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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영리스타트업의 활성화 위해 생태계 조성
인건비 지원 등으로 청년일자리 안정적 제공

청년실업률,�다양한 정책 불구 5년간 계속 늘어 2016년 10%�돌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

고청년실업률은 2012년 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통계청에서발표한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10.3%로 전국의 청년실업률 9.8%보다 0.5%p�높은수준이다.�이를 통해서울의 청년

실업은 전국에 비해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사실을 알수 있다.�현실에서 체감하는 청년실

업률은공식통계보다더높다.�한 민간연구기관은 2016년 청년들의체감실업률이 34.2%에달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이것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의 영역 다양화…새 창업 형태로 비영리스타트업이 주목

서울의경제는대내외불확실성의증가로투자감소,�소비심리 위축으로인하여저성장이 지속

되고 있다.�고용시장의 구조조정과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으로 신규 일자리가축소되고 있어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신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영역이다양화되고있다.�신기술을이용한여러형태의창업이증가하고있으며,�크라우드펀딩

을 통한 자금조달로 신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또한 사회적경제의 인식 확대와 지자체의

지원센터운용등으로사회적경제영역은다양화되고있다.�이러한흐름에따라새로운창업의

형태로 비영리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의사회분위기또한비영리스타트업에우호적이다.�사회·경제적인경향을종합적으로고려

한다면비영리스타트업은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일자리의 일부분만차지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완벽한대안은 될 수없

다.�하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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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비영리스타트업 태동 배경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공헌도,�청년고용,�성장세가 높은 신생기업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nonprofit)와 스타트업(startup)의 합성어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을채택하는 것이 특징이다.�비영리스타트업의 주요 특

징은창의적인아이디어와새로운사업방식으로사회공헌도가높고,�청년고용및 성장세가높

은 비영리단체 및 사업체로 사회적경제의 틀에서 생겨나는 신생기업이다.�재원은 주로 기부금

또는 현금출자의 형태로조달하여 운영하는것이특징이다.�기술발전과사회적 인식의 전환으

로 최근 새로운 창업형태인 비영리스타트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2]�비영리 스타트업 개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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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스타트업의 설립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비영리스타트업의 목표가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공헌이 목적이기 때문이다.�비영리스타트업

은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인 종교,�돌봄,�자선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출판,�컨설팅,�공유경제,�

도시재생,�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전통적인 비영리분야에서 새

로운방식으로사업을전개해나가기도하지만,�새로운분야를개척하기도한다.�조직은비영리

단체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림 3]�비영리스타트업의 운영 방식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2,000여개…핵심 키워드는 문화·교육

서울시 2,0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의주된사업을참고하여①�문화·예술,�②�교육·컨설팅,�③�

복지·인권,�④�제조·생산·유통,�⑤�IT,�⑥�건축·공간,�⑦�네트워크·지원,�⑧�환경·생태·에너지,�

⑨�미디어,�⑩�기타등 10가지로사업유형을분류하여분석하였다.�분석 결과,�복지·인권이 646

개(3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지원 432개(21.4%),�문

화·예술 424개(21.0%)�순으로 비중이높았다.�그 외에 교육·컨설팅이 240개(11.9%),�환경·생

태·에너지가 187개(9.3%)로 나타났으며,�건축·공간(31개,�1.5%),�미디어(27개,�1.3%),�제조·

생산·유통(15개,�0.8%),� IT(13개,�0.7%),�기타(2개,�0.1%)�등의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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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버즈(Buzz)�분석 결과가장눈에 띄는 키워드는 문화와

교육이었다.�이러한키워드분석은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의주된사업을전체적으로살펴보는

데 유용하다.�문화와 교육은 출현 빈도 수가 500회 이상이었다.�그 외에 청소년 416회,�연구

359회,�장애인 347회,�활동 336회 등의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그 외에도 사회(297회),�개발

(251회),�지원(248회),�프로그램(232회),�지역(218회),�시민(205회)�등의 단어가 200회 이상나

타났다.�버즈 분석결과를 종합하면,�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로 교육·문화·사회 분야에서

장애인·청소년·시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비영리민간단체 목적 및 내용의 버즈 분석 결과

18개 대표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적 공익 추구·청년층 고용 많아

현재 비영리스타트업은 태동단계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비영리

스타트업의 형태가다양한점도조사를 어렵게하는하나의요인이다.�비영리스타트업은비영

리단체나법인 형태가주를 이루지만,�주식회사의 형태로 비영리분야의 목적사업을하는 경우

도 있다.�또한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사회적경제조직의 형태인 경우도 있기때문

에 명확한 분류가 쉽지 않다.�따라서 사업체 선정기준을 먼저 설정하고,�이에 부합되는 성공

및 우수사례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18개의 대표적인 비영리스타트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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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스타트업은사회적인공익을추구하고있으며,�기존과차별화된비영리관련사업아이템

을 활용하고 있다.�창업 후 성장세가 크며,�영업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이다.�고용창출효과가

크며,�특히 청년층의 고용이 많았다.�그리고 대부분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

로운영하고 있다.�일부 비영리스타트업은주식회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형태

와 사업내용을 고려하면 비영리스타트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5]�서울시 주요 비영리스타트업 분포

비영리스타트업 대표자들 “청년에 괜찮은 일자리…자생력갖게 지원”�

서울의 주요 비영리스타트업 중 5곳(열린옷장,� 점프,� 비영리IT지원센터,� 진저티프로젝트,�

FLRY)의 창업경험이있는대표자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다.�열린옷장은기부받

은정장을대여해주는사업을하고있으며총인원 12명 중청년은 11명이다.�점프는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총 인원 12~14명 중에 청년은

11명이다.�진저티프로젝트는비영리분야의 연구와비영리에서근무하는인재교육,�비영리관련

출판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있으며,�총 인원 7명 중 청년은 6명이다.�비영리IT지원센터는비영

리단체의 IT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총인원 10명 중 청년은 5명이다.�FLRY

는 결혼식에서사용한꽃을재활용하여호스피스병동,�위안부할머니등에게기부하는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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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으며,�총인원 3명 중 청년은 3명이다.

