 괄호는 응답 수를 의미함

[그림 3-1] 조사 대상의 업력(좌) 및 종사자 규모(우)

* 괄호는 응답 수를 의미함

[그림 3-2] 벤처확인 유형

(2)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①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벤처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영활동의 유무에 대해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28.7%, ‘그렇지 않다’ 30.5%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3).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에 달해 대다수 벤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본이 가장 많은 정보통신업은 21.3%가 ‘그렇다’로 응답했고, 제조업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활동으로 유발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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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기타 50.0% 순이다. 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기타는 표본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업종 간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2019년 벤처기업 실태조사에서는 57.4%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조사 대비 약 2배 높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기업 규모의 분포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 이 조사의 표본이 30인 이하 종사자 규모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책임을 하는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괄호는 응답 수를 의미함

[그림 3-3]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유무와 산업별 현황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는 벤처기업 47개의 비즈니스 연관 성과, 자발적 실천여

부, 그리고 실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책임 간 직·간접적인 연관

성(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57.4%가 긍정 응답을 

하였고, 8.5%가 부정 응답을 하였다. 둘째,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선 74.5%가 긍정 응답을 하였고 부정 응답은 없었다.5) 두 결과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유형은 플랫폼을 통한 시장의 개선이 27.7%로 가장 많았고, 사회

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 제공 25.5%, 제품의 가치사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 19.1%,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14.9%, 재무적 성과(이익)의 재분배 및 기타 6.4%% 순이다. 벤처기업

의 사회적 책임 실천 유형은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의 결과와 상반된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 제공이 38.3%로 가장 많

4) 기업규모별 사회적 책임의 실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100인 이상 76.6%, 50~99인 67.7%, 30~49인 
69.4%, 10~29인 64.5%, 1~9인 47.7% 순으로 나타난다(2019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5) 이때, 자발적 동기는 기업 철학이나 경영자의 의지, 그리고 종업원의 참여 등 기업 내부의 요인을, 비자발적 
동기는 제도, 법,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요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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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다음으로는 고용 촉진 24.9% 및 플랫폼 운영 16.6% 순이다. 벤처기업은 플랫폼을 통한 

시장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 괄호는 응답 수를 의미함, N=47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CSR)이 비즈니스 모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림 3-4] 사회적 책임(CSR)의 비즈니스 연관성(좌)과 자발적 실천 여부(우)

* 괄호는 응답 수를 의미함, N=47

[그림 3-5]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천 유형

②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기업이 현재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4.8%다. 부정 비율 18.3%보다 약 2배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소셜벤처의 경우 긍정 

비중이 82.3%로 매우 높다. 특히, 소셜벤처는 3%만이 부정 응답을 보였는데, 사회적 가치 창출

에 대한 벤처기업과 소셜벤처의 인식 차이를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우리 회사는 사회적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실행/관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벤처기업과 

소셜벤처 간 차이가 더 극명하다. 긍정 비율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15.9%로 소셜벤처 58.2% 

보다 42.3%p 낮다. 부정 비율 또한 벤처기업은 50.0%로 절반으로 나타났지만, 소셜벤처는 

9.9%로 5분의 1 수준이다. 소셜벤처는 절반 이상이 사회적 가치를 경영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

고 환류하는 과정을 갖는 특징이 있지만, 벤처기업은 경영목표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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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는 응답 수를 의미함

우리 회사는 현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사회적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실행/관리하고 있다.

주: 소셜벤처는 ‘2019 소셜벤처 실태조사’의 결과임

[그림 3-6] 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좌)과 성과평가체계(우)에 대한 인식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선 벤처기업의 79.3% 그리고 소셜벤처의 87.6%가 미래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 벤처기업보다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벤처기업의 70.1%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벤처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규모가 

작거나 시작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괄호는 응답 수를 의미함

우리 회사는 미래에도 성장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보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게 더 중요하다.

주: 소셜벤처는 ‘2019 소셜벤처 실태조사’의 결과임

[그림 3-7] 벤처기업의 미래성장성(좌)과 CSR에 대한 기업규모(우)에 대한 인식

벤처기업이 사회적책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기업가치 증대가 38.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부 조직문화 개선 30.5%, 이해당사자 불만족 개선 14.4%, 리스크 및 자

본비용 감소 7.9%, 재무적 성과 개선 7.2%, 기타 1.4% 순이다. 사회적책임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도 위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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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중복응답 포함

[그림 3-8] 벤처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상위 3개 응답에 대한 긍정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에 대해선 

77.4%, ‘내부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 64.6%, ‘이해당사자의 불만족을 개선할 수 있

다.’ 62.8%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밖에 ‘리스크 및 자본비용이 감소 될 수 있다.’ 41.5% 

및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가 늘어날 수 있다.’ 28.7% 순이다.

[그림 3-9]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효과에 대한 인식

주목할 점은 벤처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중 재무적 성과 개선에 대해선 

낮은 비율을 보이며 단기적 재무적 성과 개선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음에도,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가 늘어날 수 있다’의 긍정 비율이 51.2%로 절반을 넘은 점이다. 장기적으로

는 사회적 책임을 추구할수록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제적 성과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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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의미한다. 실제 천동필·우창원(2020)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기 및 초기성장단계의 벤

처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 유형 간 차이가 없었고6),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및 쇠퇴기 단계

에 속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사회적 책임을 한 경우에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설문 

결과와 일치한다.

(3)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벤처기업의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셜벤처가 벤처기

업과 다르다는 의견에 대해선 44.5%가 긍정을, 26.2%가 부정, 29.3%가 보통으로 응답하

였다. 긍정 비중이 부정 비중보다 18.3%p 높게 나타나, 벤처기업은 소셜벤처를 별도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소셜벤처가 사회적 기업과 다르다는 의견

에 대해선 37.8%가 긍정을, 28.0%가 부정, 34.1%가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의견과 비교해 긍정 비중은 줄어들고, 부정 비중은 늘어났다. 두 비중 간 차이도 

9.8%p로 벤처기업에 대한 의견과 비교해 약 2분의 1 수준이다.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벤처기업은 소셜벤처를 다른 조직으로,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은 다르지 않은 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19 소셜벤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소셜벤처들

은 51.2%가 사회적 기업과 비교해 혁신성 측면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7). 소셜벤

처들은 사회적 기업과 다르다고 인식하지만, 벤처기업은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 간 차이

가 없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61.6%가 긍정하였고, 12.2%가 부정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에게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은 

새로운 투자 및 지원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58.5%가 긍정, 12.8%가 

부정하였다. 앞서 벤처기업이 다소 소셜벤처와 다르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및 지원의 계기가 된다면 벤처기업도 소셜벤처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벤처기업과 소셜벤처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다소 긍정적이다.

6) 사회적책임 활동 유형은 윤리/투명경영 등 윤리적 활동과 물질기부/기증·재능기부·공익연계 마케팅활동·지역사
회 봉사활동·후원활동 등 자선적 활동으로 구분된다(천동필·우창원, 2020).

7) 소셜벤처는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과 비교해 혁신성 측면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 51.2%, 보통 
40.3%, 부정 8.5%로 응답하였다(2019 소셜벤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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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벤처기업의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3) 벤처기업이 소셜벤처 생태계에 기여하려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매우 다양하지만 업력 10년 이하와 규모 30인 이하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사 결과 기업경영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정보

통신업의 21.3%, 제조업의 26.3%로 약 5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유형은 플랫폼을 통한 시장 효율성 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사회공헌활동이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조차 벤처기업은 소셜벤처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러한 조사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젊은 벤처기업의 약 5분의 1 이상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반 벤처기

업들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

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CSR이 기업의 경영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관련된 제도도 정착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조사 결과 나타났듯이 

벤처기업은 플랫폼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사회에 기여

를 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면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공개하

고 익명의 방문자들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플랫

폼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순수 영리 목적의 프로젝트도 있지만 사회적 성격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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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도 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판매 또한 영리 기업에게 많이 도입되고 있

는 사회적 기여 방법으로, 공정무역과 친환경을 표방하는 농산물의 판매, 사연을 담은 공

예품의 판매와 판매 수익의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기부한다고 밝히는 마케팅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 기여 방식은 벤처기업 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가능

하고 기업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비자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홍보를 지원해

주고, 소셜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판매 상품에 접목시킬 사회적 콘텐츠를 발굴

하는 일을 지원하면 벤처기업의 사회혁신 생태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사회혁신의 확산

에 기여할 수 있다.

2_소셜벤처의 기술혁신

1) 기술혁신 분석의 틀

(1)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의 유형을 분류 및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그간 소

셜벤처에 대한 연구는 임팩트 투자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

치를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환경에 

대한 영향을 성과의 지표로 삼기 때문이다. HGI·옐로우독·sopoong·MYSC·한국사회투

자 등 임팩트투자사에서는 매년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임팩트보고서의 발간을 진

행하고 있다.

