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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목

○ 1990년 들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 ․환경 가치를 추구하

고,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하는 사회 기업에 한 심이 세계 으로 확

되고 있으며, 사회 기업의 규모나 요성이 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사회

기업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육성해왔음. 2003년부터 자

활공동체 사업과 별도로 노동부에서 유럽의 사회 기업 개념을 도입한 사

회 일자리사업을 시작함. 이어 2004년부터 사회 으로 필요하나 공 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을 둔 사회 일자리사업이 정부 각 부처별

로 확산되어 시작됨. 2007년 1월 사회 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07년 10

월 재 사회 기업육성법에 의해 36개 사업체가 사회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음.

- 앙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14개 앙부처가 참여한 여성인력개발종

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2006년에 수립하고 발표함. 이 계

획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15 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해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

사회 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민선4기시정운 4개년계획(2006-2010)에서 여성경제력 강화

를 목표로 4개 추진과제 에서 ‘지역사회지원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설정

하고 있음.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를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의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회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일자리를

규정하는 핵심요건인 사업주체나 일자리 창출방식에 한 고려가 없음. 사

회서비스 제공을 한 맞춤교육을 하고, 수료생들이 일반기업을 통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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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얻게 되는 것을 사회 일자리로 보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사회지원형 여성 일자리가 사회 , 환경 가치를 추구하고,

자본이윤을 제한하는 사회 기업 방식에 기반하여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에서 시작되었음.

- 사회 기업과 비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사업단의 일자리 부분이

여성 일자리로 나타남. 이런 에서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에 사회 일

자리, 는 사회 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를 여성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 방식으로 만들어간다는 략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 은 지역사회에 기반해 여성 사회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활성화를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 사회 경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의 개념이 정

책 차원에서 논의된 지 얼마 되지 않으며, 각각의 용어가 재 혼재되어 사

용되고 있음. 이런 에서 사회 일자리 련 이론과 정책동향을 문헌연구

를 통해 분석정리하 음.

○ 앙정부와 서울시의 사회 일자리사업 실태와 문제 을 행정자료조사를 통

해 분석정리하 음.

○ 서울시 여성의 사회 일자리 창출 잠재성 참여 실태를 자활공동체와 지

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을 심으로 분석하

음. 연구방법은 심층면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 음.

3. 용어 정의

○ 사회 일자리란 용어는 외국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개념화된 용어라고 .

- 사회 일자리사업을 주도해온 노동부는 사회 일자리에 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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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음. 즉 사회 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

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심으로 비 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유럽에서는 사회 기업,

사회 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임.

- 사회서비스업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한 양이 공 되기 어려운 속성

이 있어,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공 주체가 리기업보다는 정부나 제3섹

터가 많은 특징이 있음. 이런 에서 사회 일자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

동되어 사용됨.

○ 사회 경제에 해 경제학자 쟈크 드푸르니는 다음의 정의를 내렸음.

- 이윤추구보다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에 한 서비스를 우선하고, 자율

경 을 하며, 민주 인 의사결정을 하고, 수익분배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

동을 우 에 두는 원칙에 의해 활동하는 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직

과 기업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사회 경제라고 함.

○ 사회 기업은 사회 경제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

로 사회 경제를 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드푸르니는 동조합과 비 리단체 역 모두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집합

기업가 정신이 작동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이 사회 기업으로 불려지

기 시작하 다고 함. 미국에서 사회 기업은 민간의 자선과 정부 재단

의 기 을 확보하는데 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 리조직들의 재정 문제

에 한 신 응책으로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음.

- 1996년 유럽연합 15개국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기업에 한 경제 기

4가지, 사회 기 5가지가 제시됨.

- 경제 기 은 첫째, 통 비 리조직과 달리 사회 기업은 직 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매함. 둘째, 사회 기업은 시민집단에 의해

자발 으로 형성되고 리됨. 셋째, 사회 기업은 상당한 수 의 경제

험을 안고 있음. 넷째, 사회 기업에 자원 사자가 활동하더라도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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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 근로자를 필요로 함.

- 사회 기 은 첫째, 지역사회, 는 특정한 목표나 욕구를 공유한 시민들

이 주도가 되어 만듬. 둘째, 의사결정권한은 일반 으로 1인1표 원칙에 의

함. 셋째,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기업활동이 향을 받는다는 에서 본질

으로 참여 이고, 지역차원의 민주주의를 강화함. 넷째, 이윤 극 화를

추구하지는 않으며, 제한 이윤배분을 함. 다섯째, 지역공동체에 한 사

회 책임감을 직․간 으로 진함.

- 2007년에 제정된 「사회 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 기업이란 취약계층에

게 사회서비스 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목 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매 등의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Ⅱ. 정책건의

1. 사회 기업의 역할과 발 여건

○ 국정부와 OECD에서는 사회 기업의 역할에 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

음.

- 국가 차원에서 사회 기업 육성책을 극 추진하고 있는 국 정부는, 자

국의 사회 기업 조사연구를 통해 사회 기업의 다음 네 가지 역할을 인

정하고 있음.

- 첫째, 사회 기업은 사업 성공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재생이나 사회통합,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 욕구에 응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이 기술을

익히고 발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음. 둘째, 사회 기업은 윤리 실

천을 주도하고 채택하는 등의 기업활동을 통해, 윤리 소비주의를 증 하

여 윤리 시장을 진함. 셋째, 사회 기업은 공공서비스 수 을 향상시

킴. 넷째, 사회 기업은 사회․환경 차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싶은 신

규 사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수 을 높여, 국가 생산성을 증 시키고

있으며, 여성과 소수민족, 청년층의 창업 경 참여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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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사회 기업이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 첫째, 사회 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달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서비스 수 을 향상시킴. 둘째, 장기실업자,

장애인, 소수집단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진하는 역할을 함.

셋째,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자원 동원, 시민참

여 진, 사회 신을 한 트 십을 발 시켜 시민사회 발 에 공헌함.

○ 사회 기업이 발 하는데 다음 다섯 가지 요인이 향력을 발휘함.

- 첫째, 사회 기업에 한 사회 인식수 이 향을 미침. 둘째, 사회 기

업에 한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수 , 셋째, 사회 기업 운 에 필요한

한 자 조달, 넷째, 사회 기업 운 에 필요한 력 네트워크 다양화가

사회 기업 발 에 향력을 미침. 다섯째, 내부요인으로 사회 기업 운

자의 역량, 기술수 이 향을 미침.

2. 국내 사회 일자리사업의 황과 문제

○ 황

-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003년 2,372명에서 2007년

7,602명으로 약 3배로 증가하 음. 산은 2003년 73억원에서 2007년 1,215

억으로 약 17배가 증가함. 2004년부터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환경부, 노

동부, 문화부를 심으로 14개의 사회 일자리지원사업이 실시되었음. 2006

년에는 8개 부처에서 20여개의 사회 일자리사업이 진행되었음.

-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2006년)은 사회복지분야사업이 체 사업의 72%

를 차지하고, 환경분야사업이 13%임. 사회 일자리 참여자의 80%가 여성

임.

- 2007년 서울시 일자리사업에서 사회 일자리 제공으로 분류된 일자리 수

는 21,720개이며, 사업 산은 49,331백만원으로 일자리사업 체 산의

0.7%를 차지함. 서울시의 사회 일자리사업은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행정부서가 직 운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소기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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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음. 서울시 사회 일자리사업은 노동부 사회 일자리

사업의 개념과 달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사회 일자리

로 보고 있음.

- 서울시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여성일자리갖기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여성일자리갖기지원사업은 여성

직업훈련기 에서 교육수료한 여성을 고용하는 업체에 해 서울시가 3개

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2007년도 여성일자리갖기지원사업 산은 24억으로, 목표인원은 900명임.

여성일자리갖기지원사업(2006년) 참여자의 근무처는 민간기업이 70%, 복지

시설 14%, 공공기 11%임.

○ 문제

- 앙정부 사회 일자리사업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서차원에서 사회 일자리사업 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별

로 사회 일자리에 한 개념이 혼란스러움. 사회 일자리사업의 목 이

일자리 창출인지, 사회서비스 제공 확 인지 모호함. 사회 일자리사업이

공공서비스의 민간 탁사업으로 확 되어 가는 경향임.

- 둘째, 사회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단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

일자리사업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 기업으로 발 하기에 어

려움이 있음.

- 셋째, 모범 사업모델 발굴을 하고, 이를 확산시키지 못하 음.

- 넷째, 임 비 지원만 하고, 실제 운 과 련한 직업훈련, 경 지원, 성과

리 등의 제도 지원이 미흡하여, 기 한 만큼의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

음.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와 유

리된 채, 지역사회의 자원활용과 지원 없이 사업이 이루어져, 결과 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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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과 같은 개념의 일자리 사업은 하지

않고 있음. 서울시는 행정에서 직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소기업인력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사회 일자

리로 보고 있음. 정부나 리기업이 아닌 제3섹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 기업이 갖는 의의는 세계 으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임.

이런 에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이

정책의 한 부문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사회 일자리사업, 사회 기업,

자활공동체의 일자리에 여성 참여가 많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자리에 한 성인지 근과 정책이 부재함.

3. 서울시 여성의 사회 일자리 참여 실태

○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실태

- 서울시 73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74%가 여성임. 자활공동체가 돌 야할

가구원이 있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장년기의 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53%는 간병․산후․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고,

27%는 도시락․음식물 제조 매사업을 하고 있음. 주당 평균 50시간을 일

하지만, 평균노동수입은 79만원임. 장시간 돌 노동에 낮은 노동수입이라

는 속성이 있음.

-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65%는 일이 힘들고, 생계유지가 어렵고, 건강상

문제로 자활공동체 참여 포기를 생각한 이 있음. 그러나 참여 여성의

84%는 자활공동체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음.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77%는 일이 성에 맞아 참여하 고, 64%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은 개인 인 문제발생시 동료들과 서

로 도움을 주고 있어, 자활공동체가 소득층 여성들의 사회 지원망 역

할을 하고 있음.

○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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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의 여성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에 한 심과 비 은 다음과 같다.

- 지역비 리여성단체가 지역에 기반한 여성 사회 일자리 창출에 해

심을 갖고 있음. 그러나 단체의 수익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민단체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회원들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극 으로 나서는 단계는 아님.

- 조합원의 부분이 여성인 지역생활 동조합의 경우, 일본의 표 사회

기업인 생활 동조합의 워커스 컬 티 방식으로 여성 사회 일자리

를 창출하는데 많은 심을 갖고 있음. 조합원인 여성들의 일본 워커스 컬

티 견학방문, 워커스 컬 티 연구모임이 활발함. 생활 동조합을 통해

재 은 수이기는 하나, 여성들의 사업공동체가 형성되어 활동하는 사례

가 있음.

- 서울시 19개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3개 기 이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

업단을 운 하고 있음. 이들 기 은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향후 사회 기

업으로 발 시킬 의향을 갖고 있음. 여성직업훈련기 에서는 사회 기업

방식으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해 심을 갖고 있음.

○ 사업공동체 실태

- 지역비 리단체, 지역생활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을 모태로 형성된 6개

사업공동체에 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3년에 결성되어 4년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공동체가 3개, 2005년

에 결성된 사업공동체가 2개, 2006년과 2007년에 만들어진 사업공동체가 2

개임.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해체된 사업공동체도 있었음.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들의 사업공동체 결성이 사회 상으로 드러날 수 은 아니

지만, 지속 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음.

- 사업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청소년 문화교육체험학습을 하는 사

업체가 2개, 친환경생활용품을 만드는 사업체가 2개, 친환경 먹거리 생산

매를 하는 사업체가 2개임. 생활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여성들에게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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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고 근이 용이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사업공동체의 사업규모가 폭 확장되지는 않고 있으나, 상유지 는 확

장되는 경향임. 사업공동체 표자는 사업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확 가능

성에 해 정 이며, 사회 기업으로 발 시킬 의지가 있음.

- 사업공동체가 받은 공공지원으로는 2개 사업체가 공동작업장을 제공받았고,

1개 사업체가 리융자를 받았음.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공동작업장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 일자리 참여 여성 설문조사 결과

-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을 모태로 형성된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 지역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 일자리 참여 여성의 연령은 40 가 54%로 가장 많고, 30 가 35%

임. 유배우자율이 89%, 졸 이상 학력자가 58%, 배우자가 가구 주소득원

인 경우가 86%, 산층 소속감을 가진 여성이 94%임. 일자리 이 에

직업활동을 한 여성이 73%임. 즉 고학력의 경력단 산층 소속감을 가

진 30-40 여성으로 가구 주소득원이 배우자인 여성들이 참여하는 경향

임.

- 일자리 참여동기는 사회 ․환경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참여했다는 응답

자가 42%로 가장 많음. 가사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서 참

여한 여성이 29%임.

- 참여 여성의 62%는 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를 해 자본 출자를 하

고, 1인당 평균출자액은 약 110만원임.

- 노동시간 가 다양하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6.7시간으로, 시간제 노동이

특성임. 한달 평균 노동수입은 약 50만원임.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4 보

험에 가입한 여성은 과반수를 약간 넘음.

- 참여 여성의 84%는 재 사업공동체에서 계속 일할 의지가 있음. 참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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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사업공동체의 일이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 응답자의 60%가 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가 사회 기업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음.

- 재의 사업공동체가 활성화되기 해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에

한 사회 인식 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성을 드는 비율이 25%, 임 료

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을 드는 경우가 20%임.

4.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

○ 여성 일자리 정책에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 부문을 포함

-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과 여성인력개발정책에 소득층 여성과 경력단

고학력 여성을 한 사회 일자리 활성화를 정책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시

킴. 서울시 여성정책과의 여성 일자리 정책에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그

리고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에 기반한

사업공동체를 통해 창출되는 여성 사회 일자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소득층 자활을 한 복지부의 자활공동체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

사회 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70% 이상이 여성 일자리임. 따라서

자활공동체, 사회 일자리사업단, 사회 기업 정책에 성인지 을 도입

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과는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이 여성정책과의

업무소 은 아니지만, 참여자의 부분이 여성이라는 에 주목하고, 자활

공동체와 사회 기업 소 행정부서와 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

는데 극 으로 나서야함. 여성정책과에서는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 를 들면 19개 직업훈련기

과 여성발 기 을 통해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 일자

리사업단을 운 할 수 있음.

- 여성정책과에서 재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 고학력 여성을 한 일자리

사업에서는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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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창출되는 지역사회기반형 사회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성들

이 지역사회에서 사업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 ․환경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안노동 방식의 일자리가

갖는 의의를 인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략

방안을 모색함.

5.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 사회 일자리 활성화 추진 략

○ 행정 력네트워크 구축

- 여성 사회 일자리 사업에 련되는 부서들이 상호지원 력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력네트워크를 구축함. 재 자활공동체는 복지국에서, 사회

기업은 산업국의 업무소 으로 되어있음. 경력단 고학력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학습 문화교육은 학교와 연 되어 있어, 교

육기획 의 조가 필요함. 여성가족정책 은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사

회 일자리사업단 참여자 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하여, 행정 력네트워크

구축에 주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기 별 역할분담과 네트워킹으로 자원의 최 활용

-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 사회 기업, 생활 동조합, 여성발 센

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비 리여성단체별로 각각의 조직이 가진 자

원과 강 이 있음. 이들 조직들이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사회 일자리 창

출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음. 조직간 네트워킹을 맺어 사업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략 으로 추진함.

○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에 한 인식 제고

- 우리나라에서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에 한 심이 막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그리고 실제 사업공동체를

만들어 일하고 있는 참여자, 생활 동조합이나 지역여성단체, 여성직업훈련

기 등의 실무자들도 거모델 정보부족을 애로 으로 들고 있음.

- 사회 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 일자리에 한 앙정부 차원의

사업과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서울시나 자치구로 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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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음. 사회 일자리나 사회 기업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공무원 역할이 특히 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사회 반 으로 사회 기업에 한 인식수 이 높아질수록 사회

기업이 활성화할 가능성도 높아짐. 따라서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

에 한 공공기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함.

6.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 사회 일자리 활성화 추진사업

○ 사회 인식 확 와 정보공유 사업

- 여성취업박람회에 사회 기업 부문을 신설함. 서울시 여성취업박람회에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사업단, 지역비 리여성단체 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 등을 사회 기업 부문으로 포 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여성 취업박람회에 사회 기업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부문에 한 사회의 인식수 을 높일 수 있으며, 여성들의 일자리 선택기

회 확 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사례 발표회를 통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지원을 함. 생활 동조합이나

지역여성단체의 사업공동체(워커스 컬 티 , 두 사업단), 자활공동체, 사

회 기업에 한 사례발표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사업체간 정보공유

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윤리 소비운동 지원사업을 함. 서울시는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생활

동조합 등의 사업이 갖는 사회 ․환경 가치를 홍보하고, 윤리 소비에

한 홍보와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함.

○ 정책 결정자 실무자의 이해 증진 사업

- 공무원 상 사회 기업 교육연수를 실시함.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상으로 사회 기업에 한 세계 동향과 의의에 한 교육연수를 실시

함. 우선 으로 사회 기업과 한 계가 있는 복지 여성, 산업, 환

경 분야 공무원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여성 직업훈련기 실무자 연수교육을 실시함. 서울시에는 여성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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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회 기업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19개의 여성

직업훈련기 이 있음. 서울시 여성발 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 기업으로 발 시킬려는 기

차원의 의지가 있음. 그러나 사회 기업에 한 정보나 문지식이 부

족하다는 애로 이 있음. 여성정책과 차원에서 여성 직업훈련기 실무자

상으로 사회 기업에 한 연수교육을 실시함.

○ 기 별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 여성직업훈련기 과 자활지역센터의 연합사업을 지원함. 자활공동체가 성

공하고,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직업훈련과 상담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함.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의 직업훈련과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임. 따라서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교육, 여성상담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직업훈련기 의 여성 사회 기업 연구회 결성과 지원을 함. 19개 여

성직업훈련기 과 여성정책과가 참여하는 여성 사회 기업 연구회를 결성

하도록 함. 여성정책과에서 연구회 운 에 필요한 담인력 인건비와 운

경비 지원을 함. 여성 사회 기업 연구회 운 을 통해, 여성 사회 기업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단되면, 여성직업훈련기 부설로 여성 사회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지역 네트워킹 사업 발굴과 지원을 함. 자활공동체, 지역생활 동조합, 지역

비 리단체나 생활 동조합에 기반한 사업공동체, 지역여성단체, 여성직업

훈련기 , 자치구, 학교, 복지시설 간에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을 할 수 있

음. 를 들면 자활공동체의 도시락․음식 매 사업체가 지역생 과 연

하여 친환경 음식사업을 도모할 경우, 서울시에서 이들 사업체가 공공보육

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에 친환경 식을 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

음. 자활공동체의 67%가 4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체로 참여자의 연령이나

학력수 을 고려하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자활공동

체와 지역여성단체 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가 업종이 유사한 경우,

연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를 들면 친환경 제품 생산( 안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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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등)을 하는 사업공동체와 자활공동체가 연 하여, 제품 생산과 마

등의 업무분담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거둘 수 있음.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 창출을 한 지역 네트워킹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함.

○ 정보수집과 제공 사업

-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경제활동 련 정보수집과 제공을 하도록 함.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 참여가 많은 사회 기업, 생활 동조합이나

여성단체에서 생된 사업공동체에 한 정보 수집 정보 구축을 할 필

요가 있음. 서울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여성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 섹션을 개설함. 그리고 사업공동체 창업 시에 공공기 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장 등에 한 정보 제공과 자문,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기타 련사업

- 공동작업장 제공을 함.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나 사회, 환경 가치를

제공하면서 사회 기업 방식으로 운 되는 여성 사업공동체에 해 렴

한 임 료의 공동작업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

터에서 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해 리비만 받고 사무실을 제공해주는 것

처럼, 지역사회에 기반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사업공동체를 해

자치구별로 사업공동체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공동작업장을 제공해주도록

함. 주민자치센터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 사업

공동체가 렴한 임 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마을’ 시범사업 실시를 함. ‘여성이 행복

한 도시 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마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여성 요구가 많은 보육

방과후 교실 서비스를 지역여성이 사업 공동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지역여성의 욕구를 지역여성이 사회 일자

리나 사회 기업 방식으로 직 해결하는 모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임. 평생교육이나 문화사업도 지역여성의 사업공동체 일자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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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 운 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음.

- 여성정책과에서는 경력단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사업의 하나로 여성직업

훈련기 에서 맞춤교육사업을 하고 있음. 서울시의 맞춤교육사업에는 지역

사회에 기반한 사업공동체 방식의 사회 일자리에 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맞춤교육사업에 지역비 리여성단체 생활 동조합의 사업공

동체를 한 교육사업도 포함시키도록 함. 맞춤교육사업을 통해 배출된 여

성이 지역사회를 심으로 사업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을 맞춤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함.

- 여성 사업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에 자치구의 지원 공무원의 력이 향

을 . 자치구에서 공동작업장이나 매장을 제공한 경우, 사업공동체나 생활

동조합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 음. 자치구 공무원이 지역환

경문제나 아동․청소년교육사업에 지역여성단체와 극 력 계를 가진

경우, 사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음.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 여성

사회 일자리 지원사업을 평가항목에 넣고 평가비 을 높이는 방안을 고

려함. 평가단은 자치구에 여성 사회 일자리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한

가이드라인이나 사례를 사 에 제공함.

-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운 하는 기 에 재정 인센티 를 제공하고, 평가에 가 을 부여함.

여성직업훈련기 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공동체를 창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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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제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1990년 들어, 유럽연합은 장기실업자 증가, 사회 양극화 지역간 격차 심화,

고령사회 도래,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 정부의 복지기능 축소 등으로 야기되는 사

회 문제에 처하기 한 방안으로 사회 경제, 사회 기업에 한 본격 연구

논의를 시작하 다. 유럽 연합은 사회 경제 실 방안으로 고용창출 사회 ,

환경 목 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 기업에 심을 두고, 이에 한 연구와 정책

방향 제시, 공론화를 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90년 반 이후, 이태리, 국,

랑스, 벨기에 등 각 국가별로 자국의 사회, 경제 특성을 고려한 가시화된 사회

기업 련 정책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기업과 련한 정부 차원 최 의 제도는 2001년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자활능력 배양을 목 으로 하는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 기업으로 발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들이 만들어져왔다. 근로능력이 있는

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자활능력 배양을 목 으로

하는 자활사업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상의 노동시장통합과 근로복

지 연계형 사회 일자리 창출, 는 사회 기업(자활공동체사업) 개념을 제도

차원에서 최 로 도입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자활공동체 사업과 별도로 노동부가 사회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

다. 그리고 2004년부터 사회 으로 필요하나 공 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을 둔 사회 일자리 사업이 교육인 자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문화 부, 청소

년 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시작되었다. 2006년 들어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 확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란 큰 략 하에서 사회 일자리 사업에

근하고 있다. 사회 일자리에 해서는 제3섹터에서 사회서비스를 공 하면서 생겨

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1). 2007년 7월 「사회 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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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에 처음으로 36개 조직이 사회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사회 일자리

에 한 논의가 법제도상 실체화된 사회 기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과 속한 고령화에 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잠

재 노동력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진을 핵심과제로 설정하 다. 그리고 이와 련

해 앙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참여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Dynamic Women Korea 2010)를 2006년에 수립 발표하 다. 이 계획에서는 15개

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

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해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 사회 기업

육성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가족정책 소 하에서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민선4기시정운 4개년계획(2006-2010)

에서는 여성경제력 강화를 목표로 4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하고 있으며, 그 하

나가 ‘지역사회지원형 여성일자리 창출’이다. 이 계획에서는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를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

다. 2007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의 주요업무계획에는 여성취업 활성화를 한 사

업의 하나로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맞춤교육 강화를 제시하면서, 보육․교육 도우

미, 생태문화 가이드, 미술치료사 등의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 일자리를 규정

하는 핵심 요건의 하나로 사업 주체가 비 리단체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여성 사회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을 두

고, 공 주체나 일자리 창출방식에 한 고려는 없다.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 맞춤

교육을 하고, 수료여성들이 일반기업을 통해 개별 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이를

사회 일자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1) 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 원회, 제75회 국정과제 회의자료(2006.4.26). 본 자료에서는 용어에

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말하며, 사회서비스

공 주체는 정부, 기업, 제3섹터 등이 있다. 사회 일자리란 사회서비스를 제3섹터에서 공 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로 보며, 공공근로형사업, 노인일자리 등 공공부조형 일자리 제공 사업과는 구분하

고 있음. 사회 기업은 사회 목 을 추구, 자체 수익구조를 갖추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제공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개념의 범 에 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 일자리 > 사회

기업 순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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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에 한 논의와 심, 정책사업들이 앙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 으로 이에

한 심과 논의, 정책사업들이 빈약하 다. 이는 소외계층이나 실업자를 한 일

자리 창출 략상의 차이 , 그리고 앙정부 사회 일자리 사업의 주무부서인 노

동부가 서울시와의 행정연계 없이 지방노동 서를 통해 직 사업을 운 할 수 있

었던 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비 리단체가 사회서비스 공 을 하면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사회 일자리라고

정의한다면, 사회 일자리 사업을 거주지 심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하는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 일자리와 련해 항상 제기되는 논의의 하나가 여

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는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사회서비스 공

이 필요하다는 ,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다. 사회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부분이 여성 일자

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2006년 사회 일자리사업단 종사자

의 81%가 여성이며(최청락 외, 2007). 사회 기업을 목표로 하는 비 사회 기업

의 경우에도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 여성비율이 60% 이상 되는 조직의 비율이

54.2%로 나타났고, 80-100%가 되는 비율이 43.4%로 나타났다(엄형식, 2007).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부분이 노동집약 인 개인 면 돌 서비스

이면서, 임 일자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직업 여성 종사자가

98.5%인 보육교사 보육사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53.2시간이며, 한달 평균 수입

은 89.9만원이다. 97.1%가 여성 종사자인 간병인의 경우에도 주당 노동시간은 55.8시

간, 월평균수입은 86.3만원이다. 가사도우미는 100%가 여성 종사자이며, 주당 노동시

간은 32.8시간, 한달평균수입은 61.2만원이다(정향진 외, 2006).

이처럼 여성 종사자가 부분인 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노동수입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돌 사회서비스가 사회 기업이나 비 리사업체

가 아닌 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통해 공 되는 경우, 일자리의 노동조건이 상

으로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 기업이나 비

리사업체가 제공하는 돌 서비스에 비해 리기업에서 제공하는 돌 서비스의 질

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이 주 상이 되는 돌 서비스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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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병원의 수요 같은 것을 제외하면 부분 거주지인 지역사회를 심으로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낮은 노동수입과 장시간 노동의 이러한 일자리의 경우, 공

자는 가능한 이동비용(시간과 돈)을 이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동비용의 감소는

이러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돌 서비스를 이용하

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인 돌 서비스인 만큼, 지역사회를 매개로 하는 사업공동

체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정 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할 것이

다.

유럽연합 15개 국가의 연구자로 구성된 EMES 네트워크는 유럽연합 15개국의

사회 경제, 사회 기업에 한 연구를 하 고, 이 연구를 통해 사회 기업에

한 경제 , 사회 기 을 도출하 다. 사회 기 에 지역사회 주도, 지역사회

기여 등, 지역사회가 주요 기 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 기업 육성에

극 인 국의 경우, 사회 기업 활성화 략에서 지역사회는 요한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최근 5여 년 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경제, 사회 일자리, 사회 기

업에 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 기업과 사회 경제에

한 해외의 이론 연구를 소개하는 기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국내의

사회 경제,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에 한 경험 연구가 막 시작되는 단계

로 어들었다. 우리사회에서도 사회 일자리 는 사회 기업이 발 하기 해서

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운 이 필요하다는 지 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노 명, 2007).

재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의 여성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고, 향후

에도 여성의 참여 가능성 일자리 창출 잠재성이 큰 분야이다. 이런 에서 서울

시는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사회 일자리를 포함시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

는 서울시 차원의 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여성의 사회

일자리가 지역사회에 기반 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

사회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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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사회

일자리와 련된 이론과 정책 동향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1 에서는 사회

일자리와 련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한 개념들을 정리해보았다. 2 에서

는 사회 경제와 사회 기업의 의의와 발 여건에 해 살펴보았다. 3 에서는 사

회 기업의 활동 역에 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4 에서는 사회 기업 련 정

책 동향을 국내와 국을 심으로 정리하 고, 일본의 표 사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생활 동조합의 워커스 컬 티 사례를 살펴보았다. 2장은 문헌연구를 통

해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국내 사회 일자리 사업 황과 문제 을 분석하 다. 1 에서는

앙정부의 사회 일자리사업 황을 보았고, 2 에서는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에 해

살펴보았다. 3 에서는 앙정부와 서울시의 사회 일자리 사업의 문제 을 분석하

다. 3장은 문헌연구 행정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4장에서는 서울시 여성의 사회 일자리 참여실태를 자활공동체와 지역비 리여

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을 심으로 분석하 다. 자활공동체 참

여실태는 본 연구원의 소득층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실시한 73개

자활공동체 참여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지역비 리단체와 지역

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의 참여실태는 단체에서 표자 격에 있는 사람들과

심층면 조사를 하 다. 그리고 지역비 리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의 사회 일자리사업단 등의 사업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5장에서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정책 제안을 해 여성발 센터소장, 여성인력

개발센터 소장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 고, 문가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 다.



제2장 사회 일자리 련

       이론과 정책동향

제1 사회 일자리 련 용어와 개념

제2 사회 기업의 의의와 발 여건

제3 사회 기업의 활동 역

제4 사회 기업 련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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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 일자리 련 이론과 정책동향

제1 사회 일자리 련 용어 개념

사회 일자리와 련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 경제, 사회 기업 등의 용

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용어에 한 개념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 일자리

사회 일자리란 용어는 외국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 개념화된 용어라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제3섹터부문 일자리를 연구하는 연구자

들에 의해 통용되다가, 2000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사회 일자리국제심포지움’을

통해 공식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고 한다(노 명 외, 2005).

사회 일자리 사업을 주도해온 노동부는 사회 일자리에 해 “사회 으로 유

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

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심으로 비 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유

럽에서는 사회 기업, 사회 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1).

노동부가 2003년 후반기부터 추진해온 사회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사회 일자

리사업에 해, “사회 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

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 리단체 등에 의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 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트 십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에서는 사회 일자리 참여자로 장애인, 고령자, 여

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

1) 노동부 일자리만들기 원회 회의자료,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 확충방안”, 20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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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업에 비해 일자리 참여자보다는 일자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서비

스 수혜자에게 을 두고 있다.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서비스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이며, 정부, 리기업, 비 리

단체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공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 일자리는

사회 으로 필요하나 시장을 통한 공 이 부족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비 리단체

가 공 하면서, 창출되는 일자리이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비해 공 주체 공

되는 사회서비스의 범 가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

국표 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으로는 N.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사회복지사업 체가 포함된다. 그리고

R.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Q. 오락․문화․운동서비스, S. 가사서비스업,

M. 사업서비스업 일부가 포함된다(<표 2-1>참조).

구분 표 산업분류 사회서비스 해당 직종( 시)

사회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공무원 등

O. 교육서비스업 교사 등

P. 보건 사회복지사업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부 포함

R.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환경검사원, 간병인

Q.오락․문화․운동서비스
학 사, 사서, 큐 이터, 

크 이션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S. 가사서비스업 가사도우미

M. 사업서비스업 고용 개사 등

<표 2-1> 사회서비스업 유형과 해당직종 사례

사회서비스업은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공 주체가 리기업보다는 정부나 제3섹

터가 많다는 이 특징이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사회 으로는 필요하나, 시장 매커

니즘을 통해 한 양이 공 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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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 일자리가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

활동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증가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발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혜원 외, 2006).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정책을 종종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으

로 인식하는 것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갖는 이런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직종 내에서 기술과 일자리 안정성, 수입의 편차가 크다는 특

징이 있다. 가정 내 돌 노동이 사회화된 간병인, 가사도우미, 보육도우미의 경우,

학력이나 문지식을 요하는 수 이 낮으면서,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수입도 낮다.

반면, 교육, 의료서비스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학력과 문 자격증을 요구하며,

수입도 높고, 일자리도 비교 안정 이다(정향진 외, 2006).

2006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고용비 은 13.6%로, 2003년 OECD 평균 21.7%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 으로 국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

요에 비해 공 은 어, 충족률이 77.8%로 추정되었다. 공 이 특히 부족한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분야이며, 간병인, 간호사, 방문간호사, 보육교사, 방과후 교

사, 탁아모, 재활훈련 장애인 지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2).