대표자들은사회공헌에대한관심에서출발하여비영리스타트업을창업하였다.�창업 당시에는

공간확보,�생계문제,�현실에맞지않는규제,�표준화되지않은제도,�조언받을곳의부재등으

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창업 시에받은 지원은응모사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공간 지

원,�개인투자등을받았다고하였다.�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에서 받은 지원은사업의 정착과정

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기존 비영리단체의 운영방식과제도적 문제점 등이 비영리

스타트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일부 애로사항은 있지만,�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들에게 괜

찮은일자리라고평가하였다.�우선 기업이추구하는가치가사회공헌이며,�청년 직원들은본인

들이주도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기대감을가지고있다.�청년들은자신의가치와

연결된 일을함으로써느끼는만족감으로인해직업만족도또한높다.�비영리스타트업이가지

고있는프로그램을통해서좋은인재를배출할수있는가능성도있다.�그러나풍부하지않은

인재풀,�불합리한 관행에 적응하기 힘든 현실,�비영리분야는 봉사활동이라는 사회적 인식,�낮

은 임금수준,�적은 일자리 수,�생소한 분야라는 애로사항과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6]�인터뷰 주요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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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생태계가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비영리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협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

다고주장하였다.�그리고비영리조직의 현황과문제들을 진단하는기초적인 연구사업이 시행

되어야 하며,�단기적인 성과지향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또한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움이될수있다고언급하였다.�서울시가지니고있는장점은청년인재가많다는점이다.�

반면 지역에서는 청년 거주자가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공공입찰에 있어서 현재 동일한 기

준으로경쟁을하게되면 비영리분야가상대적으로저평가받게된다.�그리고역량강화와측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지원의 비중도 너무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영리스타트업 재직 청년들 “사회공헌 등 내적 동기로 현직장 선택”

서울시소재비영리스타트업에재직중인만 39세 이하 44명의 청년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생애주기별 분류에 따르면 30대를 청년기로 분류하지 않지만,�여기서는 20대와

30대를 청년층으로정의하고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설문지의구조는크게네부분이며 일반

현황,�일자리 현황,�일자리 만족도,�장래 비전 및 바라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설문조사 주요 결과 종합



viii�/�서울시비영리스타트업현황과청년일자리

비영리스타트업에종사하고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해당분

야가 괜찮은 청년일자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청년들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환경보

다는 자아실현과 사회공헌 등 내적 동기로 인해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나타났다.�비영리스타트업에근무하고 있는청년들은 현재의 직장에취업하기 전에 일자

리를 가지고 있었으며,�정규직으로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많았다.�대부분의 비

영리스타트업에일하는청년근로자는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초과근무수당제외)을 받고있

었다.�급여,�업무량,�근로시간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그러나비영리스타

트업은자신의 적성과흥미에맞는일자리였으며,�직무 수행의자율성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

있었다.�또한 미래의 사업전망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추후 업계의 사회적 평판도 점

점나이질 것으로기대하고있다.�지속적으로동종분야에남아서일을하고싶다는응답이높

다.�비영리스타트업의일자리는청년들에게괜찮은일자리가될수있는가능성이충분히있다.�

다만 비영리분야가더욱발전해야하고청년일자리를위해서는보다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비영리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

계가마련되어야하며,�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근로조건의 향

상과 공공의 제도적 지원,�청년들이 일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영리분야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비영리스타트업이 활성화 가능

비영리스타트업의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비영리분야의진단이필요하다.�큰 틀에서비

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분야의 일부분이다.�현재 비영리분야의 산업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지

지 않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비영리분야의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비영리스타트업도 활성화될

것이다.�비영리분야의생태계조성을위해서 비영리스타트업을위한관련자료의구축,�중간지

원조직운영,�유사단체와의네트워크지원등이필요하다.�또한제도개선을통하여비영리스타

트업을운영하는데있어서불합리한부분을해소해나가야한다.�비영리단체가공공입찰에참

여해도불이익을보지 않도록공인된 회계기준을마련해야한다.�공인된 회계기준은 비영리스

타트업의 투명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비영리분야라는이유로상대적으로낮게책정되는

간담회비,�식대등행사진행시소요되는비용의현실화가이루어져야한다.�현재기부금제도

의기본방향을 ‘규제’에서 ‘허용’으로관련법규를개정하려는시도가있다.�기부금제도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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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변경된다면 비영리스타트업이 기부금을 모집하기가 보다 수월해져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큰도움이 될 것이다.�비영리스타트업의 활성화를위해창업 및운영 지원을통하여안정적

인사업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전용공간을지원하고공모사업의채널을확대하며공공입

찰기준을현실화하는등의창업 및운영 지원도함께해야한다.�공공지원,�사회적경제육성사

업,�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채널을 다양하게 한다면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그림 8]�비영리스타트업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비영리스타트업의사업환경이개선된다면창업이많아질 것이며,�이는자연스럽게비영리스타

트업의청년일자리수증가로이어질것이다.�자연스러운증가외에도뉴딜일자리,�단기적공공

근로사업등을비영리스타트업에도확대하여적용하는등의 정책적 지원을통해더많은청년

일자리를확대해나가야한다.�또한창업 초기인 비영리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위해우수

사업체에대해서는인건비를직접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을검토해봐야한다.�비영리스타트

업에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일자리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규직채용시 인센티브를준다거나직접지원사업의확대등을통해비영리스타트업의괜찮은