기술혁신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손호성  외(2012)의 연구가 

있다. 손호성 외(2012)는 그간의 기술혁신 유형의 분류방법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

업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기업의 혁신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안하였다. 기존 영리기업의 기술혁신은 구매력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기술의 

활용과 적용을 통해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의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전통시

장에서 소외된 계층(신기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구매력이 낮은 집단)을 주 고객으로 한

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기술혁신은 신기술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기존 

기술을 활용해 핵심 기능만을 고객이 사용할 수 있고 제품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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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기술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혁신 맵핑(손호성 외, 2012)

이러한 견해는 에스오피오오엔지의 한상엽 대표의 의견과 유사하다. 그는 소셜벤처에게 

있어 기술이 사회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인공지능·빅데이터·로보틱스 등 고난도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히려 소셜벤처에게 ‘기술을 통

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의미는 빠른 속도(효율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 규모와 성

장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하이테크 또는 로우테크의 구분 

없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지 못한 장애물을 넘게 하는 

혁신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2) 소셜벤처 기술혁신 분석의 틀

① 분석의 틀

이 연구에서는 앞선 두 선행연구와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비즈니

스 모델,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중심의 분석 틀을 제안한다. ([표 3-1])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또는 가치는 혁신의 목표

로, 새로운 솔루션과 사회 내 인식 확산으로 구분한다(sopoong, 2019). 새로운 솔루션은 

기존 시장에서 재화·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아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을 제시한 경우를, 사회 내 인식 확산은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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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목표

(2개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치)

- 새로운 솔루션, 사회 내 인식 확산

비즈니스 모델

(3개 유형)

기업의 수익을 위한 재화·서비스

-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플랫폼 운영, 재분배,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가치 대상

(3단계 구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대상

소비자

(3단계 구분)
기업의 경제적 가치 실현의 대상

기술

혁신

혁신의 유형

(5개 유형)

경제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의 혁신 유형

- 혁신의 유형: 기술혁신(중간기술), 기술혁신(신기술), 가치사슬 혁신, 

정보격차 혁신, 기타

적용기술

(3단계 구분)

적용한 기술 (예, 에이블테크, AI 등)

- 구분: 신기술,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일반인도 쉽게 지식습득과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의 정량적/정성적 지표

시장의 변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변화된 시장의 모습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연계성
기업이 목표하는 사회적 성과와 연관된 서울의 지속가능목표 2030

* 분석의 틀은 손호성 외(2012) 및 에스오피오오엔지(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에서 재구성

* 서울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5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방안(2019, 
서울연구원)’을 참고하였음

[표 3-1]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분석의 틀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한 재화·서비스의 형태로, 8가지로 나뉠 수 있다. 

([표 3-2]) 이 가운데 유사한 성격을 병합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플랫

폼 운영, 재분배, 생태계 활성화 등 4가지로 구분한다.8)

8) 9가지 유형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 제공(38.3%), 고용 촉진(24.9%), 플랫폼 
운영(16.6%) 등이 전체 약 79.8%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2019 소셜벤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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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이 연구

구분 의미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상품 구매

지역 농어민 등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시장에 제공(직접 매입 있음)

플랫폼 운영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플랫폼 운영

고용촉진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서비스 및 고용 

기회 제공
재분배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사회적 
문제해결대상에게 직접 

재분배)보조금 제공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취약계층 

등에 제공

기업/기업가 지원
기업/기업가의 사업활동 지원 및

사회적 금융 서비스 제공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생태계 활성화)협동조합
회원들에게 회원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 제공

기타 이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기타

*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의 비즈니스 모델 설명일 일부 수정·보완함

[표 3-2] 소셜벤처의 사회적 문제해결 비즈니스 모델 유형

소셜벤처의 혁신 유형은 사회적 문제 해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 기타 등 5가지로 구분

한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 제공은 기술혁신과 가치사슬 혁신으로 구분

된다. 기술혁신은 신기술 또는 적정기술을 통해 전통적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소비자 또는 

취약계층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신기술은 빅데이터·AI·드론·신재생에

너지 등 신산업 분야이며, 중간기술은 웹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IT, 제조, 물류 등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을 활용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치사슬 혁신은 제품·서

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의 제조, 

취약계층 고용,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지역사회 환원 등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유형

의 기업의 사회적 가치(CSR)에 해당한다. 플랫폼 운영은 정보격차 혁신으로 본다.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여 시장구조를 개선하거나, 시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

도한다. 위 4가지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기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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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해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 의미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기술혁신
(중간기술)

적정한 기술을 통해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으로
부터 소외된 소비자(취약계층)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

기술혁신
(신기술)

신기술을 통해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소비자(취약계층)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

가치사슬 
혁신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 (고용촉
진, 상품구매 등)

플랫폼 운영
정보격차 

혁신
시장의 소비자·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줄여 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
여가 어려운 참여자(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 기타 위 분류방법으로 구분 불가

[표 3-3] 소셜벤처 기술혁신의 유형

앞서 살펴본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혁신은 경제적 가치의 대상(소비자), 사회적 가

치의 대상, 적용기술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일수록 보편적·일반적이고, 3단계로 

갈수록 특수적·구체적이다.9) 먼저,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대상을 살펴보면, 1단계는 일반

시민, 2단계는 장애인·여성·외국인 노동자 등 특정 집단, 3단계는 시각장애인, 결식아동, 

경력단절여성 등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이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의 대상이 구체적일

수록,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고 잘 전달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벤처기업과 소셜벤처 간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적용기술은 일반인

도 쉽게 지식습득과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1단계,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을 요구하는 

2단계, 신기술을 활용하는 3단계로 구분한다. 적용기술이 사회적 성과와 연결되진 않는다. 

(적용기술을 3단계로 구분한 이유)

9) 소셜벤처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의 대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소셜벤처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지만(가치사슬혁신) 제품·서비스에 별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사회적 가치의 대상은 고용한 
취약계층이고, 경제적 가치 대상은 일반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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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적·경제적 가치실현의 대상 적용기술

보편적

↑

↓

구체적

1단계 일반시민 및 기타(환경 등)
일반인도 쉽게 지식습득과
제품·서비스개발이 가능

(예. 영상제작 등)

2단계

특정 집단
(예.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농부,
화물종사자 등)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예. 웹페이지, 제품제작 등) 

3단계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

(예. 시각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결식아동, 당뇨환자, 워킹맘 등) 

신기술
(예. 빅데이터, 딥러닝, AI 등)

[표 3-4] 사회적 가치실현의 대상 및 기술의 구분

시장의 변화 의미

새로운 시장 창출 기존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한 재화·서비스

정보격차 해소
(시장 신뢰성 제고)

생산자 간 또는 소비자-생산자 간 불공정하게 형성된
시장의 정보를 개선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시장 접근성 확대
(시장의 확대)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소비자/생산자의
참여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

친환경 시장 형성 재화·서비스를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제공

착한소비
재화/서비스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투자-스케일업 생태계를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 공공재적 성격을 지녀 시장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제공

시장의 변화 없음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표 3-5] 소셜벤처로 인한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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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사회적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소셜벤처가 유발하는 사회의 변화, 즉 시장의 변

화는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표 3-5]) 새로운 시장 창출은 기존 시장에서 제공되지 

못한 재화·서비스를, 정보격차 해소는 생산자 간 또는 소비자-생산자 간 불공정하게 형성

된 시장 정보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샵이나 어플리케이션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

을 통한 공급-소비 간 매칭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의 접근성 확대는 그간 경제적 이유로 

인해 소외되었던 소비자/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의 규모가 작

아 단가가 높았던 점자 디바이스의 개발,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정보접근성

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IT기술 공급 등이 해당한다. 친환경 시장 형성은 재화·서비스의 생

산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이 덜 가게 하거나,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등이 해당한다. 착한

소비는 제품·서비스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소비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제품에 사회적 목적 해결(예. 숲 조성, 개발도상국 

농부 지원)의 방법(구매 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사회적 문제 해결에 활용)을 명시하는 형태

다. 사회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문화예술공연 

및 교육 등)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권의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유사하다. 소셜벤

처가 위 8가지 유형으로 모두 명확하게 구분될 순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셜벤처 119

레오10)는 친환경 시장을 형성하면서도 착한소비를 유발하지만 착한소비로 구분한다.

② 분석 예시

앞서 살펴본 분석의 틀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세 개의 기업을 예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닷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소재를 변경해 단가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점자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가치 

대상은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일치한다. 디바이스 제조 개발(촉각ICT11))을 활용한 에이블

테크로 중간기술 및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이 요구되는 기술로 분류된다. 사회적 성과는 

점자 디바이스(스마트워치 및 패드)의 공급량이며, 기존 제품의 단가가 높아 점자 디바이

스를 사용하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시장으로 유입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접근성을 확대했

다고 볼 수 있다. 딥비전스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솔루션(어플리케이션 및 솔

루션)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 사회적 가치 대상은 환경이지만, 경제적 가치 

대상은 일반 시민 또는 기업으로 경제적 대상과 사회적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기 이

10) 119레오는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권리 증진(사회적 가치)을 위해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제작해, 
판매(사회적 비즈니스모델, 가치사슬 혁신)하는 소셜벤처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친환경 시장을 형성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소방관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착한소비에도 
해당한다.

11) “[머니랩] ‘소셜벤처’→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착한 스마트워치’로 사회적 가치 찾다”(SBSCNBC,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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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판별하는 AI·컴퓨터비전 신기술을 활용한다. 기존 시장에 

없었던 제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컴트리는 보안 컴퓨터 

및 솔루션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만 취약계층 고용이 사회적 목표에 해당한다.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

신 유형에 기술이 연관되지 않으며 가치사슬 혁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적 성과와 시장

의 변화는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닷 딥비전스 컴트리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혁신
목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바이스 개발

(새로운 솔루션)

우리나라 곳곳에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새로운 솔루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회 내 인식 확산)

비즈니스 
모델

소재를 변경해 단가를 
낮춘 점자 스마트 
워치 연구 및 개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판매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보안 컴퓨터 및 솔루션 
판매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가치 대상

시각장애인
(3단계,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

환경
(1단계, 기타)

취약계층
(2단계, 특정 집단)

경제적
가치 대상

시각장애인
(3단계,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

일반 시민 및 기업
(1단계, 일반시민)

일반 시민
(1단계, 일반시민)

기술
혁신

기술혁신
의 유형

점자 디바이스 제조
기술혁신(중간기술)

대기 이미지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판별
기술 혁신 (신기술)

취약계층 고용
(가치사슬 혁신)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2단계,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AI, 컴퓨터비전
(3단계, 신기술)

소프트웨어
(2단계,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패드)의 
공급량

어플리케이션 
(미세찰칵)

다운로드 수
취약계층 고용 수

시장의
변화

시장 접근성 확대 새로운 시장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연계성

목표 10. 불평등 목표 11. 도시·공간 목표 10. 불평등

[표 3-6]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분석의 틀과 기업별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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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소셜벤처를 소비자 및 적용기술의 유형에 따라 맵핑해보면, 벤처기업과 소셜벤처

에 대한 유형을 알 수 있다. [그림 3-6]12)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영리기업 간 중간 성격

을 지니기 때문에(서울연구원, 2018),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중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딥비전스는 사회적 가치의 대상이 일반 소비자이거나 환경·인권 등 보편적 가치이기 때

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구하는 벤처기업과 성격을 공유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대상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질수록, 즉 전통적인 시장에서 소외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할수록, 흔히 언급되는 일반적인 소셜벤처와 가까워진다. 닷은 적정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이라는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대상과 소비자로 

보는 대표적 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과 소셜벤처의 적용기술의 정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

의 구체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적정기술과 신기술 가운데 어떤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는가?