3. 사회 경제

경제학자 쟈크 드푸르니(Jacques Defourny)에 의하면 사회 경제라는 개념은

19세기 반, 랑스에서 등장하 으며, 1980년 이후 사회 경제 개념이 세계

으로 구체 이고 보편 인 개념으로 주목받고 사용되기 시작하 다고 한다. 1988

년 벨기에에서 구성된 ‘사회 경제를 한 왈룬 원회(Conseil wallon de l'éconmie

soialle, CWES)'로 부터 사회 경제에 한 연구를 의뢰받은 드푸르니는, 법제도

2) 통령자문사람입국일자리 원회, 제75회국정과제회의자료, 2006.4.26.

계부처합동,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자료, 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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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근을 통해 사회 경제에 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 다.

첫째, 이윤추구보다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에 한 서비스를 우선하고, 둘째, 자

율 인 경 을 하며, 셋째, 민주 인 의사결정을 하며, 넷째, 수익분배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 에 두는 원칙에 의해 활동하는 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

직과 같은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경제 활동을 사회 경제로 정의하고 있

다.

각각의 원칙에 한 설명을 하자면, 첫째, 사회 경제의 목표는 구성원이나 지

역사회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잉여의 창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다. 둘째, 정부의 재화 서비스 생산과 구분되는 경 의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 멤버십과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통 인 기업과 달

리 자본소유의 양에 따르지 않는다. 넷째, 자본에 해 제한 분배를 하고, 노동자

나 이용자 조합원에게 상환 형태로 잉여 분배를 한다. 그리고 로젝트 발 을 목

으로 잉여의 립, 사회 으로 유용한 목 을 한 잉여의 우선 배치를 하는 것

이다.

드푸르니는 역사 맥락에서 사회 경제의 주요한 형태들은 19세기에 발생하

지만, 사회 경제의 발생은 일정정도 결사의 자유시 (결사체의 자유)가 진 으

로 등장한 것과 함께 한다고 본다. 그는 사회 경제란 지역공동체에 의해 집합 으

로 취해진 활동의 결과이므로 당연히 논리 으로 지역공동체의 사회 , 문화 , 종

교 가치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사회 경제에 한 새로운 심이

일어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면서 사회 경제는 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쟈크 드푸르니 2007a)3).

유럽 원회는 1989년 사회 경제를 다루는 부서를 설치하고, 사회 경제에

한 개념정의를 하 다. 유럽 원회는 사회 경제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3) 드푸르니는 어가 세계 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 개념은 용어상의 약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회 경제(social economy)를 특정한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고, 문구에 충실할 경우

서로 다른 실체를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이런 에서 연구자들은 사회 경제를 제3섹터

라는 표 으로 체하여 사용하며, 불어와 스페인에서는 사회 경제를 연 의 경제로 체하여 사용

하기도 한다고 함.



15

의해 그리고 그들을 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 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 다. 유럽연합은 1990년 들어, 사회 경제 개념이 유럽의 장기실업문제,

지역간 격차 심화, 정부의 복지기능 축소, 고령사회,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의 사

회문제에 처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정책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 이르면 유럽연합 국가 6개 국가가 사회 경제 련 부서를 신설하

고, 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국

등에서 사회 경제에 한 공식 인 개념정의를 하 다(엄형식, 2007b).

4. 사회 기업

사회 기업은 사회 경제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사회 경제를 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푸르니는 동조합과 비 리단

체 역 모두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집합 기업가 정신이 작동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이 사회 기업으로 불려지기 시작하 다고 한다(쟈크 드푸르니, 2007a). 사회

기업으로 분류되는 조직 형태는 국가별 법 틀이나 복지 공 의 정치경제학, 비

리 조직의 역사 , 문화 통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 하고 있다. 각 나라별 사회

기업에 한 정의와 법 인 조직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세계 으로 사회 기

업의 규모나 요성이 증 하고 있다는 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Helen

Haugh, 2005).

사회 기업이란 용어는 1980년 미국의 경제학자 빌 드 이튼이 기업가의 열

정과 활동가의 의식을 모두 갖춘 사람을 한 훈련교육, 후원을 한 지원네트워크

인 ‘사회 기업가들(social entrepreneurs)’을 만들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다고

본다. 1993년 하버드 학에 ‘사회 기업이니셔티 ’ 과정이 설치되었고, 2001년에는

학간 네트워크인 ‘사회 기업지식네트워크’ 설치로 확 되었다. 미국에서 사회

기업은 민간의 자선과 정부 재단의 기 을 확보하는데 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 리조직들의 재정문제에 한 신 인 응책으로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쟈크 드푸르니, 2007b).

유럽에서는 1994년 벨기에 보두앵 국왕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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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을 “미숙련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기 해 시장과 비시장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엄형식, 2007b).

1996년 유럽연합 15개국의 연구자로 구성된 EMES(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는 유럽연합 15개국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기업의 개념 정

의를 한 경제 기 4가지, 사회 기 5가지를 제시하 다.

경제 기 으로는 첫째, 통 인 비 리조직과 달리, 사회 기업은 직 으

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매한다. 둘째, 사회 기업은 시민집단에 의해 자발

으로 형성되고 리된다. 그 결과 사회 기업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보조 과

기부 을 받더라도 상당한 수 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조직의 의

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투표)과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

사회 기업의 재정 생존능력은 공공기 과 달리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존하므로,

상당한 수 의 경제 험을 안고 있다. 넷째, 사회 기업에 자원 사자가 활동하

더라도 최소한의 유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 기 으로는 첫째, 사회 기업은 지역사회, 는 특정한 목표나 욕구를

공유하는 집단에 속한 시민들이 주도가 되어 만든다. 둘째, 의사결정권한은 일반

으로 1인1표 원칙에 의해 주주들에 의해 공유된다. 비록 사회 기업 내에서 자본소

유자들이 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에 기 하지는 않는다. 셋

째, 사회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기업 활동이 향을 받는다는 에서 본질

으로 참여 이다. 이러한 경제 활동이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넷

째, 사회 기업은 이익분배를 으로 지하는 조직이나, 제한된 범 에서 이윤

을 분배하는 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포함한다. 사회 기업은 이윤 극 화를 추구

하지는 않으며, 제한 이윤배분을 한다. 다섯째, 사회 기업은 지역사회, 특정 집

단을 한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므로, 지역공동체에 한 사회 책임감을 직․간

으로 진한다(Paola Babos, Emma Clarence, Antonella Noya, 2006).

사회 기업에 한 이러한 9가지 기 은 사회 기업에 한 일종의 이상형

(ideal typ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기업이 이 9가지 기 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 은 규범 틀이라기보다는 방법론 도구라고 할 수 있다(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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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푸르니, 2007b).

2007년 1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사회 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 기업이란 취

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목 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매 등의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제2조1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사회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은「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 리민간단체(비 리민간단체지원

법에 의한 비 리민간단체, 소비자생활 동조합법에 의한 생활 동조합, 사회복지사

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한 법률에 의한 단체,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 리단체) 등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법에 근거한 범 한

형태의 조직들이 사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사회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8조). 첫째, 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매 등 업활동을

수행할 것, 둘째, 당해 조직의 주된 목 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 목 을 실 할 것, 셋째, 서비스 수

혜자, 근로자 등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넷째, 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 일 것, 다섯

째, 정 이나 규약을 갖출 것, 여섯째,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 목 을 하여 사용할 것 등으로 되

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 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기업은 취약계층

노동통합 서비스 제공에 을 두면서, 사회 기업의 개념범 를 한정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2002년부터 사회 기업에 한 정책 지원을 빠른 속도로 진 시

키고 있는 국 정부는 사회 기업을 “사업목표가 주주나 소유주를 한 이윤 최

화가 아니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 을 조직 목 이나 지역공동체를 해 원

칙 으로 재투자하는 사회 목 을 가진 기업체”로 정의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06). 국 정부의 사회 기업 개념은 취약계층 노동통합이라는 제한된 범 를 넘

어서, 좀더 범 한 조직을 포 하고 있다.

사회 기업에 한 세계 차원의 심 증 , 사회 기업과 련한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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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이고 새로운 실험, 사회 기업의 정책차원의 제도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드푸르니는 오늘날 사회 기업에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 그리고 새로운 기업 역동성에 의해 재창조된 기존의 3섹터 조직 모두가 포

함된다고 한다. 이런 에서 푸르니에는 사회 기업이 사회 경제, 비 리부문 개

념을 체하기 보다는 이 두 개념을 결합하고 연결시키는 신 인 부문으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쟈크 드푸르니, 2007b).

동조합 사회 기업 비 리부문

노동자 동조합

이용자 동조합

생산지향 비 리기

옹호지향

비 리기

자료: 쟈크 드푸르니(2007b)

<그림 2-1> 동조합 부문과 비 리부문의 교차로에 있는 사회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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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회 기업의 의의와 발 여건

1. 사회 경제에 한

사회 기업의 의의와 발 여건을 살펴보기 에, 사회 경제에 한 학자들의

을 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 경제에 한 평가는 학자들에 따라 세 가지로

나 어진다. 우선 사회 경제를 자본주의의 상업주의에 한 안으로 보는 해방

을 들 수 있다. 이 에서는 사회 경제의 실천과 확장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 재생산 역을 사회 경제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력의 탈상품

화, 지역사회 결속을 통한 탈 앙정치, 시민사회 자율성, 민주 인 자주 리, 사회

연 성으로 자본주의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 에 해 재의 자본주의

에 한 비 의 논리는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를 크게 변화

시키는 진 인 경제 략으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 이 있다.

이어, 사회 경제를 국가와 시장의 보완 역으로 인식하는 을 들 수 있

다. 이 은 실업과 복지축소로 인한 사회 배제를 사회 경제를 통해 해결하고

자한다. 이 은 사회 경제가 사회 는 집합 기업정신을 통해서 노동시장

에서 배제된 사람의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달,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

경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이 에 해서는 사회 경제가 일반 으로 여 히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 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는 신자유주의의 동원 략이자, 리인 역할로 락할 것

이라는 비 을 들 수 있다. 이 에 해서는 사회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경제 략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방어하고 사회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원리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 이 있다(장원 , 2006).

유럽 각국의 사회 경제 는 사회 기업에 한 정책 심은 사회 경제

가 국가와 시장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이를 지원하고 제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들어 세계 경제화로 유럽이나 OECD 국가의 경제성장

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 심화, 장기실업자 증가,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자 유럽

국가들은 이에 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 경제, 사회 기업에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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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졌다. 유럽의 경우, 사회 기업에 한 정책 기의 심은 소득층,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 배제4)에 응하는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복지

지출을 축소하면서, 어든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써 사회 기업이 정책 인 주목을 받았다.

2. 사회 기업의 역할과 필요성

사회 기업에 해 국가 차원의 극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 정부는

사회 기업에 한 조사연구를 통해 사회 기업의 요성을 밝히고 있다. 국정

부는 역동 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이 국의 강력한 경제발 공정한 사

회발 에 공헌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회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Cabinet Office, 2006).

첫째, 사회 기업은 사업 성공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재생이나, 사회 통합, 환

경문제와 같은 사회 욕구에 응하고 있다. 사회 기업은 특히 소외계층이 기술

을 익히고 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2005년 국의 사회 기업

조사에 의하면 사회 기업의 49%는 고용기회 제공(8%는 취약계층에 )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4%는 고용제공 재화나 서비

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17%는 환경 가치 실 을 우선 목

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기업은 공정거래무역과 같은 윤리 실천을 주도하고 채택하는 등

의 기업활동을 통해 윤리 소비주의를 증 하여, 윤리 시장(ethical markets)을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 , 환경 책임 실천에 한 소비자들의 요

구 인식 증가에 사회 기업이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사회 기업은 공공서비스 수 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

기업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행하여 제공하면서, 수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4) 사회 배제란 경제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문화 배제, 사회

계로부터의 배제, 특정지역에 제한되는 공간 배제, 복지제도 공공서비스 근으로부터 배

제되는 제도 배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장원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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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사회 기업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신

문제해결 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공공부문 서비스 수 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사회 기업은 창업 수 을 반 으로 향상시켜 국가 생산성을 증 시키

고 있다고 본다. 사회 기업은 사회, 환경차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싶은 신규

사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소수민족, 청년층의 창업 경

참여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사회 기업이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사회 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Paola Babos, Emma Clarence, Antonella Noya, 2006).

첫째, 사회 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달과

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서비스 수 을 향상시킨다.

둘째, 사회 기업은 장기실업자, 장애인, 소수집단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시켜, 이들이 임시 , 구 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사회 기업은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자원을 동

원하고, 시민참여를 진시키는 등, 사회 신을 한 트 십을 발 시켜 시민사

회 발 에 공헌한다.

3. 사회 기업의 발 여건

사회 기업이 한 국가 는, 지역사회에서 발 하는데 향을 미치는 여건을 외

부 여건과 내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다(Cabinet Office, 2006).

첫째, 사회 기업에 한 사회 인식 수 이 사회 기업 발 에 향을 미친

다고 한다. 사회 기업은 시민사회 역인 제3섹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회

기업에 한 시민들의 인식 수 에 크게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기업

에 한 시민 일반 기업의 인식 수 이 높을수록 사회 기업을 시작하거나 투

자 는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사회 기업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

회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에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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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사회 기업에 한 사회의 인식 수 을 높이기 해 사회 기업의 사회

환경문제 공헌에 한 홍보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표 인 사회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으며, 사회 기업의 날

제정과 우수 사회 기업 수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학교 교과과정에 사회

기업에 한 교육과정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기업

을 직업이나 경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사회 기업에 한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 수 이 사회 기업 발 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회 기업이 최근 십 여 년 간 다양한 형태로 계속 변화하면

서 발 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가 차원의 사회 기업 규모나 운

등에 한 정보가 부분의 나라에서 재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이나 민간 차원에

서 사회 기업 창출, 투자, 참여, 력 계 구축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사회 기

업에 한 유용한 정보가 풍부해야 한다. 국은 2006년 국사업체조사에 사회

기업에 한 조사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사회 기업에 한 연구조

사를 함으로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사회 기업 운 을 한 한 자 조달이 사회 기업 발 에 향을

미친다. 사회 기업은 발 단계별로 합한 재정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에서 국은 앙,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 기업에 한 다양한 방식의 재정 지

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기업이 주류 융기 에서 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기업에 한 세 혜택 인센티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사회 기업 운 에 필요한 력 네트워크 다양화가 사회 기업 발 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회 기업 운 에 가장 요한 력 트 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기업간의 력네트워크, 연구기 ,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사회 기업 발 에 요한 향을 미친다. 국은 사회 기업과 련해 국 단

의 사회 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Coalition) 결성과 운 에 정부가 재정 지원

을 하고 있다. 런던사회 기업연합회는 런던개발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다섯째, 내부 요인으로 사회 기업 운 자의 역량, 그리고 사업과 련한 기술

수 등이 사회 기업 발 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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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사회 기업의 활동 역

유럽 15개국의 사회 기업에 한 연구를 수행한 EMES 네트워크는 이들 15개

국의 사회 기업 활동사례를 인서비스, 훈련과 근로를 통한 통합, 지역개발이란

세 가지 역에서 다음의 표사례를 소개하 다(<표 2-2>참조).

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기업의 사례에서는 표 인 활동 역이 보육

련서비스와 장애아동 장애인 재활서비스, 재가 돌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훈련

과 근로를 통한 노동통합형 사회 기업의 표사례로는 장애인 통 노동시

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통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임시 일자리를 제공

하는 사회 기업이 있다. 그리고 실업자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을 장기고

용하는데 을 두는, 시장지향 인 사회 기업이 있다. 이들 사회 기업들은

앙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활동 역은 환경, 농업, 건축, 재활용분야로

다양하다. 지역개발과 련된 사회 기업의 표사례로 잠재력이 있는 농 지

역에서 여성들이 동조합을 설립하여, 숙박, 식당, 공 품 생산과 매를 하는 그리

스의 농 동조합이 두드러진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개인주택

공공인 라 유지개선, 주민 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 노

동 기회를 제공하는 근린경 기업이 표 인 사회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아일

랜드의 경우, 사회 주거, 노동통합, 신용 동조합, 근린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다양한 법 지 를 가진 지역사회개발기업이 표 인 사회 기업으

로 소개되고 있다.

<표 2-3>은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 기업의 활동 역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 기업을 폭 넓게 정의하고 있는 국은 사회 기업의 법 형태가 다양한

만큼, 사회 기업의 활동 역도 다양하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회 기업의 표 활동 역으로는 역시 아동보육과 련된 활동들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재가노인, 재가장애인을 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건 건강

돌 사업을 하는 사회 기업이 있다. 여가활동과 련해서는 지역스포츠센터 운

주민 상 생활스포츠사업을 하는 사회 기업이 있다. 이외 지역운송사업을 하

는 사회 기업과 유기농 커뮤니티 식당과 같은 사회 기업도 있다. 농 지역의 경

우, IT 방문교육사업을 하는 사회 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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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국가 사례

인

서비스

오스트리아 어린이 그룹: 높은 수 의 부모참여에 의한 보육서비스

랑스
부모주도 보육조직: 부모들에 의해 부분 으로 이끌어지고 운 되는

보육서비스. 이들 조직들은 국 인 네트워크(ACCEP)를 구성하고 있다.

덴마크
사회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어린이와 청년들을 해 통 인 제도의

안으로서 기획된 주거제도. 훈련과 어서비스에 을 맞춘다.

국
홈 어 동조합: 주로 가사에 매어있고, 트타임으로 일하는 조합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동조합

스웨덴
국 인 수 에서 조직된 동조합지역개발기 (FKU): 몇몇 동조합들의

목 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재활시키고 재통합시키는 것이다.

이탈리아
A유형 사회 동조합: 보건, 훈련 는 인서비스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1991년 이탈리아 의회에 의해 채택된 제도 틀에 의해 통제되는 동조합들

포르투갈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훈련과 재활을 한 동조합: 이들은 1985년에

국 연합체를 구성하 다.

훈련과

근로를

통한

통합

벨기에

불어권 지역에서 근로연계훈련 기업과 노동통합기업, 네덜란드어권 지역에서

노동통합기업과 사회 작업장, 다양한 지방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노동통합기업들은 매우 시장지향 이고 장기고용에 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
B유형 사회 동조합: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의 노동통합분야에서

활성화된 동조합(1991년 법)

독일

임시 인 공공지원을 받는 시장지향 “사회 기업들”. 이들의 목 은

장기실업자들의 사회 이고 직업 인 통합을 목표로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 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룩셈부르그

환경, 농업, 건축, 재활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과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민간단체(그리고 가끔은 동조합): 

부분 국가에 의해 보조를 받는 실험 인 로젝트들이다.

스페인

장애인이나 통 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한 노동통합기업들. 두

경우 모두, 재의 경향은 장기 인 “보호된” 일자리를 주기보다는 상집단을

통 인 노동시장에 궁극 으로 통합시키기 해 기획된 임시 일자리에

한 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개발

핀란드

9개의 동조합개발기 (CDA)으로 지역별로 조직된 노동자 동조합들: 

이들은 지역수 에서 경제발 을 한 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동조합들은 자신들의 구성원들의 서비스를 다른 기업들에 하청으로 다는

에서 통 인 노동자 동조합과 다르다.

네덜란드

근린경 기업: 근린서비스를 개발하는 독립 인 기업으로서, 이들은

개인주택과 공공인 라의 유지/개선의 분야에서나, 이웃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유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스
농 동조합: 잠재력을 가진 농 지역에 사는 여성들에 의해 설립된

동조합으로서, 숙박, 식당 그리고 공 품의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일랜드
다양한 법 지 를 가진 지역사회개발기업: 이들은 사회 주거, 노동통합, 

신용 동조합, 근린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자료: 쟈크 드푸르니(2007b)

<표 2-2> 유럽의 사회 기업 활동 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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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기업의 경우, 생태 숙박시설과 생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 생태 사업의 경우, 활동 역이 국제 으로 확 되기도 한다.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 기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

회사, 정신질환자 직업훈련사업으로 원 , 수공 품 제작을 하는 기업, 여성재소자에

게 직업훈련과 직업체험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외 안 방범분야에서 제품생

산과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회 기업,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 기업, 취약

계층에게 에 지를 지원하는 기업, 공정거래무역을 하는 사회 기업 등이 있다.

사회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부분이 인서비스 공 이므로, 사회 기

업 활동의 공간 범 가 주로 지역사회에 국한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최

근 사회 기업의 사업범 가 확장되면서, 활동의 공간범 가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

가, 는 세계 차원으로 확 되는 사례도 있다. 국 사례를 보면, 미디어 사

업, 안 방범사업의 경우 국을 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 무

역사업이나 생태 의 경우, 활동범 가 지구 차원으로 이어진다.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 서비스

- 지역스포츠 센터 운 , 생활스포츠사업

-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 아동 탁양육사업

- 아동 탁자 직업훈련사업

- 보건 건강 돌 사업

- 재가노인,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 IT 방문교육사업

- 지역운송사업

- 유기농 커뮤니티 식당 사업

환경․생태보호
- 생태 숙박시설 생태 사업

- 재활용 폐기물 리사업

취약계층 노동통합

- 장기실업자, 학업 퇴자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회사

- 정신질환자 직업훈련, 직업체험사업

- 여성 재소자 직업훈련과 직업체험사업

기타

- 미디어 사업

- 취약계층 에 지 지원사업

- 안 방범사업

- 공정거래 무역사업

자료: Cabinet Office(2006), 발췌 작성

<표 2-3> 국 사회 기업의 표 활동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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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사회 기업 련 정책동향

1. 국내

1) 사회 기업 발 과정과 련 정책

사회 기업이 시민사회의 발 수 과 시민단체의 새로운 집합 기업가 정신

에서 연유한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기업이 발 할 수 있는 사회 여건

이 조성된 시기는 불과 십 여 년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나 시

민단체 역량은 1980년 까지 민주화 정치운동에 집 되었고, 지방자치는 1990년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시민단체들이 생활자치, 환경, 소비 등의 생활정치에 심을

두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도 1990년 들어서부터 다. 사회 기

업이 제3섹터와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하여 발 하는 만큼, 자유로운 시민단체활동

의 역사도 짧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정치의 경험도 일천한 우리의 경우, 사회

기업 련 논의 정책이 서구에 비해 늦게 시작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동노동운동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회 기업의 뿌리를 찾는다면, 1970년 의 도

시빈민지역 생산공동체 운동으로 거슬러가기도 한다(신명호, 2006). 생산공동체 운동

은 1990년 들어 본격 으로 시도되고, 다양한 실험을 거치나, 경 능력 취약, 자본

부족, 기술 부족 등으로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엄

형식, 2007a). 생산공동체에 한 국가 차원의 심은 1996년 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

면서 시작되었다5).

1997년 외환 융 기 이후, 사회 안 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소득 실업자를 한 생계보호와 한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

근로사업을 실시하 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국민기 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5) 도시빈민지역을 심으로 1970년 부터 생산공동체 활동이 있어왔고, 생산공동체 운동 참여자의 노력

에 의해 생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가 1996년 설립됨. 보건복지부는 소득층의 자

창업 지원, 취업알선, 생업자 융자, 직업훈련교육, 기업체와의 물품 공동 매 등을 통해 소득 취

약계층에게 취업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센터별로 연간 약 1억원을 지원하 음. 신명

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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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이에 근거한 자활사업6)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일자리에 한 정책 심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실직빈

곤층을 한 고용창출과 근로연계형(workfare) 복지정책이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에서 사회 일자리 사업의 정책 차원의 출발 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으

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후반기에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 일자리 사업

의 정책 범 가 확 되기 시작하 다. 2004년부터는 교육인 자원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행정부서별로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 을 하면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한

다는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 다. 즉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

일자리에 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로 각 부처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

일자리 개념이 혼재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 기업에 한 논

의와 심이 일어나면서, 2007년 「사회 기업육성법」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노 명(2007a)은 우리나라 사회 기업의 발 에 해 다음 4단계로 구분하고 있

다.

1단계는 1998-2000년까지로 사회 기업에 한 심이 일어나기 시작된 태동기

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융 기 이후, 사회 안 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한 처로 서구의 사회 기업 개념을 ‘사회

일자리’란 용어로 체하여 소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 다.

2단계는 2001-2003년 상반기로, 자활사업을 통한 탐색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정으로, 2001년부터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 자활사업을

통해 제한 이지만 정책 차원에서 사회 일자리가 다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당

시 사회 기업에 한 논의는 사회 기업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자활사업의 자

활공동체에 집 되었다.

6)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자활능력 배

양을 목 으로 함. 자활사업과 련해서는 노동시장통합의 비 과 방법에 한 고민 결여, 자활지원

효과가 높은 차상 계층의 참여 제한 , 최 생계보호와 자활지원 상충의 문제 등에 한 지 이 있

음. 신명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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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는 2004년 하반기-2006년 말까지로, 사회 일자리 사업의 실험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일자리에 한 근방식이 자활사업 방식을 벗어나면서, 노동부

의 사회 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서 사회 일자리사업을 시작 추진하

다. 그리고 국책연구기 을 비롯해 학계에서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제4단계는 2007년 1월 사회 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재까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어들었고 할 수 있다. 2007년 7월 1일 사회 기업육성법 시행을 계

기로 사회 기업의 발 방향과 실천 략에 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사회기업육성법에 의해 노동부의 사회 기업 인증을 받기 해 2007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기 수는 113개이며, 이 10월 재 사회 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36개 기 이다.

2) 사회 기업의 구성과 특성

노 명(2007b)은 국내의 사회 기업 사회 경제 조직들이 국가와 시장, 정

부 의존과 자립지향, 리와 비 리라는 기 의 스펙트럼 상에서 어디에 치해 있

는지를 <표 2-4>처럼 정리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노인생산공동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 일

자리사업은 정부의존도가 높은 공공지원형일자리사업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 에

서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을 자립지향에 가장 가까운 공공지원형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있다.

자활공동체와 노동부 인증 사회 기업은 자립을 지향하나, 공공지원을 받는 공공

지원형 사회 기업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서비스를 공 하는 시민단체는 비 리형

의 사회 경제 조직에 속한다. 반면 농 ․수 ․산림조합․신용 동조합․새마을

고는 리형의 사회 경제 조직에 속한다. 노동자 동조합과 생활 동조합은 비

리형과 극단 리형의 간에 속하는 사회 경제 조직으로 보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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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Ⅰ 성격 Ⅱ 유형분류 세부 설명

국가

▼

▼

▼

○

○

○

○

사회 경제

○

○

▲

▲

▲

▲

시장

정부의존

▲

▲

○

▼

▼

자립지향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노인생산공동체

복지부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 기업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 기업

민간지원기 안 융기

비 리

▲

▲

○

▼

▼

리

사회 경제 조직

시민단체(서비스 공 형)

노동자 동조합

생활 동조합

농 /수 /산림조합

신 /새마을 고

자료: 노 명(2007b)

<표 2-4> 한국 사회 기업의 구성과 특징

엄형식(2007b)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를 통 사회 경제, 새로운 사회

경제로 구분하면서, 농업 동조합, 수산업 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고, 신용 동

조합을 통 사회 경제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 사회 경제에 속하는

7) 협동 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는 협동 합 란, 공통  경 , 

사회 , 문화  필  를 가진 사람들  공동 로 하고 민주 로 운 하는 사업체

를 통하여, 그들  필  에 할 수 도록 로 연 하여 만든 결사체로 

하고 다. 협동 합  7가지 원칙  다 과 같다. ①가  과 개 다. 협동 합  

 직 로 , , 치,  차별  하지 않고 든 사람에게 개 다. ② 민주

 운 로 합원  1 1표  표  가진다. ③ 합원  경  참여 다. 합원  협

동 합 본 달에 동등하게 여한다. 한 본  를 협동 합  공동재산 로 하 , 

합원  한  당  는다. ④ 과 독립 다. 협동 합  합원에 해 운 는 

, 직 다. 를 비롯한 여타 직과 약  하거나 로  본  치할 경

우, 민주  운  보 하고,  지한다. ⑤ , 훈련 보 공  원칙 다. 협동

합  합원,  표 , 리 , 피고  협동 합 에 효과 로 여할 수 도

록 과 훈련  한다. 협동 합  들에게 -특  층과 여론 도층- 협동 합  본

질과 에 해 알리도록 한다. ⑥ 협동 합간 협동 다. 협동 합  지역, ,  차

원에   함께 함 로  협동 합 운동  강화하고 합원들에게 가  효과 로 사한다. 

⑦ 지역사회에 여한다. 협동 합  합원  승  아, 지역사회  지   한 

 한다.

    www.ica.coop/ica_ru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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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들은 국가에 의해 설립, 통제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1990년 들어 자율

운 이 가능해졌으나, 1997년 IMF 이후 수익창출에 주력하면서 리 융기 과 차

별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생활 동조합과 노동자 동조합, 노동부 사회

기업은 새로운 사회 경제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사회 경제조

직은 사회 경제의 원칙에 맞게 기업활동과 사회 기여라는 조화를 유지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2. 국의 사회 기업 정책동향

정부 차원에서 최근 사회 기업 육성정책에 가장 극 인 국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은 2002년 7월 「사회 기업: 성공을 한 략」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차원의 사회 기업 육성을 한 정책을 본격 으로 시작하 다.

2006년 11월 국은 국가 차원의 '사회 기업행동계획(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을 발표하 다. 2006년 국가 사업체 조사에 사회 기업 조사

를 포함하 으며, 조사결과 사회 기업은 5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기업의 수는 체 사업체 수의 5%, 총고용인구의 1.3%, 총사업체 거래총액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사회 기업 육성정책을 행정조직 기

심으로 하고 있는 역할과 사업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앙정부

(1) 제3섹터부(The Office of Third Sector)

블 어 총리는 사회와 경제에서 제3섹터가 차지하는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2006년 5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 제3섹터부를 신설하 다. 제3섹

터부는 내무부(Home Office) 산하의 지역사회국(Active Communities Directorate,

ACD)과 2001년 10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설립

된 사회 기업부(Social Enterprise Unit, SEU)를 통합하 다.

제3섹터부는 부서 자체 정책사업 이외에, 정부 각 부처의 제3섹터 련 사업 수

행을 한 력사업을 한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제3섹터 조직을 활성화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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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방정부부(Develop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통상산업부와 긴 한 력 계를 가지고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3섹터부는

자선 섹터발 국(Charities and Sector Development), 력 달국(Partnership

and Delivery), 사회 기업국(Social Enterprise), 자원 사 자선기부국(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략 동지원국(Strategy and Corporate Support) 5개 부

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기업국의 주요 업무는 첫째, 2006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사회 기업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 기업에 한 사회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회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 자문 제공을 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 기업

이 한 재정지원과 자 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

기업이 정부 각 부처와 효과 으로 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사회 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Coalition, SEC)

사회 기업을 표하는 국 단 의 연합체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정부는 사

회 기업을 표할 수 있는 단합된 기구가 없다는 에서 SEC 설립에 한 자

을 지원하 다. SEC는 사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정책에 향

을 미치며, 사회 기업간의 상호 정보공유, 지원을 목 으로 하는 기 이다.

SEC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ⅰ) 사회 기업 련 세미나와 포럼, 국제회의

개최, ⅱ) 사회 기업가 수상 회 개최, ⅲ) 사회 기업의 날 행사개최(2007년은

11월 15일), ⅳ) 사회 기업 련 이벤트 개최, ⅴ) 사회 기업과 련한 법, 자

조달, 훈련자료, 지침서, 성공사례, 홍보물 등의 출 물 발간, ⅵ) 2005년 총선 시에

사회 기업 공약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 사회 기업 육성에 참여할 것을 구,

ⅶ) 사회 기업 련 조사연구 실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공, ⅷ) 사회

기업 운 자 역량강화 교육과 자문사업을 하고 있다.

2) 런던시

국에서 활동하는 사회 기업의 22%는 런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에



32

는 표 인 사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런던이 국의 사회 기업을 주도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런던시는 국가 차원에서 2006년에 작성한 ‘사회 기업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들을 런던시 차원에서 달성하기 해 ‘2020 런던 사회 기업 략’(2020 Social

Enterprise Strategy for London)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시행 에 있다. 2004년

재 런던시에는 5,300개의 사회 기업이 약 2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지

역총생산액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시는 2020년까지 연간 총매출액

이 6,000만 운드를 넘고 국가 차원의 랜드를 갖는 Top 50개의 사회 기업이

런던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Top 50개의 사회 기업이 80만명의 런

던시민을 고용하고, 지역총생산의 6%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런던시는 2007년에는 사회 기업 지원정책으로 사회 기업에 한 인식 제고와

재정 지원, 그리고 사회 기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 에 을 두고 있다.

런던 사회 기업 지원과 발 을 해 런던시 기 자치단체로 구성된 ‘기 자치

단체 연락회(Local Authorities Connect)’가 결성되었다. 2006년 재 33개 기 자치

단체 2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기 자치단체 연락회에서는 각 기 자치단체에

서 재 진행 이거나 향후 추진 정에 있는 사업 소개와 사례 공유, 토론 등을 거

쳐 사업을 보강하고, 상호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다.