일자리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해당일자리가유지되기위해서는일정

기간안정적인수익사업의 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직접사업을늘리는노력도필요하다.�비영

리스타트업의청년일자리를창출하고지속시키기위해서창업 및운영지원을통해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우수사업체(단체)�발굴,�취업박람회 개최,�인재풀

확보 및 취업창구 연계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 및 취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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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위키서울과같은아이디어대회를통해우수사업체를지속적으로발굴하도록노력해야한

다.�그 외에도서울시NPO지원센터와협력하여 지속적으로비영리스타트업을발굴하려는노력

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청년허브’,� ‘서울잡스’�등 기존의 서울시 청년조직을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유치할수있도록비영리스타트업의 인재풀과취업창구를직접 연계하는방안도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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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개요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평균 9.4%로 전국보다

평균 0.7%p�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2016년에는 10.3%로두자리숫자를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전체실업률의 2.4배에 달하고있다.�그 외에이준협(2016)에 따르면 전국의

체감청년실업률은 34.2%에 이르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서울의 경우에도체감청년실업

률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높은 실업률에도불구하고 현재 근무중인 청년층의 직업만족도는그리 높지 않다.�김하

영(2016)의 연구에 의하면 대졸자가 어렵게 취업을 해도 대기업 정규직의 2년 내 퇴사율

은 12.3%,�중소규모 사업체 정규직은 2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청년실업

률이높은상황에서도많은수의 청년취업자가그만둔다는사실은근로만족도가높지않

다는 사실을 대변해준다.�

자료:�통계청

[그림 1-1]�서울시 청년실업 추이

자료:�김하영(2016)

[그림 1-2]�대졸 재직자 퇴사율

청년층(25~29세)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2014)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청년층 구직

자의 취업(창업)�희망직업으로자영업또는창업(7.0%),�연구기관(3.3%),�기타(8.5%)�등

이 18.8%를 차지하고 있다.�청년층의 21.4%가�국내 민간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기

존의경직적인조직문화에서벗어나자신의적성과이상,�그리고직업만족도가높은직업

군을 선호하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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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국내 민간 대기업 15.0 17.8 21.4

국내 민간 중소기업 27.5 18.1 17.1

외국인 회사 15.0 12.4 9.3

정부기관(공무원,�군인 등) 15.0 13.8 15.8

정부 산하 기관·공사 및 공단 2.5 9.5 10.3

교육기관(교사 포함) 0.0 5.5 6.8

자영업 또는 창업 150. 9.2 7.0

연구기관 5.0 3.2 3.3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속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 5.0 8.6 8.5

기타 0.0 2.0 0.5

출처:�고용노동부 청년층 설문조사(2014년)

[표 1-1]�청년층 구직자의 취업(창업)�희망 직업
(단위:�%)

서울의 경제는대내외불확실성의증가로투자감소,�소비심리 위축으로인하여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또한 고용시장의 구조조정과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가�축소되어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최근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등

과같은신기술을이용한여러 형태의창업이증가하고있으며,�크라우드펀딩등을통한

자금조달로 신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또한 사회적경제의 인식확대와 지자체의 지원

센터운용등으로사회적경제영역은다양화되고있다.�신산업확대와사회적경제영역의

다양화로최근서울의 전체청년창업은 22%(2015년)에 이르고있으며,�미국등해외에서

유래되고 있는비영리 형태의스타트업이생겨나고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비영리스타

트업이 청년취업의대안으로등장했다.�비영리스타트업은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로신산

업분야에서창업을한다는점에서는소셜벤처적인 성격을가지고있으나사회적인공익울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경제의흐름을보면 신사업이확대되고있으며,�사회적경제의 영역이다양화되고있

다.�전체적인사회분위기가비영리스타트업에우호적이다.�그러나비영리스타트업은청년

일자리의 일부분만차지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완벽한대안이 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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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하지만 앞서 나타난 사회·경제적인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비영리스타트업

이 청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비영리스타트업 태동 배경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다.�청년 일자리의 한 형태로서 다양한 양식으로 창업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에 주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비영리스타트업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하나의 대안

으로 제시될 수 있다.�‘비영리스타트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을 채택

하고 있으며,�이윤추구가 아닌 사회공헌이 목적이다.�비영리스타트업은 기술발전과 인식

전환으로 새로운 창업형태의 사업체로 부각되고 있다.�또한 사회공헌,�직업만족도,�사회

적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일자리의 지속성 등을 유지할수 있다.�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구성은①�연구개요,�②�비영리스타트업의개념과실태,�③�비영리스타트업운

영사례심층분석,�④�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실태,�⑤�결론 및 정책제언등다섯부분

으로 나누어진다.�세부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과 실태분석이다.�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현황 분석,�지원

정책과해외사례등을분석하였다.�학문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이란용어에대한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않다.�또한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통계자료가전무하기때문에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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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민간단체자료를통해국내 비영리분야의 현황(비영리단체의 유형화분류,�GIS를 통한

공간분석,�사업목적을토대로워드크라우드 분석)을조사하였다.�최근 비영리단체와사

회적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몇몇 신생사업체가생겨나고있는추세이다.�앞서 정의된 비영

리스타트업의개념을활용하여 서울시에소재하고 있는주요 비영리스타트업을선정하여

현황과특성을파악하였다.�서울시에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중심으로 일정 기준에맞

추어 비영리스타트업을 선정하였다.�총 18개의 비영리스타트업(이 중 1개는 주식회사 형

태)을 선정하였으며,�이들 기업과단체의성격과사업내용을파악하였다.�그리고비영리스

타트업에대한지원내용이아직까지는마련되어 있지않아대안적인방법으로비영리스타

트업을포함한비영리단체관련지원 정책현황과청년일자리지원정책에대해다루었다.�

끝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개념에대한이해를돕고자주요해외사례를소개하였다.�해외

사례는상대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이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을중심으로 기존의 비영리분

야와 다른 차별화된 점,�운영방식 등을 파악하였다.