둘째,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은 구체적인가?

셋째,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임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성격

을 갖는 기업의 비중은 어떠한가? 즉,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는 얼마나 중복되는가?

[그림 3-12] 기술혁신형 소셜벤처 맵핑 (소비자-적용기술)

12) 손호성 외(2012)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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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및 방법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국 998개의 소셜벤처가 있으며, 

이 가운데 54.4%인 543개 소셜벤처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이들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

부·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마련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 기준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소셜벤처로 판단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소셜벤처 내 협

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소개하는 소셜벤처맵(기업백서)을 추진하였고, 여기에 정보를 공

개한 소셜벤처는 414개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를 공개한 소셜벤처 가운데 서울에 소재한 

131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단,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의 정의는 이 연구와 실태조사 간 차이가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기술기반업종 분류13)에 따라, 전체 가운데 80.5%가 기술기반 소셜벤처로 분류하였다14). 

하지만 업종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소셜벤처의 사업모델에서 어떤 기술이 활용되고 역

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셜벤처맵에 공개된 기업소개와 사업내용과 함께 각 기업의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자료를 토대로 각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형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진에서 분석한 후 

내부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소셜벤처 관련 임팩트투자자, 연구자, 엑셀

러레이터 등)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검토과정을 통해 131개 소

셜벤처를 기술혁신·가치사슬혁신·정보격차혁신·기타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기술혁신에 

해당하는 소셜벤처를 ‘기술혁신형 소셜벤처’로 판단한다.

또한 3장 2절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CSR)를 추구한다고 응답한 벤처기업도 44개 가운

데 13개 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13개 기업

만 분석하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응답하였음에도, 사회적 문제해결의 대상

과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표본의 수가 적지만 

소셜벤처와 비교하기 위해 벤처기업도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3장 소결에서는 소셜벤처와 벤처기업을 각각 분석한 후, 각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고 소비

자-적용기술 맵핑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13)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는 OECD 및 EU의 지식기반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해당하는 제조업 24개 및 지식집약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술기반업종으로 분류하였다.

14) 기술기반 소셜벤처 업종은 제조업 39.6%, 정보통신업 16.6%, 교육서비스업 9.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4%, 
도소매업 5.3% 등으로 구성된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42

03

벤
처
기
업
과
 소
셜
벤
처
의
 기
술
혁
신
 특
성
 분
석

2) 분석결과

(1)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① 사회혁신의 목표

소셜벤처 사회혁신의 목표는 사회 내 인식확산 51.1% 및 새로운 솔루션 48.9%로 각각 

절반의 비율을 보인다. 새로운 솔루션은 IT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 사회주택의 공

급, 세탁소·빨래방의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 개발 등이, 사회 내 인식 확산은 

폐기물을 생산요소로 활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제조 및 판매, 유휴공간 및 방치 자전거 

등 사용되지 않은 자원의 재발견, 돌봄·식습관 등 사회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

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솔루션이 76.9%로 사회 내 인식 확산 23.1%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난다.

구분
% (N)

혁신의 목표 (예시)
소셜벤처 벤처

새로운 
솔루션

48.9%
(64)

76.9%
(10)

·IoT 기술을 활용한 육아정보서비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바이스 개발
·뇌병변장애아/노인용 복지용품 개발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 및 정신적 피해 증가의 해결
·노후주택, 빈집의 활용
·재난 대응/도상훈련 교구 개발
·이동이 어려운 노인/취약계층의 세탁 문제
·신재생에너지(파력발전)*

사회 내
인식확산

51.1%
(67)

23.1%
(3)

·친환경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유휴공간의 활용
·숲을 중심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1인가구 및 바쁜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해결
·양조 부산물 폐기량 저감
·방치자전거 수거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원거리 가족에 대한 돌봄문제*

* 벤처기업의 예시를 의미함

[표 3-7] 사회혁신의 목표

②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소셜벤처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이 64.1%로 가

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플랫폼 운영 17.6%, 재분배와 생태계 활성화 9.2%, 순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예시를 살펴보면, 제품·서비스는 혁신의 목표와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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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후주택 또는 빈집에 대해선 도시재생과 연계해 사회주

택으로 공급하거나, 폐방화복·폐화분·폐자전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제품 개발 

및 공급, 자서전·교육·미술 활동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한다. 

플랫폼 운영은 온·오프라인 매개체를 통해 소비자간 또는 생산자간의 정보격차를 줄여 거

래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형태의 사업모델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각 소셜

벤처의 상품을 편집샵을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있었다. 재분배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사

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례만 나타나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를 재분배한 경우는 

없었다. 생태계 활성화는 생활재·약초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서비스(광고, R&D, 컨설팅, 투자 등)를 위한 경우다.

구분
% (N)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예시)
소셜벤처 벤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서비
스를
제공

64.1%
(84)

84.6%
(11)

·폐방화복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자서전 제작, 교육서비스 제작, 책방 문화프로그램 운영
·아시아 생산자들과 협력적 파트너쉽, 공정무역의 가치를 홍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생산/판매
·사회주택 건축/관리 운영 및 도시재생
·사회적 보드게임 개발, 판매
·폐 커피캡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분 제작
·제작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상 자서전 제품을 개발
·발달장애인 미술활동 지원을 통한 전시, 출판, 아트상품개발
·리사이클 자전거 보급과 O2O 플랫폼 구축
·고위험환자와 저위험환자 간 구분 할 수 있는 바이오 키트*
·친환경 건축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소재 개발 및 공급*

플랫폼 
운영

17.6%
(23)

15.4%
(2)

·주민 참여 투자 플랫폼 (발전 사업자와-지역 주민)
·공연 지적재산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개발 및 운용
·반려동물 전문가 육성 및 매칭 플랫폼 운영
·가정식을 경험해보고 싶은 외국 관광객과 경력단절여성과 매칭
·도슨트 및 문화관광 해설의 디지털 플랫폼*

재분배
9.2%
(12)

·

·데스크탑/보안PC 제조 (취약계층 고용)
·의류 공유플랫폼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산림복지 및 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약계층 고용)
·디자인 서비스/인쇄물 제조 (취약계층 고용)

생태계 
활성화

9.2%
(12)

·

·생활재 공급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약초상품 판매 (약초생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광고 및 마케팅
·액셀러레이션/임팩트 펀드 조성/평가/자문

* 벤처기업의 예시를 의미함

[표 3-8] 소셜벤처의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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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대상

[그림 3-13]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대상 맵핑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대상은 특정 집단이 59.5%로 가장 많고, 일반시민 및 기타 

28.2%,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 12.2% 순이다. 반면, 경제적 가치 대상은 일반시민이 55%

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특정 집단 38.9%,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 6.1% 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벤처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분 유형

일반시민 및 기타 일반시민, 환경, 대형폐기물, 도시공간

특정 집단
부모, 소방관, 개발도상국, 의료계 종사자 및 환자, 여성(경력단절, 워킹맘, 
등), 사회적 기업가, 소상공인, 문화예술 종사자(음악가 등), 농업인, 노인, 

청년, 외국인, 장애인, 택시기사, 화물종사자, 학생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제3국 농업인, 장애인 예술가,

아토피 환자, 기저귀를 활용하는 환자

[표 3-9]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 대상

[그림 3-13]은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 대상의 유형에 따라 맵핑한 결과이다. 주요 

특정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경제적 대상이 일치하는 비중은 69.4%다. 즉, 30.6%는 비

즈니스의 대상이 사회적 가치 대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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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재분배와 일반시민까지 고객의 범주를 넓힌 소셜벤처가 해당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명확한 타겟팅이 어렵다. 문제해결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임

팩트의 측정이 쉽고 소셜벤처의 미션의 파급력이 크지만, 잠재적 시장이 작기 때문에 비즈

니스가 어렵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표 3-9]에서 볼 수 있듯,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은 시각·발달·청각 장애인, 특정 질환 환자, 장애인 예술가 등이 해당한다.

④ 혁신의 유형과 활용기술

소셜벤처는 기술혁신이 3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29.8%, 가치사슬혁신 

20.6%, 정보격차 혁신 19.1% 순이다. 반면 벤처기업은 기술혁신이 53.9%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여 다소 차이가 있다.

소셜벤처의 기술혁신이 30.5%로 전체 3분의 1 수준이지만, 신기술의 비중은 6.1%로 벤처

기업 15.4%와 비교해 낮은 비중을 보인다. 활용된 기술은 인공지능(AI), 컴퓨터비전, 드

론,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맘씨는 네이버 음

성인식 AI 클로바를 활용해 육아 정보를 음성으로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엔젤스

윙은 드론을 활용해 건축현장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 

건축설계 기술을 활용해 붕괴위험 건물을 탐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주택 서비스를 제

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중간기술은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소프트웨어와 화장품·생활화

학용품 등 제조업이 대다수다. 20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비중

이 56.2%인 결과와 일치한다. 이밖에도 휠체어·점자디바이스·유니버설디자인 등 에이블

테크와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으로, 기술과 사회문제의 목적이 부합하는 기술 사례로 볼 

수 있다.