3) 런던 사회 기업연합회(Social Enterprise London, SEL)

런던 사회 기업연합회(SEL)는 런던의 지역사회 발 과 사회 기업 발 을

해 1998년에 설립된 기 이다. 런던에 있는 사회 기업의 규모를 늘리고, 사회

기업이 사회 목표와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 이다. 런던지

방정부 회(Association for London Government), 런던개발공사(London

Development Agency), 런던지역청(Government Office for London)에서 지원을 하

고 있다. SEL에는 300개가 넘는 사회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EL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 기업에 한 정

보 수집과 정보제공을 한다. 그리고 사회 기업 발 을 한 지방자치단체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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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형성,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사업을 하고 있다. 이외 사회 기업 발

간, 사회 기업 성과평가도구 개발 등, 사회 기업 련 연구와 조사사업을 하고

있다. SEL은 ‘런던 사회 기업 비 2020(2020 Vision-Social Enterprise in London)’

을 작성하 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사회 기업들이 컨소시움 형태로 런던 사회 경제 TF(

London Social Economy Taskforce)를 구성하 다. 이 조직은 사회 기업이 직면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신 운 방법 등을 모색하기 해 구성된 조직이다.

SEL이 런던 사회 경제 TF를 지원하고 있다. SEL은 회원으로 있는 사회 기업

의 입장을 변하고, 이들의 요구가 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에 반 되도록 재무

부, 내각사무처, 지방정부와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3. 일본 생활 동조합의 워커스 컬 티 (Workers' Collective)

일본에서 생활 동조합은 표 인 사회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생활 동조

합연합회에는 2004년 재 구매생 423개, 의료생 116개, 공제/주택생 10개 등,

총 549개 생 이 가입되어있다. 이 생활터 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생

이 161개이며, 조합원 수는 1,597만명으로, 열 가구 가운데 세 가구가 생활 동조합

의 조합원이라고 한다(일본 21세기코 연구센터, 2006)8).

일본의 생활 동조합은 자본에 항하여 시민들이 생산이나 소비를 스스로 해

결한다는 기의 목 을 수행하면서, 최근 20여년간 환경운동, 지역발 지역공

동체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의

부분이 업주부라는 에서 여성운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정진성, 2001). 생활

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면서, 생활 동조합 활동을 통해 생된

NPO(Non Profit Organization)가 다수 있다(일본 21세기코 연구센터, 2006).

여기서는 일본의 생활 동조합을 통해 1980년 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는 워커스

8) 일본은 1921년에 물품 공동구매를 하는 소비조합이 세워졌고, 1948년에 생활 동조합법이 제정되었

음. 1951년에는 국 조직인 일본생활 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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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티 (Workers' Collective)사업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워커스 컬 티 사업

은 본 연구의 목 인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의 사회 일자리, 는 사회 기업

창출에 유용한 모델사례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새로운 일의 방식을 받아들여 시작된 일본 워커스 컬 티 는, 20년 이

상이 지나면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시민사업의 한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사회 기업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워커스 컬 티 는 동조합 정신

에 기 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리시민사업이

다. 고용이 아닌, 한사람 한사람이 출자하고 등한 입장에서 자주 으로 자기결정

을 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출자 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2만엔부터

100만엔 이상까지이다.

1995년 일본의 워커스 컬 티 규모는 270개 단체, 회원 7,000명이었으나, 10년

이 지난 2005년 재 일본에서는 582개 단체가 워커스 컬 티 란 이름으로 활동하

고 있으며, 약 17,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재 워커스 컬 티 의 업종을 보

면, 가정간병이 226개 단체로 가장 많으며, 보육탁아가 118개 단체, 생 탁업무가

113개 단체, 도시락 식사서비스가 83개 단체이다. 그 외 제빵제과, 재생비 , 수선,

주택, 편집기획,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있다(나카무라 히사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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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나카무리 히사코(2007)

<그림 2-2> 일본의 직종별 워커스 컬 티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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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워커스 컬 티 사례를 일본의 여러 생활 동조합 , 워커스 컬 티

를 처음 시작한 생활클럽생 9)과 도쿄마이코 10)의 워커스 컬 티 사업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생활클럽생 의 워커스 컬 티 사업

1983년 생활클럽생 의 포를 탁하는 워커스 컬 티 1호 닌진(人人)이 발족

되었다. 생활클럽생 의 포 리는 원래 문직원을 고용해 리를 해왔으나, 조

합원들이 스스로 리하겠다는 요청을 하면서, 포 리를 하는 워커스 컬 티 가

발족되었다11). 생활클럽생 에서는 정규 직원 네명 정도가 담당하는 노동총량을 기

으로 닌진에게 탁료를 지불하 다. 워커스 컬 티 닌진의 설립 취지를 보면,

노동의 의의는 물질 소유를 최 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양식을 지향할 것

인가와 련되어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닌진은 지역사회에서 생활 신

과 주민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가정주부들이 노동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닌진을 1호로 하여 시작된 워커스 컬 티 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생활클럽생 이 길러낸 아마추어 리더십과 결합하여,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각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동조합 사업체로 발 하면서, 커뮤니티 워

크12)의 범 를 확 하고 있다. 워커스 컬 티 의 사업 역은 생 의 포 리에서

부터 시작하여, 복지서비스(가사, 간호 등), 문화․교육사업, 재활용 가게, 비디오 제

작, 번역․통역, 편집작업, 식사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9) 생활클럽생 은 1965년 도쿄생활클럽으로부터 시작하여, 1967년 생활 동조합 설립을 선포함. 생활클

럽생 의 워커스 컬 티 사업은 요코다 카스미(2004)에서 발췌 정리하 음.

10) 도쿄마이코 는 도쿄의 동서에 있던 생 E코 와 죠이코 가 합쳐져서 1995년에 설립된 생활 동조

합임. 도쿄마이코 의 워커스 컬 티 사업은 일본21세기코 연구센터(2006)에서 발췌 정리하 음.

11) 워커스 컬 티 사업에 이어, 일본에서는 ‘워커스 코 ’(workers' coop)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비슷

한 형식의 동사업들이 생김. 워커스 코 는 기본 으로 실업자 문제에 처하기 해 설립되었다

는 에서 워커스 컬 티 와 탄생배경이 다름(요코다 카스미, 2004).

12) 커뮤니티 워크란 지역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고, 그 가치를 직 으로 상호교환하여 상호간의

공통목 을 달성하기 한 노동형태를 말함. 노동의 사회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 커뮤니티 워크란

‘사회 으로 유용한 노동’이라고 표 할 수 있음(요코다 카스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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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1983년만 해도 ‘비상식’ 인 실천이었던 워커스 컬 티 가 다양해져서 사

회화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커스 컬 티 사업이 성장하고, 단체 수가 늘어나면서, 경 방식의 차이도 생

겨나게 되었다. 다양한 워커스 컬 티 의 설립이 계속되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임

분배요구 등이 분출되고, 워커스 컬 티 를 여성들의 경제 자립 수단으로 여

기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러한 기 리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

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1989년 ‘가나가와 워커스 컬 티 연합회’를 설립하 다.

워커스 컬 티 연합회의 과제는 워커스 컬 티 가 노동 동조합으로서 사회

경제를 담당하는 조직이자, 제3섹터의 일원이 되도록 워커스 컬 티 를 사회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1998년 생활클럽생 은 워커스 컬 티 의 가치와 원칙에 해 다음과 같이 새

로 밝히고 있다. 워커스 컬 티 의 목 은 첫째, 인간 , 사회 , 경제 자립을 지

향하는 사람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일하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내고, 그 가치를 공유

하고 나 어 갖는 것이다. 둘째, 동조합형지역사회13)의 성숙을 꾀하며 공정한 노

동소득 사회보장 실 을 목 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워커스 컬 티 는

1인1표의 참가형 민주주의에 기 해 조직운 을 하며, 참가자가 사업자 을 출자하

되, 잉여를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외 워커스 컬 티 는

정부와 기업 이외의 시민섹터(제3섹터)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노동형태이며, 양성평

등에 기반한 복합 인 생활형 노동 창출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워커스 컬 티

의 이러한 가치와 원칙은 EMES가 제시한 사회 기업의 경제 , 사회 기 에

매우 근 함을 알 수 있다(제2장 1 참고).

생활클럽생 활동이 활발한 가나가와 의 경우, 워커스 컬 티 사업이 활발

해, 2004년 재 워커스 컬 티 단체수가 210개이며, 5,859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2-5>는 워커스 컬 티 의 사업 역을 정리한 것이다. 워커스 컬 티 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역은 지역에서 요구가 많았던 가사지원, 보육 등의 생활지원 복지

13) 동조합형지역사회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상호부조정신에 기 한 다양한 동․계약 계를

동조합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 내는 사회경제 계라고 함.(요코다 카스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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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며, 활동 단체의 61.4%가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사업 역 단체수(%)

재택복지 분야(가사지원, 간호서비스, 이동서비스, 주간 서비스, 보육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129(61.4)

식 식품 분야 (야채, 도시락, 빵 제조 매) 10(4.8)

가게 운 (환경을 테마로 한 가게, 인테리어 가게, 재활용 가게) 16(7.6)

문화, 교육, 정보분야(편집 디자인, 출 , 인쇄, 요리교실, 문화교실) 10(4.8)

탁사업(생활클럽생 민간기업의 탁사업) 45(21.4)

총 계 210(100.0)

자료: 요코다 카스미(2004), 발췌 작성

<표 2-5> 가나가와 의 워커스 컬 티 사업 역

복지 련 워커스 컬 티 는 2000년 공 간호보험이 시작되면서 다음과 같은

운 방향을 정하 다. 워커스 컬 티 가 공 복지사업에 참여하지만, 워커스 컬

티 의 존재의의는 공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 복지의 손이 미치지 않

는 역까지 생활지원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아, 워커스 컬 티

가 제공하는 서비스 총량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공 복지에 참여한다는 방향

을 설정하 다. 공 간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국가가 결정하는 공 가격, 민간실

버산업의 시장가격, 워커스 컬 티 의 커뮤니티 가격(공동체 가격)이 존재하게 되

어, 상호간에 경쟁하게 되었다고 한다14). 워커스 컬 티 는 특정 비 리 활동법인

의 자격을 취득하고, 복지사업자의 자격을 얻어 간호보험에 참여하는 NPO이지만,

수익사업체로 간주하여 주식회사 등 보통 법인과 동등한 과세를 부과받고 있다15).

14) 워커스 컬 티 가 제공하는 가사․간호 등의 복지서비스에 한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과

제가 됨. 이를 해결하기 해 가치생산과 가격책정을 공동체 계 속에서 자신이 결정하며, 상호

력과 상호지원을 한 무상노동을 보다 사회화하는 ‘커뮤니티 워크에 한 이론’을 제안하고 있음.

워커스 컬 티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련한 장벽은 극복하기가 오히려 쉬운 반면, 워커스 컬

티 가 가진 의의 가치와 련된 새로운 노동이론을 세우는 이론 장벽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요코다 카스미, 2004).

15) 워커스 컬 티 의 법제화와 사회 인지도 향상을 해 Worker' Collective Japan 연합조직이 결성

되어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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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쿄마이코 의 워커스 컬 티 사업

도쿄마이코 는 1995년 출발시부터 복지, 남녀평등, 워커스 컬 티 , 먹거리와

농업의 계를 주제로 사업을 펼치기로 하 다. 이 워커스 컬 티 에 한 사업

방침은 1996년에 설정되었다. 도쿄마이코 의 워커스 컬 티 사업은 여성에게 취

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진하는 새로운 노동방식이란 에 주안 을 두었

다. 워커스 컬 티 에서 시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가능한 범 내에서 실천하

면 되는 자원 사가 아니라, 일정 정도 책임을 수반하는 일로써 계를 맺는 것이

다. 이런 에서 워커스 컬 티 는 주로 업주부 자원 사자에 의해 유지되어 온

종래의 조합원 활동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 에서 워커스 컬 티 사업을 시작

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생 조합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특히 가사원조, 개호, 육

아지원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 조합원의 요구에 범

하게 응하기 해 워커스 컬 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라는

단계의 사회참가의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창업지향을 가진 여성들이 에 띄게 많아

졌기 때문이다. 한편 워크스 컬 티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인재를 육성하고, 동

조합사업의 가능성을 확 하는 것도 목 이다.

1997년에 이미 활동하고 있던 6개의 워커스 컬 티 가 연합하여 사업경 , 정보

수집, 홍보, 기술연수 등을 지원하는 ‘도쿄마이코 워커스연락회’가 결성되었다. 워

커스 컬 티 의 활동 역이 재가복지사업, 편집기획, 육아지원과 육아상담, 노인

상 컴퓨터 교육사업 등으로 확 되면서, 1999년에는 ‘도쿄마이코 워커스연락회’를

‘도쿄마이코 커뮤니티워크연락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단체수도 18개로 늘어났

다. <표 2-6>은 18개 워커스 컬 티 의 사업내용을 유형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활

동자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편집 디자인, 출 제작으로 체 활동자의 5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수로는 노인 식, 재가복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체가 10개로 가장 많으며, 체 활동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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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역 단체수(%) 활동자 수(%)

생 포 탁 2(11.1) 10(0.4)

조합원지원업무 NPO 지원사업 2(11.1) 68(2.5)

노인 식 데이서비스센터 식사서비스 3(16.7) 37(1.4)

재가복지서비스 개호사업 4 (22.2) 815(30.0)

노인 컴퓨터 교실, 라워디자인교실 교육사업 2(11.1) 79(2.9)

보육 련 서비스 3(16.7) 207(7.6)

편집 디자인, 출 제작 2(11.1) 1,503(55.3)

총계 18(100.0) 2,719(100.0)

자료: 일본21세기코 연구센터(2006), 발췌 작성

<표 2-6> 도쿄마이코 의 워커스 컬 티 의 사업 역

도쿄마이코 는 워커스 컬 티 가 생활 동조합의 울타리를 벗어나 경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도쿄마이코 에서 워커스 컬 티

사업단체에게 사무실을 3년간은 무료로 임 하지만, 3년 이후에는 임 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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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사회 일자리 사업 황과 문제

제1 앙정부

1.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

노동부는 2003년 하반기에 사회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재까

지 사회 일자리사업을 꾸 히 확 하여 실시해왔다. 노동부는 사회 일자리사업에

해 “사회 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 되지 못

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 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

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은 사회 일자리사

업단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 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

업과의 트 십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도록, 즉 사회 일자리사업단이 사회 기업

으로 발 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 보조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

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사업을 기 으로 참여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하되, 매년 재심사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 운 체계를 보면,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에서 사회 일자리사업을 총 하며, 지역단 사회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과 지역의 일자리사업 총 조정은 지방노동 서에서 하고 있다. 실업극복재단은

사회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비 리단체를 한 컨설 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003년 2,372명에서 2007년 7,602명으로 약 3

배 이상으로 증가하 다. 산도 2003년 73억에서 2007년 1,215억으로 약 17배가 증

가하 다(<표 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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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명)

산(억원)
단 체(개소) 인 원 (명)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2003년 2,000 73 542 428 4,480 2,372

2004년 3,000 187 1,355 888 10,143 3,281

2005년 3,910 258 1,065 372 15,231 4,091

2006년 6,000 517 768 428 14,568 6,569

2007년 12,000 1,215 756 367 18,399 7,602

자료: 노동부 2007년도 사회 일자리창출사업 사업설명회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표 3-1> 노동부 연도별 사회 일자리사업 황

<표 3-2>는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체 사업의 59.3%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환경분야사업이 13.1%이다. 노

동(10.1%)과 보건(2.7%)분야로 분류한 사업 내용이 복지사업이므로, 사회복지분야가

사회 일자리사업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 수(%)

노동
외국인근로자 상담, 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소득

근로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운 등
30(10.1)

사회복지
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소득아동 생활지도,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등
176(59.3)

문화, 

, 교육

건 청소년 문화 육성, 문화재 보존․ 리, 지역문화개발, 

역사 문화유산 해설 등
29(9.8)

보건 간병 생활보조서비스 등 8(2.7)

환경
재활용품 수거 분리, 산림 수자원 리(환경오염

감시 등), 녹지 정비, 폐교 등 공공시설물 재활용 등
39(13.1)

안 안 문화 조성, 어린이 안 문화 교육장 운 등 0

체육 체육활동 서비스 제공 등 1(0.3)

기타 친환경 농자재 생산, 고컴퓨터 기증 교육 등 0

합계 297(100.0)

자료: 2006년도 노동부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 사례연구보고서

<표 3-2>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의 분야와 사업 수(2006년)

2006년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80.2%는 여성이며, 연령별로는 30-54

세의 ․장년층이 63.9%이다.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47.5%를 차지하 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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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2006년 사회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이직률은 25.3%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여 자 6,818 809.2

남 자 1,684 19.8

합 계 8,502 100.0

연령

15-29세 1,662 19.5

30-54세 5,431 63.9

55세 이상 1,409 16.6

합 계 8,502 100.0

유형

장기실업자 506 5.9

장애인 437 5.1

수 자 132 1.6

기타 취약계층 2,963 34.9

기 타 4,464 52.5

합 계 8,502 100.0

자료: 2007년 노동부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자료집

<표 3-3> 2006년 노동부 사회 일자리 참여자 특성

2006년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자립지향형, 기업연계형, 역

형 4가지로 구분되어있다. 공익형사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취약계층에게

공익성이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자립지향형사업은 사업을 통해

수혜자 부담 등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트 십 체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안정 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업연계형사

업은 비 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 ․물 자원의 출연 역할분담을 통해 사

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형사업은 지부를 가진 비 리단체 는 비 리

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

혜자 부담 등을 통해 자체 으로 수익을 발생 하는 사업, 는 민간기업과의 트

십 체결로 지속 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06년 사회 일자리사

업 유형별 참여자 황은 자립지향형이 5,082명(59.8%)으로 가장 많고, 공익형이

1,723명(20.3%), 기업연계형과 역형이 각각 10%이다(<표 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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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계 공익형 자립지향형 기업연계형 역형

기 (개소,%) 450(100.0) 119(26.4) 315(70.0) 7(1.6) 9(2.0)

인원(명,%) 8,502(100.0) 1,723(20.3) 5,082(59.8) 848(10.0) 849(10.0)

자료: 노동부 2007년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자료집

<표 3-4>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 유형과 참여자 수(2006년)

2007년 사회 일자리사업에서는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연계형사업의

지원을 확 하고, 자립지향형사업 보다는 역형사업을 우 하여 우선 으로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기존의 공익형사업이 폐지되고, 사회 기업을

지향하는 자립지향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2007년도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 참

여단체를 살펴보면, 756개 단체(18,399명)가 신청하여 376개 단체(7,602명)가 선정되

었다(<표 3-5>참조). 사회 일자리 사업 분야별 참여자 황은 사회복지 분야

58.5%, 환경분야 10.1%, 노동 6.3%, 교육분야 5.3% 이다. 사회 일자리사업 유형별

로는 NGO 단독형이 4,061명(53.4%)으로 참여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 기업연계형이 2,057명(27.1%), 역형 1,484명(19.5%)이다1).

총 계 NGO 단독형 역형 기업연계형

단체수(개소, %) 376(100.0) 323(85.9) 24(6.4) 29(7.7)

참여자수(명, %) 7,602(100.0) 4,061(53.4) 1,484(19.5) 2,057(27.1)

자료: 국회 환경노동 원회 주요 안보고자료(2007.04.24)

<표 3-5>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 유형(2007년) 

1) - NGO 단독형 사업: 비 리단체가 단독으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기업연계형 사업: 비 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 , 물 자원의 출연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역형 사업 : 지부를 가진 비 리단체 는 비 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2개 이상의 시, 도

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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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사업 총 황

정부 각 부처에서는 사회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혼

재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부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용어 사용을 하고 있

다. 2003년 후반기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 시작에 이어, 2004년도부터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부를 심으로 14개의 사회 일자리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2005년도에는 산림청이 사회 일자리사업을 시작하여, 총7개 부처 15개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6년도에는 청소년 원회도 사회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총8

개 부처, 20여개 사업이 진행되었다(<표 3-6>참조).

2007년 3월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 으로 10개 유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기획

산처 내에 한시조직(2008년 말)으로 발족되었다.

2004년도에 사회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된 인원은 47,491명이었으나, 2006년도에

는 133,509명으로 2.8배정도 증가하 다. 사회 일자리사업 산 역시 2004년도에

949억원에서 2006년도 3,039억으로 3.2배정도 증가하 다(<표 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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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소
부 서

‘04년도 ‘05년도 ‘06년도

액 인원 액 인원 액 인원

합 계 949 47,491 1,691 69,314 3,039 133,509

 ㅇ장애아 교육보조원 교육부 39 2,000 77 2,250 87 2,513

 ㅇ장애아 순회교육지원 교육부 - - 9 36 30 120

 ㅇ 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교육부 - - 3 320 11 768

 ㅇ방과후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8 32 - - - -

 ㅇ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복지부 12 500 49 500 98 902

 ㅇ보육시설 사회 일자리 여성부 125 1,849 216 4,280 228 3,600

 ㅇ방문도우미사업 복지부 176 4,500 359 7,000 659 13,000

 ㅇ 도시방문보건사업 복지부 10 75 - - - -

 ㅇ산모신생아 도우미 복지부 - - - - 38 11,192

 ㅇ공공성 산림숲가꾸기사업 산림청 - - 235 2,000 378 3,373

 ㅇ생태우수지역 일자리창출 환경부 29 398 64 480 71 483

 ㅇ사회 일자리 제공 노동부 187 3,000 258 3,910 517 6,000

 ㅇ노인일자리 지원 복지부 142 25,000 200 35,000 520 80,000

 ㅇ분야별 강사풀제운 지원 문화부 65 1,304 71 1,504 89 1,700

 ㅇ사회취약계층 상

   문화 술교육 등 지원
문화부 50 550 35 250 50 300

 ㅇ생활체육지도자 문화부 86 1,263 86 1,117 102 1,000

 ㅇ어르신체육활동지원 문화부 - - - - 30 250

 ㅇ여성사회 일자리창출 지원 여성부 20 4,000 28 3,000 29 3,000

 ㅇ각종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복지부

여성부
- 3,020 - 7,667 - 4,258

 ㅇ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

원회
- - - - 77 600

 ㅇ청소년동반자 로그램운 〃 - - - - 16 350

 ㅇ청소년지도사인력풀운 지원 〃 - - - - 9 100

자료: 기획 산처 내부자료. 일자리창출사업 추진내역(2006)

<표 3-6> 앙정부 연도별 사회 일자리사업 황

(단 : 억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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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앙부처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실시 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사

업수 비율이 34.1%로 가장 많으나, 일자리 참여 인원에서는 여성부가 참여자 비율

이 40.7%로 가장 많다. 산비율은 여성부 29.9%, 복지부가 27.3%, 노동부 18.7%이

다. 여성부의 사업 산과 채용인원 비율이 타 부처에 비해 높은 이유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국립 사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3-7> 참조).

2007년 2월 계부처합동으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여성에게 합한 일자리를 체 일자리

의 65.2%로 보고 있다. 이외 청․장년층의 일자리는 32.3%, 노인․장애인층 일자리

는 2.5%로 설정하고 있다. 여성 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문직과 비 문직으

로 구분하여 보육교사, 방과후 학교강사, 방문보건 간호사 등은 문직 일자리로, 가

사간병 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아 양육도우미 등은 비 문 일자리로 분류하고

있다(<표 3-8>, <표 3-9>참조).

앙부처 사업개수(명, %) 산(백만원, %) 채용인원(명, %)

여성부 5(12.2) 386,832 (29.9) 81,808 (40.7)

보건복지부 14(34.1) 352,953 (27.3) 63,765 (31.7)

농림부 1(2.4) 1,923 (0.1) 300 (0.1)

행정자치부 2(4.9) 3,749 (0.3) 801 (0.4)

교육부 4(9.8) 104,440 (8.1) 19,170 (9.5)

청소년 원회 2(4.9) 14,607 (1.1) 1,300 (0.6)

문화재청 2(4.9) 4,561 (0.4) 392 (0.2)

문화 부 5(12.2) 49,486 (3.8) 5,465 (2.7)

환경부 2(4.9) 12,119 (0.9) 695 (0.3)

노동부 1(2.4) 242,308 (18.7) 15,363 (7.6)

산림청 3(7.3) 121,541 (9.4) 12,000 (6.0)

총 계 41(100.0) 1,294,519 (100.0) 201,059 (100.0)

자료: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홈페이지

<표 3-7> 앙부처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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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장년 노인․장애인

계 20.1(100.0) 13.1(65.2) 6.5(32.3) 0.5(2.5)

문직
12.9

(64.2)

9.4 3.4 0.0

보육교사, 간호사 등
문화 술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문화 해설원, 

환경해설원 등

비 문직
7.2

(35.8)

3.7 3.1 0.5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림․산물수집원

문화재 리원,

장애인주민자치센

터 도우미 등

자료: 계부처 합동,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자료집(2007.2)

<표 3-8>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와 참여자 특성(2007년)

(단 : 만개, %)

직 종 일자리수 채용기

계 130,880

문직

소계 94,247

보육교사 80,609 보육시설(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강사 10,335 ․ ․고등학교

특수교육지원인력 604 교육청, 특수학교

방문보건 간호사 등 1,700
보건소, 

시․군․구(사회복지과)

정신보건 문요원 560 보건소

의료 여 리 간호사 439
보건소, 

시․군․구(사회복지과)

비 문직

소계 36,633

일제

가사간병 도우미 10,833 시․군․구(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4,683 가정 사원 견센터 등

산모신생아도우미 1,418 자활후견기 등

아이돌보미 799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아 양육도우미 192 건강가정지원센터

증장애인 활동보조인 11,000 장애인복지 등

결혼이민자가족 도우미 20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시간제
독거노인도우미 7,200 독거노인지원센터 등

농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도우미 300 시․군․구(농림부서)

자료: 계부처 합동,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자료집(2007. 2)

<표 3-9> 여성 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내용(2007년)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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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 기 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자활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사회 일자리사업을 시작하 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사회 응

로그램, 지역 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등이 있다. 이 자활공동체는

사회 기업에 앞서 제도화되었고, 내용 으로도 이미 사회 기업의 형태를 어느 정

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시장진입형, 사회 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4가지로

구분된다. 시장진입형은 투입 산의 20%이상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며, 일정기간내

에 자활공동체를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사회 일자리형은 수익성은 떨어

지나 사회 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능력을 배양 후 시장진입

을 지향한다(사업단 도우미 형태). 인턴형 자활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활인턴사

원으로 근로하면서 경력을 쌓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이다.

근로유지형은 재 근로능력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 자활사업 참여를

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 시행한다. 자활근로사업은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의 5 국표 화 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총106개 업종). 2006년 12월 말 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참여자는 98천명으로 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는 70천명으로 체

71.4%를 차지한다(<표 3-10>참조).

총계

자활
공동체
개

인창업

자 활 근 로 사회
응

지역
사

공동
작업
장

노동부
자활
사업

복권
기

시장
진입
형

사회
일
자리
형

인
턴
형

근로
유지
형

지자
체

소계

98 5 10 23 0.4 36 0.2 70 5 3 4 11

자료: 자활사업 안내자료(2007)

<표 3-10> 자활사업별 참여자 황(06년 12월말)
(단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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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울시

1. 일자리 사업 총 황

서울시의 2007년도 일자리 창출 련사업으로는 직업훈련, 취업지원사업, 일자리

제공사업,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훈련사업으로는 시립

직업훈련학교 운 , 민간학원 탁교육, 여성 직업교육, 그리고 노인직업훈련사업을

하고 있다. 취업알선사업으로는 취업정보은행 운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상

으로 하는 취업박람회가 있다. 사회 일자리 제공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청년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일

자리사업과 자활근로, 노숙인일자리사업, 공무원채용이 포함되어있다. 민간부문 일자

리창출사업에는 소기업육성자 지원과 Hi-Seoul 창업스쿨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SOC 등 시설투자사업과 문화․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

다(<표 3-11> 참조).

2007년 서울시 일자리사업에서 사회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구분

된 산은 123,300백만원으로 체 일자리사업 산의 약 1.8%를 차지하며, 일자리

수는 약 5만개로 체 일자리 수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표 3-11>참조).

사업명
지원

교육인원 (명,%)
일자리(개수,%) 산(백만원,%)

직업훈련 69,155 (33.0) 21,472 (13.3) 23,220 (0.3)

취업정보은행 9,000 (4.3) 9,000 (5.6) 15 (0.0)

취업․채용박람회 개최 7,300 (3.5) 7,300 (4.5) 761 (0.0)

사회 일자리 제공 21,720 (10.4) 21,720 (13.5) 49,331 (0.7)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30,586 (14.6) 30,186 (18.7) 74,041 (1.1)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19,033 (9.1) 18,643 (11.6) 927,750 (13.4)

SOC 등 시설투자사업 47,727 (22.8) 47,727 (29.6) 5,657,000 (81.7)

문화․정보화 사업 등 5,203 (2.5) 5,203 (3.2) 188,420 (2.7)

총 계 209,724 (100.0) 161,251 (100.0) 6,920,538 (100.0)

자료: 서울시 산업국 내부자료

<표 3-11> 서울시 일자리 창출사업(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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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별 사회 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사회 일자리 사업은 주로 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

일자리 사업은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행정부서가 직 운 하

는 공공근로사업 는 소기업인력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서울시의 사회 일

자리 사업은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과 개념이 다르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

자리 창출사업은 모두 사회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다(<표 3-12>참조).

분류
담당
부서

사업수행
기

내 용
인원
산

자격
근무조건

공공
근로
사업

산업국

서울시청
산하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
생계보호 생활안정 도모

- 4개 분야: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12,800명,
25,599백만원

- 만18세~60세
- 1일 8시간
  임 수 은
  28,000~32,000원

청년
공공
근로
사업

산업국
서울시청
산하사업소
자치구

- 각종 시정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음.
- 3개 분야: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
업, 환경정화사업

5,000명,  
12,656백만원

- 만18세~35세
- 1일 8시간
  임 수 은
  33,000~35,000원

행정서
포터즈
사업

행정과

서울시청
산하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 청소년층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직장체
험의 기회 제공

- 상반기: 4월~6월, 하반기: 9월~11월

2,200명,
4,642백만원

- 1일 6시간
  임 수 은
  33,000원원

산업서
포터즈
사업

산업국 자치구
-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시민이 집근처에서 일하
도록 소기업체에 인건비 지원

1,200명, 
2,634백만원

- 1일 8시간
 임 수 은
 33,000~37,000원

소
기업
인력
지원
사업

산업국
산업국

고용 책과

- 2006년부터 인쇄제조업체에 추진하 으
면, 올해는 제업종까지 확 추진계획

- 우량 소기업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20명, 
824백만원

- 만18세~35세
- 1일 8시간
  임 수 은
  33,000~37,000원

청소년
진로
지도
서포터
즈 사업

산업국

이화여
부설

경력개발
센터

- 고학력의 청년실업자들을 ․ 등생 진로
상담원으로 견

- 2006년부터 추진
- 4년제 졸자로서 2 정교사 자격증 는
청소년 심리지도상담자 자격소지자

- 서울 서부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
견

100명,  
540백만원

- 1일 8시간
  임 수 은
  50,000원

교통서
포터즈
사업

복지
건강국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 고령자 교통서포터즈(불법 주정차 단속보
조원)

- 월평균 10~11일 근무

300명,  
540백만원

- 만60~70세
- 1일 7시간
  임 수 은
  50,000원

자료: 서울시 산업국 내부자료

<표 3-12> 서울시 사회 일자리 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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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건강국의 사회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복지건강국에서 노인, 장애인, 차상 수 자, 그리

고 노숙인 상의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치구, 고령자취

업알선센터, 노인 사회복지 련 기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사업

내용을 단순 소일거리에서 생산 인 일자리로 환을 유도하 고, 참여자들은 7개월

근무에 월 20만원의 임 을 받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해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건강도우미 등을 선발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 지역 사, 사회 응 로그램,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소득층의 자활을 도모한다.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는 건설 장

일자리 300개 등, 총 670개의 일자리로 건강검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청한

노숙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근로시간과 일자리 유형에 따라 1일 4시간 근무시 2

만원, 8시간 근무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지 되며, 서울시에서 인건비의 50%

를 지원한다(<표 3-13>참조).