청년일자리 지원책은현재서울시가진행중인 청년 일자리대책중비영리스타트업과관

련된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이 중 대표적인사업으로청년구직,�청년-중소기업매

칭,�서울형 강소기업,�청년일자리 창출 등이다.

둘째는 서울의 비영리스타트업 운영사례 심층분석이다.�실태분석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

의정의를명확하게한다음주요비영리스타트업다섯곳을선정하였다.�창업경험을가지

고 있는 전·현직 대표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인터뷰를 통해 ①�기업의

일반정보,�②�창업과정과 경험,�③�주요 사업내용,�④�비영리분야 및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에대한의견,�⑤�비영리분야및 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정책의견등을조사하

였다.�

셋째는 서울의 비영리스타트업 청년고용실태조사이다.�심층인터뷰와 함께 비영리스타트

업의 청년일자리 실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설

문조사 대상은 현재 비영리스타트업에 근무 중인 청년층이다.�서울시의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들의 지원 연령대는비교적다양하지만여기서는만 20세에서만 39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한다음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설문조사표는크게일자리 현황,�일자리만족도,�사

업체의 장래비전 및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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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결론 및 정책제언이다.�청년취업의 다양한 경로 중에서 비영리스타트업도 하나의

대안이될수있다.�따라서비영리스타트업의청년일자리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하지만

아직까지 비영리스타트업에특화되어 있는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은없다.�따라서 비영리스

타트업의 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정책방향을도출하기위해앞서 진행한운영사례심층

분석과 청년고용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정

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1-4]�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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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비영리스타트업의개념과실태

1_비영리스타트업이란

아직까지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는 상황이며,�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

도많지않은것이 현실이다.�국내에서는비영리스타트업이태동단계라고볼수있다.�또

한국내에서는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비영리스타

트업이복합적인 영역에걸쳐있기때문에통계적으로분류가쉽지않으며,�현재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영리스타트업과관련한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서울시 NPO지

원센터에모집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원 기간 내 기획-실행

이가능한아이디어또는사업계획이있는 (예비)�비영리스타트업’이다.�비영리스타트업은

사업의형태가복합적이다.�비영리 영역을다루고있으면서도창의적인아이디어로신산업

부문에도전하는스타트업의 성격을지니고있기도하다.�비영리 분야에서도전통적인 비

영리사업 분야도 있으며,�새로운 형태의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새로운 기법을

이용하여 보다효율적으로비영리사업을운영하면 비영리스타트업이라고부르기도한다.�

여기서는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 엄격한 정의를내리기보다는 일반적인차원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란무엇인가’에 대한질문을중심으로개념과운영형태등을서술하고자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비영리스타트업은 매

우복합적인 형태로 구체적인 기업의 형태에따라 비영리단체,�스타트업,�사회적경제,�공

유경제등의속성을가지고있다.�또한기존의 비영리단체나사회적경제와같이사회공헌

을목표로하며 이윤은합리적으로배분한다.�일반적인 단어상의 의미로는 비영리단체와

달리새로운아이디어와방식으로사업을전개해나가고,�스타트업과달리 이윤추구가아

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또는 조직)으로 기부금또는 현물출자의 형태로자원을

조달하여 운용되는 신생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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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비영리스타트업 개념도

[그림 2-1]과 같이 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도를 참고하여 비영리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한다.�비영리스타트업은창의적인아이디어와새로운사업방식으로사회공헌

도가높고,�청년층이설립한비영리사업체로사회적경제의틀에서생겨나는신생기업이며,�

기부금 또는 현금출자,�민관 단체 및 개인의 후원에 의해 자원을 조달하여 운영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 동기는 일반적으로사회적 문제에대한고민에서 출발한다.�대표

적인 사례로는 사회혁신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아이템을 고민하고 비영리로 목적사업을

시작한 열린옷장을 들 수 있다.�또한 비영리분야 또는 단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고민을 실천으로 옮긴 진저티프로젝트,�비영리IT지원센터나 FLRY�등이

있다.�그 외공부를하던중에괜찮은사례를발굴하고이를발전시켜한국적실정에적용

한점프등의사례가있다.�비영리스타트업의목표는기존비영리단체와사회적경제분야

와 큰 차이가 없다.�이윤추구가 주목적인 스타트업과 비영리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있다.�스타트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적경제의 범위 안에서 공익추구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인 종교,�돌봄,�자선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출판,�

컨설팅,�공유경제,�도시재생,�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비영리

스타트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에서는새로운방식으로사업을 전개해나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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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도 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복합

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조직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사무국을 운용한다.�하

지만일부비영리스타트업은점조직형태로운영되며,�사무국이나사무실에상근직원이 없

는 등 주소지는 단지 단체 등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2]�비영리스타트업의 운영 방식

비영리스타트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영리단체와운영방식에서일부차이를보인다.�비영리스타트업은기부와자원봉

사,�민관후원,�타 사회단체(재단등)와 연계하여운영한다는점에서는비영리단체와크게

다르지 않다.�하지만 공유경제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홍보에 있어서 소셜미디어를활용하며,�재능기부등을통한사회적 멘토링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영리단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

다.�그 외에도 비영리스타트업은 기부금 또는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지만,�최

근에는 엔젤투자를 받기도 하는 등 자금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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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비영리스타트업 실태

1)�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소셜벤처등사회문제해결및사회공헌을목적으로설립된조직들의형태는다양하

다.�비영리스타트업 또한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큰 범주

안에서는 이러한해당영역에속한다고볼수 있다.�이윤추구가주목적이 아니라사회공

헌에초점을두는 ‘비영리’와 신생기업을의미하는 ‘스타트업’의 합성어인 ‘비영리스타트업’