구분 주요 사례

신기술 인공지능(AI), 컴퓨터비전, 드론,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바이오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 요구

소프트웨어(웹·어플리케이션), 제조(화장품·생활화학용품),
에이블테크(휠체어, 점자디바이스 등),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환경(공기정화), 위치기반기술

일반인도 쉽게 지식습득과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

출판, 디자인, 동영상, 인테리어, 자전거 수리 등

기타 활용 기술 없음 (교육 등 서비스)

[표 3-10] 소셜벤처가 활용하는 기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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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N)

혁신유형 (예시)
소셜벤처 벤처기업

기술
혁신

신기술
6.1%
(8)

15.4%
(2)

·음성인식을 활용한 빅데이터 저장 및 분석정보 제공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AR을 활용한 컨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바이오기술 기반 키트개발*

중간기술
24.4%
(32)

38.5%
(5)

·소재를 변경하여 단가를 낮춘 제품 개발 및 판매
·친환경 생활화학용품
·멀티미디어 기반 자서전 제작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중 와류형 공기정화 기술
·자동브레이크 시스템*

가치사슬 혁신
20.6%
(27)

7.7%
(1)

·취약계층 고용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제품 개발*

정보격차 혁신
19.1%
(25)

30.8%
(4)

·플랫폼 운영 (소비자-소비자)
·플랫폼 운영 (소비자-생산자)
·플랫폼 운영 (생산자-생산자)

기타
29.8%
(39)

7.7%
(1)

·출판·디자인·광고 등
·교육서비스*

[표 3-11] 혁신유형

<참고> 신기술 활용 소셜벤처 사례

소셜벤처 주요 내용

따보
(음성인식 AI)

Ÿ육아비서 맘씨는 음성인식 플랫폼 
네이버 클로바에서 육아일기를 말
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로 적
시에 아기의 수유, 수면, 배변 정보
를 기록 확인할 수 있으며 성장발
달 백분위 서비스 가능

Ÿ 사회적 가치 대상: 부모

엔젤스윙
(드론)

Ÿ 개발도상국 산업인력들에게 드론 
매핑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
보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엔젤스윙 플랫폼
을 운영
Ÿ 사회적 가치 대상: 개발도상국

스페이스워크
(AI)

Ÿ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건축
설계 서비스를 통해 붕괴위험 건물
을 탐색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
회주택 설계서비스 제공
Ÿ 사회적 가치 대상: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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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혁신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 제품개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정보격차 혁신은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소비자, 소비자-생산자, 생산자-생산

자 간 연계 등 세 가지 유형을 보였다. 기타의 경우 출판·디자인·광고·교육 등 서비스 중심

의 활동이다.

⑤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성과

소셜벤처의 혁신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2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는 정보격차 해소 19.1%, 사회서비스 제공 16.0%, 시장접근성 확대 13.7%, 친환경 

시장 형성 13.0%, 착한소비 6.1% 순으로 나타난다. 벤처기업도 소셜벤처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셜벤처의 사회적 성과는 각각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새로운 

시장 창출의 경우 제품/서비스 그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정보격차 해소는 플랫폼을 통한 매칭, 시장접근성 확대는 새롭

게 참여한 사회적 가치 대상, 친환경 시장 형성은 환경에 대한 영향성의 저감 정도, 착한 

소비는 소비자의 소비로부터 발생된 사회적 활동의 성과, 생태계 지원은 사회적경제조직

의 지원 수 등으로 사회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구분
% (N)

사회적 성과 (예시)
소셜벤처 벤처기업

새로운 시장 창출
23.7%
(31)

30.8%
(4)

·제품/서비스의 시장 판매 수
 (예. 문화소외계층이 혜택받은 문화재생적 교육 및 
공연 제작 수)

정보격차 해소
19.1%
(25)

23.1%
(3)

·플랫폼을 통한 매칭 건수
 (예. 앱을 이용한 장애인 택시 이용 수)

시장 접근성 확대
13.7%
(18)

15.4%
(2)

·시장에 새롭게 참여한 사회적 가치 대상의 수
 (예.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은 문화예술종사자 수)

친환경 시장 형성
13.0%
(17)

15.4%
(2)

·환경에 대한 영향성의 저감 정도
 (예. 업사이클링을 위한 양조부산물 사용량)

착한소비
6.1%
(8)

·
·소비로부터 발생된 사회적 성과 활동
 (예. 월경용품 구입 포인트를 통한 기부량)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6.9%
(9)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수
 (예. 사회적경제기업 광고 및 마케팅 수)

사회서비스 제공
16.0%
(21)

·
·시장에 제공한 사회서비스
 (예. 장애인 예술가 채용 및 인턴 수)

기타
1.5%
(2)

15.4%
(2)

·

[표 3-12] 소셜벤처의 혁신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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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속가능 발전목표와의 연계성

소셜벤처의 혁신활동과 연관된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일자리·경제성장이 2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건강·웰빙 13.0%, 도시·공간 11.5%,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1.5%, 불평등 9.2%, 교육 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파악하여 소셜벤처가 서울의 어떤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일반벤처와 마찬가지로, 소셜벤처도 

취약계층의 고용과 함께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한 역

할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일반벤처와 달리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육상생태, 식량·농업, 기

후변화 등 기존 기업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소셜벤처가 활동 중이다.

[그림 3-14] 서울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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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소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소셜벤처로 편입될 수 있다. 벤처기업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는 비중은 28.7%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비즈니스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소셜벤처 대비 성과와 관리에 다소 부정적이다. 특히, 아직까지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에 대해 벤처 또는 스타트업보다 중견 및 대기업이 더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재무적 성과를 개선 할 수 있다는 응답은 

낮았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증대(38.7%)시키거나 내부 조직문화 개선(30.5%)이 가능

하며,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이 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및 지원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

답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 추후 소셜벤처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26.2%에 불과해 서로 다른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소

셜벤처도 다르다고 보고 있다. 즉,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다르지만, 사회적 기업과도 다

른 새로운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의 비중은 약 3분의 1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비중은 다소 

낮다. 소셜벤처의 혁신 가운데 기술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이며, 신기술은 인공지

능,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바이오 등 신기술의 비중은 6.1%에 그친다. 기술혁신형 소셜

벤처는 대부분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제조 등 중간기술을 활용하

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소셜벤처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사회적 가치의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소셜벤처의 사업모델 설정과 신기술 활용이 어

렵다. [그림 3-15]는 소셜벤처의 혁신 유형과 벤처기업별로 사회적 가치 대상과 적용기술

에 대한 맵핑 결과다. 맵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그 비중이 낮아진다. 둘째 신기술 또는 일반인이 쉽게 지식습

득과 제품·서비스개발이 가능한 유형의 비중이 낮다. 셋째 벤처기업과 달리 소셜벤처는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을 사회적 가치의 대상으로 둔 사례가 비교적 많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벤처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 대상을 명확화하는 일과 신기술

의 개발과 적용을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치사슬 혁신에서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 가치사슬 혁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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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5] 기술혁신형 소셜벤처 맵핑 결과 (사회적 가치 대상-적용기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벤처가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나 비즈니스

를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셜벤처는 일반시민보다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소셜벤처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혁신 목표는 사회인

식 개선과 솔루션 개발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벤처와의 협업을 고려하면 

솔루션 개발과 관련된 사회혁신 목표가 기술혁신의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빨래방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며, 기타 취

약 계층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며 기

술벤처기업과 공통된 영역이 있는 만큼 협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소셜벤처의 사회

적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대상과 경제적 가치 대상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시

장의 창출을 위해서는 일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혁

신 소셜벤처는 첨단 고급기술보다 중간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 소셜벤처는 다양한 분야

에서 중간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분

야를 집중한다면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서울시 소셜벤처의 특성이 교차하는 사회주택과 에

이블테크 분야를 주목할 수 있다. 사회주택에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축 기술과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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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필요하며 에이블테크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을 필요

로 한다. 이러한 기술 분야는 고급 기술과 중간기술이 혼재되어 있지만 소셜벤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기술에 대한 역량 지원과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04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1_기술혁신형 소셜벤처 지원정책 현황

2_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2_서울시 에이블테크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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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1_기술혁신형 소셜벤처 지원정책 현황

[그림 4-1] 기술기반 소셜벤처 지원정책 유형

이 절에서는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앞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

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소셜벤처 지원정책 현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혁신형 소셜

벤처에 대한 기술지원은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가진 소셜벤처를 발굴해 투자 및 육성하는 

기술개발(투자), 자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소셜벤처와 기업·과학기술인 등 기술전문가

를 연계하는 기술협력(협업), 시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정기술을 적용하는 문제해결(리빙랩)으로 나뉠 수 있다. 

① (기술개발) 팁스 - 에이치지이니셔티브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하 팁스) 프로그램은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미래 유

망한 창업기업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투자·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엑셀러레이터15) 역량

을 보유한 팁스 운영사는 ①창업팀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 평가) ②창업팀 추천 

15) 팁스 운영사는 창업팀의 선별·투자·보육 등 지원 역량과 엔젤투자재원을 가져야 한다. 엔젤투자회사(재단). 초기 
전문 벤처투자자(VC),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를 의미한다(2020년 
팁스 신규 운영사 선정 계획 공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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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④보육·멘토링·기술개발 등 과제관리 

지원 ⑤후속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8년 6월 중소

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분야 전문투자사로 에이치지이니셔티브(이하 HGI)를 선정했다. 

2020년 10월까지 친환경플라스틱 원료와 기능성첨가제를 제조하는 테코플러스(2018.11

월 선정),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혈관중재시술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메디픽셀

(2019.05월 선정), 조직 재생 및 대체 재료를 연구하는 플코스킨(2019.09월 선정)을 지원 

중이다.

에이치지이니셔티브 팁스 운영형태

팁스에 참여한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참여기관
드림플러스강남센터+사단법인

루트임팩트

투자업종
육아·보육, 교육, 컨텐츠, 

헬스케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평균지분율 5.7%

창업팀
(팁스)

1. 테코플러스
2. 메디픽셀

3. 플코스킨

[표 4-1] 에이치지이니셔티브와 팁스 운영형태

② (기술개발) 기술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IR·데모데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동개최하는 지원사

업으로, 2019년에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소개하고 임팩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를, 

2020년에는 투자유치 및 육성을 위한 데모데이를 진행하였다.