분류 사업수행기 내용
인원․
산

자격/ 근무조건

노인

일자리지원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시니어클럽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5개소 설치

  (상담인력 30명) 

- 유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14,000명

24,000백만원

- 65세 이상

- 월20시간이내

- 월 40만원 이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정보센터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며, 07년도부터 신규로 시행

- 유형: 복지형, 공익형, 자립형

954명

2,997백만원

- 4월~10월

- 월 48시간 이내

- 월 20만원정도

자활근로 자치구

- 차상 , 조건부수 자, 일반수 자

   상

- 취로사업

12,100명

39,800백만원

- 1일 5~8시간

 21,000 ~31,000원

노숙인

일자리

노숙인

자립지원과

- 노숙인에게 일자리 제공

- 뉴타운사업 등 건설 장에 참여

800명

4,844백만원

- 1일 8시간

 30,000~50,000원

자료: 서울시 산업국 내부자료

<표 3-13> 복지건강국의 취약계층 사회 일자리 사업 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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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총 19,852명으로 이 자활근

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8,165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표 3-14>참조).

합계

취업지원 창업지원 기타

계
획
수
립

자활근로

지
역

사

사
회

응

로
그
램

자
활
공
동
체

개
인
창
업

공
동
작
업
장

취
업
알
선
후
취
업

소계
시장
진입
형

사회
일
자리
형

인
턴
형

근로
유지
형

지자
체
산
사업

19,852 18,165 1,053 2,841 54 14,217 2,207 603 253 462 59 4 12 294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3-14> 서울시 복지건강국 자활사업 참여 황(2006년) 

(단 : 명)

자활공동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하는 ‘자활근로 임 ’이 아닌 참여

자들이 생산한 상품 서비스를 매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익 으로 소득을 창출하

는 방식으로 운 되는 사업단을 말한다. 2006년 12월 재 서울시 자활공동체수는

총 72개이며, 참여자 수는 347명이다2)(<표 3-15>참조). 참여자 44.1%가 차상

계층이며, 36.3%가 조건부 수 자이다.

구분
인정 미인정 계

공동체수 비율(%) 공동체수 비율(%) 공동체수 비율(%)

2005년 54 88.52 7 11.48 61 100.00

2006년 66 91.67 6  8.33 72 100.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07.

<표 3-15> 서울시 자활공동체 수

2) 72개 자활공동체 에서 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공동체는 66개이다. 정부는 2002년 자활공동체 기 을

만들고, 이 기 에 따른 인정제도를 도입하 다. 자활공동체 인정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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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활공동체당 참여인원은 평균 4.8명이다. 2명 이하 자활공동체가 37.5%,

3-4명이 37.5%로 자활공동체의 75%가 4인 이하 소규모로 운 되고 있다(<표

3-16>참조).

구분 2명 이하 3명~4명 5명~9명 10명 이상 계 평균

2005년
25

(40.98)
19

(31.15)
11

(18.03)
6

(9.84)
61

(100.00)
4.5명

2006년
27

(37.50)
27

(37.50)
11

(15.28)
7

(9.72)
72

(100.00)
4.8명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07.

<표 3-16> 자활공동체별 참여인원 황

2006년 자활공동체의 사업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9.2%, 2년 미만이 23.6%로 2

년 미만이 체 공동체의 52.7%로 나타나, 사업 기단계에 있는 자활공동체가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3-17>참조).

구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 이상 계

2005년
18

(29.51)
12

(19.67)
20

(32.79)
11

(18.03)
61

(100.00)

2006년
21

(29.17)
17

(23.61)
19

(26.39)
15

(20.83)
72

(100.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07.

<표 3-17> 자활공동체별 사업기간 황

자활공동체 업종을 보면 여성 참여 가능성이 높은 음식사업 공동체와 간병

가사도우미가 각각 15개와 14개로 가장 많다. 그리고 집수리사업과 청소사업 공동체

가 각각 11개, 10개이다(<표 3-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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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수리
간병․산후․
가사도우미

청소
폐자원․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음식물

세차․세탁 기타 계

2005년
8

(13.11)
10

(16.39)
5

(8.20)
5

(8.20)
16

(26.23)
5

(8.20)
12

(19.67)
61

(100.00)

2006년
11

(15.28)
14

(17.44)
10

(13.89)
5

(6.94)
15

(20.83)
4

(5.56)
13

(18.06)
72

(100.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07.

<표 3-18> 자활공동체 업종별 황

4. 여성가족정책

1)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

(1) 운 체계

여성가족정책 에서 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은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교육

을 수료한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해 서울시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취업 응을 한 인턴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한시 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2007년도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 산은 24억으로 목표인원은 900명이다. 서

울여성능력개발원(구 동부여성발 센터), 여성발 센터 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14개

를 포함하여 총19개 기 에서 여성 일자리갖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상

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여성직업교육기 을 수료한 여성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한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참여가 제외된다.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고용보험 가입업체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체, 그리고 공공기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등이다.

참여업체 발굴은 여성발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권역별로 수요처를 악하고

리한다. 근무조건은 주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참여자의 교육내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월84만원 ~ 120만원(2007년부터 5등 으로 나눠짐)을 지 한다. 인건비의

80%는 서울시에서, 나머지 20%는 고용업체가 부담한다. 2004년도에는 시간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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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1일 6시간 근무(오 10시~오후4시)를 원칙으로 1일 3만원을 지 하 다. 그

러나 업체들이 시간제 근무에 한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고,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비해 인건비가 높다고 보아, 2005년도부터는 근무형태도 일제(1일 8시간)로 되었

고, 지 하는 임 수 도 낮아졌다.

여성일자리갖기사업의 인턴기간 3개월 이후에 그 업체에 취업하는 취업률은

2004년 19.3%, 2005년 58.6%, 2006년 74.3%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3-19>참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산 54.2억원 24억 24억

근무기간
2004. 3.29 ~ 6.7(47일)
2004. 9.4 ~ 11.12(47일)

2005. 4.6 ~ 6.30(60일)
2005. 9.5 ~ 11. 29(60일)

2006. 5.2 ~ 7.26(60일)
2006. 9.4 ~ 11.29(60일)

선발인원 2,600명 1,000명 1,000명

참여인원
2,564명
상반기 964명(921명완료)
하반기1,600명(1,516명완료)

986명
상반기488명(405명완료)
하반기498명(409명완료)

1,127명
상반기556명(449명완료)
하반기571명(485명완료)

참여업체 1,357개 776개 838개

취업인원 483명(19.3%) 477명(58.6%) 694명(74.3%)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내부자료 홈페이지

<표 3-19> 서울시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 연도별 황

(2) 참여자 참여분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의 연령은 30

가 44.3%로 가장 많고, 40 가 31.8%, 50 가 13.4%, 20 가 9.4%이다(<표 3-19>참

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여성 일자리갖기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취업처의 유형은 민간기업이 46.2%, 복지시설이 32.5%, 공공기 이 14.1%,

사회단체가 7.2%이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민간기업 근무처가 2004년 24.3%에

서 2006년 69.9%로 폭 증가하 다. 반면 복지시설은 2004년 48.6%에서 2006년

14.3%로 크게 감소하 다. 공공기 은 2004년 17.7%에서 2006년 10.9%로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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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단체도 2004년 9.4%에서 2006년 4.9%로 감소하 다(<표 3-20>참조).

2006년도 일자리 갖기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이 일하는 분야를 보면, 정보화 분야

가 35.2%로 가장 많고, 교육분야 20%, 복지의료 15.1%, 외식업체 14.5% 순으로 나

타났다(<표 3-21>참조).

구 분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4,677(100.0) 439(9.4) 2,073(44.3) 1,488(31.8) 629(13.4) 48(1.0)

2004년 2564(100.0) 189(7.4) 1145(44.7) 863(33.7) 342(13.3) 25(1.0)

2005년 986(100.0) 125(12.7) 466(47.3) 256(26.0) 131(13.3) 8(0.8)

2006년 1127(100.0) 125(11.1) 462(41.0) 369(32.7) 156(13.8) 15(1.3)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내부자료

<표 3-20> 서울시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 참여자 연령

(단 : 명, %)

구 분 계 민간기업 복지시설 공공기 사회단체

계 4677(100.0) 2159(46.2) 1519(32.5) 663(14.2) 336(7.2)

2004 2564(100.0) 622(24.3) 1245(48.6) 455(17.7) 242(9.4)

2005 986(100.0) 749(76.0) 113(11.5) 85(8.6) 39(4.0)

2006 1127(100.0) 788(69.9) 161(14.3) 123(10.9) 55(4.9)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내부자료

<표 3-21> 서울시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무처

(단 : 명, %)

구 분 계 정보화 교육
복지
의료

외식업체 건강 문화
라워
디자인

패션
디자인

2006년
1127

(100.0)
397

(35.2)
225

(20.0)
170

(15.1)
163

(14.5)
75

(6.7)
57

(5.1)
25

(2.2)
15

(1.3)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내부자료

<표 3-22>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분야(2006년)

(단 : 명, %)



60

2) 여성발 기 사업의 일자리 사업

서울시 여성발 기 사업에서 여성경제활동 참여 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

년에는 여성경제활동 참여 진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이 여성발 기 을 지원받았다.

사업당 지원 액은 최 975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11개

사업 간병인, 보육사 양성과 같은 돌 노동과 련된 사업이 7개 사업으로 가장

많다. 장애여성 미용사교육, 문화 술 문강사 양성, 여성 직업교육 등의 3개 사업이

있고, 나머지 1개 사업은 사회 기업과 련한 조사연구사업이다.

연
번

사업명 사업단체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1
장애엄마 활동보조인으로

사회 첫발 내딛기 사업

(사)한국 제나

가족지원센터

장애자녀의 양육으로 경제 부

담을 가진 여성들을 장애인활동

보조인으로 육성

18,000

2

․고령여성의 경제참여 진

을 한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상담사 양성 로그램

(사)서울시니어아카

데미

50세~70세의 건강한 여성노인인

력을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소비자상담사 양성

20,000

3

방과후 특별활동 여성 문

인력(아동 셀 리더십 강사)

양성과 견사업

숙명여자 학교

아동연구소

방과후 특별활동 여성 문인력

(40명) 양성 로그램 개발, 양성

교육, 견

13,000

4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간호인력 양성교육

서울특별시

간호조무사회

노인간호인력양성교육실시

(총80시간, 60명)
15,000

5
4060 여성인 자원 활용

교육사업

(사) 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가정 사원 교육과 실습, 모의

취업 알선
17,000

6
제2기 가정보육교사 양성

일자리 창출
(사)한국여학사 회

가정보육교사 양성교육 취․창

업 로그램 개발․알선
9,000

7
장애여성 미용 자격증 취득

을 통한 인턴 견사업

(재)성 란치스코수

녀회

미용사 기능사 문교육 자격증

반 네일아트 교육, 인턴 견
15,000

8

여성 사회 기업-방과후

교사 지원센터-기반구축

사업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방과후교사 실태 조사 방과

후 교실 지원센터 구축 세미나

개최

9,000

9
문화 술 문강사 육성 로

그램(도자․염색공 )

(사)이시 의

좋은소리
도자 ․염색이론 실기강의 15,000

10 여성이여! 경력의 닻을 올려라 (사)여성 앙회

직업이해와 자기이해교육, OA교

육, 조직이해와 화기법, 취업

클리닉 교육, 1:1 컨설

9,750

11
여성 문 호스피스

어복지사 양성교육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호스피스 어복지사(유료자

원 사) 이론 장실습 교육
20,000

자료: 여성가족정책 내부자료

<표 3-23> 서울시 여성발 기 여성경제활동 참여 진사업 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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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여성직업훈련기

1) 여성발 센터

서울시 4개 여성발 센터에서는 여성부와 노동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련한 교육훈련 취업알선사업을 하고 있다. 북부여성발 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지원사업으로 간병인 양성과정을 하고 있다(<표 3-24>참조).

구분 여성부 지원사업 노동부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

서부여성발 센터 개호복지사 양성과정
여성취업지원 로젝트
(피부 리, 사무분과)

-

부여성발 센터
과 한자를 배우는

‘ 지교실훈장양성과
정’

- -

북부여성발 센터
컴퓨터강사 양성과정
체험학습강사 양성과정

노동부취업지원사업 집단
상담 로그램: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와
컨소시엄

간병인 양성과정

남부여성발 센터
생태환경지도사 양성과정
체험 어학습지도사 양성
과정

- -

자료: 서울시 여성발 센터 조사

<표 3-24> 서울시 여성발 센터의 앙정부 사회 일자리 지원사업(2007년)

2) 여성인력개발센터

13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여성부와 노동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련

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 3-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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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부 지원사업 노동부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

강북
등 수학지도사 양서과정

학습보육시터
- -

강서 특기 성 강사 - -

악 어복지사 - -

진 실버 어매니 양성과정 - -

구로
간병 산모도우미
양성과정

산세무 회계 외 2과정
조리와 반찬 외 3과정
취업지원 민간 탁사업

-

천
시니어 NIE 지도자
치매노인 문간병사

- -

노원 문화체험학습지도사 - -

동 문
방과후 등컴퓨터지도자
노인 리사

- -

동작
기 학력책임지도사
그린생활보육사

- -

마포신 역사체험학습강사양성
방과후 컴퓨터 강사

등방과후 컴퓨터지도자 -

서
등 어강사
어복지사

산세무회계, 무역실무
아 트경리실무, 문조리사
로리스트 문가

-

종로 - - -

용산 인터넷쇼핑몰 창업

산경리실무자, 기업회계
세무실무, 산세무회계, 아 트
경리실무자, e-쇼핑몰과 경리실
무, 회계실무와 세무실무, 한식
조리 집단 식

-

은평
호텔객실 리사, 
노인 문생활 리사

산세무, PC활용아 트경리실
무, 산세무회계실무, 호텔객실
리사, PC활용사무실, 고령자․
치매․뇌졸 담 리사, 방문육
아놀이시터,

단기 응훈련과정: 
간병인, 산모와 신생아
돌보는 이

자료: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조사

<표 3-25>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앙정부 사회 일자리 지원사업(2007년)

3)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 운

여성 작업훈련기 에서 3개 기 이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고

있다. 여성능력개발원(구 동부여성발 센터)은 2004년부터 청소년문화체험사업단이

란 이름으로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해오고 있다. 은평여성인력개발센

터는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으로 2007년 4월부터 방문육아놀이시터 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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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도 2007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문화체험강사 견

사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체험학습 강사 견 사업단은 경력단 30-40 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 참여가 많고, 방문육아시터는 여성 가장과 고령자 여성이 많

다는 차이 이 있다(<표 3-26>참조).

기 명 사업단 내용 시작연도
참여자
수(명)

참여자 특성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 센터)

청소년문화체험학습
강사 견

2004년 12
고학력 경력단 주로

30-40 여성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육아놀이시터 견 2007년 10

연령 고루분포
학력 제한 없음
단, 여성가장과

고령자에게 가산 있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문화체험학습

강사 견
2007년 10

고학력 경력단 여성
주로 30 후반~40

반

자료: 서울시 여성발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조사

<표 3-26> 여성직업훈련기 의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 운 황

4) 자활후견기 연계사업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2개 기 만이 자활후견기 과 연계사업을 하고 있다.

서부여성발 센터는 자활공동체 참여자를 한 스스포츠 강좌를 하 다. 마포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자 상의 정보화 기 교육을 실시하 다

(<표 3-27> 참조).

기 명 사업명 사업내용 산지원

서부여성발 센터
청소사업단

특화 로그램

- 스스포츠 강좌운

   (자활고취 로그램) 

- 6명 참여

양천자활후견기 연계사업. 

청소사업단에서 당 센터의

교육에 탁하여 교육실시

마포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보화 기 컴퓨터 기 강의 자활후견기 과 연계

자료: 서울시 여성발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조사

<표 3-27> 여성직업훈련기 의 자활후견기 연계사업(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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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문제

1. 앙정부

노동부는 2006년까지의 사회 일자리 사업에 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

다3).

첫째, 부처 차원에서 사회 일자리사업 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사회 일자리에 한 개념이 혼란하다는 지 을 하고 있다. 즉 사회 일자리사업

의 목 이 일자리 창출인지, 사회서비스 제공 확 인지가 모호하다. 이런 에서 사

회 일자리사업이 공공서비스의 민간 탁사업 확 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비 리단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

일자리사업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 기업으로 발 하는데 큰 어려움

이 있다는 지 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모범 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 사회 심을 불러일

으키고, 사업모델을 확산하지 못하 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 일자리사업단에게 임 비 지원만 하고, 실제 운 과 련한 직

업훈련, 경 지원, 성과 리 등의 제도 지원이 미흡하여 기 한 만큼의 사업성과

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의 일차 문제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 없이

추진되는 운 체계상의 문제 을 들 수 있다. 노동부가 사회 일자리사업을 총 하

고, 지방노동 서에서 지역단 사회 일자리계획 수립 사업 총 조정을 하고 있

다. 지역단 의 사회 일자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와 실질 으로 연계되어 있는 역 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력이

반드시 제되어야한다.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고리 없

3) 노동부, 2007년 사회 일자리 사업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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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부와 지방노동 서, 비 리단체로 이어지는 수직 운 체제로 추진되면서,

결과 으로 사회 일자리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유리된 채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사

회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이나 지역사회의 지원, 정보 부족 등

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일자리사업단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의 경우, 약 2/3가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이며, 사

업단 참여자의 80.2%는 여성이다. 사회 일자리사업의 내용과 참여자의 이러한 특

성은 사회 일자리사업이 지역사회와 착한 공 과 수요 체제로 추진되어야만 자

립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에서 사회 일자리사

업이 성과를 얻기 해서는 사회 일자리사업 운 체계에 역 기 지방자치단

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서울시

서울시는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과 같은 개념의 일자리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에서 직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소기업인력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모두 사회 일자리로 보고 있다. 앙

정부가 지난 3-4년간 일자리 정책에 사회 일자리와 사회 기업을 포함하여 추진

해 온 것에 비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경우, 앙정부 차원의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 개념이 일자리 정책에서 빠져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 앙정부 차원

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 일자리사업과 사회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 한계

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리기업이 아닌 제3섹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 기

업의 사회 경제 의의는 이미 세계 으로 밝 졌으며, 국가 지방정부 차원

의 모색과 육성책 한 세계 추세이다. 이런 에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노동부

의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이 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과 사회 기업, 복지부의 자활동공체 일자리 내용이 간

병, 보육 등의 돌 서비스가 많으며, 여성 참여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에

서 사회 일자리에 한 성인지 근과 정책이 필요하나, 이에 한 여성가족정책

의 극 참여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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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여성의 사회 일자리 참여와 실태 조사

제1 조사개요

1. 조사 상의 범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조직들이 사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본다.

첫째, 소득층 자활을 주 목 으로 하는 사업공동체 조직, 즉 국민기 생활보장법

의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육성법의 사회 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사회

일자리로 본다. 두 번째는 비 리시민단체나 생활 동조합1)이 사회 가치나 환경

가치를 추구하면서 창출하는 일자리를 사회 일자리로 본다. 셋째, 노동부의 사

회 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사회 일자리로 본다.

의 세 가지 유형 에서 본 연구의 조사 상에 포함된 조직은 첫 번째 유형으

로는 자활공동체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비 리

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이 포함되었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여성발 센터와 여

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 하고 있는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이 포함되었다.

사회 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 기업의 경우, 2007년 10월말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생겨나, 조사 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법 형태가 달라도 자활공동

체가 내용상으로는 사회 기업과 유사하며, 노동부의 사회 기업으로 발 할 가능

성이 높다는 에서 자활공동체를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유럽의 사회 기업은

1) 소비자생활 동조합법에서는 소비자생활 동조합이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이 자

발 인 생활 동조합활동을 달성하기 해 설립한 비 리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사

업종류(제10조)로는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환

경친화 인용품 등)을 구입하여 공 하거나 이를 가공공 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보육시설․양로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 등)을 설치․운 하는 사업. 3. 생활개선 교육․문화․

복지향상을 한 사업. 4. 제 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 되는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 달성에 필

요한 사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임. 사업의 이용은(제11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

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있음.

소비자생활 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을 지역 심, 직장 심, 학교 심, 사

회단체․종교단체활동구역으로 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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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고, 비 리단체와 동조합의 새로운 집합 기업 활

동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역생활 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반해 업주

부들의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에서, 지역 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을 조사 상으로 하 다. 서울시 여성발 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비

리단체 부분 비 리여성단체가 탁운 을 하고 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구 동부여성발 센터)을 포함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입지하고 있는 19개의 여성

직업훈련기 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 사회 일자리 활성화에 향후 요한 략

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이들 기 에서 운 하고 있는 노동부의 사회 일

자리사업단을 조사 상에 포함하 다.

2. 조사목 과 조사내용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회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궁극

목 이다. 이러한 연구목 과 련해, 본 조사에서는 자활공동체와 지역의 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이 여성의 사회 일자리 창출과

련해 재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향후 여성 사회 일자리 활성화에 어

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를 해 필요한 지원들은 무엇인지를

악하고자 한다.

자활공동체 조사를 통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비율, 참여 여성의

인구 가구 특성, 참여업종, 노동시간과 월평균수입, 노동 만족도, 지속 참여의

사, 희망 정책지원에 해 악하고자 한다.

지역의 비 리여성단체와 생활 동조합에 한 조사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

진다. 하나는 지역의 비 리단체와 생활 동조합을 통해 여성의 사회 일자리가 창

출되는지, 창출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창출되고 운 되는지에 한 조직 차원의

조사를 한다. 하나는 이러한 사회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구특성,

노동유형과 노동시간, 노동소득, 일에 한 인식, 지원방안 등에 한 조사를 한다.

서울시 19개 여성직업훈련기 조사에 의하면 3개 기 에서 노동부 사회 일자

리사업단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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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직업훈련기 이 사업단을 향후 사회 기업으로 발 시킬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지, 지원방안에 한 조사를 한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의 유형과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에 해 악한다.

3. 조사방법

1)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의 경우, 소득층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연구(박은철)에서 자활

공동체 참여자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 다. 이 설문조사는 서

울시 73개 자활공동체참여자를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 조사로 이루

어졌다. 표본규모는 300명이며, 분석에 사용된 유효응답자수는 246명이다. 조사는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지역 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의 비 리민간여성단체 목록, 서울여성가족재단의 풀뿌리

지역여성단체사업에 참여한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비 리여성단체 실무자의 정보

제공으로 9개 지역비 리여성단체를 찾아냈다. 이 구로여성회와 서울강서․양천

여성의 화를 제외한 7개 지역비 리여성단체의 표 운 원 11명을 상으

로 심층면 조사를 하 다.

2006년 생 통계(생활 동조합 국연합회)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32개의 지역생

이 있고, 소비자생활 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지역생활 동조합은 2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동조합 국연합 각 지역생활 동조합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조사 상으로 두 생 의 마포두 생 , 여성민우회생 의 남서지역생

과 동북지역생 , 한살림생 의 서울북부 역지부생 , 한국생 의 천한우물생

과 구로시민생 6개를 선정하 다. 각 지역생 의 이사 운 원 8명을 상으

로 심층면 조사를 하 다.

서울시 여성직업훈련기 의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과 련해서는, 서울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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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력개발원의 경우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지원하는 기 실무자와 사회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표역할을 하는 참여자 1인을 상으로 심층면 조사를 하

다. 그리고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는 2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은평, 구로)에

해서는 실무자와 화면담조사를 하 다. 그리고 도 구에서 운 하는 도 여성센터

의 실무자 2인을 심층면담 조사하 다2). 이외 여성발 센터 소장 4인 간담회, 여성

인력개발센터 소장 4인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 다.

 단체명  주 활동지역 설립연도 단체목

녹색삶을 한
여성들의 모임

강북구 1994년
따뜻한 마을만들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역량
있는 마을만들기

남서 여성민우회 양천구 1992년
지역여성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잘사는 참세상 만들기

동북여성민우회 도 구 1992년
여성의 으로 세상보기, 여성의 힘으로 지역환경

바꿔가기

남부여성민우회 강남구 1992년 지역 주부들의 사회참여

살기 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

천구 1991년
여성의 문해 교육과 사회활동의 기반 조성, 사회의
식 강좌를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유도, 
지역사회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구로여성회 구로구 2003년

여성들의 자주 인 삶 실 , 일하는 사람이 받

고 아이들이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

동북여성환경연 랑구 2006년 행복한 여성의 삶, 록 공동체 만들기

구로문화사랑방 구로구 2004년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 문화 형성

서울강서․양천여성
의 화

강서․양천구 1998년

여성이 지역시민으로서 주체가 되어 여성들의 공

통된 문제 해결, 여성연 와 지역연 를 통해 지역

사회발 도모

<표 4-1> 지역비 리여성단체 황

지역비 리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의 운 원 심층면 조사를 통해, 5개의 사

업공동체를 발굴하 다. 5개 사업공동체의 운 에 한 조사는 사업공동체 표자와

참여자 8명을 상으로 심층면 조사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참여자에 한 심층면 조사는 2007년 10월

2) 도 여성센터는 2007년 후반기에 도 시민사회복지네트워크 지원으로 자활후견기 과 한살림생 과

함께 사회 기업(워커스 컬 티 )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그리고 2006년에 “여성 경제활동 지

원: ․장년 여성 경제활동 진을 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성 사회 일자리에

심이 많은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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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1월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 조사는 피면 자의 허락 하에, 녹취를

하 고, 면 완료 후에 녹취록을 작성하 다.

3) 사회 일자리 참여 여성 설문조사

조사 상으로 삼은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에서 별도의 사업공

동체를 구성하여 일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지역생활 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여

성, 여성직업훈련기 의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비 리여성단체의 사업공동체 참여자 설문조사에는

동북여성민우회와 동북여성환경연 의 사업공동체 참여자가 포함되었다. 지역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 참여자 설문조사에는 4개 사업공동체 참여자가 포함되었다. 서

울시 여성직업훈련기 의 3개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에서는 서울여성능력개발

원에서 운 하고 있는 사업단이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 지역생활 동조합에서 일하

는 여성 참여자 설문조사에는 마포두 생 , 남서여성민우회생 , 동북여성민우회생

, 한살림서울북부 역지부생 , 구로시민생 등의 5개 생 이 포함되었다. 조사

상으로 선정된 조직별로 참여자 수를 사 에 악하여 총 117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 고, 이 108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직의 표나 운

원을 통해 응답자에게 배포하고, 응답자가 직 기입하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

는 방식으로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

다.

유형 단체명 응답자수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

- 동북여성민우회 하얀토끼, 

- 동북여성환경연 생태사업 , 건강사업

- 마포두 생 한땀두 , 동네부엌

- 한살림서울북부지부생 목화송이

- 여성민우회남서지역생 자연드림

-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청소년문화기행단

40명

지역생활 동조합

- 마포두 생

- 여성민우회남서지역생 동북지역생 , 

- 한살림서울북부 역지부생

- 구로시민생

68명

<표 4-2> 사회 일자리 참여 여성 설문조사 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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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1. 자활공동체

1) 여성 참여자 수와 인구 특성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여성 비율이 74.4%로 나타나, 자활공동체가 소득층 여성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자의 연령을 보면 40 가 52.6%로 반을 넘고, 50 이상

도 30.3%로 나타나, 참여 여성의 82.9%가 40 이상의 장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학력수 은 학교 이상이 6.3%, 고등학교가 49.4%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가 55.7%이다. 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14.2%, 학교는 30.1%로 나타나,

학교 이하 학력자가 44.3%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53%로 가장 많으

나, 이혼과 사별도 43.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가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90만원 미만이 35.6%로 가장 많다.

여성참여자의 가구원 에서 만성질환자, 미취학아동, 장애인, 노인이 있는 비율

은 30.9%로 나타나, 참여 여성의 1/3이 가정 내에서 돌 야 하는 가구원과 함께 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형태는 자가에서 살고 있는 여성은 12%에 불과하고, 보

증부 월세 는 월세에 사는 여성이 53%로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표 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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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연 령

30 이하 19 10.9

40 92 52.6

50 53 30.3

60 이상 11 6.3

합 계 175 100.0

평 균 47.6세 -

학 력

등학교 이하 25 14.2

학교 53 30.1

고등학교 87 49.4

학교 이상 11 6.3

합 계 176 100.0

혼인상태

미 혼 7 3.9

기 혼 96 53.0

이 혼 38 21.0

사 별 40 22.1

합 계 18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90만원 미만 62 35.6

90만원이상-120만미만 50 28.7

120만원이상-150만원미만 23 13.2

150만원 과 39 22.4

합 계 174 100.0

가구원
만성질환자․미취학
아동․장애․노인유무

있 다 56 30.9

없 다 125 69.1

합 계 181 100.0

주택 유형태

자 가 22 12.0

세 54 29.5

보증부 월세 82 44.8

월세․사 세 15 8.2

무 상 10 5.5

합 계 183 100.0

<표 4-3>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자의 인구 가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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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업종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간병․가사도우미사업

으로 52.5%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도시락․음식물 매사업으로 참여

여성의 26.8%가 일하고 있다. 세 번째는 폐자원․음식물재활용사업으로 여성의

10.4%가 참여하고 있다. 집수리사업의 경우, 여성 참여비율이 2.7%로 가장 낮은 반

면, 남성 참여율은 36.5%로 가장 높다. 간병․산후도우미 참여자는 부 여성이어서,

성별로 참여업종이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4>참조).

구분 여성 남성 계

집수리사업 5(2.7) 23(36.5) 28(17.5)

간병․산후․가사도우미사업 96(52.5) - 96(39.0)

청소사업 16(8.7) 11(17.5) 27(10.9)

폐자원․음식물 재활용사업 1(10.4) 13(17.5) 14(5.7)

도시락․음식물 매사업 49(26.8) 5(7.9) 54(21.9)

세차․세탁사업 6(3.3) 6(9.5) 12(4.9)

기타 10(5.5) 5(7.9) 15(3.3)

합 계 183(100.0) 63(100.0) 246(100.0)

<표 4-4> 성별 자활공동체 참여 업종

3) 노동시간 월평균 수입

여성 참여자의 주간 평균근로일수는 5.5일이며, 하루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어,

주당 평균 49.9시간을 일하고 있다.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는 여성이 60.2%이며, 하

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도 20.9%나 되어, 자활공동체 여성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노동수입은

90만원 미만이 69.6%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에서 차이가 거의 없으나,

여성참여자의 월평균 노동수입은 78.9만원으로 남성 88.6만원에 비해 약 10만원 낮

게 나타났다(<표 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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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주간
평균노동일수

4일 이하 11(6.3) 3(5.1) 14(6.0)

5일 59(33.5) 25(42.4) 84(35.7)

6일 이상 106(60.2) 31(52.5) 137(58.3)

합 계 176(100.0) 59(100.0) 235(100.0)

평 균 5.5일 5.5일 5.5일

일일
평균노동시간

8시간 미만 18(10.2) 8(13.1) 26(11.0)

8~10시간 미만 122(68.9) 34(55.7) 156(65.5)

10시간 이상 37(20.9) 19(31.1) 56(23.5)

합 계 177(100.0) 61(100.0) 238(100.0)

평균 8.7시간 8.9시간 8.7시간

월평균수입

60만원 미만 27(15.8) 2(3.2) 29(12.5)

60만원~90만원 미만 92(53.8) 34(54.8) 126(54.1)

90만원~120만원 미만 37(21.6) 16(25.8) 53(22.7)

120만원 이상 15(8.8) 10(16.1) 25(10.7)

합 계 171(100.0) 62(100.0) 233(100.0)

평균 78.9만 88.6만 81.4만원

<표 4-5> 자활공동체 참여자 성별 노동시간 월평균 수입

4) 업종별 근무시간 업종별 월평균 수입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경우는 집수리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주당평균 59.2

시간을 일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폐자원음식물 재활용으로

40시간이다. 집수리사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월평균 수입도

103만원으로 여타 업종에 비해 가장 높다. 반면 노동시간이 여타 업종에 비해 가장

짧은 폐자원․음식물재활용은 월평균 수입도 60만원으로 가장 다. 도시락․음식물

매사업 참여여성은 주당 평균 54.7시간 일하며, 월평균 수입은 89.1만원이다. 여성

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간병․산후․가사도우미는 주당 평균 45.7시간을 일

하고, 월평균 수입은 75.1만원이다. 청소사업과 세차․세탁사업은 주당평균 51시간을

일하지만, 월평균 수입은 64.2만원에 불과하다(<표 4-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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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집수리
간병‧산후‧
가사도우미

청 소
폐자원‧

음식물재활용
도시락‧음
식물 매

세차‧세탁 기 타 체

응답자수
(%)

 5
(2.7)

96
(52.4)

16
(8.7)

 1
(0.5)

 49
(26.8)

 6
(3.3)

 10
(5.5)

183
(100.0)

월평균수입
(만원)

103.0  75.1  66.1  60.0  89.1  64.2  80.1  78.9

주당 평균
노동시간
(시간)

59.2 45.7 41.3 40 54.7 51.0 46.1 47.9

<표 4-6> 업종별 여성 참여자 근무시간과 월평균 수입

5) 노동수입 만족도와 생활여건 망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노동수입 만족도는 불만족(매우 불만족과 조 불만족)이

63.2%, 만족(조 만족과 매우 만족)이 36.8%로 나타나, 노동수입에 해 약 2/3가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자활공동체 참여를 통해 향후 가정생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여성 참여자는

63.4%,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성 참여자는 36.6%로 나타났다(<표 4-7>참조).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노동수입
만족도

매우 불만족 40 22.0

조 불만족 75 41.2

조 만족 63 34.6

매우 만족 4 2.2

합 계 182 100.0

가정생활
여건 망

나아지지 않을 것임 22 12.0

나아지지 않을 것임 45 24.6

조 나아질 것임 104 56.8

많이 나아질 것임 12 6.6

합 계 183 100.0

<표 4-7>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노동수입 만족도와 가정생활여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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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 참여자의 자활공동체 단 고려 계속 참여의사

여성 참여자의 64.6%는 자활공동체 참여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의 84.4%는 향후에도 지속 으로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표 4-8>참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이유로

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26.4%, 생계유지 어려움이 19.8%, 건강상의 문제가

19.3%로 나타났다. 동료간의 갈등과 마찰도 11.3%로 나타났다(<그림 4-1>참조).