은 국내에서도생소한개념이며,�‘비영리스타트업’을 별도로구분하여현황을정리해놓은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략적인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앞서 정의한 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들을 살펴본 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3,607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시·도등자치단체에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1,993개로 88.1%를점유한다.�

반면에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4개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시·도에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중에서서울시

는경기도다음으로많은 2,014개가등록되어있다.�수도권 전체로보면 39.1%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11,993

2,014 805 409 664 589 534 345 2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50 318 434 423 913 561 749 716 345

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표 2-1]�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단위:�개)

서울시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를지역별로살펴보면종로구가 269개로가장많은것으

로나타났다.�그 뒤를마포구 175개,�영등포구 134개,�중구 129개등도심을비롯한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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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많이분포하는것이특징이다.�서초구(117개)와강남구(106개)도 100개 이상의비

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

순
위

자치구
(개)

순
위

자치구
(개)

순
위

자치구
(개)

순
위

자치구
(개)

순
위

자치구
(개)

1
종로구
269

6
강남구
106

11
송파구
74

16
강북구
52

21
양천구
47

2
마포구
175

7
용산구
95

12
관악구
70

17
구로구
52

22
도봉구
41

3
영등포구
134

8
서대문구
83

13
동대문구
57

18
노원구
50

23
성동구
39

4
중구
129

9
은평구
79

14
성북구
57

19
강동구
49

24
중랑구
31

5
서초구
117

10
동작구
75

15
광진구
55

20
강서구
48

25
금천구
30

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표 2-2]�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소재지 현황

서울시에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주된사업에 적힌 내용만으로는해당단체가하는 일

을 명확하게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사업은하나가 아닌 여

러개를목적으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주된사업을활용한다고해도비영리민간단체

의 사업유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힘들며,�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징을 뚜렷하게 설

명할수없다.�따라서 본연구에서는사업유형별분류와버즈(Buzz)�분석을 통하여 서울

시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먼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

체의주된사업을참고하여 10가지사업유형으로분류하였다.�문화·예술,�교육·컨설팅,�복

지·인권,�제조·생산·유통,�IT,�건축·공간,�네트워크·지원,�환경·생태·에너지,�미디어,�기타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복지·인권이 646개(3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지원 432개(21.4%),�문화·예술 424개(21.0%),�교육·컨설팅 240개

(11.9%)�등이 200개 이상이었으며,�환경·생태·에너지는 187개(9.3%)로 나타났다.�그 외

의 분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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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분류 개수 비중

1 복지·인권 646 32.0

2 네트워크·지원 432 21.4

3 문화·예술 424 21.0

4 교육·컨설팅 240 11.9

5 환경·생태·에너지 187 9.3

6 건축·공간 31 1.5

7 미디어 27 1.3

8 제조·생산·유통 15 0.8

9 IT 13 0.7

10 기타 2 0.1

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표 2-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현황
(단위:�개,�%)

�

[그림 2-3]�비영리민간단체 목적 및 내용의
버즈 분석 결과

버즈(Buzz)�분석결과로나타나는키워드는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주된사업을전체적

으로살펴보는데유용하다.�버즈(Buzz)�분석 결과가장눈에띄는키워드는문화와교육

이었으며,�해당단어들의빈도수는 500회 이상이었다.�그 외에청소년 416회,�연구 359회,�

장애인 347회,�활동 336회 등의단어가많이나타났다.�그 외에도사회(297회),�개발(251

회),�지원(248회),�프로그램(232회),�지역(218회),�시민(205회)�등의단어가 200회 이상나

타났다.�버즈 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교육·문화·사회 분야에서

장애인·청소년·시민·지역을대상으로연구·지원·개발과관련된프로그램또는활동을한다

고 볼 수 있다.�

2)�비영리스타트업

(1)�선정기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황자료는 있지만,�비영리스타트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는통계자료는부재한실정이다.�현재서울의 비영리스타트업은최근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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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시작되는등아직까지는사업분야가개척되기시작하는태동단계이다.�또한 비영리

스타트업에대해서 명확하게정의를내린 선행연구가국내에는없는실정이다.�이러한 이

유로 비영리스타트업을 선정하고분류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스

타트업을 선별하기 위해 기준을마련하였다.�선정기준은 <기준 1>과 <기준 2>로 나누어

지며 기본적으로는 <기준 1>을 토대로하였으나경우에따라서 <기준 2>와같이 적용범

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은 사회적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전통적인 비영리단체

와차이가 있다면 기존과차별화된사업아이템을활용한다는 점이다.�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인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에서도기존과차별화된아이템을이용하여사회

적인공익추구를목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사례가발견되기도한다.�또한사업내용이

비슷한사업체들의사례도발견되며,�운영방식에있어서도공통점이많다.�따라서본연구

에서는비영리스타트업의범주에 <기준 2>와같이 비영리단체뿐만아니라사회적경제조

직도 포함시켰다.