2019년은 19개 소셜벤처를 기술기반기업, 혁신형 소셜벤처, Pre-IR 소셜벤처 등 3개 트

랙으로 나눠 임팩트투자기관 간 투자 유치 기회를 위한 만남을 주선하고, 기업 소개 발표

를 통해 사업성과 투자가능성을 심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20년 사업에서는 공

공기술을 접목한 사업화 아이템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융합형 소셜벤처’ 5개

사 및 해외 진출을 목표하는 ‘글로벌 진출형 소셜벤처’ 5개사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성과까

지 성장·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특구재단은 2019년 12개 임팩트투자기관(임팩트 펀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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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약 8,112억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기술혁신형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투자 지

원체계를 마련하였고, 향후 크라우드펀딩 계획하는 등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와 금융 간의 

투자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기술융합형 소셜벤처 글로벌 진출형 소셜벤처

Ÿ 용달의기사 (용달이사 중개플랫폼)
Ÿ 그라인더 (비디오 커머스)
Ÿ 캐어유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플랫폼서비스)
Ÿ 마인드컨트롤 (시멘트진공 혼합 및 배출장치)
Ÿ 와들 (시각장애인용 모바일 쇼핑 어플리케이션)

Ÿ 에이치엠이스퀘어
  (손목시계형 비침습 혈당 모니터링 기기)
Ÿ 하가 (저시력자 시력 보조 디바이스)
Ÿ 알지티 (자율주행 서빙 로봇)
Ÿ 알고케어 (영양제 구독 서비스)
Ÿ 돌봄드림 (불안증세 완화 조끼)

출처: 연구개발특구재단 보도자료(2020.10.12.)

[표 4-2] 2020년 소셜벤처 데모데이 선정 결과 (연구개발특구재단)

③ (기술협력) 환경분야 소셜 베즈니스 발굴 공모전

SK이노베이션, 환경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후원과 함께 (사)신나는 조합이 주최한 

2019·2020년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환경적 사회 가치를 창출하

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0년 공모전에서

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들과의 비즈니스 연계성 및 시너지 가능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

였는데, 다양한 소셜벤처들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자회사와 협력해 사업화 실현을 가능성

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과 환경부에서는 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

업들이 친환경 대표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공모전에서는 총 5팀이 선정되어 시상식 및 창업격려금을 전달하였고 이 중 집중육성팀으

로 최종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초기성장지원금(기업당 최대 

3억원) 및 분야별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2020년 공모전에서는 지원한 93개의 기업 중 11

개의 기업을 선정, 기업당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2021

년 2월까지 사업화 지원(최대 2억 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사업 역량 고도화

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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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디어

라잇루트 Ÿ자동차 전지막필름 활용, 고기능성 의류 생산 

링클플릭스 Ÿ친환경 PET라벨 접착제

나인와트 Ÿ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절감 솔루션

이피에스 Ÿ유기성폐기물류 이용 가스연료, 폐열 등 생산

에이런 Ÿ금속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 등 수처리 기술 

그린베어 Ÿ생분해성 포장재 생산

뉴인트리인더스트리 Ÿ음식물쓰레기 활용, 곤충 사육으로 고단백 사료 합성

티에이비 Ÿ인공 자외선으로 물살균 처리하는 제품 생산 및 판매 

트래쉬버스터즈 Ÿ행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이노버스 Ÿ IOT 기술 접목 친환경 일회용 컵수거기 생산 및 판매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 Ÿ주차장 공유 플랫폼

출처: ‘환경부와 SK 이노베이션이 함께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고전’ 결과발표문 (2020. 
7. 27)

[표 4-3] 2020년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선정결과 

④ (기술협력)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

2020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공모전의 3개 분과(비즈니스 아이디어, 우수모델, 사회적 경

제 비즈니스 협업모델)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창업 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안 

공모와 과학기술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의 실현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 진흥원)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공동주관하였다. 대기 수분 담수화 기술 

(㈜피쉬)부터 장난감 플라스틱 분류용 소형 기기 개발 기술 (주식회사토이픽스)까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사회적기업이 기술수요를 제시하면, 과학기술인협동조합원

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모전에 앞서 참여기업의 수요기술 

소개와 과학기술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이해와 구체적인 문제해결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됬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개의 우수 협업모델에게는 

총 16백만 원의 상금지원과 제출한 문제해결방안의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이 제공된다. 더 

나아가, 사후 멘토링 과제에서 실제 기업과 협업이 성사되었을 경우 기술 사업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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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기술수요

(주)피쉬
Ÿ물 부족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수도 유충문제 해결

Ÿ저전력, 날씨조건 상관없이 물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기 수분 담수화 기술

도움
Ÿ장애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사

회적 부담을 경감

Ÿ편마비 환자를 위한 간의 책상판 겸용 이동판의 

소재 및 기능개선 기술

주식회사 
티에이비

Ÿ수인성질병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과 빈곤 문제

Ÿ자외선 물 살균기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불순물 

여과 기술과 살균력 가시성 접목 기술

토바토
주식회사

Ÿ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 

해소(취약계층 창의교육)

Ÿ안전하고 경제적으로 COVID-19를 사멸할 수 

있는 장난감 및 교구 소독방법

에코워터
Ÿ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한 물 부족 

문제 해결

Ÿ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산화

처리 공정기술

(주)한국발효문화원
Ÿ전통 발표음식 문화를 계승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Ÿ콤부차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알코올 제거 기술

농업회사법인
준준팜주식회사

Ÿ농업에 기술을 접목해 

농업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

Ÿ LED 광원 해충 방제 조끼의 배터리 기술

Ÿ의복의 온도 유지 및 완전방수 소재 기술

(주)오롯컴퍼니
Ÿ취약계층 거주자의 건강 개선과 

지역 활성화

Ÿ적정비용의 시공용 곰팡이 제거제

Ÿ장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뿌리는 단열재

고요한호텔
Ÿ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Ÿ음성과 문자 간 변환(STT, TTS) 정확도 향상 

기술과 수화 모션 인식 및 번역 기술

따뚜
Ÿ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환경

Ÿ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위험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비콘 기반 위치인식 기술

파이브택주식회사 Ÿ생리대로 고통받는 사람의 감소
Ÿ재사용 생리대의 흡수재 소재, 배치 프로세스를 

통한 생산설비 및 재사용 프레임 디자인 기술

주식회사토이픽스
Ÿ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한 

환경오염 해결

Ÿ장난감 플라스틱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소형

기기 개발 기술

챗트리 Ÿ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의지 상승
Ÿ학습량에 비례해 캐릭터가 성장하는 포켓형 게

임기 개발 기술

(주)조이비 Ÿ주거빈곤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Ÿ실내텐트용 인체에 무해한 UV 살균 기술

우리콜시스템
Ÿ 24시간 안전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Ÿ블랙박스 및 CCTV의 영상·음성 수집 및 분석 

기술

휴론네트워크
Ÿ ICT 융합기술을 통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 감소

Ÿ라이다 스캐닝 3차원 공간 데이터를 앱으로 효

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

나만의마니또
Ÿ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자의 

불안 해소

Ÿ사물인터넷 애착인형을 통한 빛 센서, 음성지원, 

음성인식 기술

에코도
Ÿ자원·에너지 절감효과 및 

환경인식 개선

Ÿ태양광 온열 코르크 버스승강장 의자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

출처: 2020년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 요강(https://www.setcoop.net/)

[표 4-4]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협업모델 기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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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리빙랩)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디지털사회혁신 프로젝트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이하 DSI)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통해 공익

성 및 공동체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매년 

추진 중인 사업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lgies)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는 이 DIS 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

제를 시민과 함께 추진하여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담하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사회적기업, 학

교,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총 31개의 국민 참여 과제를 발굴·지원하였으며, 대표적

으로는 19년 선정과제였던 반려로봇 ‘감동이’와 장애인 교감능력 개발 프로젝트, 18년 선

정과제로 진행된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환승지도’ Able Plus 맵 구축 프로젝트가 

있다. 이번 2020년 프로젝트의 공모 분야는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3개의 분야로, [디

지털 역량 강화 지원 / 사회적 약자의 민생현안 해결 등을 위한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

스 개발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 마련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선정된 4개

의 과제에는 건당 6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며,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과제 수행기

간에 3차례에 걸친 멘토링을 진행한다.

공모 분야 선정 과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시니어 키오스크 활용 지원 서비스(배화여대 산학협력단)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장애인 정서지원 소셜로봇 프로젝트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치기반 수어통역사 매칭 서비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디지털 활용 사회·경제적
 기반 완화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플랫폼(춘천교대 산학협력단)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보도자료 (2020.06.19)

[표 4-5] 2020년 ICT 착한상상 프로젝트 선정결과 

⑥ (리빙랩) 디지털기술 활용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2019년 DIS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문제해결 플랫폼 조성, 시민 주도의 일상문제와 불편해

소, 새로운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 하는데, 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

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 공모 분야는 정보기반격차 

완화, 서비스격차 완화, 기타 지역문제로 총 8팀이 선정되었으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사업

비 지급(과제 당 8천만원 한도 내)과 DSI 멘토단을 통해 전문가의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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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데, ‘광주 마을e 척척 리빙랩 사업’, ‘서울 스마트 결핵퇴치 사업’, ‘부산 스마트 

덴탈케어 사업’이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사업명 사업내용

광주 마을e척척 리빙랩 사업
마을지도, 마을리빙 랩 등의 온라인 서비스 공급, 디지털 마을공동체 
플랫폼 구축 

부산아이 e튼튼사업 맞춤형 구강관리 콘텐츠 개발 및 구강보건교육 제공 

세종 복.지.다.옴 세종시의 민·관 복지자원 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플랫폼 개발

서울콜록그만 AI기반 결핵정보 제공 및 챗봇 서비스 개발

성동구 행복이음 장애인 활동지원 O2O 매칭 서비스 앱 개발

부산 사람책도서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람책도서관’ 구축 

파주 귀갓길 안심 서비스 CCTV 설치 및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활용으로 안심 귀갓길 조성

강동구 오늘의 이야기 O2O 방식 디지털 마을 알림판 설치

출처: 2019 디지털 기술활용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표 4-6]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성과 

⑦ (리빙랩) 스마트도시 리빙랩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저변 마련을 위해 ‘스마트시민랩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민랩 커뮤니티’란 복지, 문화, 환경, 일자리, 지