재의 자활공동체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 일하겠다

는 여성이 75.1%로 높으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은 10.7%에 불과하다.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참여포기생각경험

있 음 117 64.6

없 음 64 35.4

합 계 181 100.0

계속참여의사

있 음 152 84.4

없 음 28 15.6

합 계 180 100.0

<표 4-8>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자활공동체 참여포기 생각과 계속참여의사

19.3

26.4

4.2

11.3

19.8

5.2
2.8

5.7 5.2

0

5

10

15

20

25

30

건강상의

문제로

일이

힘들고

어려움

일이 적성에

맞 않음

동료간의

갈등과 마찰

생계유 의

어려움

사업전망,

장래성 없음

더 나은 

일자리 취업

가정상의

문제 

타 

(%)

<그림 4-1> 자활공동체 여성의 사업참여 포기 고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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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활공동체 참여 동기와 동료 계, 일에 한 의식

<표 4-9>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공동체 참여동기와 동료 계, 일과 련한

기술 문지식, 자활공동체 일에 한 의식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활공동

체 참여 여성은 일이 성에 맞아서 참여했다는 여성이 77.1%로 비교 많았다. 공

동체 일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단하여 참여했다는 여성은 64.2%로 나타났다.

구 분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계

참
여
동
기

일이 능력과 성에 맞아서 참여하 다
12

(6.7)
29

(16.2)
92

(51.4)
46

(25.7)
179

(100.)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어 참여하
다

23
(13.9)

36
(21.8)

85
(51.5)

21
(12.7)

165
(100.0)

동
료

계

업무와 련하여 동료들 간의 갈등
충돌은 없다

30
(16.5)

25
(13.7)

62
(34.1)

65
(35.7)

182
(100.0)

개인 인 문제가 있을 때 동료들과 상
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22
(12.2)

28
(15.6)

74
(41.1)

56
(31.1)

180
(100.0)

기
술

문
지
식

상품 서비스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은
없다

18
(10.3)

35
(20.0)

80
(45.7)

42
(24.0)

175
(100.0)

더 나은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문지식을 습득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9
(5.1)

21
(11.8)

98
(55.1)

50
(28.1)

178
(100.0)

의
식

태
도

재 자활공동체를 통해 경제 자립을
이룰 것이며, 수년 내에 가능하다

29
(16.2)

44
(24.6)

85
(47.5)

21
(11.7)

179
(100.0)

재수입으로 생계유지하는 것이 정부
보조 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

20
(11.7)

39
(22.8)

75
(43.9)

37
(21.6)

171
(100.0)

<표 4-9>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참여 동기와 동료 계, 일에 한 의식

자활공동체 동료 계에 해서도 갈등이나 충돌이 있다는 여성이 30.2%, 없다가

69.8%로 나타났다. 동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여성은 72.2%로 나타나, 자활

공동체가 여성들의 사회 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

다는 여성은 69.7%, 있다는 30.3%이다. 더 나은 상품 서비스를 한 문지식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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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해 노력하고 있다는 여성이 83.2%로 높은 편이다.

재의 자활공동체를 통해 경제 자립을 수년 내에 이룰 것이라고 낙 으로

보는 여성은 59.2%이며, 비 으로 보는 여성은 40.8%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를

통한 수입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정부보조 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여성은

65.5%이다.

8) 가정의 당면 문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은 가정의 당면문제로 생활비 부족, 부채문제와 같은 경제

문제를 드는 경우가 47.1%로 가장 많다. 그리고 주거문제를 드는 경우가 21.3%, 요

보호가족 보호․ 유아보육 문제를 들은 여성이 9.5%, 자녀진학․탈선을 드는 경우

도 10.3%로 나타나, 자녀교육 가정내 돌 과 련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2>참조).

5.4

21.3

4.1

10.3

36.3

10.8

2.2

7.6

1.9

0.0

10.0

20.0

30.0

40.0

요 호

가족의

호/

부양문제

주거문제 영유아 

육문제

자녀의

학

탈선문제

생활비

부족문제

부채문제 가족간의

불화문제

없음 타 

(%)

<그림 4-2>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가정내 당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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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 상담 경험

자활공동체의 일과 련해 기능․기술교육을 받은 이 있다는 여성은 71.3%,

없다가 28.7%이다. 인성․소양교육은 받은 이 있다는 여성이 74%, 없다가 26%이

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받은 이 있는 여성은 58.7%, 없다가 41.3%이다(<표

4-10>참조).

구분
인성․소양교육 기능․기술교육 각종 상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있 다 134 74.0 129 71.3 105 58.7 74 41.4

없 다 47 26.0 52 28.7 74 41.3 105 58.6

합 계 181 100.0 181 100.0 179 100.0 179 100.0

<표 4-10>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자의 교육 상담 경험

10) 자활공동체로 발 하기 해 필요한 사항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환되기 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에 해서

는 19.9%가 공동체 참여자들의 노동능력과 근로의욕이 가장 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업운 을 한 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6.7%, 기술 직업교육/훈

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5.7%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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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자활공동체로 발 하기 해 필요한 사항

11)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정책지원

자활공동체가 활성화되기 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해야할 정책지원에

해, 고 홍보, 업 등의 문 인 경 지원을 드는 비율이 23.7%로 가장 많다.

이어 한시 인건비 지원연장을 드는 응답이 16.2%, 생산기술 기능의 향상을

한 체계 인 교육훈련 지원을 드는 응답은 15%, 서울시와 자치구의 우선구매 우

선 탁 의무화를 드는 응답이 12.9%이다(<그림 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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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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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1) 지역비 리여성단체의 사회서비스 공 과 사업공동체

9개 지역비 리여성단체 에서 동북여성민우회가 별도의 명칭(하얀토끼)을 사용

하면서 활동하는 사업공동체가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남부여성민우회에

서는 ‘마을밥상’이란 이름의 사업공동체가 3년간 활동을 해오다가, 면 조사 시 인

10월경에 사업공동체가 해체되었다4).

지역비 리여성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공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비 리여성단체가 시장이나 공공에서 제공하지 못하나,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공 하고 있다는 에서 사회 경제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임 을 받는 상근실무자 이외에는 부분 자

원 사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여성민우회를 제외한 8개 지역비 리여성단체의 경우,

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비 리단체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회원들이 사업

에 필요한 강사로 참여하면서, 소액이지만 강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자원 사와

노동의 가를 받는 복합형태의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다.

3) 동북여성환경연 의 경우, 생태사업 과 건강사업 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재 독자 인 사

업공동체 방식으로 운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단하여, 사업공동체 조직에 한 조사에서는 제외하

고, 신 사회 일자리 참여 여성조사에는 포함하 음.

4) 지역비 리여성단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 를 모태로 사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무역을 하는 주식회사 페어트 이드 코리아가 2007년 5월에 설립되었음을 알게 되었

음. 페어트 이드 코리아의 표자와의 심층면담조사에 의하면 페어트 이드는 국내 일자리 창출보

다는 제3세계 빈곤국가의 일자리 창출이 주 목 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환경연 , 여성민우회생 ,

주민생 , 원불교여성회 등의 기 출자와 개인출자로 설립되었음. 페어트 이드 코리아 직원은 6명

모두 여성임. 표자 면담에 의하면 페어트 이드의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페어트 이드를 운

하는 실무자의 부분이 여성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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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 사업공동체

녹색삶을 한

여성들의 모임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을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

어린이 도서 운 을 하고 있음.

- 재활용센터 녹색가게와 재활용작업장 풀빛살림터

운

-

남서여성민우회
- 민우여성학교, 민우어린이학교

- 녹색가게 운
-

동북여성민우회
- 어린이 생태기행캠 , 어린이 박물 학교, 

- 지역자치 원회, 청소년자원활동학교 등
하얀토끼

남부여성민우회
- 아동, 여성 교육사업

- 녹색가게운

마을밥상 사업공동체가

3년간 활동하다가

2007년 10월에 해체됨. 

살기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

- 여성 상 문해교육 기 교육

- 주부 학, 방과후 특기 성교사 양성

- 방과후 학교 운 , 노인 식 세탁지원 서비스

-

구로여성회

- 소득층 등학생 무료공부방 운

- 어린이 문화 체험학습 사업

- 여성 평생교육사업

-

동북여성

환경연

- 여성, 아동, 가족단 상 환경생태교육사업

- 여성리더십 교육사업

- 옥상녹화사업, 아동․청소년 건강교육사업

-

구로문화사랑방 - 어린이 상 생태, 문화체험 교육사업 -

서울강서․양천여

성의 화
- 상담사업, 교육사업, 여성인권활동 -

<표 4-11> 지역비 리여성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업공동체 황

2) 지역생활 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 과 사업공동체

지역생활 동조합을 모태로 형성된 사업공동체로는 마포두 생 의 한땀두 와

동네부엌이 있었고, 한살림서울북부지부생 (이하 한살림생 )의 목화송이가 있었

다5). 남서여성민우회생 에서는 자연드림이 있었다.

5) 목화송이가 출발하는 데는 한살림생 과 녹색삶을 한여성들의 모임(이하 녹색삶)이 함께 모태 역할

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 목화송이가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확

보는 녹색삶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녹색삶의 표 던 J씨가 재 한살림생 의 이사로 활동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목화송이 참여자 에는 녹색삶 회원이면서 한살림생 조합원이기도 한 여

성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한살림생 에서 일본 생 의 워커스 컬 티 개념을 도입하여 목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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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 과 남서, 동북여성민우회생 , 마포두 생 은 매장운 을 하고 있으

나, 천한우물생 과 구로시민생 은 매장운 을 하지 않고 있다.

구 분 결성연도 제공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 사업공동체

한살림서울북부

역지부생
2005년

- 요리교실, 조합원 강좌, 생산지 방문, 생태

기행 등

- 좋은책 읽기 모임, 좋은환경만들기 모임, 

숲살림 모임 등의 분과모임

목화송이

남서여성민우회생 2005년

- 교육․문화활동: 안식생활, 여성리더십 교육, 

- 생산지 견학, 유기농 생산자와의 교류

- 조합원 자녀 교육: 농 체험, 생태 환경교육, 

자원 사활동

자연드림

동북여성민우회생 2005년

- 재활용품 만들기, 생태 강좌 등

- 생활재 개선 개발활동

- 환경도서읽기, 환경용품만들기, 우리동네

생태탐방 등

-

마포두 생 2001년

- 우리마을꿈터: 택견교실, 생태교실, 표 교실, 

성미산 풍물패, 정기 인 생태 탐방, 

작은도서 이용 등

- 정원 보름 행사, 마포마을축제, 단오행사 등

한땀두 , 

동네부엌

천한우물생 2001년

- 교육사업: 김치동아리모임, 자원 사자교육, 

식품안 워크 , 천어린이책문화큰잔치 등

- 행사 산지체험: 생 놀자캠 , 어린이

농사캠 , 풍년기원 한마당 등

-

구로시민생 2003년

- 녹색가게 운

- 환경체험교육: 주말농장, 녹색자원교사 교육, 

주부환경지킴이 교육

- 여성평생교육사업

-

<표 4-12> 지역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 황

3)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생활 동조합의 계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생활 동조합은 각각 독자 인 조직이지만, 다양한 방식으

로 연계되어 있다6). 여성민우회와 여성민우회생 의 경우, 한국여성민우회가 1987년

이가 형성되고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 고, 목화송이 참여자가 모두 한살림생 조합원이므로 본 조

사에서는 목화송이가 생 을 모태로 출발한 것으로 본다.

6) 6개 지역생활 동조합 심층면 조사에 의하면 조합원의 99%가 여성이라고 함. 이런 에서 지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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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되었고, 2년 후인 1989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함께가는생활소비자 동조합’을

결성하 다. 동북여성민우회는 1992년에 창립되었고, 지역에서 생 활동을 하다가,

2005년에 동북여성민우회생활 동조합을 동북여성민우회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설립

하 다. 남서여성민우회는 1994년에 창립되고, 지역에서 생 활동을 해오다가 2005

년에 남서여성민우회로부터 독립하여 남서여성민우회생활 동조합을 설립하 다.

일본이 생활 동조합활동을 통해 비 리단체가 결성되고, 여성운동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여성민우회의 경우, 여성운동을 하는 비 리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생활

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이하 살구회)는 창립에 주도

역할을 한 표가 동시에 천한우물생 설립에 주도 역할을 하 고, 심층면 조사

에서 살구회와 천한우물생 의 운 원들이 복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문화사랑방의 경우, 구로생 , 기타 지역모임을 하던 회원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것으로 심층면 조사에서 나타났다. 구로시민생 은 1997년에 창립된 지역비 리단

체인 구로시민센터에서 설립하 다. 녹색삶과 한살림북부 역지부생 의 경우, 녹색

삶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 던 활동자들이 한살림생 의 운 원을 하고 있거나,

녹색삶의 회원이 한살림 조합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지역사회에 기

반하고 있는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

으로 네트워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비 리여성단체 운 원 심층면 조

사에서 피면 자는 비 리단체와 생활 동조합의 계에 해 다음의 말을 하 다.

“최근 생 을 끼고 있지 않는 단체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희

는 생 이 없거든요... 희는 생 을 끼지 않고 안 인 지역모델이 가능한가.... 생

을 하지 않고 안 으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에 해... 생 과의 계를 어

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되요”. (D 여성단체)

지역비 리단체활동을 통해 지역생 이 설립된 경우, 각각 독립된 조직이지만 두

조직 간의 활동 역이 융합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생 은 센터(지역비 리단체)랑 뗄 수 없는 계가 되었어요. ‘나는 생 만 할

의 임원 여성임원 비율이 59%(2002년 기 )이며, 이후에도 여성임원 비율은 차 확 되는 추세

임(생활 동조합 국연합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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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하고 온 사람도 하다보니깐 센터활동을 같이 하게 되고... 생 과 센터의 경계가

자꾸 허물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K 생 )

4) 여성 사회 일자리에 한 심과 망

(1)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이 조직 차원에서 사업공동체나 사회

기업, 워커스 컬 티 등의 방식으로 여성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해 어

느 정도 논의를 하고, 심 비 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비 리여성단체 에서 생활 동조합과 함께 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여성의 사회 일자리, 사업공동체 형성에 한 단체 차원 회원들의 심이 높아

이와 련한 공부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 소득층이 아닌 경력단 여성들 경우에는 지역에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그게

경제 으로 조 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희 단체하고 생 이 워

커스 컬 티 에 한 연구모임을 비차원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단체에서도 10년 후

의 비 으로 고령사회에 비한 활동으로 노인, 어린이 돌 과 련된 워커스 컬 티

사업을 해보자.. 희가 모이면 (일자리)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모 다하면 화

두가 그거 요. 단체운 도 회원회비로 부족하니까, 핵심회원들 모이면 우리도 유기농

식당을 해서 돈벌어서 운 비하면 어떨까하고요.. 그런데 재 실질 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어요”. (M 여성단체)

이에 더 나아가 사무실 운 비 충당을 목 으로 사업공동체를 운 하 던 단체

도 있었다.

“ 희가 회비로는 단체 사무실을 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활동가들이 수

익사업으로 사무실 임 료를 부담하자, 그리고 최소한의 인건비만 가져가자.. 우리가

한사람 당 50만원 이상은 가져가지 않는다. 그 이상 수익이 남으면 사회를 지역을

해 사용하자고... 그래서 반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원들을 보면 다들 일하고

싶 요... 3시까지만 일하고 싶 요.. 돈벌고 싶 요. 강남이지만 의외로 일하고 싶어 하

는 여성들이 많아요. 우리 꿈이 매장 하나두고, 에 사무실 하나 두고 활동하는 것이

꿈이에요. 매장이 있으면 최 임 이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shop in shop 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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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교육도 받고, 놀고, 애기 키우는 엄마들도 있고... 일본 가

니까 딱 그 게 하더라구요”. (N 여성단체)

생활 동조합과 직 인 연계가 없는 지역비 리여성단체의 경우, 일자리에

한 회원들의 욕구, 사회 일자리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단체 활

동을 통해 회원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활동과 일자리를 연계할 경우, 단체의 고유성과 정체성 훼손에 한 우려가 있

고, 회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단체 차원에서 재 사업공동체에 한 극

심과 모색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사회 기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희는 그 게 근하기보다

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처음에는 자원 활동의 개념으로 참여하다가 일속에서 자기 성

장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발 의 의지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런 것을 좀 더 문화하기 한 학습에 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이

나 학습을 통해 축 된 것을 좀더 문 으로, 직업 으로 풀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성

장하게 되고요. 우리단체에서는 자원 사로 활동하던 동화모임이 있었어요. 자원 활동

을 하다가 그 활동이 본인의 성에도 맞고, 경제 필요성이 높아진 활동가 여성 2명

이 힘을 합쳐, 아 트 내 상가에 작은 도서 겸 공부방을 내서 개업을 했어요. 독서지

도도하고 체험학습도 하는데 이 분들은 이미 공 인 가치 이 내재되어 있어, 기존 시

장에 맡겨져 있는 사교육하고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단체에서 비즈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여성이, 강사를 하면서 제자

그룹을 배출하고, 이들이 배운 것을 공부방에서 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워커스 컬 티 라는 개념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단체에서 이미 3-4년 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에 한

여성들의 욕구는 자꾸 나타나는데, 단체의 정통성 때문에, 그리고 회원내부의 의견차이

도 있고 해서, 단체차원에서 아직 극 모색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S 여성단체)

“단체 운 비를 충당하려고, 회원들이 비 만들어서 팔고, 화장품 만들어서 팔고 해

요. 재료는 회비로 사고, 회원들이 만들어서, 매장이 없어서 렴하게 회원에게 팔죠. 

수익 은 운 비로 사용해요. 그런데 수익을 한 사업공동체를 한다고 하면.... 회원 간

에 철학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자칫 돈에... 험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단체가

분리될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 게 된 유사사례도 있고요..... 시민단체는 시민교육

에 조 더 을 두는 가운데... 사회 기업의 철학을 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요”. (D 여성단체)



90

단체 차원에서 회원들 간에 사회 기업, 워커스 컬 티 에 한 논의와 심이

시작된 의 두 유형과 달리, 단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련한 사업공동체에

한 논의가 없는 단체도 있다.

“워커스 컬 티 에 한 이야기는 들어 본 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

서 여성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죠”. (K 여성단체)

(2) 지역생활 동조합

지역생활 동조합은 조직 조합원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일자리에 한

심과 논의가 활발하고7), 필요성에 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 을 한 생 활동자의 부분은 일본 생 의 워커스 컬 티 운 을 살펴

보기 해 일본 생 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생 별로 일본의 생 과 상호교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생 의 워커스 컬 티 를 보러갔는데, 복지쪽에 워커스가 많더라구요. 그걸 보

고 우리도 복지쪽으로 워커스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욕구를 아직 조직화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생 조합원의 99%가 여성이고, 여

성들이 간병인이나 사회 돌 서비스에 심이 있고, 우리가 지역네트워크도 있고, 그

래서 지역에서 생 에서 조합방식으로 사회돌 서비스를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고

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에 한 욕구는 단해요, 남편이 돈 버는 것과 상 없이

일자리에 한 욕구가 있어요, 큰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요. 그런 부분에서 노동비를 받고 싶어해요. 자원 사활동을 하다가 직업으로 가져갈

만큼 훈련된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의 일에 한 욕구를 지역에서 조직화하는 방향

을 모색해야 한다고 니다”. (H 생 )

7) 경기남부, 고양 주, 마포두 , 서울남부두 생 의 주최로 2007년 7월, ‘지역과 함께 하는 어머니의

일 어머니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 음. 심포지움 주제는 1부가 생활의 기, 어머

니의 노동이며, 2부는 새로운 노동조직의 가능성, 그 다양한 사례를 심으로, 3부는 ‘돌 ’의 기와

‘돌 두 ’의 조직화, 일본의 사례에서 배운다로 구성되어 있음.

심층면 조사를 한 천한우물, 구민시민생 이 속한 한국생 연합회도 워커스 컬 티 연구회를

구성하여 일본 생 방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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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단체에서 자원 사활동을 오래 하다가 조직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닌데, 외부로

나가,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여성)이 많이 있어요. 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등학교 생태수업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활동자들이

부 엄마들이 요. 그런데 희가 고민하는 것이 계속 무료로 엄마들한테 수업을 하

라는 것이... 이 게 해서는 오래 못 가겠다 싶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엄마들한

테 막말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야겠다... 방법이 뭘까... 교육 워커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고민단계고... 비는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K 생 )

“일본 생 으로 많이 가요. 희도 두 번 가봤어요. 일본은 워커스가 활성화되어서 하

다 못해 (생 )사무국 업무도 워커스로 하고... 다양한 형태로 워커스 컬 티 를 운

하고 있더군요. 갔다 오면 우리도 이런 것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 게 이야기만... 공부

하는 차원이고.. 지 우리 생 매장(운 )은 워커스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M 생 )

"생 에서 작년에 공부를 하고 올해 에 보고회를 가졌어요. 어머니 조합원들이 자발

으로 참여해서, 고용과 피고용인이 아니라 자발 으로 참여하는 거고, 수입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윤을 만들어서 그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회 기업의 형태로 하자.. 

출산과 가정 때문에 사회에서 떨어진 여성들에게 사회로 가는 다리가 되고, 그 사이에

자발 고용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돌 이 있는 것이고, 그런 두 인 형태가 아니면

뭐가 가능할 것인가 고민했죠. 노동자 동조합의 고민, 사회 기업에 한 고민을 했

는데... 그걸 두 라고 부르자라고 했어요. 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와 련

해 돌 두 를 출범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 조합원 교육을 다 마쳤고요.. 가사간병을

생 내에서, 지역내에서 두 화해서... 주간보호소 운 을 해 자식들이 출자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출자할 수도 있고, 가사간병사 교육을 조합원들이 받으려고 해요. 자격

증을 따기 한 교육을 받을 것이고... 견학 등을 하기 해 을 모우고 있어요”. (D 

생 )

“ 희가 일본 갔다 와서 워커스 컬 티 를 무 하고 싶어서, 환경용품 매 워커스

컬 티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 있어요. 사회 기업에 한 이야기를 올해

간간히 들었죠. 희 자체도 사회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베이커리도 하고 있고... 

생 체 으로 고령화 시 에 비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데, 고령화에 해 3년간

스터디를 쭉 해왔어요... 요양도우미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 인 사업은 올 연말 토론

을 통해 지역에 맞게.....”. (N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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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직업훈련기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고 있는 3개 기 실무자 면담조사에 의하

면 사업단을 향후 사회 기업 형태로 발 시킬 의지를 모두 갖고 있다. 서울여성능

력개발원의 사회 일자리사업단인 청소년문화기행단의 경우, 2007년이 사업 시작 3

년째 되는 만큼, 2008년 이후 사업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한 내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사업단 참여자들 간에 향후 사회 기업으로 지향해 갈 것인가에

한 논의는 활발하지는 않으나, 사업단 참여자 표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

기업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 기업에 한 심이 많아, 연합회 차원에서 2007년

하반기에 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 기업 견학을 하기도 하 다.

“올해 우리가 유럽의 사회 기업을 보러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깐 유럽에서 소득

층이나 이민자 여성을 상으로 하는 사회 기업이 성공한 사례는 정부가 기업이 제

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우선 구매했다는 겁니다. 희가 여성들 상으로 역사체험학습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기 해 주변의 학교를 뚫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가 공문을 내고 직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잡상인 취 을 받았어요. 사업단

형태로 일종의 사회 기업을 형성하는 것은... 센터에서 어떻게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업단의 역량이 모자라는 부문... 업, 마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

스템이 필요하다고 니다”. (D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

“요즘 사회 일자리가 화두니까..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을 각 센터별로 2개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힘이 부치니까 사회 기업으로 까지 옮겨가지는 못하고 있죠. 

요즘 다들 고시공부 하듯이... 두꺼운 책을 이리 리 보면서 머리에 입력시키고 있어

요”. (K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

“조 더 진보된 방향으로 고민을 한다면, 인력개발센터 한곳을 사회 기업을 지원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경 , 취창업에 한 반 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M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 기업은 희한테 상당히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희가 워커스 컬 티

교육을 해서 워커스를 할려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의식을 키우는 그

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서울시나 여성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사회 기업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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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홍보를 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 요. 희도 아직 사회 기업에 한

이해가 완 하지 않습니다”. (D 여성센터) 

5) 사업공동체 운 실태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을 통해 결성된 5개 사업공동체와 여성

직업훈련기 을 통해 결성된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포함한 6개 사업공동체

에 한 운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내용과 시작 시기

사업공동체의 사업내용은 친환경 제품(친환경 생리 , 친환경 장바구니, 친환경

랭 카드 등)을 만드는 사업공동체가 2개이며, 이 사업체는 부분 으로 교육 체

험학습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유기농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공동체가 2개, 아동

청소년 상의 교육 문화체험학습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2개이다(<표 4-13>

참조).

사업공동체명 결성시기 사업내용 인큐베이터 단체

목화송이 2005년 12월
․ 친환경제품( 안생리 , 장바구니, 랭
카드 등) 생산과 매

․ 교육 체험학습 로그램 제공

․ 한살림북부 역지부

한땀두 2007년 4월
․ 친환경제품( 안생리 등) 생산과 매
․ 교육 체험학습 로그램 제공

․ 두 생 연합회
․ 두 지원센터

동네부엌 2003년 11월
․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매
․ 교육 체험학습 로그램(일부)

두 생 연합회

자연드림
:양천구청

2006년 12월 ․ 친환경 제빵제과 생산과 매 남서여성민우생

하얀토끼 2003년 3월
․ 아동청소년 상 교육문화체험학습
 지도

동북여성민우회

청소년
문화기행단

2003년 9월
․ 아동청소년 상 교육문화체험학습
 지도

서울여성능력개발원
(구: 동부여성발 센터)

<표 4-13> 사업공동체 사업시기와 사업내용

생활 동조합에서 생되어 설립된 사업공동체는 4개(한땀두 , 동네부엌,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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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목화송이)이며, 지역비 리여성단체를 통해 설립된 사업공동체가 1개(하얀토

끼), 여성직업기 을 통해 설립된 사업공동체가 1개이다.

사업공동체를 시작한 시기는 2003년에 시작하여 사업단을 3-4년 운 해온 사업

공동체가 3개(동네부엌, 하얀토끼, 청소년문화기행단)이다. 그리고 2005년에 시작해

2년 정도 운 을 해온 사업단이 1개( 목화송이), 그리고 2006년, 2007년에 시작하여

운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업체가 2개(자연드림, 한땀두 )이다.

(2) 사업공동체의 설립 동기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 청소년문화기행단을 제외한 5개 사업공동체 설립의

주 동기는 다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공동체의 모태가 된 생활

동조합 조직 차원의 새로운 사업방향과 운동에 향을 받아 시작한 경우이다.

“제가 생 활동을 하 는데, 안생리 를 보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 당시는

(2005년) 워커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시 한살림생 본부에서 워커스 컬 티

에 한 시도를 막 고려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서울에는 워커스 컬 티 비모임

도 있었고요... 워커스 컬 티 에 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아 트에 사는 조합원

과 둘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부에 들어가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부

에서는 두 명으로는 안되고,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본 생 의

워커스 컬 티 에 한 책을 읽고, 본부에서 의논할 건 의논하고... 그래서 워커스 컬

티 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알게 되었죠. 한 동안은 두 명이 헤매다가, 들어올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재 틀 기술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공동작업장

에 재 틀을 배우러 왔어요. 그러다 재 틀을 가르치는 박00선생님과 공동작업장을 이

용하는 이00씨랑, 안생리 를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하게 되었어요. 박00 선생님은 녹

색삶을 한 여성들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 공동작업장은 원래 동사무소

지하 는데, 동사무소가 신 으로 이사가면서, 공간이 비게 되었고, 녹색삶여성에서 주

민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

여서, 주민이 스스로 가르치고 작업하는 공동작업장이 생겼죠”. (목화송이)

“우리가 이걸 한 것이 우리 보 이라는 것과... 생 이 몇 년 동안 같은 사업을 해

왔는데.... 뭔가 활력이, 동력이 가미될 시 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활

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자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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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가 몇몇 생 과 함께 사회 기업, 노동자 동조합에 한 공부를 했어요. 우리

는 공부하면 당장 해보거든요”. (한땀두 )

두 번째 동기로는 생활 동 조합원인 지역사회 여성의 요구에 의해 사업공동체

가 설립된 경우가 있다.

“2002년 맞벌이를 하는 조합원 여성들 에서,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반찬을 신 만

들어주었으면 한다는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반찬을 한 군데서 하면 어떤지에 해 설문조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했어요. 최소 50

가구는 되어야 시작할 수 있어서, 50가구를 모아서 시작했어요. 는 그 당시 식업체

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단 리를 해주고, 마법사라는 조합원이 자기 집에서 반

찬을 만들어서, 퇴근시간에 생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조합원들이 찾아가고 했어요. 

1년을 그 게 운 했어요. 1년이 지나자, 반응이 좋아서, 조합원들이 50가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매장을 만들자라는 이

야기가 나왔죠. 조합원들이 에게 동네의 양사로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직장생활하지 말고, 창업을 해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하기에는 엄

두가 안 나죠.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조합원 8명이 사업자 을 출자하면서, 동네에

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되었어요”. (동네부엌) 

사업공동체 설립동기의 세 번째는 지역비 리여성단체에서 자원 사형태의 활동

을 하던 여성들이 활동을 문화하고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사업공동체를 설

립한 경우이다.

“1999년부터 동북여성민우회에서 민우어린이학교와 박물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회원 3명이 2003년부터 워커스 컬 티 형태로 활동하는 하얀토끼를 만들었어요. 워

커스로 바꾼 후에는 이 에 민우회 사무국에서 했던 강사섭외, 홍보지 제작, 비용 리, 

교육내용 등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워커스 컬 티 로는 먼 시작한

편인데, 그래서 생 워커스 컬 티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고, 한살림도 워커스 시작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직 모델이 없으니깐... 사실 우리도 제 로 된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민우회에 맞게, 지역에 맞게 만들어나가는 거죠”. 

(하얀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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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공동체의 사업아이템 선정이유

사업공동체가 재의 사업아이템을 선정한 이유에 해 참가자들이 잘 할 수 있

고 심있는 분야라서 선정하 다고 한 사업공동체가 4개이다.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바느질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한복 문 을 이 에 직

하셨던 분도 있고, 를 포함해서 바느질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

는 것부터 해보자라고 했어요”. (한땀두 )

“면생리 를 보 하겠다는 생각이 우선 있었고, 재 틀 가르치는 선생님과 공동작업

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안생리 사업이 좋다해서 시작하게 되었어

요”. (목화송이)

청소년문화교육사업을 하는 사업공동체인 하얀토끼의 경우, 지역비 리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자원 사활동을 사업아이템으로 삼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서 시작했다는 사업공동체는 유기농 먹

거리를 생산하는 동네부엌과 자연드림이다.

“2002년에 마포두 조합원들이... 비싼 재료를 사다가, 맞벌이다보니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군가가 부엌일을 신 해주었으면 좋겠다. 믿을 수 있는

재료로.... 그래서 반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네부엌)

(4) 사업공동체 법 형태와 운 원칙

사업공동체 먹거리 생산을 하는 동네부엌과 자연드림은 사업자등록을 하 고,

나머지 4개 사업단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참여자에 해 4 보험(국민연 ,

건강연 ,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부 가입한 사업단은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

단인 청소년문화기행단이다. 동네부엌과 자연드림의 경우, 일부 참여자에 해 4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3개 사업단은 사회보험을 들지 않고 있

다.