조직의형태도비영리스타트업은대부분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가일반적이다.�하지만사

업의 내용이나 조직의 운영방식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단체인 경우도 많다.�비영리스타

트업의 선정기준을마련함에 있어 비영리단체로만한정하면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계가 있다.�따라서 여기에서는 비즈니스의 선호 형태로 사업을 해석하여 비영리스타트업

을 구분하며,�이윤의 배분형태에 따라 선정기준을 <기준 2>와 같이 완화하였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창

업 후 비교적 사업이 안정적인 사업체를 선정하였다.�그 중에서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과창업후성장세가큰사업체가주요선정기준이며,�이러한비영리스타트업을선정

하는데있어서고용유발계수와취업자증가율을참고하였다.�그 중에서 비즈니스의 형태

와사업내용을참고하여,�청년들의고용이많이이루어지는비영리스타트업을선별하도록

노력하였다.�

비영리스타트업을 선정할 때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우선 고려하였

다.�하지만사회공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역기반이아니라전국또는전세계를

대상으로사업을운영해야하는사례도많다.�또한 비영리사업을지역기반으로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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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원을받는다고하더라도비영리스타트업의주요수혜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

경우도많다.�따라서 여기서는지역을기반으로하는사업체를중심으로분석을하되,�영

업형태에 따라 비영리스타트업의 선정범위를 <기준 2>와 같이 확대하였다.�

구분 기준 1 기준 2

목적
사회적인 공익을 추구

기존과 차별화된 비영리 사업아이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형태 비영리,�영리단체
비영리로 한정하면 대상 업체 선정에 한계

비즈니스의 선호 형태로 해석
이윤의 배분형태에 따라 기준 완화

기간 5년 이내 창업 후 사업이 안정적인 사업체

대상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
창업 후 성장세가 큰 사업체

고용유발계수 참고
취업자 증가율

고용 청년층의 고용이 많은 사업체 비즈니스의 형태,�사업내용에 따라 선정

위치 지역기반
지역기반을 기초로 하되

영업형태에 따라 선정범위 확대

[표 2-4]�사업체 선정기준

(2)�특성 및 분포현황

비영리스타트업의 기준을마련한다음해당조직및사업체의 선정을시도하였다.�비영리

스타트업의조직형태가비영리법인인 경우가가장많으므로비영리민간단체목록을이용

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를 우선 선정하였다.�또한 위키서울 아이디어 대회,�구글

임팩트 챌린지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 대회에서 수상한 단체도 주요 비영리스타트업의 사

례로선정하였다.�그 외에도사회적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일부와주식회사형태이

지만 목적사업이 비영리인 경우에도 비영리스타트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대부분 1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면 20인 이내이다.�직원의 수는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청년고용 비중은

높은편이다.�전체직원중청년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직원 전체가청년층으로이루어

진비영리스타트업이 7개나되었으며,�그 외에도대표자를제외한전원이청년층인경우도

많았다.�상대적으로규모가큰 10인 이상의 비영리스타트업뿐만아니라직원이 5인 이내

인 소규모 비영리스타트업도 대부분의 직원이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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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구분 사업 내용
전체
직원(명)

청년
고용(명)

열린옷장 공유
기증과공유를통해마련된정장을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

12 11

점프 교육
교육봉사,�인재양성,�연구및 강연,�사회적
경제 협력

13 11

멋쟁이 사자처럼 IT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기관AI�강의·경
진대회,�도서산간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 -

진저티 프로젝트 지원
비영리단체 서포트 프로젝트,�비영리 연
구·출판 프로젝트,�기업재단 사회공헌
프로젝트

7 6

바라봄
사진관

사진
영리기업의 행사촬영 수익이 비영리 단체
행사 촬영으로 연결

3 1

(사)루트
임팩트

인재양성 체인지메이커를 발굴,�육성하고 지원 19 19

타이드
인스티튜트

기술
선도형·기술기반형 창업 문화확산을위해
창업관련 교육·대회·세미나·시제품 제작
지원

30 27

광진
아이누리애

협동조합
육아교육사업,�수제 먹거리 판매,�홍보물
제작,�평생교육원 위탁·운영

7 2

FLRY 봉사
남겨지는 웨딩플라워를 소외계층에게
기부하여 기쁨과 위로를 전달

3 3

(사)마포
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역주민,�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고 참여를 확대

6 5

비영리IT
지원센터

IT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필요한 ICT�자원을
연결하고 지원

10 5

로사이드 예술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 활동을 지원 17 15

십시일밥 나눔 취약계층 대학생 무료식권 지원 사업 6 6

희망유스나래 교육
청소년 인성함양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
활동

3 3

그린트리
예술창작센터

예술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예술 창작 공연

8 5

미라클워커
엔터테인먼트

문화 공연 기회 프로모션 5 5

띵동 인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상담 및 개입 5 5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에너지
대학교 건물의 경제적 가치 향상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환경 제공

23 23

[표 2-5]�비영리스타트업 사례 조사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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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비영리스타트업은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대상이 다양하다.�예를

들면,�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업은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이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은 기존

비영리영역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대상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구체적인 사례로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위기상담과 개입을 통해 도움을 주는 ‘띵동’과 사회적 소수자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로사이드’�등이 있다.�

국내 비영리스타트업의 목적사업은 다양하고 기존의 아이템과 차별화된다.�정장을 기부

받아서필요한사람들에게대여를해주는 ‘열린옷장’,�결혼식 등에서사용한남겨진꽃을

활용하여소외계층에게기부하여 기쁨과위로를전달하는 ‘FLRY’�등 기존과다른아이템

으로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는 사례와 함께 취약계층 대학생 무료식권 지원사업을 시행하

는 ‘십시일밥’,�대학교건물의경제적가치향상과유지비용절감을위한지속가능한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와 같은 새로운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과교육또한비영리스타트업이 관심을가지는분야이다.�예술과 관련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는지역주민과취약계층을위한지속적인문화예술창작공연을하는 ‘그

린트리 예술창작센터’,�공연 기회를 프로모션하는 ‘미라클워커 엔터테인먼트’�등이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유스나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과 학생을 매칭시켜주는 ‘점프’�등이 있다.

비영리분야에대한지원을하는비영리스타트업도있다.�사회적 경제조직과비영리분야에

ICT자원을 연결하고지원하는 ‘비영리IT지원센터’,�세상을 바꿀체인지메이커를발굴하고

육성하며 지원하는 ‘루트임팩트’,�비영리단체의 지원프로젝트를진행하고연구·출판을하

는 ‘진저티프로젝트’,�영리기업의행사촬영수익이 비영리단체행사촬영으로연결되는 ‘바

라봄사진관’�등이 있다.�

신기술을활용한사례도발견된다.�대표적인사례로는코딩이라는주제로학교연계교육

프로그램과 도서산간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멋쟁이 사자처럼’,�선도형·기술

창업형 창업 문화확산을 위해 창업관련 교육·대회·세미나·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타이

드 인스티튜트’�등이 있다.