역경제 활성화 등 시내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리빙랩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민

주도 커뮤니티를 뜻한다. 2018년 ‘디지털시민랩 사업’과 그에 확장된 사업인 2019년 ‘스

마트시티즌 커뮤니티 사업’이 선행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는데, 2019년에는 모두 25개 팀

이 참여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이번 사업의 지원분야는 두 개로 구분되며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연

구 및 개발(자유 분야)과 세대 간, 지역 간 등의 지역격차를 해결하는 서비스 개발(지정 

분야)주제가 주어졌다. 총 8개의 커뮤니티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팀에게는 활동 및 시제품 

개발 지원금 500만 원과 서울디지털재단의 <도시데이터교육> 연계 수강을 지원한다([표 

4-7]). 또한 향후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으로도 

활동 가능하다. 이러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 정

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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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명 과제명

띠앗 띠앗 

매듭이야기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전통매듭 교육 유투브 제작

잇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키오스크 모바일 앱 개발 

정나금 비대면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코스모유니브 코로나 19 소셜 솔루션 “노인과 청년을 잇다”

하이퍼리얼 시민 참여형 도시정보 이용 접근성 편의 확대를 위한 웹 서비스 개발

DKJ10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웨어러블 드론

Digital Inclusion 리버스 멘토링을 통한 세대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출처: 2020 스마트시민랩 커뮤니티 지원사업 2차 모집 선정결과 공고문(2020. 9. 3)

[표 4-7] 2020년 스마트시민랩 최종 선정 커뮤니티 

2_서울시 소셜벤처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의 소셜벤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

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는 소셜벤처 생태계의 외연 확대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 서울시 기업 

지원정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SR은 

소셜벤처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사회혁신 영역에 참여할 가

능성이 있다. 영리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은 소셜벤처와는 차

이가 있는데 사회적 기여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성장단

계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수립해 일반 기업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기본적으로 CSR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정부나 투자자들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

는 기업에게 더 투자하고 지원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대되면 기업은 영리추구와 사

회적 가치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기술기반 소셜벤처들이 대부분 중간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AI 등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대부분 일반 기업이며, 이러한 기술 이전이 

단기간 내에 소셜벤처로 이전되기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중간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소셜벤처의 경우 에이블테크 등 중간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신기술을 요구하는 사회문제의 경우 CSR 확산을 통해 신기술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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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소셜벤처 생태계로 유인해 해결을 도모한다.

둘째, 서울시는 민간참여가 저조한 기술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인센티

브를 도입해 기술벤처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CSR의 활동 의사가 있는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와 사회적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 지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할 수 있으려

면 문제 해결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시 문제

들 중에는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진출입을 통해 생태계를 육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은데 이는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참여 저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시드 투자자의 역할을 하며 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도시문제의 경우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회성과 보상사업과 같은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를 부여함

으로써 기술을 보유한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성과가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 도시문제 중 기술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장애인, 의료약자

를 돕기 위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에이블테크와 자원재순환과 같은 업사이클링 분야

가 있다.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소셜벤처 확산모형에 

대한 개념은 [그림 4-3]에 나타나 있다.

셋째, 기술기반 소셜벤처에 대한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자원연계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셜벤처의 기술역량이 단기간에 확보될 수 있는 것

이 아닌 만큼 정책의 목표는 기술기반 소셜벤처의 양적 확대가 아닌 소셜벤처 생태계 문화 

확산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요 역할은 사회적 성과

의 측정과 평가, 임팩트리포트 발간, 성공사례에 대한 아카이빙, 미디어 홍보와 자원연계

이다. 자원 연계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 소재 대기업 등 소셜벤처 생태계에 연계가 가능

한 자원을 견인하고, 연결해 생태계 내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위한 선순환 고리를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주요 사례로 SK이노베이션과 와디즈가 합작해 지원하는 마린이

노베이션과 제주개발공사와 효성그룹이 합작한 자원재활용 기업인 플리츠마마, SK텔레콤

이 지원하는 청각장애인 택시 서비스 코액터스가 있다. 대기업은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이

미지 제고에 관심이 많은 만큼 서울시는 공공과의 협업사례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

보함으로써 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4장 3절에서 

민간참여형 소셜벤처 확산모형과 함께 살펴보았다.

넷째, 서울시의 소셜벤처 육성기관인 소셜벤처허브의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지원정책 수립

을 위해 ICT 기반의 보조공학기기와 ICT 에이블테크 서비스 분야에 특화한 육성 프로그

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에이블테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크게 기기, 서

비스, 헬스케어, 유니버설디자인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이중 헬스케어는 분야가 지

나치게 광범위해 사회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유니버설디자인은 서울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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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단에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보조공학기기 분야와 ICT 에이블테크 서비

스 분야는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유형분석 결과 나타난 이러한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서울시 소셜벤처 육성의 정책목표는 자원연계 및 문화확대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민간

위탁사업 핵심성과지표(소셜벤처 100개 육성)를 재설정한다. 그리고 소셜벤처허브센터가 

사회투자기금을 연계해 서울시 시드머니에 대한 위탁관리 체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대기업·벤처기업의 기술자원을 연계해 에이블테크 소셜벤처의 확산모형을 실행한다. 

또한 임팩트투자사 및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데

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성과의 피드백과 확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기술기반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

례없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광범위한 사회혁신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공동체 연대 의식과 더불어 적절한 기술의 

활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혁신 즉 소셜벤처 생태계의 확산은 더욱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소셜벤처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시민들의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다. 벤처기업

에게 적합한 사회적 기여 분야는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은 플랫폼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판매 또한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사회적 기여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공정무역과 친환경을 표방하는 농산물의 판매, 

사연을 담은 공예품의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비자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홍보를 지원해주고, 소셜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판매 

상품에 접목시킬 사회적 콘텐츠를 발굴하는 일을 지원하면 벤처기업의 사회혁신 생태계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사회혁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소셜벤처에 적합한 기술혁신의 영역으로,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분야를 집중한다면 리모델

링에 필요한 건축 기술과 인테리어 기술이 필요한 사회주택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을 필요로 하는 에이블테크 분야를 주목할 수 있다. 소셜벤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중간기술에 대한 역량 지원과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셜벤처

허브 등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은 먼저 에이블테크와 빈집 리모델링 등 기술이 요구되는 사

회적 목표를 설정한 뒤,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내용을 명시하

고 기술 난이도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다. 사업을 추진할 소셜벤처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매칭을 주선하고,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액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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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팅 기능을 보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벤처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는 기술 습득의 기회를 얻고 벤처기업은 사업 영위와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소셜벤처가 지속적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한계

로 현재의 소셜벤처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앞으로 소

셜벤처가 갖추어야 할 기술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소셜벤처 기술 모니터링과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은 서울시 소셜벤처 생태계의 역량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_서울시 에이블테크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방안

1) 에이블테크의 정의와 현황

에이블테크는 기존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품이나 보조공학기기 등 기능 관점의 기술과 제

품에서 벗어나, 모빌리티·AI·빅데이터·센서 등 IT기술과 융합한 기술을 의미한다16). 따라

서 협소하게는 기존의 보조공학기기와 4차 산업혁명 간 융합부터, 넓게는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헬스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을 위한 컨텐츠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즉, 에이블테크(able-tech)는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 함께 일상을 고유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에이블테크의 기술은 보조공

학기기+IT, 서비스+IT, 헬스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컨텐츠 등 5개로 구분될 수 있다17).

16) ‘장애인 사회참여 기술 ‘에이블 테크’’, 사이언스타임즈, 조현혜, 2017.10.13
17) 에이블테크의 기술 유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에이블테크로 알려진 소셜벤처 26개(대표 사례는 부록 

참고)를 사회적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진에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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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형
사회적 가치 

대상
주요 사업내용

유관 기관 
(서울시)

보조공학기기
+IT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점자 사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점자 필기도구
·저시력을 위한 실시간 화면확대 공유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패드
·점자교육 시스템
·안경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시각정보의 
음성전달)
·의족 각도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전동휠체어
·3D프린터 기반 전자의수 개발

·서울의료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
 서비스원
·서울특별시공공
 보건의료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비스+IT
(10)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교통약자
·노약자 및 
병약자

·청각장애인 운전기사 운행 차량 모빌리티
·맞춤형 호출 모빌리티 서비스
·인지능력 향상 교육서비스
·무장애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마트 링·밴드를 통한 수화의 음성변환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도로 네비게이션 서비스
·실시간 음성 문자통역서비스

헬스케어
(4)

·병약자
·성인

·스마트 의약품 보관 서비스 (약병 등)
·분리구조 성인용 기저귀
·저염식 등 맞춤형 식단 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
·

컨텐츠
(3)

·노약자 및 
병약자
·교통약자
·취약계층

·저시력자도 볼 수 있는 서체 개발
·교통약자 환승지도 등 컨텐츠 개발
·시각장애인용 컨텐츠 개발
·뇌졸증 재활치료 게임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교통공사

[표 4-8]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유형

2) 소셜벤처허브의 기술자원 연계방안

서울시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공공상생연대기금 간 공

동협력으로 2019년 설립된 창업보육기관이다.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정기IR 등 성장

지원과 소셜벤처아카데미, 공간운영, 조사·운영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에이블테크 분

야에 특화되어, 기준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에이블테

크 아이디어 구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에이블테크 메이커톤 2020’을 진행하고 

있다. 소셜벤처허브가 에이블테크 기술자원 연계 특화를 위해선, 에이블테크 가운데서도 

서울시 유관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보조공학기기+IT 및 서비스+IT 분야로 특화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자원연계 및 R&D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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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주요 사업내용 연계기관

기존사업 창업지원
·에이블테크 메이커톤
 (기술지원 및 시제품 제작)

신규) 자원연계

수요확대
·에이블테크와 관련된 서울시 유
관기관 협력해 실증사업 진행 (제
품 효과성 및 시장성 검증)

·관련 서울시 유관기관

기술협력 (협업)
·민간 기술참여형 소셜벤처 확산
사업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SKT, 카카오 (IT)

기술개발 (투자) ·에이블테크 공모전 및 IR 개최
·임팩트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사회성과 보상사업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실시 ·서울시

신규) R&D

임팩트리포트

·에이블테크 전용 임팩트 측정 및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리포
트 작성 및 공유
 * 민간 임팩트 측정 및 관리체계
와 연계

·임팩트스퀘어
·sopoong
·HGI
·옐로우독
·사회적 가치연구원

아카이빙
·에이블테크 공모전 연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에이블테크 성공사례

·D-Tech공모전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인ICT보조공학기기
공모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디어홍보

·콜라보레이션 기반 소셜벤처 영
상물 제작
 (소셜벤처 확산모델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한 대기업의 사회적성과 
홍보와 에이블테크 문화 확산)

·소셜벤처 관련 유투브
 (어바웃소셜벤처, 
SOVAC 등)

[표 4-9] 소셜벤처허브 에이블테크 기술 자원연계 정책 (안)

① 기술협력(협업)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 가운데 기술개발(투자)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문제해결

(리빙랩)은 서울혁신파크와 서울디지털재단이, 소셜벤처허브는 기술협력(협업)에 무게를 

두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참여형 소셜

벤처 확산모형’을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에 민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한다.