사업공동체의 운 원칙이나 정 이 있는 곳은 5개 사업단이고, 없다는 사업단은

1개이다(<표 4-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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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형태 4 보험 가입여부
운 원칙 는
정 여부

목화송이 없음 미가입 있음

한땀두 없음 미가입 있음

동네부엌
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

참여자
일부가입

있음

자연드림
:양천구청

비 리법인 사업자등록
참여자
일부가입

있음

하얀토끼 없음 미가입 없음

청소년
문화기행단

없음 모두가입 있음

<표 4-14> 사업공동체 법 형태 4 보험 가입여부, 운 원칙․정 여부

(5) 사업공동체 참여 인원 자본

○ 참여인원수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단은 12명(청소년문화기행단)이며, 8명(한땀두 )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수이다. 참여인원이 6명인 사업단이 1개(동네부엌), 5명이 2개(목화

송이, 하얀토끼)이다. 참여인원이 가장 은 사업공동체는 4명이다(자연드림).

사업 기에 비해 참여자가 늘어난 사업공동체는 4개(목화송이, 동네부엌, 하얀토

끼, 청소년문화기행단)이다. 참여자가 어든 사업체는 1개(자연드림)이며, 인원이 동

일한 사업체는 한땀두 1개이다(<표 4-15>참조).

구분
기

참여인원
재

참여인원
기자본 재자본

기자본
확보방식

목화송이 4명 5명 20만원 50만원 참가자 출자 총 20만원

한땀두 8명 8명 40만원 100만원 참가자 출자 총 40만원

동네부엌 3명 6명 4,500만원
7,000만원

(차입 포함)
조합원, 참가자 출자

 4,500만원

자연드림
:양천구청

6명 4명 20,000만원 21,000만원
참가자 1,400만원

조합원 개인 15,000만원
생 단체 출자 6,000만원

하얀토끼 3명 5명 없음 40만원 없음

청소년
문화기행단

5명 12명 없음 339만원 없음

<표 4-15> 사업공동체 참여인원 자본 규모와 확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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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규모

사업공동체 청소년 체험학습사업을 하는 청소년문화기행단과 하얀토끼는

기 사업자본 없이 시작하 으나, 재 자본 은 하얀토끼가 40만원, 청소년문화기

행단이 339만원으로 늘어났다. 식품제조 매사업을 하는 사업공동체는 기자본

규모와 재 자본 규모가 여타 사업공동체에 비해 상 으로 크다. 제빵제과

업을 하는 자연드림은 기자본 2억에서 재 자본 이 2억1천만으로 늘어났고, 5

개 사업공동체 에서 자본 이 가장 많다. 반찬사업 식당업을 하는 동네부엌은

기자본 4,500만원에서 재 자본 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안생리 등 친

환경제품을 만드는 목화송이와 한땀두 의 기자본 은 각각 20만원과 40만원이었

으나, 재 자본 은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으로 증가하 다. 매장과 생산시설을 필

요로 하는 베이커리와 식당의 경우, 자본 규모가 상 으로 크다. 체험학습사업

을 하는 하얀토끼와 청소년문화기행단은 여성단체나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임 료

없이 제공하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기자본 이 들지 않았다. 목화송이는 주

민자치센터의 공동작업장과 재 틀을 이용할 수 있었고, 한땀두 는 조합원 개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동작업장과 조합원들이 무료로 제공한 재 틀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자본 으로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에 필요한 자본 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표 4-15>참조).

○ 자본 확보 방식

기 자본 에 비해 재 자본 은 6개 사업단 모두 늘어났다. 자본 확보 방식

은 사업공동체 참가자가 출자한 경우가 2개( 목화송이, 한땀두 )이다.

“공동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문제는 해결되었고, 원단비만 각자 5만원씩 투자했어

요, 그러니깐 자본 20만원으로 시작한거죠. 다음달에 5만원 다 회수 되었어요”. (목

화송이)

“조합원이 비어있는 지하 방을 공동작업장으로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집

에서 사용안하는 재 틀도 출자해주었고요... 각자 5만원을 출자해서 그걸로 원단사

서...”. (한땀두 )

조합원과 참가자 출자, 공공기 융자, 은행융자를 얻어 자본 을 확보한 사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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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는 동네부엌이다.

“처음 1년은 매장 없이 했어요. 조합원 한사람이 집에서 하고, 나는 직장 다니면서 식

단표 짜주고... 그 게 1년을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이 무 좋다... 조합원들이 창업을 하

라고 제안을 했죠. 혼자하기에는 엄두가 안 났죠, 두렵기도 하고... 한사람이 하기 힘들

면 여럿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공동육아를 같이 했던 엄마 8명이 각자 500만원을

기 자본 으로 출자하고, 운 을 총책임 맡는 는 천만원을 비하고... 사업에 필요

한 물품을 사고 가게도 얻고... 올해 가게를 넓히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용보증재

단.. 소상공인 지원으로 천만원을 4% 리로 융자를 받고... 출 천만원 받고...”. 

(동네부엌)

자본 이 가장 큰 자연드림은 참가자 출자, 생 조합원 개인출자, 생 단체 출

자에 의해 자본 을 확보하 다(<표 4-15>참조).

“이사들이 사업에 필요한 출자 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가상으로 해보니...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5% 이자를 주는 것으로 모아보니 1억4천이 되었어요. 가게 얻고, 기

계설비, 인테리어.. 이런 걸 다 하는데 2억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1억 5천만원

밖에 없었고... 5천만원은 자연드림 본사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러다 많은 사람

이 출자를 해서 그 출자 으로 베이커리를 하면 애정이 더 갈 것이고... 5% 이자를 주

더라도 한사람이 이천만원 이상 출자를 못하게 했어요. 출자는 조합원만 할 수 있고, 

베이커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출자를 당연히 해야 하고... 그래서

내 가게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자기가 출자해서 직 경 에 참여하게 되면 그

만큼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했어요. 소액출자운동을 펼치고 있어

요. 그래서 등학생이 5만원을 낸 도 있어요. 그리고 출자 이자를 안 받는 출자

환운동을 해서... 기자본 1억4천만원 에서 2천만원은 이자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었어요”. (자연드림)

(6) 사업공동체의 매출액 수익창출

사업공동체의 지난 3개월간 한달평균 매출액은 자본 투자가 가장 많은 자연드

림이 2,000만원을 넘는 수 이고, 동네부엌이 1,200만원이다. 체험학습 문화교육

사업을 하는 청소년문화기행단과 하얀토끼는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목화송이와 한땀두 가 각각 100만, 70만으로 매출

액이 가장 낮다(<표 4-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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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난3개월간
한달평균 매출액

지난 3개월간 인건비, 운 비를
제외한 수익창출 여부

사업 확 를 한
수익 립여부

목화송이 100만원 있음 립함

한땀두 70만원 없음 립함

동네부엌 1,200만원 있음 립함

자연드림
:양천구청

2,370만원 없음 못함

하얀토끼 200만원 없음 립함

청소년
문화기행단

500만원 있음 립하지 않음

<표 4-16> 사업공동체의 매출액 수익창출여부, 수익 립여부

지난 3개월간 인건비, 재료비, 운 비를 제외한 수익 창출을 한 사업단은 동네

부엌과 청소년문화기행단, 목화송이 3개 사업단이다.

“양념까지도 유기농으로 하니깐 생각했던 것 보다 재료비가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

해서... 원가계산 할 때 이걸 놓친 거죠. 원래 정한 재료비가 50%이하면 좋은데... 2년

가까이 출자자에게 배당을 못해 때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배당

이 없어도 좋으니깐 문을 닫지 않고 지역에서 유지해갔으면 좋겠다고들 해서... 그래서

(운 에)힘이 많이 된거죠, (동네에) 안학교가 생겨서 식을 하지만, 유기농 식이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니깐... 티음식, 주문, 김밥, 제사음식 이런 것들을 소화

해내죠. 사람들이 간식이나 반찬을 장에서 먹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

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2007년 5월에 매장을 확 하여 이사했어요. 매장확

하면서 임 료 월세가 2배로 늘어났고, 인테리어하는데도 2천5백만원 들었어요”. 

(동네부엌)

자연드림, 한땀두 , 하얀토끼 3개 사업단은 지난 3개월간 수익 을 창출하지 못

하 다.

“이번 학기에 모집이 무 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강사들을 이고 워

커스 4명이 다 수업에 들어가면서 강사료를 안받고 일하고 있어요. 워커스도 사실은

지역운동하는 것의 한 부분인거지... 단체에서 해야 할 다른 일도 있고 워커스가 희

한테 심은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하얀토끼에만 집 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얀토

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강의할 것

하고... 확 하자고 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워커스도 요해요... 요한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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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부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내년도 사실 어떤 일을 이나... 그러

면 워커스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하얀토끼)

“수입은 만약에 발생하면 일한만큼 가져갈건데... 지 은 벌면 다 재투자... 가져가는

것 없고... 원단사고... 내가 돈을 안 내는게 버는거죠. 사실 이런 자리(공동작업장) 돈내

고 임 를 해야 하잖아요”. (한땀두 )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나가고, 수입은 상만큼 안되고.. 지 베이커리의 목 은

일단은 유기농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민주 인 방식으로 운 하고... 등등... 재는

자죠...”. (자연드림)

수익 을 사업공동체 확 를 목 으로 립하고 있는 단체는 4개 사업단이며, 2

개 사업단은 하지 않고 있다. 6개 사업공동체 모두 수익 는 생산물품 일부를 지

역사회 는 단체사업에 환원하고 있다(<표 4-16>참조).

“ 희가 시작할 때 (수익 )10%는 빼자... 불우이웃을 돕든지... 작업장 임 료는 안내

니까... 여기 이용료 내고... 어 든 10%는 복지 쪽으로 떼고 있어요”. (목화송이)

“빵 남는 것은 푸드뱅크에 보냅니다”. (자연드림)

“단체에 한 학기에 30만원 후원 을 내는데, 올해는 회원모집이 안되어서 20만원 냈

어요. 지 은 돈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이 오는데, 무료로 다니는 경우도 2명은 있어

요”. (하얀토끼)

(7) 노동방식과 수입

○ 노동방식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목화송이와 한땀두 는 매주 1일 공동작업장에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고, 이외에는 집이나 공동작업장에서 각자 작업을 하는 유연한 방식

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표 4-17>참조).

“집이 먼 사람은 (공동작업장에)일주일에 1번 나와서 일하시고... 희는 집이 가까우

니 일주일에 2-3번은 오고... 는 집에 싸가지고 가요. 정 바쁘면 (공동작업장)여기 와

서 하고, 보통은 일주일에 한번, 많으면 일주일에 세 번까지 와요”. (목화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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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는 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노동형태가 다 섞여있어요. 융통성 있게... 월요일은

원칙 으로 공동노동하는 날로... 회의하고”. (한땀두 )

매장에서 생산과 매를 해야 하는 자연드림과 동네부엌은 상근자가 있고, 시간

제 노동을 하는 참여자가 있다.

“베이커리는 아침 8시에 문 열고 녁 11시에 닫아요. 그래서 3부제로 운 해요. 5시

간씩 교 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한사람이 하면 굉장히 고된 일이죠... 교 로 하

니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죠..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매장에서 7명이 일하

는데 4명은 책임체제이고, 3명은 도우미 같은... 오 에 책임자 2명, 오후에 책임자 2

명... 업무내용상 일 상근은 오래 못가요. 체력도 딸리고, 사무만 보는 게 아니라, 물

건도 날라야하고, 매도 해야 하고, 아주 멀티 그런 노동을 요구하는데...”. (자연드림)

“일은 보통 9시 반에 출근해서 거의 녁 9시까지... 12시간 일하는데. 풀타임으로 일

하는 분이 2분이고... 그 두 분이 11,12시간 일해요. 일하시는 분들도 조합원이죠...”. 

(동네부엌)

체험학습 사업을 하는 하얀토끼는 수업이 있는 날에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문화

기행단은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여성가장이나 소득층여성에게 주5일, 월 77만원이라는 근무조건은 나쁘지는 않으

나, 고학력 경력단 여성에게는 좋은 근무조건은 아니다. 문화기행단 사업은 토요일

로그램이 많아 주말에 일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단 이다. 이 일을 하는 여성 입장에

서는 가족친화 인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에서 시간제나 리랜서로

일하고 싶다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청소년문화기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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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동방식 한달 평균수입

목화송이
․ 공동작업: 매주 월요일 오 10시부터 16시
․ 나머지 요일은 작업장이나 집에서 작업

5만원~10만원

한땀두
․ 공동작업: 매주월요일 오 10시부터 17시
․ 일제, 반일제, 시간제 탄력 운

없음

동네부엌
․ 상근자: 09:30~21:00
․ 트타임: 10:00~17:00

․상근자: 140만～150만원

․ 트타임:  90～100만원

자연드림
:양천구청

․ 책임자: 5시간+⍺
․ 시간제: 하루5시간

․책임자: 47만원

․시간제: 시간당 4,000원

하얀토끼
․ 민우어린이학교 주2회
․ 박물 학교 월1회

․1회강사료 5만원

청소년
문화기행단

․ 주5일, 주40시간 근무 ․월 77만원

<표 4-17> 사업공동체의 노동방식과 한달 평균수입

○ 수입

재 참가원들이 임 을 받지 않고 있는 한땀두 를 제외하고는 노동의 가는

노동시간이나 기술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동네부엌과 노동부 임 지원을 받고 있

는 청소년문화기행단을 제외하고는 노동의 가로 버는 수입은 낮은 수 이다.

“제가 직장 다닐 때의 월 반도 못 받고 있어요. 약간 힘들 정도의 희생은 하는데... 

사 가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 좋아하시는 거 요 이게 여러 가지 삶에

한 방향이나 가치 이 맞물려져서... 원가계산이나 이윤을 따지다보면... 고집스러운

원칙이 없으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는 일반 식도 16년 정도 해보았고, 식품의

오염에 해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안된다는 원칙... 사실 인건비를 드리고 싶은 만큼

못 드리고 있어요”. (동네부엌)

“수입이 들쑥날쑥이라서... 평균수입이 한달에 10만원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10만원

에도 희는 만족해요. 조 씩 나아지게 되겠죠. 수익이라기보다는 원래 워커스의 목

이 노동비만 취하는건데... 노동비가 안되니깐 그런 이유로 이 일 하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요... 근데 막 수익을 추구하다보면 일이 무 많아져서... 막 피로가 오는거 요, 

이 일을 무 늘리니깐 무 벅차서 즐겁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무 욕심내지 말자, 

우리가 한도껏 하자... 그래서 일을 늘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원이 늘었으니깐.. 일은

많아요. 그래도 수입이 엄청 늘 거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많이 벌어야 (한달평균)한 50

만원 정도...”. (목화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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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자리라고 해서 소외계층이 일을 하러왔을 때는 정한 인건비를 받아가야

해요... 정한 인건비를 만큼 희가 여력이 안되는 거 요. 시 은 3,500원인데 오

늘 이사회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한달 평균 약 40만원... 지 반상근을 하

시는 분들도 돈보고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죠”. (자연드림)

(8) 매 수요처 발굴 방식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목화송이와 한땀두 는 주문 매와 생 매장을 통한

매를 하고 있다. 목화송이는 시민단체 행사를 통해 매를 하기도 한다. 먹거리 사

업을 하는 동네부엌과 자연드림은 매장 매와 주문 매를 하고 있다. 동네부엌은 지

역사회 내 안학교 식을 하고 있다. 체험학습․문화교육사업을 하는 하얀토끼와

청소년문화기행단은 홍보지, 소식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표 4-18>참

조).

구분 매 수요처 발굴 방식

목화송이 행사참여 매, 생 을 통합 주문 매

한땀두 주문 매, 생 매장 매

동네부엌 매장 매, 학교 식, 주문 매

자연드림 :양천구청 매장방문 매, 단체주문배달

하얀토끼 홍보지 소식지를 통한 학생모집

청소년 문화기행단
구민신문, 단지 등 자체 홍보
이 참여자 상 이메일, 화홍보

<표 4-18> 사업공동체의 매 수요처 발굴방식

“우리 물품은 생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매장에 시만 해놓고... 화주문

이 오면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문액이 으면 택배비를 받는데... 희 물건이

2천원에서 5천원인데... 많이 주문하시는 분이 없어요. 화주문은 최근 거의 안들어와

요. 그동안 특별벼룩시장에 한달에 한번 나가서 팔고, 지 은 학교에서 축제할 때 안

생리 만들기 가르쳐달라고 연락이 오면, 가르쳐주면서 매하기도 하고, 이 게 행사

에 참여하면 수입이 좀 되더라구요”. (목화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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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을축제 컨셉이... 일상에서 하는 것들이 다 축제로 모아져서, 축제가 끝나 일

상으로 돌아가도 유지되는 그런 축제를 기획했는데.. 희가 축제를 앞두고 두 달간 모

의창업을 했고, 6월 축제에 팔았어요. 생 에 들어오는 업체의 생리 가 있었는데 희

가 만든 생리 를 생 에서 매하게 되었어요”. (한땀두 )

“ 희가 홍보지를 만들어요, 한 학기 단 로 학기 시작할 때 홍보지를 만들어요. 어린

이 학교는 15주 단 고, (홍보지에)15주 로그램이 다 들어가고, 박물 학교는 월 1

회 총3회인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고, 홍보지를 만들어서 지역 내 시민단체에게 배포

하고.. 희는 민우회 소식지가 있으니, 소식지가 천부가 넘어요, 소식지 안에 희 홍

보지를 같이 넣어요”. (하얀토끼)

(9) 공공기 지원 유형과 작업장 임 유형

공공기 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공동체는 3개이다. 목화송이는 주민자치센터의 공

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소를 지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문

화기행단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으로부터 사무실, 사업홍보, 사업 련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동네부엌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 1,000만원을

리로(4%) 융자받았다.

사업공동체의 작업장 임 방식을 보면 공공기 에서 리비만 내는 사업공동체

가 2개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무료 공동작업장으로 제

공한 경우도 1개 있다. 하얀토끼는 지역여성단체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네부

엌과 자연드림은 민간시설을 임 하여 사용하고 있다(<표 4-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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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기 지원유형 작업장 임 방식

목화송이 사업장소 지원
․ 공공기 제공
․ 리비 지불

한땀두 없음
․ 개인 제공
․ 리비 지불

동네부엌 사업자 리융자
․ 민간시설 임
․ 보증 1,500만원, 월세 130만원

자연드림
:양천구청

없음
․ 민간시설 임
․ 보증 5,000만원, 월세 260만원

하얀토끼 없음 ․ 지역여성단체 제공

청소년
문화기행단

․ 사무실 지원
․ 사업홍보
․ 사업 련정보제공

․ 공공기 제공
․ 리비 지불

<표 4-19> 공공기 지원유형 작업장 임 방식

(10) 애로사항

사업공동체 운 의 애로사항으로 작업장 임 료와 경 련 지식과 정보 부족을

드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시설 임 료 부담이 큰 동네부엌과 자연드림의 경우, 임

료 부담을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 한땀두 는 재 개인이 제공하는 공간을 사용

하고 있으나, 사업공동체가 지속 으로 운 되기 해서는 렴한 임 료의 공동작

업장이 우선 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공동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목화송이의 경우, 작업장 문제가 해

결이 된 만큼, 경 련 지식과 정보 부족이 애로 이며, 향후 사업체 등록을 할 경

우 사회보험 부담이 장애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 희가 사업자 등록을 알아봤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 을 많이 내더라고요... 국

민연 이나 건강보험이 문제죠... 그게 우리 수익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게 일년에 80만원 이상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팔아서... 한달에 10만원 버는데... 

희는 사회 인 복지라는 것이 솔직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희는 바깥 분들이 일

을 하니깐... 따로 이걸(사회보험) 지불하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는거죠”. (목화송이)  

“올해 매장을 옮기면서 임 료 월세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4

보험을 들다보니 부담이 많이 되요. 그런 것이 많이 뒷받침되었으면... 그러니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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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운 하고 있는 일자리는 4 보험을 지원해 다든지... 정책 으로...여성들이 일하

는 있는 곳에 특별히 세제혜택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조 만 심을 가져주면...”. (동

네부엌) 

아동청소년 상 문화체험학습사업을 하고 있는 하얀토끼와 청소년문화기행단은

여성단체와 직업훈련기 에서 사무국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공동작업장보다는 시장

개척을 애로 으로 들고 있다.

“학교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나, 교육청을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 등학교 앞에서 단지를 배포하여 홍보하는데, 서울시가 학교에 홍보

를 해주었으면 한다”.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사업단을 사회 기업으로

키우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가 고민이다”. (청소년문화기행단) 

사업공동체 애로사항

목화송이
․ 경 련 지식과 정보 부족
․ 참여자를 한 사회보험 부담이 큼

한땀두 ․ 작업장 임 료

동네부엌
․ 작업장 임 료
․ 참여자를 한 사회보험 부담이 큼

자연드림 :양천구청
․ 작업장 임 료
․ 자본조달의 어려움
․ 경 련 지식과 정보부족

하얀토끼
․ 시장개척
․ 자본조달의 어려움

청소년 문화기행단
․ 시장개척
․ 경 련 지식과 정보부족

<표 4-20> 사업공동체 운 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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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사업공동체 운 의 애로사항( 복응답)

(11) 지역사회에서 확 희망하는 사업분야

사업공동체의 모태 역할을 한 단체에서 향후 지역사회에서 확 하고자하는 사업

분야로서는 노인돌 서비스와 보육 방과후 교실이 가장 많다. 그리고 체험학습

등의 교육 문화서비스가 많다(<그림 4-6>참조).

사업공동체 확 희망사업 분야

목화송이
․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
․ 보육 방과후교실
․ 친환경제품 생산과 매

․ 노인돌 서비스
․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식당․ 
식당 운

한땀두
․ 노인돌 서비스
․ 친환경제품 생산과 매

․ 두 와 같은 다양한 노동조직의
확산

동네부엌
․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 문화사업

․ 노인돌 서비스
․ 지역경제, 지역화폐

자연드림
:양천구청

․ 노인돌 서비스
․ 보육 방과후 교실

․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식당․ 
식당 운

하얀토끼
․ 노인돌 서비스
․ 보육 방과후 교실

․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식당․ 
식당 운

청소년
문화기행단

․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 문화사업

․ 보육 방과후 교실

<표 4-21> 지역사회에서 확 희망하는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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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지역사회에서 확 희망하는 사업분야( 복응답)

(12) 사업공동체에 한 의견

사업공동체의 표자는 사업공동체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매우 유용하다(4.83 )

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업공동체의 사업이 사회 가치와 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물음에 매우 그 다(4.50 )라는 답을 하고 있다(<표 4-20>

참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 가능성에 해서는 그 다(4.33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공동체가 사회 기업으로 발 하도록 고려하고 있고, 사회 기업으로

발 할 가능성에 해서도 그 다(4.0 )라는 정 인 답을 하고 있다.

“기술, 디자인, 자발성, 로가 이제 되어있다고 요. 내년부터는 만들기만 하면 되

요, 그러면 수익이 되는거죠. 희 제품 질이 좋아요. 일단 조합원들한테 인정을 받으

면 다른 생 에 공 할 수 있다는 비 을 가지고 있어요”. (한땀두 )

“도시락이나 김밥 이런 사업에 심이 있어요. 소득층 여성이나 노인... 60 후에

계시는 분들의 사회 기업이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볼까 생각

은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구상 이죠. 여러 가지 음식과 련된 사업에 해 계속

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 기업으로 발 되면 좋은거고... 일단은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동네부엌)



110

“내년 계획은 의논을 더 해야겠지만 일단 역을 넓힐 생각입니다. 이 동네뿐만 아니

라 도 구 체에 좋은 로그램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

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얀토끼)

“ 망은 있어요. 희가 장바구니랑 수 집도 만드는데... 다들 특이하다고 해요. 안

생리 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은 희가

무엇이든 하려고 하니까... 희가 발로 뛰는 만큼 수입은 들어온다고 요”, (목화송

이)

사업공동체를 통해 참여자가 독자 인 사업을 하도록 인큐베이 역할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에 해서는 그 다(3.83 )에 가까운 응답을 하 다.

“지 일하시는 분들 에서 주부 다가 식품 양학 공부하고 싶어서 방송통신 다

니면서 요리사 비하는 분도 있고.. 주방에서 일 배우면서 내년쯤에 개업하고 싶어하

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여기서 계속 일하시는 분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와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동네부엌)

사업공동체의 사업아이템이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4.0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아이템이 기존 시장과 충돌할 가능성에 해서는 보통(3.17 )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앙정부의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에 한 정보에 해 알고 있

다에 해서는 보통(3.0 )이라는 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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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표자 체

우리 사업은 사업계속성을 한 노동의 가는 있으나, 돈을 버는 것이 목 은

아니다. 
3.50

우리 사업은 사회 가치와 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4.50

우리 사업은 참가자들이 경 자이자 노동자인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3.83

우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유용하다. 4.83

우리 사업은 참여자가 독자 인 사업을 하도록 인큐베이 역할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3.83

우리 사업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확 될 가능성이 있다. 4.33

우리 사업공동체가 사회 기업으로 발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4.00

우리 사업공동체는 사회 기업으로 발 할 가능성이 있다. 4.00

우리 사업공동체의 사업아이템은 시장 경쟁력이 있다. 4.00

우리 사업공동체의 사업아이템은 기존 시장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3.17

서울시, 앙정부 는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이나

정보에 해 알고 있다. 
3.00

주: 그 지 않다 1 , 그 지않다 2 , 보통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표 4-22> 사업공동체에 한 의견
(단 : )

(13)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지원

<표 4-23>은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지원항목별 수를 나타낸 표이

다.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

성’항목은 4.6 을 받아, 매우 필요하다(5 )에 가까운 수를 받았다.

“자활처럼 어려운 여성도 많은데... 산층 여성에게 할애하는 것은... 그 게 말을 하

기도 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축되어버리죠. 사회 으로 의

미가 있다 이런 말들이 희에게 지지가 되는 거죠”. (한땀두 )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도 4.6 을 받아 매우 필요하다에 가까운 수

를 받았다. ‘사업경 에 필요한 정보 자문제공’은 4.0 을 받아, 필요하다(4 )는

수를 받았다. ‘ 로처 개발 등 마 지원’은 4.17 을 받았고, ‘사업자 리 이

용’은 4.0 을 받아, 필요하다(4 )는 수를 받았다. ‘참가자 재교육 훈련지원’은

3.7 을 받아, 필요하다(4 )에 약간 못미치는 수를 받았다. ‘국내외 유사모델사업

정보제공 경험공유’는 4.40 을 받아 필요하다(4 )를 상회하는 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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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 감면’은 4.6 을 받아, 매우 필요하다(5 )에 가까운 수를 받았다. ‘참여

자 사회보험 부담 지원’도 4.6 을 받아, 매우 필요하다에 근 한 수를 받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에 해서는 공동작업장이 25%로 가장 많다. 그리고 사회 기

업 문화조성과 홍보가 16.7%, 경 정보 자문제공이 16.7%, 사회보험 부담이

16.7%로 나타났다(<그림 4-7>참조).

필요한 지원 항목 표자 체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환경 사회 가치를 고려한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성
4.60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 4.60

사업경 에 필요한 정보 자문제공 4.00

로처 개발 등 마 지원 4.17

사업자 리 이용 4.00

참가자 재교육 훈련지원 3.80

국내외 유사모델사업 정보제공 경험공유 4.40

사업 세 감면 4.60

참여자 사회보험(국민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 지원 4.60

주: 그 지않다 1 , 그 지않다 2 , 보통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표 4-23>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지원

(단 : )

16.7

25.0

16.7

8.3 8.3 8.3

16.7

0.0

10.0

20.0

30.0

40.0

홍   

문화조성 

공동

작업장

정  

자문제공

마케팅

원 

재 육

훈련 원

세 감면 사회 험

원 

%

<그림 4-7>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지원( 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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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일자리 참여 여성 설문조사 결과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생활 동조합을 모태로 형성된 사업공동체와 여성직업훈

련기 의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응답자수는 40명이며,

지역생활 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응답자수는 68명이다8).

1) 응답자의 인구 가구 특성

<표 4-24>는 응답 여성의 인구 가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령 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3.7%가 40 이며, 이어 30 가 35.2%로 두 번째로

많고, 50 가 10.2%이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88.8%이며, 미혼은 10.3%, 이혼별거는

0.9%로 유배우자율이 높다. 학력수 은 졸이상이 57.5%로 학력수 이 높다9).

가구의 주소득원은 배우자가 85.8%로 가장 많으며, 응답자 본인이 가구 주소득

원이 되는 경우도 12.4%가 된다. 자녀수는 2명이 80.2%로 가장 많다. 가구 한달평균

소득은 300-399만원이 32.1%이며, 200-299만원이 26.4%, 400-499만원이 15.1%, 500

만원 이상이 11.3%이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이 되는 응답자도 8.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거 유형태는 자가가 67.3%이며, 월세가 29%이다. 응답자의

93.5%는 본인이 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층이라는 응답자는 6.5%, 상층이

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무하다.

사업공동체와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은 자녀수가 2명인 기혼여성으로 양

육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40 이상의 고학력 여성, 가구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며, 자가 거주율이 높은 산층 소속감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가 높다는 특

징이 있다.

8) 조사방법은 제4장1 의 조사방법을 참조.

9) 2006년 서울시 20세 이상 여성 상 조사에 의하면 졸 이상 여성은 47.4%임.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서 2006년에 20세 이상 서울여성 2,5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임. 서울여성(2006), 2007-2010

서울시 여성정책 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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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인구특성

연령

20 1 0.9

30 38 35.2

40 58 53.7

50 11 10.2

합 계 108 100.0

평 균 41.9세 -

학력수

고졸 이하 45 42.5

졸 이상 61 57.5

합계 106 100.0

혼인상태

기혼 95 88.8

미혼 11 10.3

이혼별거 1 0.9

합 계 107 100.0

가구특성

자녀수

1명 15 15.6

2명 77 80.2

3명 3 3.1

4명 1 1.0

합 계 96 100.0

평 균 1.9 -

가구 주소득원

본인 13 12.4

배우자 91 85.8

자녀 1 0.9

기타 1 0.9

합 계 106 100.0

가구 한달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9 8.5

100만원 ~ 199만원 7 6.6

200만원 ~ 299만원 28 26.4

300만원 ~ 399만원 34 32.1

400만원 ~ 499만원 16 15.1

500만원 이상 12 11.3

합 계 106 100.0

주거 형태

자 가 72 67.3

․월세 31 29.0

기 타 4 3.7

총 계 107 100.0

주
계층의식

하 층 7 6.5

산층 100 93.5

상 층 -

합 계 107

<표 4-24> 응답자의 인구 가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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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 시민단체활동 경력

<표 4-25>는 응답자의 경제활동 경력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73.1%는 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이 에 직업활동을 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6.9%

는 이 에 직업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다. 직업경험이 있는 여성의 이 직업을 보

면, 사무직이 39.0%로 가장 많으며, 문직도 22.1%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업경력이 있는 여성의 43.8%가 사무직

이었고, 25%가 문직 종사자이며, 매․서비스직은 6.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업경력이 있는 여성의 31%가 매․서비스

직에 종사하 고, 사무직 종사자도 31%이며, 문직 종사자는 17.3%로 나타났다.

종사상의 지 는 정규직이 73.4%로 가장 많으며, 임시직이 16%, 자 업이 9.3%

이다. 생 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정규직이었던 응답자가 82.7%이고, 임시직이

3%, 자 업이 4.3%이다.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정규직이 58.6%, 임

시직이 20.7%, 자 업이 17.2%이다.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생 에서

일하는 여성에 비해 매․서비스직에 종사한 경우가 상 으로 많고, 따라서 자

업에 종사한 여성의 비율도 상 으로 높다.

이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는 출산과 자녀양육이 과반수를 넘는 53.2%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61.7%가 출산과 자녀양육

으로 직장을 단하 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의 비 과 망이 없어서 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자가 15.6%이며, 재의 사업공동체나 생 에서 일하기 해 이

직장을 단했다는 응답자도 11.7%가 된다.