그 외 지역주민과소외계층을 위한방송을제작하고이들의 참여확대를유도하는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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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라디오’,�지역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육아교육사업,�수제 먹거리 판매,�홍보물 제

작,�평생교육원을 위탁·운영하는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있다.

선정된 비영리스타트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5개 자치구에분포되어 있다.�각�자치

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가 마포공동체라디오,�진저티프로젝트,�바라봄사진관 등 3개가

위치하고있었으며,�성동구(루트임팩트,�점프),�광진구(열린옷장,�광진아이누리애),�서초구

(미라클워커엔터테인먼트,�캠퍼스 에너지 세이버)는 각�2개씩 위치해있다.�그 외 도봉구

(그린트리예술창작센터),�성북구(띵동),�종로구(타이드인스티튜트),�은평구(비영리IT지원

센터),� 서대문구(로사이드),� 용산구(FLRY),� 양천구(십시일밥),� 강남구(멋쟁이사자처럼),�

중랑구(희망유스나래)에 1개씩 분포하고 있다.�

[그림 2-4]�서울시 주요 비영리스타트업 분포

(3)�청년취업 실태

앞에서 선정한 18개 비영리스타트업에종사하고 있는종사자중 44명의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청년취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설문조사에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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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중 여성은 28명이었으며,�남성은 16명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의 결과만으로 단

정하기는어렵지만,�비영리스타트업에는비교적여성들의진출이활발하다는사실은어느

정도유추가가능하다.�응답 대상자들의 연령대는주로 20대와 30대로 20대는 21명,�30

대는 23명으로 비슷하였다.

[그림 2-5]�설문조사 주요결과:�성별과 연령대

응답대상자의 다수는 정규직이었다.�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각각�30명

과 1명으로나타났으며,�고용기간이정해져 있는계약직과인턴은각각�8명과 3명이었다.�

기타로는 창업자,�전문위원 등이 있었다.

[그림 2-6]�설문조사 주요결과:�계약형태

응답대상자들의 직급은 다양하게 나타났다.�대표부터 팀장,�대리,�주임,�사원 등 다양한

직책의대상자가설문조사에응답하였다.�그 외에직급이없는경우도있었으며,�청년혁신

활동가 등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직급도 나타났다.�주요업무는 맡은 바에 따라

다양하게나타났다.�일반사무,�기획,�회계,�연구지원등의행정업무를한다는응답과함께

의류대여,�저소득층창업대출,�건축설계및인테리어,�비영리단체활동가개인역량강화지

원 등 사업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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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설문조사 주요결과:�직책

학력은 전반적으로높은 것으로조사되었다.�모두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을가지고 있었

으며,�대학졸업이 35명으로가장많았다.�최종학력이고졸인응답자는없었다.�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졸업을한응답자도 8명(18.2%)이나되어 전반적인학력수준은높은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설문조사 주요결과:�학력

초과근무수당을제외한응답자의월급여는 200만 원 이하가대부분인 것으로나타났다.�

200만 원을초과한다는응답은전체 44명 중에서 9명(20.5%)에 불과하였다.�중앙일보의

한기사에따르면 2017년 하반기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은 3,920만 원이었다.�비영

리스타트업에종사하는청년근로자들의대부분이 200만 원 이하를받는다는사실과비교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설문조사 주요결과:�월급여(초과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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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비영리스타트업과 청년일자리 지원정책

1)�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지원정책 현황

비영리스타트업을대상으로한직접적인 지원은없다.�그러나비영리스타트업은법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속하기때문에이에준한법적지원을받을수있다.�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부 지원은보조금사업 참여,�우편요금감면,�조세감면,�행정기관에 협력요청 등이

있다.�비영리민간단체는공모방식으로사업신청을제출받아심사를거쳐 민간단체의사업

비 일부를 지원해주며,�우편요금에 대해 25%를 감액 받을 수 있다.�조세특별제한법과

지방세법 등 개별적인 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지원사업 수행 시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비

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증진과민주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발적인활동을보장하며건

전한단체로의 성장을지원하기 위해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공익적합성이높고공익

활동의파급효과가큰사업,�국가정책에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가지는사업을우선 지

원할계획이다.�공익사업을 선정할때는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사회문제 해결 및 주

민욕구충족도,�신청예산내역의타당성 및자체부담비율,�전년도사업평가결과,�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예산은 2017년에 70억 6,200만 원으로 약 190개 사업으로 사업별 평균약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한도는 사업별 최대 7,000만 원이며,�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2억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수있다.�원칙적으로는 1개단체,�단년도사업추진을

기본으로하지만,�컨소시엄사업과다년도사업도예외적으로허용한다.�컨소시엄사업은

개별단체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은 추진을

지원하며,�전체 지원사업 수의 20%�이내를 선발한다.�다년도 사업은 단기간 성과창출이

어려운사업의사업기간연속성을보장하기위하여최대 3년간지원하며,�전체지원사업의

20%�이내를선발한다.�다년도사업의경우 2년 이상연차사업계획에의거해추진할필요

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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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는 2014년에 도입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사

업신청,�실행계획서제출및교부신청,�사업비 지출등록,�사업보고서제출,�정산등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이 관리된다(행정안전부,�2017).�

비영리민간단체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담당자 서비스

사업
신청

사업공고 내역 조회 및 신청,
진행현황 조회

사업공고/
선정관리

사업공고 내역 조회 및 신청,
진행현황 조회

평가관리
사업결과 보고,�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
관리

자부담 내역확인,�집행내역
등록관리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자료 조회 및 관리