‘민간참여형 소셜벤처 확산모형’은 수익성이 낮아 기업의 진출입이 어려운 서울시 현안 도

시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드머니를 투입해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구축해 

소셜벤처에 투자한 이후,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술 관련 대기업·중견기업·공공

기관을 유입시키는 방안이다. 국내 주요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규모 대비 만족도가 낮아(김

종대 외, 201), 기부를 넘어 소셜벤처 투자 및 협업 활동을 통한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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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SV2 임팩트 파트너링’의 마린이노베이

션이 있다. <참고>

[그림 4-2] 민간참여형 소셜벤처 확산모형

이밖에도 SK텔레콤, 효성 등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태계

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소셜벤처 플리츠마마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페드병 자원 순환 프로젝트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효성TNC, 플리츠

마마, 환경부 간 업무협약(MOU)를 맺고 자원순환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협업 구조

는 제주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공사의 비용 지원을 통해 수거된 페트병

을 구미에 있는 효성TNC에서 리사이클링 섬유(100% 제주 폐페트병 리사이클링 폴리에스

터 ‘리젠제주’ 및 스판덱스 ‘크레오라리젠’)로 생산하고, 다시 플리츠마마에서 가방·의류 

프로모션 상품(제주보틀 브랜드)을 개발해 생산 및 판매하는 형태다. 이같은 협업구조에서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쓰레기 재활용) 효성TNT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긍

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리젠 제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프로젝트‘ 효성티앤씨 유투브), 플릿츠마마는 소비자의 착한소비와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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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셜벤처 확산 모형 사례 : 마린이노베이션

Ÿ 마린이노베이션은 일회용 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바이오의료 소셜벤처로, 별도
의 처리 없이 생분해가 가능한 패키징 제품 개발 및 공급

  - 해조류 부산물로 만든 제품(계란판, 과일포장용기, 종이컵, 일회용 접시 등)
  - 해조류 추출물로 제작한 제품(양갱, 비닐봉투 등)

Ÿ 사회적 성과: 일회용품 대체품을 통한 플라스틱 등 폐기물 저감

해조류 부산물로 만든 계란판

Ÿ 마린이노베이션은 2020년 5월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팁스 운용사)로부터 선정
  - ‘키토산을 이용한 친환경 코팅 종이컵 개발’ (UNIST 신소재공학부와 협업)
    → 일회용품에 코팅액을 활용해도 90일 이내 생분해 가능

Ÿ SK이노베이션은 'SV2 임팩트 파트너링'을 채결하고, 크라우등 펀딩을 통해 투자 지원
  - 와디즈에서 임직원 대상 투자프로젝트 진행 (중간지원조직 역할)
  - 프로보노(공익기부) 차원의 연구·개발 등 전문 역량 지원

    →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소셜벤처 마린이노베이션의 협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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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페트병 수거 ② 리사이클링 섬유 생산 ③ 폐페트병 활용 가방·의류 생산

• 투명 페트병 분리배

출 시범사업 (제주도)

• 친환경제품 생산 및 

수거 비용 지원(도공사)

• 리사이클링 섬유 생산

  (효성티엔씨)

• 리사이클링 제품 개발·생산·판매

  (플릿츠마마)

출처: 플릿츠마마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표 4-10]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프로젝트’ 협업 구조

②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또는 사회성과연계채권, SIB)는 민간의 투자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할 경우 공공이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성과 기반 계약’이다(이준영, 2018).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선도적으로 사

회성과보상사업을 제도화한 이후 아동복지시설 교육사업(1호 사업)을 완료하고, 청년 실업 

해소(2호 사업)을 진행 중이다. SIB의 핵심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

회성과측정(또는 임팩트)이다(이준영, 2018).

구분 1호 사업 (아동복지시설 교육사업) 2호 사업 (청년 실업 해소)

사업대상
서울시내 공동생활가정 경계선급 

지능(IQ 64~84) 아동 약 100여명
만19세~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

사업내용
정서회복·관계형성·지적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취·창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

기간/예산
’16.8.30.~’19.8.29.(3년간) /

약 11억원 소요
3년간 /약 30억원 소요

사업효과
사회성 및 지적능력 개선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취업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2573)

[표 4-11]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소셜벤처허브에서 SIB를 사업을 진행해 다음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에이블테크 초기

시장 확보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에이블테크의 소비자는 청각·시

각·지체 등 정신적 및 신체적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이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 규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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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 및 시장성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진입이 어렵다. 닷의 창업자도 ‘시각장애인 

시장보다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아이템이 스타트업 초기 생존에 이점이 있다.18)’는 주변 

만류가 있었을 만큼,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와 해외시장 진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에이

블테크의 초기 제품 가격이 수요자(장애인)의 공급의사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형성되더라

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SIB를 통해 보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의 일부를 사회

성로 측정하고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형태다. ([표 4-5] 참고) 이러한 실증사업(테스트베드)

은 에이블테크 기술 유형이 적용될 서울시 유관기관의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인협동조합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협업모델’

과 같이 서울의료원·서울시복지재단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기술 또는 제품/서비스 수요

와 에이블테크 기업 간 매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 소셜벤처는 실증 기회와 초기시장

을 확보를, 수요기관(서울시 유관기관)은 문제해결과 사회서비스의 민간확대 가능성이 열

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성과측정에 대한 사례를 제공 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해 에

이블테크에 대한 임팩트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1호 사업

에서 투자비 항목 및 평가지표와 투자수익률 산정 등 사업구조의 핵심 부문에 대해 성과보

상자와 운영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만큼(이준영, 2018), 민간투자자의 유입을 위한 공

신력 있는 전문 기관은 임팩트투자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측정지표: 시장배제계층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

Ÿ 사회문제: 기존 시장에 제품/서비스가 있음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유니버셜디자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베리어프리 제품 등)

Ÿ 목표집단: 경제적 시장배제 계층 

Ÿ 측정지표: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해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얻는 경제적

          이용편익

Ÿ 표준식: (기존 공급자의 의사 가격 – SE의 제공 가격) × 총 제공량 – 서비스 관련 외부 지원금

출처: 사회적성과인센티브추진단(2017)

[표 4-12] 시장배제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성과 측정 예시

18) “[머니랩] ‘소셜벤처’→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착한 스마트워치’로 사회적 가치 찾다”(SBS CNBC, 우형준,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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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팩트리포트

일반 기업이 감사를 통해 기업 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임팩트보고서는 

소셜벤처가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해 임팩트투자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 의사

소통하는 수단이다. 서울시도 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1조 2천억 가운데 1

천억원을 소셜벤처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소셜벤처허브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이블테크 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보고서를 시민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

다. 임팩트보고서의 중요성이 늘어나며 임팩트투자기관인 임팩트스퀘어에서는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공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임팩트 보고의 글로벌 표준 IMP

를 준용한 소셜벤처 자가공시 서비스인 임팩톨로지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어에서는 

공시대상 연도에 대해서 사회적 성과를 정의하고 산출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정량적으

로 제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에 대한 데이터 구득 용이성 등 리스크를 평가

하고, 다음 연도 중대 변화를 자체적으로 예측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표 

4-5) 이밖에도 HGI·옐로우독·sopoong·MYSC·한국사회투자 등 임팩트투자사에서도 주

요 투자 분야에 대한 매년 임팩트리포트를 발간함으로서 투자자에게 사회적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소셜벤처허브에서도 에이블테크의 사회적 가치 및 기술 유형에 따라 특성

을 반영한 임팩트 측정 및 성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리포트를 작성해 공유해야 한다.

주요 내용 리포트 예시

<공시대상 연도에 창출한 성과의 정의 및 산출>

Ÿ 사회문제 및 사회적 성과의 정의

 -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변화수준

Ÿ 핵심이해관계자

 -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

Ÿ 성과와 관련된 지속가능개발목표

Ÿ 공시대상 연도의 조직이 창출한 성과 데이터

Ÿ 성과 순 창출분

<성과 창출 관련 리스크 평가 및 예측>

Ÿ 공시대상 연도 성과의 리스크 평가

 -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 등

Ÿ 다음 연도 성과 리스크 및 중대변화 예측

출처: 자가공시 리포트 샘플(임펙트스퀘어)

[표 4-13] 임팩트스퀘어 소셜벤처 자가공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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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카이빙

에이블테크가 아직 낯설고 개념에 명확하지 않은 만큼, 많은 사례로부터 유형화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관련 공모전은 2020년 기준 3회차

를 맞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D-tech(보조과학기술·유니버셜디자인·장애인을 위한 서비

스를 대상)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K텔레콤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1회 ICT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 공모전(ICT기술이 접목된 보조공학기기 제품 및 서비스 대상)이 있다. 소셜벤처

허브에서는 두 공모전과 연계해 에이블테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상자에 대한 사

례공유를 통해 기초자료와 성공사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소셜벤처허브의 에

이블테크 사업 진행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사업홍보 및 공유와 일반 기업 및 시민의 관심

을 늘려야 할 것이다.