생 과 사업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약 3/4은 직업경력이 있다. 직업경력

자의 61%는 사무직이나 문직에서 부분 정규직으로 일하 고, 과반수가 출산과

자녀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은 재의 사업공동체 생 에서 일하기 이 에 시민단체활동을 하

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활동을 하 다는 응답자가 27.6%이며, 시민단체활

동을 한 이 없다는 응답자가 7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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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경제활동
경력

있 다 79(73.1) 50(73.5) 29(72.5)

없 다 29(26.9) 18(26.5) 11(27.5)

합 계 108(100.0) 68(100.0) 40(100.0)

업무분야

경 ․ 리직 1(1.3) - 1(3.4)

문직 17(22.1) 12(25.0) 5(17.3)

사무직 30(39.0) 21(43.8) 9(31.0)

매․서비스직 12(15.6) 3(6.3) 9(31.0)

기능직 3(3.9) 3(6.3) -

단순노무직 1(1.3) 1(2.1) -

기타 13(16.9) 8(16.7) 5(17.3)

합 계 77(100.0) 48(100.0) 29(100.0)

종사상
지

자 업 7(9.3) 2(4.3) 5(17.2)

정규직 55(73.4) 38(82.7) 17(58.6)

임시직 12(16.0) 6(13.0) 6(20.7)

기타 1(1.3) - 1(3.4)

합 계 75(100.0) 46(100.0) 29(100.0)

직장 단
사 유

출산과 자녀양육 41(53.2) 29(61.7) 12(40.0)

일의 비 과 망이 없어서 12(15.6) 8(17.0) 4(13.3)

사업공동체에서 일하기 해 9(11.7) 5(10.6) 4(13.3)

계약기간 완료, 해고, 폐업 7(9.1) 3(6.4) 4(13.3)

기타 8(10.4) 2(4.3) 6(20.0)

합 계 77(100.0) 47(100.0) 30(100.0)

<표 4-25> 경제활동 경력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있다 29(27.6) 18(27.3) 11(28.2)

없다 76(72.4) 48(72.7) 28(71.8)

합 계 105(100.0) 66(100.0) 39(100.0)

<표 4-26> 시민단체활동 경험 유무

3) 일자리 참여 시기 일자리 내용

○ 참여시기

재 일자리에 참여한 시기를 보면 2007년에 참여해, 1년이 채 안되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다. 그리고 2006년부터 참여해 2년째 일하고 있는 응답자가 20.4%

로 나타나, 일한 기간이 2년이 채 안되는 응답자가 63.3%이다. 2003년 이 부터 참

여해 5년 이상 일을 한 응답자도 20.4%로 나타났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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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3년 이상 일한 응답자 비율이 41%로, 사업공동체의 29.7%에 비해 상

으로 일한 기간이 긴 편이다(<표 4-27>참조).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2003년 이 20(20.4) 16(26.2) 4(10.8)

2004년 4(4.1) 4(6.6) -

2005년 12(12.2) 5(8.2) 7(18.9)

2006년 20(20.4) 14(23.0) 6(16.2)

2007년 42(42.9) 22(36.1) 20(54.1)

합 계 98(100.0) 61(100.0) 37(100.0)

<표 4-27> 일자리 참여년도

○ 일의 내용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59.1%가 물품 매업무를 하며, 회계

사무 리를 하는 응답자가 22.7%, 교육 체험학습서비스 제공이 15.2%로 나타났

다. 생 은 매장을 운 하면서 물품 매를 하기 때문에 매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고, 사업규모가 큰 만큼 회계 사무 리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생 과 비교해 사업공동체의 경우 교육 체험학습서비스 제공이 52.5%로

가장 많고, 물품생산이 25%로 나타나, 물품생산분야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생 1.5%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높다(<표 4-28>참조).

구 분 체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물품생산 11(10.4) 1(1.5) 10(25.0)

물품 매 46(43.4) 39(59.1) 7(17.5)

회계 사무 리 17(16.0) 15(22.7) 2(5.0)

교육 체험학습 서비스제공 31(29.2) 10(15.2) 21(52.5)

기 타 1(0.9) 1(1.5) -

합 계 106(100.0) 66(100.0) 40(100.0)

<표 4-28> 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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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참여동기와 참여통로

○ 참여동기

<표 4-29>은 재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주된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표이다.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로 ‘사회 는 환경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를 든 응답자가 42.3%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가사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

는 일이라서’를 동기로 들은 응답자가 27.9%로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과 성에 맞

는 일이라서’ 참여했다는 응답자도 12.5%이며, 경제 이유를 동기로 들은 응답자는

8.7%이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41.5%가 일자리 참여동기로 가사

자녀양육과 병행가능을 들은 반면, 사업공동체 참여자의 경우, 참여동기로 가사

자녀양육과 병행 가능을 든 응답자는 5.1%에 불과하다. 사업공동체 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성에 맞는 일이라서 참여했다는 극 인 참여동기를 가진 응답자

가 23.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 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6.2%만이 자신의 능

력과 성에 맞는 일이라서 참여했다는 응답자는 6.2%이다. 사업공동체 참여 여성

의 15.4%는 경제 이유로 참여했고, 생 참여 여성은 경제 이유로 참여한 응답

자가 4.6%로 나타나, 상 으로 경제 동기가 낮은 편이다. 사업공동체에서 일하

는 여성들이 생 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비해 참여동기가 좀더 극 이라고 할 수

있다.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경제 이유 9(8.7) 3(4.6) 6(15.4)

사회 는 환경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44(42.3) 28(43.1) 16(41.0)

자신의 능력과 성에 맞는
일이라서

13(12.5) 4(6.2) 9(23.1)

가사 자녀양육과 병행 할 수
있는 일이라서

29(27.9) 27(41.5) 2(5.1)

기타 9(8.7) 3(4.6) 6(15.4)

합 계 104(100.0) 65(100.0) 39(100.0)

<표 4-29> 일자리 참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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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참여 통로

<표 4-30>은 응답자가 재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의 참여통로를 보여주고 있다.

생활 동조합활동이 참여통로가 되었다는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활동이 참여통로가 되었다는 응답자가 21.2%로 많다. 이웃․지인이 참여통

로가 되었다는 응답자도 19.2%로 나타났다.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생활 동조합활동을 통해서 46(44.2) 34(51.5) 12(31.6)

시민단체활동을 통해서 22(21.2) 15(22.7) 7(18.4)

공공직업훈련기 을 통해서 10(9.6) - 10(26.3)

이웃, 지인 소개 20(19.2) 12(18.2) 8(21.1)

기 타 6(5.8) 5(7.6) 1(2.6)

합 계 104(100.0) 66(100.0) 38(100.0)

<표 4-30> 일자리 참여경로

5) 자본 출자

재 일하고 있는 사업공동체나 생 운 에 필요한 자본 을 출자 했다는 응답

자는 61.7%이고, 하지 않은 참여자는 38.3%이다. 생 참여자의 경우, 자본 출자

를 했다는 응답자가 75.0%로 매우 높다. 1인당 평균 출자 은 생 이 약 67만원이

며, 사업공동체는 약 264만원이다. 생활 동조합에 비해 사업공동체의 1인당 평균

출자 액수가 거의 4배로 많다(<표 4-31>참조).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출자유무

있다 66(61.7) 51(75.0) 15(38.5)

없다 41(38.3) 17(25.0) 24(61.5)

총 계 107(100.0) 68(100.0) 39(100.0)

출자 평균 1,098,136원 667,383원 2,641,667원

<표 4-31> 자본 출자 여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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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시간

응답자의 주당 근무일수는 5일이 59.1%로 가장 많고, 3일이 17.2%, 4일이 11.8%

로 나타났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 에서 주당 1-2일을 일하는 응답자는

없으나, 사업공동체의 경우 주당 1-2일을 일하는 응답자가 15.7%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26.7시간이며, 생 에서 일하는 여성은 평균 27.2시간, 사업

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은 이보다 짧은 25.8시간이다. 주당 40시간 그 이상 일하

는 응답자는 33%이고,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응답자도 33%, 20-39시간 일하는 여

성은 34%이다. 사업공동체의 경우, 1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응답자가 24.3%를 차

지하며, 20시간 미만 일하는 응답자는 40.5%이다. 생 에서 일하는 여성에 비해 사

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의 유형이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다고 여기는 노동시간은 재 노동시간인 27.7시간과 비슷한 수 인 26.1

시간으로 나타났다(<표 4-32>참조).

구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주당 근무일수

1일 3(3.2) - 3(9.4)

2일 2(2.2) - 2(6.3)

3일 16(17.2) 12(19.7) 4(12.5)

4일 11(11.8) 10(16.4) 1(3.1)

5일 55(59.1) 36(59.0) 19(59.4)

6일 6(6.5) 3(4.9) 3(9.4)

합 계 93(100.0) 61(100.0) 32(100.0)

주당 근무시간

10시간 미만 11(10.7) 2(3.0) 9(24.3)

10시간～19시간 23(22.3) 17(25.8) 6(16.2)

20시간～29시간 24(23.3) 21(31.8) 3(8.1)

30시간～39시간 11(10.7) 6(9.1) 5(13.5)

40시간 23(22.3) 11(16.7) 12(32.4)

40시간 과 11(10.7) 9(13.6) 2(5.4)

합계 103(100.0) 66(100.0) 37(100.0)

주당 평균 근무시간 26.7시간 27.2시간 25.8시간

주당 한 평균 근무시간 26.1시간 26.5시간 25.6시간

<표 4-32> 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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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 수입과 만족도

○ 노동수입

응답자가 지난 3개월간 노동의 가로 받은 수입은 한달 평균 약 50만원으로 나

타났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은 한달 평균 약 52만원, 사업공동체는 이보

다 은 46만원을 받았다. 한달평균 노동수입으로 25-49만원을 받는 응답자가

32.7%로 가장 많고,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경우, 25-49만원을 받은 응답자가

50%로 반을 차지하고 있다. 25만원 미만과 75-99만원을 받는 응답자가 각각

21.8%이다. 사업공동체의 경우 25만원 미만이 40%인데, 이것은 재 수익배분을 개

인에게 하지 않고 공동 립을 하고 있는 사업공동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

공동체에서 75만원-99만원을 받는 응답자가 37.1%가 되는 것은 노동부 사회 일자

리사업단이 사업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의 가로 한 노

동수입에 해서는 재 노동수입 50만원 보다 약 26만이 많은 76만원 수 이다

(<표 4-33>참조).

구분 체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한달평균
노동수입
구 분

25만원 미만 22(21.8) 8(12.1) 14(40.0)

25만원 ~ 49만원 33(32.7) 33(50.0) -

50만원 ~ 74만원 16(15.8) 10(15.2) 6(17.1)

75만원 ~ 99만원 22(21.8) 9(13.6) 13(37.1)

100만원 이상 8(7.9) 6(9.1) 2(5.7)

한달평균노동수입 496,782원 516,288원 460,000원

한달평균 정 노동수입 761,382원 727,069원 816,667원

<표 4-33> 한달평균 노동수입 정 노동수입

○ 노동수입 만족도

노동의 가로 받은 수입에 해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3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과반수를 넘는 51.0%는 부족하다고 보며, 11%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생 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충분과 보통이라는 응

답자가 49.2%이며, 부족과 매우 부족이 50.8%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다. 반면 사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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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만족은 없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17.1%이다. 그

리고 부족과 매우 부족이 82.9%로 나타나,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수

입 만족도가 생 에서 일하는 여성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4>참

조).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매우 부족 11(11.0) 6(9.3) 5(14.3)

부족 51(51.0) 27(41.5) 24(68.6)

보통 33(33.0) 27(41.5) 6(17.1)

충분 5(5.0) 5(7.7) -

매우 충분 - - -

합 계 100(100.0) 65(100.0) 35(100.0)

<표 4-34> 노동수입 만족도

8) 사회보험 가입

재의 일자리에서 4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응답자는 과반수를 약간 넘는 수

이다. 국민연 가입자는 51.6%, 건강보험 가입자는 52.2%, 고용보험 가입자는 57%,

산재보험 가입자는 53.8%이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고용보험율 가입

은 63.6%, 산재보험 가입율은 58.2%로 사업공동체 여성의 47.4%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3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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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국민연

가 입 48(51.6) 28(52.8) 20(50.0)

미가입 45(48.4) 25(47.2) 20(50.0)

합 계 93(100.0) 53(100.0) 40(100.0)

건강보험

가 입 48(52.2) 27(51.9) 21(52.5)

미가입 44(47.8) 25(48.1) 19(47.5)

합 계 92(100.0) 52(100.0) 40(100.0)

고용보험

가 입 53(57.0) 35(63.6) 18(47.4)

미가입 40(43.0) 20(36.4) 20(52.6)

합 계 93(100.0) 55(100.0) 38(100.0)

산재보험

가 입 50(53.8) 32(58.2) 18(47.4)

미가입 43(46.2) 23(41.8) 20(52.6)

합 계 93(100.0) 55(100.0) 38(100.0)

<표 4-35> 사회보험 가입여부

9) 교육훈련 경험과 필요성

○ 교육훈련 경험

재 하고 있는 일과 련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이 있다는 응답자는 76.4%

이며, 교육훈련을 받은 이 없다는 응답자는 23.6%이다(<표 4-36>참조).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있다 81(76.4) 53(80.3) 28(70.0)

없다 25(23.6) 13(19.7) 12(30.0)

합 계 106(100.0) 66(100.0) 40(100.0)

<표 4-36> 일과 련된 교육․훈련 유무

○ 교육훈련내용

응답자가 가장 많이 받은 교육내용은 ‘사업공동체가 가진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

으로 응답자의 54.6%가 받았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교육은 ‘리더십 인간 계교

육’으로 41.7%가 받은 이 있다. ‘제품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을

받은 응답자는 38%이며, ‘회계 사무에 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14.8%이다

(<표 4-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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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내용 받았음 받지 않았음 합계

사업공동체가진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 56(54.6) 49(45.4) 108(100.0)

제품 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41(38.0) 67(62.0) 108(100.0)

회계 사무에 한 교육 16(14.8) 92(85.2) 108(100.0)

리더십 인간 계 교육 45(41.7) 63(58.3) 108(100.0)

<표 4-37> 교육훈련내용

○ 교육훈련 방식

교육훈련 방식으로는 생 이나 시민단체의 교육 로그램이 4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공동체에 참여자 문가가 있어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17.5%로 나타났다. 공공 사설 직업훈련기 의 교육 로그램 참가는 15.7%이다.

사업공동체 참여자의 상호주도학습 방식도 12.7%이다. 국내외 세미나 등 참여가

4.2%, 해외 견학이 3%로 나타났다(<그림 4-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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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교육훈련 방식( 복응답) 

○ 교육훈련의 필요성

응답자의 79.4%가 재 하고 있는 일과 련해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4.9%만이 일과 련한 교육훈련이 필요없다라고 응답하 다. 생활 동

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이고, 사업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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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일하는 여성은 이보다 높은 83.8%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표

4-38>참조).

구 분 체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필요없다 - - -

필요없다 5(4.9) 4(6.2) 1(2.7)

보통이다 16(15.7) 11(16.9) 5(13.5)

필요하다 68(66.7) 43(66.2) 25(67.6)

매우 필요하다 13(12.7) 7(10.8) 6(16.2)

합 계 102(100.0) 65(100.0) 37(100.0)

<표 4-38> 일과 련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으로 ‘리더십 인간 계 교육’을 드는 응답자가

32.0%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제품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사업

공동체가 가진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을 드는 응답자가 각각 25.8%로 많다. 응답자

의 14.4%는 ‘회계 사무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 다.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제품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

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리더십 인간 계교육

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0.6%로 많다. 이에 비해 생활 동조합의 경우, 리더십

인간 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사업공동체가

가진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9.5%로 많다(<표

4-3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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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사업공동체가 가진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 25(25.8) 18(29.5) 7(19.4)

제품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25(25.8) 12(19.7) 13(36.1)

회계 사무에 한 교육 14(14.4) 10(16.4) 4(11.1)

리더십 인간 계 교육 31(32.0) 20(32.8) 11(30.6)

기타 2(2.1) 1(1.6) 1(2.8)

합 계 97(100.0) 61(100.0) 36(100.0)

<표 4-39>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10) 일의 지속성 여부

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자는 84%, 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16%로 나타나, 부분의 여성이 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 으로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0>참조).

구 분 체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있 다 89(84.0) 57(86.4) 32(80.0)

없 다 17(16.0) 9(13.6) 8(20.0)

합 계 106(100.0) 66(100.0) 40(100.0)

<표 4-40> 일의 지속성 여부

계속 일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로 개인 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서와 경제 자립이 어려워서를 드는 비율이 각각 31.3%로 가장 많다(<표 4-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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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경제 자립이 어려워서 5 31.3

일의 사회 , 환경 가치가 낮아서 1 6.3

개인 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5 31.3

장래 비 이 없어서 3 18.7

기 타 2 12.4

합 계 16 100.0

<표 4-41> 일을 계속 하지 않는 이유

11) 일자리에 한 인식

<표 4-42>은 재의 일자리에 해 참여여성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각각의 질문항목에 한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 동기 이외에 환경 ,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

운 방식의 일자리이다’ 에 해 응답자 평균 수가 4.06 으로 나타나, 그 다(4 )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질문항목은 4.12 을 받아,

응답자들이 그 다(4 )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는 질문항목도 4.13

을 기록해, 응답자들이 그 다(4 )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자발성과 시민성에 기 해 여성이 창출한 사회 일자

리이다’의 질문항목은 3.88 을 받아, 그 다(4 )에 약간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3.81 을 부여했고,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은 4.0 을 부여해,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더 높은 평가를 하 다.

‘사업공동체 방식의 이런 유형의 일은 육아 등으로 취업경력이 단 된 여성들에

게 안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질문에 해서는 3.85 을 부여해, 그 다(4 )에

약간 못미치는 평가를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하므로 출퇴근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에

해서는 4.10 을 부여해, 그 다(4 )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생활 동조합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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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은 4.38 을 부여하 고, 사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은 3.65 을 부여해,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 으로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노동시간 선택이 비교 자유로워 가사 자녀양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에 해서는 3.72 을 부과하여, 그 다(4 )에 약간

못미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재 하고 있는 일이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기여한다라는 항목에

해 각각 4.12 , 4.13 을 부과해 가장 높은 평가 수를 주고 있다.

문 항

응답

자수

(명)

수

생활

동

조합

사업

공동

체

t값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 동기 이외에 환경 ,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이다.
108 4.06 4.12 3.95 2.021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108 4.12 4.13 4.10 0.816

내가 하고 이 일은 자발성과 시민성에 기 해 여성이

창출한 사회 일자리이다.
107 3.88 3.81 4.00 7.799*

사업공동체 방식의 이런 유형의 일은 육아 등으로

취업경력이 단 된 여성들에게 안 일자리를 제공한다. 
107 3.85 3.79 3.95 3.064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하므로 출퇴근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105 4.10 4.38 3.65 4.164*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노동시간 선택이 비교 자유로워

가사 자녀양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108 3.72 3.85 3.50 0.395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다. 107 4.13 4.16 4.08 3.419

주: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 

    * p<0.05

<표 4-42>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인식

응답자의 60.2%는 재 일하고 있는 조직이 사회 기업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

으며, 15.7%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10). 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10) 응답자에게 사회 기업에 한 기 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 음. ① 비 리조직과 리기업의

간형태임 ②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 목 을 추구함 ③ 수익창출을 하나, 주

주나 소유자를 한 이윤을 최 화하는 것이 아님. 잉여 을 단체나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④ 참여자가 공동경 , 공동책임을 지는 민주 차로 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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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동조합과 사회 기업이 유사하다는 응답자가 61.7%이다. 사업공동체에서 일

하는 여성의 경우, 사업공동체가 사회 기업과 유사한다는 응답자가 57.5%로 나타

났다. 생 에서 일하는 응답자가 사업공동체 응답자에 비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생

이 사회 기업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조 더 하고 있다(<표 4-43>참조).

구 분 체 응답자 생활 동조합 사업공동체

유사하지 않다 1(0.9) - 1(2.5)

유사하지 않다 16(14.8) 11(16.2) 5(12.5)

보통이다 26(24.1) 15(22.1) 11(27.5)

유사하다 46(42.6) 29(42.6) 17(42.5)

매우 유사하다 19(17.6) 13(19.1) 6(15.0)

총 계 108(100.0) 68(100.0) 40(100.0)

<표 4-43> 재 일하고 있는 조직의 사회 기업 유사성

12)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지원

<표 4-44>는 재 일을 하고 있는 사업공동체의 활성화를 해 필요한 9가지

지원항목에 한 필요도를 보여주는 표이다.

첫째,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환경 사회 가치를 고려한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성’의 경우, 4.18 으로 나타나, 필요하다(4

)를 약간 넘는 수 이다.

둘째,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은 4.33 을 받아, 필요하다(4 )를 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를 받았다.

셋째, ‘사업경 에 필요한 정보 자문제공’은 4.03 을 받아, 필요하다(4 )라고

보고 있다.

넷째, ‘ 로처 개발 등 마 지원’의 경우 3.97 을 받아, 필요하다(4 )라고 보

고 있다. 특히 사업공동체의 경우, 4.26 으로 나타나, 생 3.77 에 비해 로처 개

발과 마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사업자 리 이용’은 3.92 으로 나타나나, 필요하다(4 )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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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 은 3.87 , 사업공동체는 4.0 으로 나타나, 사업공동체 참여자가 사업자

리 이용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섯 번째, ‘ 참가자 재교육 훈련지원’은 4.05 으로, 필요하다(4 )하고 있다.

일곱 번째, ‘국내외 유사모델사업 정보제공 경험공유’은 3.99 으로, 필요하다

(4 )하고 있다.

여덟 번째, ‘사업 세 감면’은 4.16 으로 필요하다(4 )로 나타났는데, 생 이

4.08 , 사업공동체가 4.29 으로 나타나, 사업공동체가 세 감면을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홉 번째, ‘사회보험(국민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부담 지원’은

4.05 을 받아 필요하다(4 )로 나타났으며, 생 이 3.96 , 사업공동체가 4.18 으로

나타나 사업공동체가 사회보험 부담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문 항
응답자

수(명)
수

생활

동

조합

사업

공동체
t값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환경 사회 가치를

고려한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성

99 4.18 4.23 4.11 0.128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 92 4.33 4.37 4.26 0.026

사업경 에 필요한 정보 자문제공 86 4.03 3.90 4.24 1.180

로처 개발 등 마 지원 86 3.97 3.77 4.26 0.377

사업자 리 이용 87 3.92 3.87 4.00 0.278

참가자 재교육 훈련지원 86 4.05 4.06 4.03 0.773

국내외 유사모델사업 정보제공 경험공유 88 3.99 3.96 4.03 0.067

사업 세 감면 86 4.16 4.08 4.29 1.429

사회보험(국민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 지원
85 4.05 3.96 4.18 0.316

주: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   

<표 4-44> 사업공동체 활성화 지원책의 항목별 필요도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필요한 지원책 우선순 가 높은 지원책에 해 응

답자의 25.0%가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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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문화조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이어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이

19.7%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우선순 가 높은 지원책은 ‘

로처 개발 마 지원’으로 응답률이 12.1%이다. ‘사업경 에 필요한 정보 자

문제공’과 ‘참가자 재교육 훈련지원’의 경우, 각각 10.6%로 나타났다. ‘사업자

리 이용’과 ‘국내외 유사모델사업 제공 경험공유’는 각각 9.1%로 나타났다. ‘사

업세 감면’은 우선순 에서 가장 낮은 3.8%로 나타났다(<그림 4-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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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사업공동체 활성화 우선지원 정책( 복응답)

13)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요구수

<표 4-45>는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개별 서비스의 요구수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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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응답자
수(명)

수
생활 동
조합

사업공동체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89 4.33 4.25 4.42

노인돌 서비스 88 4.18 4.13 4.25

보육 방과후 교실 90 4.32 4.31 4.34

친환경 제품생산과 매 85 4.31 4.36 4.23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식당․카페 운 87 4.28 4.31 4.21

평생교육 문화사업 90 4.37 4.36 4.37

주: 필요없음 1 , 필요없음 2 , 보통 3 , 필요함 4 , 매우 필요함 5 .  

<표 4-45>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요구도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의 경우 4.33 을 받아, 필요하다(4 ) 수 을

넘고 있다.

‘노인돌 서비스’도 4.18 을 받아, 필요하다(4 ) 수 을 넘고 있다.

‘보육 방과후 교실’의 경우, 4.32 으로 필요하다(4 )의 수 을 상회하고 있

다.

‘친환경 제품생산과 매’도 4.31 을 받아, 필요하다(4 ) 수 을 넘고 있다.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식당․카페 운 ’의 경우 4.28 으로 필요하다(4 ) 수

을 넘었다.

‘평생교육 문화사업’은 가장 높은 수인 4.37 으로 받았고, 역시 필요하다(4

) 수 을 넘고 있다.

지역사회에 우선 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서는 ‘보육 방과후 교실’이

23.2%로 가장 많다. 이어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가 20.4%로 두 번째로

많고, 평생교육 문화사업이 19.7%로 많다.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식당․카페

는 15.5%, 노인돌 서비스와 친환경제품 생산과 매가 각각 10.6%로 나타났다

(<그림 4-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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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선순 서비스( 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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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요약 정책 시사

본 4장의 서울시 여성 사회 일자리 참여는 두 유형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첫째, 소득층 자활을 지향하는 자활공동체의 여성 참여를 조사하 다. 둘째, 비

리민간단체 생활 동에서 사회 , 환경 목 을 지향하는 사업공동체의 여성 참

여를 조사하 다.

○ 자활공동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73개 자활공동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의 74.4%가 여성으로 나타나, 자활공동

체가 소득층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연령은 40 여성이 52.6%로 가장 많고, 50 이상도

30.3%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혼인상태는 이혼과 사별이 43.1%로, 여

성 가장이 많다. 가구원 에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돌 야할 가구원이 있는 여성이

30.9%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 거주자가 12%에 불과하며, 월세 거주자가 53%

이다. 이런 조사결과는 자활공동체가 돌 야 할 가구원이 있으며, 주거가 불안정한

장년기의 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이러한 인구학 특성은 자활공동체 정책에 성인지

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둘째,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52.5%가 간병․산후․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으

며, 26.8%는 도시락․음식물 매사업을 하고 있다. 주당 평균 거의 50시간을 일하

나, 월평균 노동수입은 78.9만원이다. 자활공동체의 여성 일자리는 장시간 돌 노동

에 낮은 노동수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64.6%는 자활공동체 참여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

각을 하 으며, 그 이유로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26.4%로 가장 많고, 생계유지

가 어려워서가 19.8%, 건강상 문제가 19.3%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 여

성의 84.4%는 자활공동체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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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일자리가 장시간 노동에 낮은 수입이란 속성을 가진 만큼, 일이 힘들고, 생

계유지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장년의 학력여성이 달리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를 통해 지속 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77.1%는 일이 성에 맞아서 참여했다고 하며,

64.2%는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단되어 참여했다고 답하 다.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72.2%는 개인 인 문제 발생시 동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있어, 자활공동

체가 소득층 여성들의 사회 지원망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 여

성의 83.2%는 더 나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문지식을 습득하는 노력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여성의 65.5%는 자활공동체 일자리를 통한 수

입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정부 보조 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

다.

소득층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활공동체가 특히 소득층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은 장시간

노동에 낮은 노동수입을 벌고 있으나, 지속 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일할 의향이 있

다. 자활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소득층 여성을 한 사회 일자리와 소득이 증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해 서울시의 극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 지원을 해서는 자활공동체 소 부서인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 의

력체계가 필요하다.

○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조사결과

지역에 기반을 둔 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의 여성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에 한 심과 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비 리여성단체가 지역에 기반한 여성 사회 일자리 창출에 해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서 자원 사활동을 하던 회원이 자원 사활

동을 문화하여 직업으로 발 시키는 사례도 생기고 있으며, 단체 운 비를 확보하

기 해 회원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체의 수익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민단체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회원들 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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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어, 극 으로 나서는 단계에 있지는 않다.

둘째, 조합원의 부분이 여성인 지역생활 동조합의 경우, 일본의 표 사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생 의 워커스 컬 티 방식으로 여성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인 여성들의 일본 워

커스 컬 티 견학방문, 워커스 컬 티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리고 생 을 통해 재 은 숫자이기는 하나, 여성들의 사업공동체가 형성되어 활

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 19개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고 있는 곳은 3개 기 이며, 이들 기 은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향후 사회 기

업 형태로 발 시키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여성직업훈련기 은 사회 기업 방식

으로 여성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향후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 사업공동체 조사결과

지역 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을 모태로 형성된 6

개 사업공동체에 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공동체 결성 시기는 2003년에 결성되어 4년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공동체가 3개이며, 2005년에 결성되어 2년째 되는 사업체가 1개, 2006년 12월과

2007년에 결성되어 1년이 채 안되는 사업공동체가 2개이다. 비록 은 수이기는 하

나, 2003년부터 사업공동체가 매년 1-2개씩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사업

공동체가 결성되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해체된 사업공동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사업공동체 결성이 사회 상으로 드러날 수 은 아니지만, 지속 으로 명

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업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청소년 상의 문화교육체험학습을

하는 사업공동체가 2개, 친환경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업체가 2개, 친환경 먹거리 생

산을 하는 사업체가 2개이다. 생활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여성들에게 친숙하고

근하기 용이한 분야에서 사업공동체가 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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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업공동체 결성의 주된 동기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면, 우선 생활 동조합

차원의 새로운 사업방향이 계기가 되어 결성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생활 동조합의

조합원인 지역사회 여성의 요구가 직 인 동기가 되어 설립된 경우가 있다. 마지

막으로 자원 사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활동을 문화하고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

에서 사업공동체를 설립한 경우가 있다. 지역사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응하고, 그리고 직업으로써 문 으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결합하여 사

업공동체가 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업공동체의 자본 규모는 사업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매장과 생

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먹거리 생산 매를 하는 사업공동체의 자본 규모가 가장

크고, 특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청소년 체험학습 사업공동체는 기 자본

이 없이 시작하 다. 사업공동체 부 재 자본 이 기자본 에 비해 증가하

고, 참여 인원도 1개를 제외하고 상유지, 는 증가하 다. 사업경비를 제외한 수

익 을 창출한 사업공동체는 3개이다. 사업확 를 해 수익 을 립하고 있는 사

업체는 5개이다. 사업공동체의 사업규모가 크게 확장하지는 않고 있으나, 상유지

는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 표자는 사업공동체의 지속가능

성과 확 가능성에 해서는 정 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 기업으로 발 시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업공동체의 노동방식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먹거리 생산 매를

하는 사업공동체는 정해진 시간 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반면, 친환경 제품을 생산

하는 사업공동체는 1주일에 하루 정해진 공동작업요일에 함께 일하고, 이후 개인별

로 유연한 방식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공동체의 노동방식과 시간은 탄력 인

방식으로 운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사업공동체가 받고 있는 공공지원의 유형을 보면 공동작업장을 제공받은

사업체가 2개, 사업자 리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체가 1개 다. 먹거리 생산 매

를 하는 사업공동체 2개는 민간시설을 임 하 고, 4개 사업체는 공공 는 개인,

지역단체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사업공동체 형성과 지속에 공동작업장을 지원 받

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공동체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실비의 공동작업장 지원을 드는 경우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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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일자리 참여 여성 설문조사 결과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 직업훈련기 을 모태로 형성된 사

업공동체에서 일하는 여성 지역생활 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여성 연령은 40 가 53.7%로 가장 많고, 30 가 35.2%이다. 기혼 여

성이 88.8%로 유배우자율이 높고, 졸 이상 학력자가 57.5%로 학력수 이 높다. 가

구의 주소득원은 배우자가 85.8%이며, 자녀수는 2명이 80.2%이다. 계층소속감은

산층이 93.5%, 자가 거주자가 67.3%이다. 일자리 이 에 직업활동을 한 여성이

73.1%이다. 직업활동자의 39%가 사무직, 22.1%가 문직 종사자 으며, 직장 단

이유로 53.2%가 출산과 자녀양육을 들고 있다. 즉 고학력의 경력단 산층 소속

감을 가진 30-40 여성으로, 가구 주 소득원이 배우자인 여성들이 사회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참여시기가 1년이 채 안되는 참여자가 42.9%로 가장 많고, 2년이

채 안되는 참여자가 20.4%로 나타나, 참여자의 63.3%가 일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이

다. 4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은 20.4%이다.

셋째, 일자리 참여동기로 사회 , 환경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참여했다는 여성

이 42.3%로 가장 많고, 가사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서 참여했다는

여성이 27.9%로 두 번째로 많다.

넷째, 참여 여성의 61.7%를 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를 해 자본 출자를 하

고, 출자자 한 명당 평균 출자액은 약 110만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동시간을 보면, 주당 5일을 일하는 참여자가 59.1%로 가장 많으며, 3

일이 17.2%, 4일이 11.8%이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이 33%, 20시간 미만

일하는 여성이 33%, 20시간-39시간 일하는 여성이 33%로 나타나, 노동시간 가 다

양하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6.7시간으로, 시간제 노동이란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참여 여성의 한달 평균 노동수입은 약 50만원이며, 정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수입은 이보다 26만원 많은 76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 일하면서 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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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가입한 여성은 과반수를 약간 넘고 있다.

일곱 번째, 참여 여성의 79.4%는 재 하고 있는 일과 련해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필요한 교육내용은 리더십 인간 계 교육이 32%로 가장 많

고, 제품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이 25%, 사업공동체가 가진 노동

의 의의와 필요성이 25.5%이다. 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여성이 84%로

나타나, 부분의 여성이 일을 지속 으로 할 의지가 있다.

여덟 번째, 참여 여성들은 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

는 일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경제 동기 이외에 환경 ,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라고 생

각하고 있다. 그리고 60.2%가 재 일하고 있는 조직이 사회 기업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아홉 번째, 재의 사업공동체가 활성화되기 해 필요한 지원으로, 사회 기업

이나 윤리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성을 드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을 드는 경우가

19.7%로 두 번째로 많다.

열 번째, 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보육 방과후 교

실이 23.2%로 가장 많고, 청소년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서비스가 20.4%, 평생교육

문화사업이 19.7%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성 사회 일자리 활성화에 한

다음의 정책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기반 여성 사회 일자리 정책

에서는 자활공동체 방식으로 소득층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 그리고 지

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사회 가치 추구형 사업을 지역사회

여성들이 사업공동체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약 3/4이 여성이며, 이들 여성의

부분이 간병․가사도우미, 음식물 제조 매 일을 하고 있다. 참여 여성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노동수입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에서 희망을 갖고 지속 으로 일하

고자 한다.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들의 노동수입을 극 화하고, 일자리 지속성을

해 자활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해 극 인 행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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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 자활공동체의 행정 지원 부서는 복지국이지만, 자활공동

체의 여성 참여가 높다는 에서 여성정책과에서도 자활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지

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비 리여성단체와 조합원의 부분이 여성인 지역생활 동조합, 그리고 여성

직업훈련기 을 모태로, 여성들이 사업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안 일자리를 창출하는

움직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참여자의 부분은 고학력의 경력단

여성으로 나타났다. 노동수입은 으나, 일이가진 사회 , 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부분이 재의 일을 지속 으로 할 의향이 있다.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에 지역

사회에 기반해 형성되고 있는 사업공동체 방식의 이러한 여성 사회 일자리를 포

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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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제안

제1 정책방향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과 여성인력개발정책에 소득층 여성과 경력단 고학

력 여성을 한 사회 일자리 활성화를 정책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서울시 여성정책과의 여성 일자리 정책에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그리고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에 기반한 사업공동체를 통해 창출

되는 여성 사회 일자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층 자활을 한 복지부의 자활공동체 노동부의 사회 일자리사업, 사회

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70% 이상이 여성 일자리이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사회 일자리사업단, 사회 기업 정책에 성인지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

정책과는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이 여성정책과의 업무소 은 아니지만, 참여자의

부분이 여성이라는 에 주목하고,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 소 행정부서와

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는데 극 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과에서

는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를 들

면 19개 직업훈련기 과 여성발 기 을 통해 자활공동체와 사회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할 수 있다.

여성정책과에서 재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 고학력 여성을 한 일자리 사업

에서는 지역비 리여성단체, 지역생활 동조합, 여성직업훈련기 을 통해 창출되는

지역사회 기반형 사회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사업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 ․환경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안노동 방식의 일자리가 갖는 의의를 인식하고,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략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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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추진 략

1. 행정 력네트워크 구축

여성 사회 일자리 사업에 련되는 부서들이 상호지원 력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자활공동체는 복지국에서,

사회 기업은 산업국의 업무소 으로 되어있다. 경력단 고학력 여성이 많이 참여

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학습 문화교육은 학교와 연 되어 있어, 교육기획 의

조가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 은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사업단 참여

자 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하여, 행정 력네트워크 구축에 주도 역할을 할 필요

가 있다.

2. 기 별 역할분담과 네트워킹으로 자원의 최 활용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 사회 기업, 생활 동조합, 여성발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비 리여성단체별로 각각의 조직이 가진 자원과 강 이 있

다. 이들 조직들이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사회 일자리 창출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직간 네트워킹을 맺어 사업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략 으로

추진한다.

3.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에 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서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에 한 심이 막 시작단계에 있는 만

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그리고 실제 사업공동체를 만들어 일하고 있

는 참여자, 생활 동조합이나 지역여성단체, 여성직업훈련기 등의 실무자들도

거모델 정보부족을 애로 으로 들고 있다. 사회 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

일자리에 한 앙정부 차원의 사업과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서울시

나 자치구로 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 일자리나 사회 기업이 활성화되

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역할이 특히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

회 반 으로 사회 기업에 한 인식수 이 높아질수록 사회 기업이 활성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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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에 한 공공기 시민사

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제3 추진사업

1. 사회 일자리 인식 확 와 정보공유 사업

1) 여성취업박람회에 사회 기업 부문 신설

서울시 여성취업박람회에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사회 일자리사업단, 지역비

리여성단체 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 등을 사회 기업 부문으로 포 하여,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취업박람회에 사회 기업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부문에 한 사회의 인식수 을 높일 수 있으며, 여성들의 일자리 선택기회 확 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2) 사례 발표회를 통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지원

생활 동조합이나 지역여성단체의 사업공동체(워커스 컬 티 , 두 사업단), 자

활공동체, 사회 기업에 한 사례발표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사업체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정책과가 산지원을 하고, 서

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회에서 사례발표회를 기획, 개최할

수 있다.

3) 윤리 소비운동 지원사업

서울시는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 생활 동조합 등의 사업이 갖는 사회 ․환

경 가치를 홍보하고, 윤리 소비에 한 홍보와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

도록 한다. 여성발 기 사업으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윤리 소비운동사업을 지

원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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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결정자 실무자의 이해 증진 사업

1) 공무원 상 사회 기업 교육연수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상으로 사회 기업에 한 세계 동향과 의의에

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우선 으로 사회 기업과 한 계가 있는

복지 여성, 산업, 환경 분야 공무원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상 사회 기업 교육 연수는 사회 기업교육연수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탁

하거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2) 여성 직업훈련기 실무자 연수교육 실시

서울시에는 여성의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19개의 여성직업훈련기 이 있다. 서울시 여성발 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는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 기업으로 발 시킬려는 기

차원의 의지가 있다. 그러나 사회 기업에 한 정보나 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애로 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정책과 차원에서 여성 직업훈련기 실무자 상으로

사회 기업에 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기업을 지원하고

실무자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기업 련 민간단체가 설립되었으므로, 여성정책과

에서 이들 단체에게 산지원을 하고 교육을 탁할 수 있다.

3. 기 별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1) 여성직업훈련기 과 자활지역센터의 연합사업 지원

서울시에는 여성 직업훈련교육 취업알선을 문 으로 하고 있는 여성직업훈

련기 이 19개가 있다. 서울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74%가 여성이며, 자활공동체가

성공하고,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직업훈련과 상담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를 한 직업훈련과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교육, 여성상담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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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 센터에서 자활공동체, 사회 기업을 한

직업훈련이나 상담, 리더십, 인간 계 등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지원을 하

고, 사업 권장을 하도록 한다. 여성정책과는 여성직업훈련기 과 자활지역센터가 연

합사업을 할 경우, 산지원을 하도록 한다.

2) 여성직업훈련기 의 여성 사회 기업 연구회 결성과 지원

19개 여성직업훈련기 과 여성정책과가 참여하는 여성 사회 기업 연구회를 결

성하도록 한다. 여성정책과에서 연구회 운 에 필요한 담인력 인건비와 운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한다. 여성 사회 기업 연구회 운 을 통해, 여성 사회 기업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단되면, 여성직업훈련기 부설로 여성 사회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여성 사회 기업지원센터의 운 경비는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한

다.

3) 지역 네트워킹 사업 발굴과 지원

자활공동체, 지역생활 동조합, 지역비 리단체나 생활 동조합에 기반한 사업공

동체, 지역여성단체, 여성직업훈련기 , 자치구, 학교, 복지시설 간에 다양한 네트워

킹 사업을 할 수 있다. 를 들면 자활공동체의 도시락․음식 매 사업체가 지역생

과 연 하여 친환경 음식사업을 도모할 경우, 서울시에서 이들 사업체가 공공보육

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에 친환경 식을 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활공

동체의 간병사업체가 여성직업훈련기 이나, 지역생활 동조합과 연계하여 사업규모

를 확 할 경우,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사회 기업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활공동체의 67%가 4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체로 참여자

의 연령이나 학력수 을 고려하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자활

공동체와 지역여성단체 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가 업종이 유사한 경우, 연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를 들면 친환경 제품 생산( 안생리 , 장바구니 등)

을 하는 사업공동체와 자활공동체가 연 하여, 제품 생산과 마 등의 업무분담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거둘 수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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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한 지역 네트워킹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4. 정보수집과 제공 사업

1)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경제활동 련 정보수집과 제공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 참여가 많은 사회 기업, 생활 동조합이나 여성단

체에서 생된 사업공동체에 한 정보 수집 정보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여성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 섹션을 개설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공동체 창업 시에 공공기 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사

업장 등에 한 정보 제공과 자문,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

다.

5. 기타 련사업

1) 공동작업장 제공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나 사회, 환경 가치를 제공하면서 사회 기업 방식

으로 운 되는 여성 사업공동체에 해 렴한 임 료의 공동작업장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해 리비만 받

고 사무실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기반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사

업공동체를 해 자치구별로 사업공동체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공동작업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

성 사업공동체가 렴한 임 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마을’ 시범사업 실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마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여성 요구가 많은 보육

방과후 교실 서비스를 지역여성이 사업 공동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여성의 욕구를 지역여성이 사회 일자리나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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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직 해결하는 모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이나

문화사업도 지역여성의 사업공동체 일자리 방식으로 직 운 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3) 여성발 기 의 여성경제활동 참여 진사업의 활용방향

2007년 서울시 여성발 기 의 여성경제활동참여 진사업은 11개이다. 이 8개

사업이 간병 장애활동보조인, 보육, 문화 술강사양성 등의 사회서비스 련 교

육훈련사업이었다. 그리고 1개 사업은 여성 사회 기업 기반구축사업(방과후교사)

을 한 연구사업이었다. 이들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사업단체가 지역 기반이 없어

서울 역에 걸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고, 사후 리도 어려워 사업 효과성이 낮다

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교육훈련사업은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문 으

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복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발 기 의

여성경제활동참여 진사업에서 사회서비스 교육훈련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시와 유도를 하도록 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진사업의 공모 주제의 하나로 여성 사회 일자리, 사회 기업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여성직업훈련기 의 맞춤교육 운 방향

여성정책과에서는 경력단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사업의 하나로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맞춤교육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맞춤교육사업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공동체 방식의 사회 일자리에 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춤

교육사업에 지역비 리여성단체 생활 동조합의 사업공동체를 한 교육사업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맞춤교육사업을 통해 배출된 여성이 지역사회를 심으

로 사업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맞춤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 사회 일자리 지원 항목 설정

여성 사업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에 자치구의 지원 공무원의 력이 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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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서 공동작업장이나 매장을 제공한 경우, 사업공동체나

생활 동조합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 다. 자치구 공무원이 지역환경문

제나 아동․청소년교육사업에 지역여성단체와 극 력 계를 가진 경우, 사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 여성 사회 일자리

지원사업을 평가항목에 넣고 평가비 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평가단은 자치구

에 여성 사회 일자리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한 가이드라인이나 사례를 사 에

제공하도록 한다.

6) 여성직업훈련기 의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 사업공동체 운 장려

여성직업훈련기 에서 노동부 사회 일자리사업단을 운 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운 하는 기 에 재정 인센티 를 제공하고, 평가에 가 을 부여할 수 있다. 여성

직업훈련기 이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사업공동체 방식으로 운 되는 사업공동체 창

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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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사업공동체 표자 설문지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공동체 표자용>

단체명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사업공동체의 황을 악하기 한 것입니다. 사업공동체에 한

표자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지역사회내 여성의 사회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의견을 반 하는 데 목 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지역사회내 여성의 사회 일자리 활성화를 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 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설문조사와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신경희 연구 원 (tel: 02-2149-1251, skhee@sdi.re.kr)

강은나 연구원 (tel: 02-2149-1211, kang1211@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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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업공동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공동체에 한 일반 인 사항을 묻는 질

문입니다.

질 문 응 답

1. 사업공동체 시작시기 년 월

2. 사업공동체 모태가 된 단체

( 련된 단체를 모두

어주십시오)

3. 사업공동체 시작동기

4. 사업아이템 선정이유

① 사업 망이 있어서

②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라서

③ 참가자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라서

④ 기타( 구체 으로 )

5. 사업공동체의

사업자등록여부

① 개인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② 리법인 사업자등록 ③ 비 리법인 사업자등록

④ 미등록

6. 사업공동체의 사회보험

(4 보험) 

  가입여부

구 분
참여자
모두가입

참여자
일부가입

미가입

국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내용

① 친환경 제품 생산과 매

②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매

③ 친환경 제품 매

④ 교육 체험학습 로그램 제공

⑤ 기타 (                       )

8. 운 원칙 는 정 여부 ① 있다 ②  없다

9. 참여인원 기 명,  재 명

10. 기 자본 총액               만원

11. 재 자본 총액               만원

12. 자본 확보 방식

․ 사업공동체 참가자 출자 총 만원

․ 생 조합원 개인출자 총 만원

․ 생 단체출자 총 만원

․ 공공기 융자 총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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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응 답

13. 필요 물품 장비( , 재 틀) 

   무상지원 여부

① 공공기 무상지원 ② 개인 무상지원

③ 기타 (                         )

④ 지원받은 이 없다

14. 작업장(사업장) 임 방식

① 공공기 (서울시, 자치구 등) 무료제공

② 공공기 (서울시, 자치구 등) 임

③ 개인소유자 무료제공

④ 민간시설 임

⑤ 기타 (                  )

14-1. 작업장 임 유형 임 료

① 세 (보증 만원)

② 월 세 (보증 만원, 월세 만원) 

③ 무료임 인 경우, 리비 지불 여부:

         지불한다.              지불안한다.

15. 사업공동체의 지난 3개월(8, 9, 

   10월)간 한달평균 매출액
                   만원

16. 지난 3개월간 인건비, 재료비, 

   운 비를 제외한 수익창출여부
① 있음 ② 없음

17. 사업공동체 확 를 해

   수익 을 립하는 여부
① 립하고 있음 ② 립하지 않고 있음.

18. 사업공동체의 수익 는

생산물품의 일부를 지역사회

는 단체사업에 환원하는 여부

                           

19. 사업공동체의 노동방식에 한

    질문

20. 지난 3개월간 참여자가 노동의

가로 한달평균 얼마를

받았습니까?

① 노동시간에 계없이 같은 임 을 받는다.

    월 원

②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임 에 차이가 있다.

   최고 원 ~ 최 원

③ 작업의 기술이나 요도에 따라 임 에 차이가 있다.

   ․ 책임자 는 상근자:            원, 

   ․ 시간제 는 트타임: 시간당 원

   ․ 기타: 

21. 매 방식

( :주문 매, 매장 매, 학교 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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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응 답

22. 공공기 (국가, 서울시, 자치구 등)  

 의 지원유형 ( 복체크 가능)

① 사업 장소 지원 ② 리 융자

③ 사업홍보 ④ 사업 련 정보제공

⑤ 기타 (                  )

⑥ 없음

23. 사업공동체를 운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작업장 임 료 ② 시장 개척

③ 기술수 부족 ④ 자본조달의 어려움

⑤ 경 련 지식과 정보 부족

⑥ 세 부담이 큼

⑦ 참여자를 한 사회보험(국민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이 큼

⑧ 기타 (                                   )

※ 다음은 귀 사업공동체의 모태가 되는 단체와 련된 질문입니다.

질 문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24. 사업공동체의 모태가 되는 생 이나 단체에서는

여타분야로 사업을 확장(간병서비스, 노인돌 서비스

등)을 하고, 사회 기업을 지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단체에서 향후 지역사회에서 확 하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② 노인돌 서비스

③ 보육 방과후교실     ④ 친환경제품생산과 매

⑤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식당․카페 운     ⑥ 평생교육 문화사업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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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 사업공동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

다.

질 문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26. 우리 사업은 사업계속성을 한 노동의 가는 있으나, 

돈을 버는 것이 목 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사업은 사회 가치와 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사업은 참가자들이 경 자이자 노동자인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사업은 참여자가 독자 인 사업을 하도록 인큐베이

   역할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 사업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확 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사업공동체가 사회 기업으로 발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 사업공동체는 사회 기업으로 발 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 사업공동체의 사업아이템은 시장 경쟁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사업공동체의 사업아이템은 기존 시장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서울시, 앙정부 는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이나 정보에 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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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업공동체가 활성화되기 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해 ✔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귀 사업공동체에서 재 가

장 필요한 지원 2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질 문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
통
이
다

필
요
하
다

매우
필요
하다

우선
순
2가지
표시✔

37.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환경 사회 가치를

고려한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성

① ② ③ ④ ⑤

38.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 ① ② ③ ④ ⑤

39. 사업경 에 필요한 정보 자문제공 ① ② ③ ④ ⑤

40. 로처 개발 등 마 지원 ① ② ③ ④ ⑤

41. 사업자 리 이용 ① ② ③ ④ ⑤

42. 참가자 재교육 훈련지원 ① ② ③ ④ ⑤

43. 국내외 유사모델사업 정보제공 경험공유 ① ② ③ ④ ⑤

44. 사업 세 감면 ① ② ③ ④ ⑤

45. 참여자 사회보험(국민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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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사업공동체 참여자 설문지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공동체 참여자용>

조사표번호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공동체 참여자 황을 악

하기 한 것입니다. 사업공동체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여성 사회 일자리를 활성화하는데 목 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처리가 되므로 개별 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지역사회내 여성의 사회 일자리 활성화를 해 설문조사에 응

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 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설문조사와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신경희 연구 원 (tel: 02-2149-1251, skhee@sdi.re.kr)

강은나 연구원 (tel: 02-2149-1211, kang1211@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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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사업공동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1. 귀하가 재 사업공동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일을 비슷한 비 으로 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물품 생산 ② 물품 매

③ 회계 사무 리 업무

④ 교육 체험학습 서비스제공

⑤ 기타 (구체 으로 )

2. 사업공동체에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까? 

                년 월

(2006년, 2007년부터 시작하신 분만 해당 월을 기입)

3. 사업공동체 참여 이 에 생 이나

시민단체활동을 하셨습니까? 

① 활동경험이 있다 (         년 월부터

활동함)

② 활동경험이 없다

4. 귀하는 사업공동체 창업에 필요한

자본 을 출자하 습니까?

① 출자함(출자액은 원, 기자재 출자

)   

② 출자안함

5. 사업공동체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 이유

② 사회 는 환경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③ 나의 능력과 성에 맞는 일이라서

④ 가사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서

⑤ 기타 (구체 으로 )

6. 사업공동체는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① 소비자생활 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②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③ 공공직업훈련기 을 통해서

④ 기타 (구체 으로 )

7. 사업공동체에서 귀하가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주일 일, 하루 시간,   시부터 시까지

- 1주일당 총 시간

8. 사업공동체에서 지난 3개월간 한달

평균 일에 한 노동의 가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달평균 원

 (없으면 0원으로 기입) 

8-1. 사업공동체를 통해 지난 3개월간

받은 노동의 가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9. 사업공동체에서 귀하가 하다고

여기는 노동시간과 노동의 가는

어느 수 입니까?

- 1주일 일, 하루 시부터 시까지 근무

- 노동 가는 월평균 원

10. 귀하는 사업공동체에 일하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국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가 입
② 미가입

① 가 입
② 미가입

① 가 입
② 미가입

가 입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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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 훈련에 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11. 사업공동체에서 일하기 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까? 

① 있다(11-1번으로)         ② 없다(12번으로)

11-1.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았습니까? (모두 선택)

교육․훈련 내용

(해당 칸에 ✔표 해주십시오)

교육․훈련 방식

(아래“교육․훈련 방식”에 제시된 번호를

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공동체가 가진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 (   )

② 제품 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     )

③ 회계 사무에 한 교육 (     )

④ 리더십 인간 계 교육 (     )

⑤ 기타( 구체 으로 )

교육․훈련 방식

① 생 이나 시민단체의 교육 로그램

② 공공 사설 직업훈련기 의 교육 로그램 참가

③ 사업공동체 참여자 문가가 있어서 교육을 받음

④ 사업공동체 참여자의 상호주도학습

⑤ 해외 련 단체 견학

⑥ 국내외 세미나 등 참여

⑦ 기타( 구체 으로 )

12. 사업공동체에서 일하기 해

귀하에게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니까?

①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2-1.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

     한 가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사업공동체가 가진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

② 제품생산이나 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③ 회계 사무에 한 교육

④ 리더십 인간 계 교육

⑤ 기타( 구체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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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의 지속성에 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13. 귀하는 사업공동체에서 계속

    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그 다(14번으로)       ② 그 지

않다(13-1번으로)

13-1. 그 지 않다고 하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① 경제 자립이 어려워서

② 노동시간이 길어서

③ 일의 사회 , 환경 가치가 낮아서

④ 개인 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⑤ 인간 계 유지가 어려워서

⑥ 장래 비 이 없어서

⑦ 기타( 구체 으로 )

■ 다음은 직업경력에 한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14. 사업공동체 참여 이 에

직업활동을 하신 이 있습니까? 
① 있음(14-1번으로)           ② 없음(16번으로)

14-1. 어떤 직업에 종사하셨습니까? 

① 경 ․ 리직

③ 기술직

⑤ 매․서비스직

⑦ 단순노무직

② 문직

④ 사무직

⑥ 기능직

⑧ 기타(               

 )

14-2. 종사상의 지 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자 업

③ 정규직

⑤ 기타(                )

② 무 가족종사자

④ 임시직

15. 이 의 직업활동을 그만 두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출산과 자녀양육때문에

② 일의 비 과 망이 없어서

③ 사업공동체에서 일하기 해

④ 계약기간 완료, 해고, 폐업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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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 문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6.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 동기 이외에 환경 ,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하고 이 일은 자발성과 시민성에 기 해 여성이

창출한 사회 일자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사업공동체 방식의 이런 유형의 일은 육아 등으로

취업경력이 단 된 여성들에게 안 일자리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하므로 출퇴근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노동시간 선택이 비교

자유로워 가사 자녀양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 문 응 답

23. 사업공동체에서 귀하가 하고 있는 일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4. 귀하가 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공동체가

사회 기업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설명 참조)

 ① 유사하지 않음 ② 유사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유사함 ⑤ 매우 유사함

※ 사회 기업이란? 

① 비 리조직과 리기업의 간형태임.

②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 목 을 추구함.

③ 수익창출 활동을 하나, 주주나 소유자를 한 이윤을 최 화하는 것이 아님. 잉여 을

단체나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참여자가 공동경 , 공동책임을 지는 민주 차로 운 됨. 



170

■ 귀 사업공동체가 활성화되기 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각각 어느 정도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해 ✔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귀 사업공동체

에서 재 가장 필요한 지원 두 가지에 ✔표해 주십시오.

질 문 필요하
지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우선
순
2가지
표시✔

25.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환경 사회

가치를 고려한 소비)에 한 사회 인식제고를

한 홍보 문화조성

① ② ③ ④ ⑤

26. 임 료가 렴한 공동작업장 제공 ① ② ③ ④ ⑤

27. 사업경 에 필요한 정보 자문제공 ① ② ③ ④ ⑤

28. 로처 개발 등 마 지원
① ② ③ ④ ⑤

29. 사업자 리 이용
① ② ③ ④ ⑤

30. 참가자 재교육 훈련지원
① ② ③ ④ ⑤

31. 국내외 유사모델사업 정보제공 경험공유 ① ② ③ ④ ⑤

32. 사업 세 감면 ① ② ③ ④ ⑤

33. 참여자 사회보험(국민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귀하의 동네에 다음과 같은 사업공동체 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

까? 각각에 해 ✔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으로 필요한 활동 두 가지

에 ✔표시해 주십시오.

질 문 필요하

지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우선

순

2가지

표시✔

34.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35. 노인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36. 보육 방과후 교실 ① ② ③ ④ ⑤

37. 친환경 제품생산과 매 ① ② ③ ④ ⑤

38.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식당․카페 운 ① ② ③ ④ ⑤

39. 평생교육 문화사업 ① ② ③ ④ ⑤

40. 기타 필요한 활동이 있다면, 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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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참여자의 개인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41. 연령 만 세

42. 학력
① 등졸 ② 졸 ③ 고졸

④ 졸( 문 졸 포함)  ⑤ 학원 이상

43.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별거 ④ 사별

44. 자녀수                명

45. 주거형태 ① 자가 ② 세 는 월세 ③ 기타

46. 가구의 주 소득원은

    구입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기타(           )

47. 가구 한달 평균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99만원 ③ 200만원 ~ 

299만원

④ 300만원 ~ 399만원 ⑤ 400만원 ~ 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48.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십니까? 
① 하층 ② 하층 ③ 층 ④ 상층 ⑤ 상층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요약(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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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Women's Employment in Community-based Social Enterprises

Project Number SDI

Research Staff Kyung-hee Shin (in Charge)

Eunna Kang

During the past five years in Korea,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concern for social

enterprises and employment in social enterprises. Reflecting this increasing concern, in

2007, 'Enactment on Nurturing Social Enterprises'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bour which has been the primary actor to enact the law, social enterprises

and employment in social enterprises refer to the following; Social enterprises are those

that provide socially useful services. Although being social services, they are provided

insufficiently by the government. Yet the private sector is unwilling to participate actively

due to the cost-benefit considerations. As a result, these services are provided mostly by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we call 'social enterprises', and employment in social

enterprises refers to employment in such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provide social

services. In Europe, terms such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widely

used for some time. In Korea, 'employment in social enterprises' has drawn more attention

than social enterprises themselves, producing a rather unique term 'social employment

(which refers to employment in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economist Jacques Defourny, a term 'social enterprises' began to be

used to refer to a set of activities which originated from the entrepreneurship in

cooperativ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each nation

is closely related to several factors pertaining to each nation, such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ultural tradi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political economy

surrounding systems of social welfare, and the legal settings. Therefore, there exists a

certain variation on what to regard as the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Enactment on Nurturing Social Enterprises' implemented in 2007 in

Korea, social enterprises are defined as those which pursue economic gains through the

production and sales of goods and services, while pursuing other social goals at the same

time,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by providing

them social services or employment. This legal definition is rather problematic because it

narrows the scope of social enterprises by setting the boundary to the activities which

gear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employment for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only.

In this study, we use the term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mployment' to refer to a

more broad set of activities, not being bounded by the legal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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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more specific, we regard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work as the 'social

employment', social employment of women in particular. First, employment in

self-sufficient community or in social enterprises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or ''Enactment on Nurturing Social Enterprises',

respectively. Second, employment provided by the community-based NGOs and

cooperatives of women. Although these activities are not exactly geared to improve the

lives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y do meet the criteria of social enterprise in

the sense that their goal is to pursue social and environmental gains, while taking the

form of enterprises mostly through cooperatives of members. Third, employment created

directly by the 'Division of Supporting Social Employment in the Ministry of Labour'.

Studies on social enterprises are currently just at the beginning in Korea. The issue,

however, was brought into attention many years ago in European countries. Studies done

in such countries reveal that social enterprises are primarily founded and developed at

the community level. Therefore, in Great Britain where public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s are most rigorously proposed and enforce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s are

geared towards integrating community development and nurturing community based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a study in Great Britain, social enterprises in such setting

encourage the start-up and continuation of self-employment of women, minority, and the

youth.

According to one study in Korea, 54% of the organizations which are currently

preparing to become a legal social enterprise have more than 60% of women as its

member. Nevertheless, of the scant literatures on social enterprises in Korea, there is

none which gives a consideration on the issue of gender or community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the social enterprises. This seems to come from two factors. First, studies on

social enterprises or social employment are just at the beginning stage. Second, and more

importantly, policies or policy related studies on social enterprises share the perspective

of top-down management. In view of the findings from studies done in Europe, this is

neither an efficient nor a desirable way to start the discussion on social enterpris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tart with the assumption that adopting a notion of gender

and community would lend a useful perspective that can add to our understanding on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arts. First, we review the relevant literatures an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s. Second, we review the process of policy development on

social enterprises in Korea. Third, we summarize the findings from our own study which

is based on interviews carried out in the three types of organizations described above.

Fourth, based on our findings from the third section, we propose some suggestions which

may be adopted in developing further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s.

In this summary, we only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n our own study. Our study

deals with three types of organizations. First, self-sufficient community. Self-sufficient

community refers to those organizations founded as part of the self-sufficient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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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to aid and encourage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o support themselves. Second, business organizations originated from the

NGOs of women or cooperatives. Third, business organizations created in association with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funded by the 'Division of Supporting the Social

Employment' in the Ministry of Labor.

Discussions on the first type of organizations, the self-sufficient community, is based

on re-analyses of data set collected as part of another project in SDI, The data set was

collected in June, 2007, based on interviews of 246 people.

Findings from re-analyses of the data se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75.4% of

the participants are women. 52.6% of women are in their forties, and 36.6% are in their

fifties. 44.3% have less than middle school education, and 49.3% have high school

education. 43.1% are divorced or widowed, and 35.6% have less than monthly earnings of

900,000won. The type of work they do is catering related services (19.1%), laundry related

services (18%), home maintenance (16.4%), and recycling related services (10.4%). On

average, they work for 5.5 days per week, 8.7 hours a day, and have the monthly earings

of 789,000 won. In brief, participants in this type of organizations are characterized with

old aged women with no husband and low level of education, and they have to bear the

long work hours and low pays. Although 64.6% of these women thought about quitting

their job once, 84.4% nevertheless answered that they would probably continue working in

their current job.

Discussions on the second type of organiz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originated

from the NGOs of women or cooperatives, are made based on our in-depth interviews on

such organizations. First, we selected 9 local women's associations from the list of

women's associations filed by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Second, we

carried-out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managers of 6 local cooperatives.

As for the third type of organiz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created in association

with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funded by the 'Division of Supporting the Social

Employment in the Ministry of Labor', we studied all three such business groups that are

currently active.

Findings from analyses of survey data collected from women in these two types of

organizations (n=107)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53.7% of women are in their forties, 35.2% are in their thirties, and 10.2% are

in their fifties. 57.5% have college education, and 88.8% of these women are currently

married. 85.8% of women answered that the primary provider of the household was their

husband, and 93.5% of them identified themselves to belong to the middle class. Of these

women, 73.1% have the experience of being in the labor force before (22.1% in

professional, 39.1% in clerical occupations), and 53.2% of them answered that they quitted

their job due to childbirth and childrearing.

Second, the types of work these women carry out are, sales (43.4%), teaching and



178

teaching related services (29.2%), accounting and other clerical work (16%), and

production of goods (10.4%). 61.7% of these women answered that they provided certain

amount of capital in starting the business group that they were involved in. Asking their

motivations for participating in such organizations, 42.3% pointed ou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gains, 27.9% answered that their work allowed them to combine work and

family roles.

Third, the average weekly work hours is 26.7, and the desirable weekly work hours is

about the same, 26.1. The average monthly earnings are 500,000 won, and only 5%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earnings. Nevertheless, 84% answered that

they would continue to work in their current organizations.

Fourth, we examined their attitudes on work using several questions, such as "The

work I do is a new type of work that pursues environmental and social goals besides the

economic gains", "The work I do is very important to the community.", and "The work I

do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In all these three questions, respondents showed a very

positive attitudes (4.06, 4.13, 4.12, respectively, at the scale of 5; 5 for strongly agree and

1 for strongly disagree)

Fifth, 60.2% of the respondents identified their organizations with social enterprises.

Upon asking on what type of support would be needed in order to promote their

organizations, three things are identified. First, promotional activities that can increase

the public awareness on social enterprises or ethical consumption. Second, work sites with

less expensive rent. Third, support in marketing such as finding the buyers.

Based on these findings,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Most importantly, the

city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many policies geared towards the employment of

women. None of these show a sensitivity to social enterprises or social employment. We

propose that the city government pay more attention to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mployment and incorporate them into policies on employment for women. This is

necessary considering not only that these are organizations which pursue public goods but

also that three-fourth of the participants in these organizations are women. This is also

related to our second suggestion. The city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several policies

to find employment for middle aged women with college education, who left the labor force

with childbirth and want to come back to work. In developing policies for these women,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mployment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ption. Third, the

current level of public awareness on social enterprises or social employment is very low.

We need to work on to increase the level. We propose several things, such as providing

a class on social enterprises in training courses for public workers, inviting social

enterprises in city job fairs, hosting a conference on successful social enterprises and

promoting social campaign on ethical con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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