D-Tech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표 4-14] 에이블테크 관련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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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를 수렴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셜벤처 기술혁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부록에 포함시켰다. 전문가 

의견의 일부는 이 연구에 반영하였지만 현실적 제약과 자원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

도 있다.

의견 #1

먼저 에이블테크의 핵심 타깃인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혁

신형 소셜벤처를 조명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연구 결과에 언급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사업화 과정은 아이디어 구체화 → 고객 발굴(문제-솔루션 

정의) → 고객 검증(제품-시장 정의) → 전략/운영/재무 검증 → 사업 확장(스케일업) → 

지속가능성 확보(혁신/적응)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사업화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솔루션 

정의와 제품-시장 정의 항목을 구체화해 소셜벤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중에서도 공공성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분석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이다. 고객집단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견 #2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소비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시민’일수도 

있지만, 수익 모델 관점에서는 플랫폼 운영 비용을 내는 대기업(홍보 마케팅&사회공헌) 

관계자일 수 있다. 착한 소비를 진작하는 대표적인 기업(빅워크/트리플래닛)의 경우,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상이 시민일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차원의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분류표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명확하게 기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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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은 구분되어야 한다. 기업은 크게 정부, 기업, 일반 시민 등 3개 

대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다. 스페이스워크의 경우, 수익 부분에서는 정부(국토부&LH)가 

주된 고객이지만 서비스 부분(랜드북)에서는 일반 시민이 대상임. 또한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 기업,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비율에 

따라 주 수익 모델/주 소비자(타깃 소비자) 등을 설정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회적 가치실현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대상이 보편적이냐 구체

적이냐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2단계 예시 부분이 좀 다양하게 제시되면 좋겠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에 해당되거나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기업들도 있는데(일반시민&

기업 담당자) 5점 척도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의견 #3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그의 저서에서 기술혁신의 종류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기존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의 혁신이고, 존속적 혁신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을 보다 좋게 만드는 형태의 

혁신이다. IT 기술이 접목된 플랫폼은 양면시장 형성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정보

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격차에 의해 불합리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가 된다. 시장 접근성 확대가 시장 

확대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라고 판단되고, 시장구조개선이 시장 신뢰성 확대를 포함하는 

큰 개념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은 제약을 가진 특정집단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의견 #4

MYSC에서는 Impact Business 기업과 Business with Impact 기업으로 분류한다. 

Impact Business 기업이란 기업의 존재이유가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성장형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혁신기업을 통칭한다. 즉, 비즈니스 모

델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기업을 말한다. Business with Impact 

기업이란 전통적인 비즈니스 중에 사회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책임 기업을 의미한

다. 일반시민, 특정집단으로의 2단계 구분으로 복잡성을 조금 줄이는 방향이면 더 좋을 

것 같다. '기술 혁신’에서 혁신의 유형(5개 유형)과 적용기술(3단계 구분)에서 신기술 등의 

구분은 중복으로 생각되어 합쳐진 구분 방안으로 진행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시장 창출’과 ‘친환경 시장 형성’ 등은 약간의 중복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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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소셜벤처의 주요 기술분야 및 일반벤처 및 소셜벤처의 소비자 유형 및 기술요구에 따른 

분석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개인적인 생

각으로는 소셜벤처가 늘어나고 고도화 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는 일반벤처와 소셜벤처

의 분포가 점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록 2_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사례

코액터스 (http://www.goyohantaxi.com/)

혁신목표 제품·서비스

혁신목표 Ÿ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모델

Ÿ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택시)

 * 태블릿을 이용해 의사소통

대상
Ÿ (사회) 청각장애인
Ÿ (경제) 일반시민

사회적 성과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Ÿ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100명) 혁신 유형
가치사슬 혁신
(취약계층 고용)

시장의 변화
Ÿ시장접근성 확대
Ÿ사회서비스 제공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서비스+IT)

특징
Ÿ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2020년, 100대 한정 청각장애인 고용)
Ÿ SK텔레콤 IT기술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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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콜시스템 (https://www.wuricall.com/modugoWeb/)

혁신목표 제품·서비스

혁신목표 Ÿ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

비즈니스
모델

Ÿ장애인·어르신 맞춤형 승차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 승차거부 없는 배차지정, 그룹
호출 및 에스코트 서비스

대상
Ÿ (사회·경제) 장애인·어르신·
          여성·반려동물

사회적 성과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Ÿ이동약자의 대기시간 감소 혁신 유형
기술혁신
(중간기술)

시장의 변화 Ÿ시장 접근성 확대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서비스+IT)

특징 Ÿ예비사회적기업

케어유 (http://careyou.org/)

혁신목표 제품·서비스

혁신목표 Ÿ시니어의 인지능력 향상

비즈니스
모델

Ÿ시니어 대상 플랫폼(시니어-기관) 
및 디지털 복지 콘텐츠 제공

 * IT기반 솔루션, 지도자 육성

대상 Ÿ (사회·경제) 시니어

사회적 성과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Ÿ치매 환자 프로그램 이용 수
Ÿ시니어 디지털 교육 수

혁신 유형
기술혁신
(중간기술)

시장의 변화
Ÿ시장접근성 확대
Ÿ사회서비스 제공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서비스+IT)

특징 Ÿ스마트에이징 사업 협약 (샘코포레이션·외국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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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연구소 (http://www.design4all.co.kr/xe/)

혁신목표 제품·서비스

혁신목표
Ÿ디자인 관점에서 사회적 불편과 
문제를 발굴

비즈니스
모델

Ÿ시력약자(저시력자, 노약자 등)이 
잘 볼수 있는 유니버설 서체의 개
발, 공급. 컨텐츠 제공

대상
Ÿ (사회) 시력약자
Ÿ (경제) 일반시민 및 기업

사회적 성과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Ÿ유니버설디자인 폰트 공급 수
(폰트를 적용한 기업 수)

혁신 유형
기술혁신
(중간기술)

시장의 변화 Ÿ새로운 시장 창출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유니버설디자인)

특징 Ÿ삼성카드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 50여곳 기업 판매 (~2020년 1월)

오버플로우 (https://www.atoverflow.com/)

혁신목표 제품·서비스

혁신목표 Ÿ시각장애인의 편리하고 행복한 삶

비즈니스
모델

Ÿ ‘로우테크’를 활용한 보조공학기기
 * 점자 필기도구, 화면확대 공유
서비스 등

대상 Ÿ (사회·경제) 시각장애인

사회적 성과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Ÿ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판매 수

혁신 유형
기술혁신
(중간기술)

시장의 변화 Ÿ시장접근성 확대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보조공학기기+IT)

특징
Ÿ벤처기업 인증  Ÿ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Ÿ제3회 D-Tech 기술/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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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 (https://www.dotincorp.com/)

혁신목표 제품·서비스

혁신목표
Ÿ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기기에 대
한 접근성 확대

비즈니스
모델

Ÿ크기 및 가격을 줄여 실용성을 
높인 시각장애인용 ICT 스마트워
치, 스마트 패드

대상 Ÿ (사회·경제) 시각장애인

사회적 성과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Ÿ스마트워치 및 스마트패드 판매 수 혁신 유형
기술혁신
(중간기술)

시장의 변화
Ÿ시장접근성 확대
Ÿ새로운 시장 창출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보조공학기기+IT)

특징
Ÿ애플 및 구글과 연구개발사업 진행   Ÿ글로벌 전략으로 유럽·중동·북미 시장 진출
Ÿ배리어 프리 스마트시티 솔루션 글로벌 진출 계획 중

에이유디(AUD) 사회적협동조합 (http://audsc.org/)

혁신목표 제품·서비스

혁신목표
Ÿ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기기에 대
한 접근성 확대

비즈니스
모델

Ÿ실시간 문자통역서비스
Ÿ IT플랫폼 기반 쉐어타이핑(보조공
학기기)
Ÿ장애인식·지역사회 개선사업 등

대상 Ÿ (사회·경제) 청각장애인

사회적 성과 기술혁신

사회적 성과 Ÿ서비스를 받은 청각장애인의 수 혁신 유형
기술혁신
(중간기술)

시장의 변화
Ÿ시장접근성 확대
Ÿ사회서비스 제공

적용기술 에이블테크 (서비스+IT)

특징
Ÿ인증 사회적기업
Ÿ SK c&C 협업사업 (AI 문자통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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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y for Social Venture in Seoul

Jaeuk JuㆍJongjin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licy plan for the spread of social 

ventures in Seoul. To this end, we first understood the desirable social values 
that Seoul should pursue and the meaning of social innovation, and looked a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fields of social ventures that the city will focus on. 

In addition, social innovation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based social ventures in Seoul, seeking policies 

that enable them to grow and develop, and at the same time discovering 

examples of businesses in Seoul that meet the social values pursued by the city.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social ventures, 168 venture 

companies located in Seoul were surveyed on their perceptions of CSR. Among 

the respondents, 28.7% of venture companies were found to engage in 

management activities that refl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Venture companies believe that CSR has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long term.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type of social venture technology innovation was 

establish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ventures in Seoul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respondents, there were 40 

technologically innovative social ventures, accounting for about a third of the 

total respondents, and of these, intermediate technologi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the innovations of social ventures, 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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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accounted for 30.5%,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AI and big data 

accounted for 6.1%. Most of the technologically innovative social ventures used 

intermediate technologies such as software and manufacturing that required 

engineering knowledge beyond college. Second, the proportion of social 

ventures and general ventures where social and economic targets matched was 

69.4% and 69.3%, respectively. Third, technological innovation-type social 

ventures that use intermediate technologies are more advantageous than other 

companies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 models.

Abletech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of technology such as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 IT, services + IT, healthcare, and universal design·Content. 

Seoul City (Social Venture Hub) needs to intensively foste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 IT and services + I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 the following policies to spread 

social ventures in Seoul.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ocial venture 

ecosystem by reinforcing the rol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support policies for businesses in Seoul such as start-ups and SM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ocial value incentives led by Seoul city.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social venture technology through public-private 

resource linkage and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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