정산관리
정산실시,�환수 및 정산검사
서 관리

통계관리
연도별,�단체별,�사업별
정산관리Help

Center

공지사항,�자료실 등의 정보지원
온라인 매뉴얼,�FAQ,�Q&A
등의 정보 지원 사업자

관리
사업자 과거사업이력,�상담
이력 관리보조

사업
관리

계획서 제출 및 변경 요청,
카드등록 관리 집행관리

증빙별,�예산별 집행 현황
모니터링

정산
관리

정산총괄표,�집행내역 총괄관리
정산보고서 제출 및 온라인
증빙 관리

사용자
관리

사용자 및 권한 설정

로그관리 접속,�변경 로그관리

마이
페이지

과제 신청,�접수,�승인 현황
내 정보,�내 사업 등의 단체 정보
관리 환경설정 게시판,�코드,�알림 관리

자료:�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표 2-6]�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2017년 공익사업의유형은 9개이다.�사회통합증진,�사회복지증진및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성숙한 시민사회 조성,�국민안전 확보,�민생경제 발전,�문화·관광 발전,�환경보전

및자원절약,�국가안보및평화증진,�국제교류협력등의분야이다.�2017년 공익사업유형

을결정하기 위해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를반영하여 9개 유형이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지원사업의 유형이 6개였으나,�2017년에는 9개로 보다 세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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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사회통합 증진
ㆍ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ㆍ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ㆍ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2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

ㆍ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
ㆍ소외계층 인권보장
ㆍ자원봉사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등

3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ㆍ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자살예방,�도덕성 함양
ㆍ타협과양보,�배려문화확산,�부정부패감시,�기초법질서 준수등
ㆍ100세 시대 노후 대비 교육,�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

4 국민안전 확보
ㆍ각종 안전사고 예방
ㆍ4대악(학교·성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근절활동
ㆍ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등

5 민생경제 발전
ㆍ경제적 약자 보호,�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ㆍ신기술·글로벌 창업 지원,�맞춤형 고용 증대,�청년일자리 창출
ㆍ농어촌 활성화 등

6 문화·관광 발전
ㆍ전통문화 계승·발전
ㆍ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ㆍ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

7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ㆍ친환경 실천 캠페인,�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ㆍ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ㆍ자원재생 캠페인,�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등

8
국가안보 및
평화 증진

ㆍ국가안보,�국토보전 및 나라사랑 활동
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국제평화 증진 활동
ㆍ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준비 활동 등

9 국제교류협력
ㆍ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의료지원,�저개발지역 지원·구호 활동
ㆍ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등 선린친선 활동
ㆍ지구온난화,�세계평화 정착 등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등

주:�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자료:�행정안전부(2017)

[표 2-7]�2017년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예시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은 다양한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사업신청단계에서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주무부서의 사업 준비 및 사업집행과관련하여 합리성이 저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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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발생할수있다.�사업선정 및승인단계에서는중복신청문제와짧은검토기간으로

인해심도있는사업선정에한계가있고,�심사위원수가부족하며,�보조금배분의 투명성

이나공정성이담보되지않는다는지적,�사업계획서중심의 평가가단체의 영향력으로귀

결되는 결과가초래되어 작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이지만 서류작성 능력이 떨어

지면사업에서배제되는결과가나타나는등의문제점이 지적된다.�사업집행및관리단계

에서는 자금집행에 있어서 정부평가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 점,�보조금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할수 있다는 점,�간접적 지원정책의 부재등이 지적된다.�사업보고단

계에서는중간점검과평가와관련된예산이없다는점,�관리인력부족,�사업의적정성보다

는 회계평가에 초점을 두는 평가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경훈·안영훈,�2015).

(2)�기타지원

①�우편요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는공익활동을위하여사용하는우편물중우편요금별·후납우편물에대

해서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량의 우편물이나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 및 감액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②�조세감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비과세이다.�또한후원자에대

한기부금의공제가가능하다.�하지만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는등록된단체모두가조세

감면을받는 것은아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의 조세감면에대한규정은 있지

만 근거규정만 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개별 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받지 못한다.

③�행정지원 및 협력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정부터 행정기관과의 협력은 중요하다.�비영리민간단체로의 등

록 이후 사업을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발생한다.�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의도움이필요할때 관련있는공공기관에업무와관련한사항등에대해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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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일자리 지원정책

서울시에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기울이고,�청년이체감할수있는실효성있는지원을집중적으로펼치고있다.�서울

시는청년일자리센터를설립하여청년취업준비생에게일자리관련 정보뿐만아니라금융·

주거·복지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또한 서울일자리포털에서는 연령별·계층별 일자리서

비스를소개하고있다.�그 중에서 청년일자리는청년구직,�청년-중소기업매칭,�서울형 강

소기업,�일자리 창출,�알바보호 등을 중심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0]�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 요약

(1)�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서울시는청년취업에필요한맞춤형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기위해 2017년 3월 24일에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를개관하였다.�청년취업종합서비스의컨트롤타워로기능하고있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는 취업성공에 필요한 상담·컨설팅·멘토링뿐만 아니라 일자리알선

부터 금융·주거·복지까지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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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그림 2-11]�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지원 내용

(2)�청년일자리 서비스

①�청년구직:�일자리카페,�취업날개서비스,�멘토스쿨

서울시는 24시간일자리관련 정보를제공하고있다.�서울일자리포털은원하는일자리정보

를한곳에서제공하는일자리통합포털사이트이다.�서울일자리포털사이트에는채용정보뿐

만아니라인재정보,�교육훈련,�창업지원,�일자리서비스,�일자리뉴스,�우수중소기업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서울시는주소지가 서울인 청년을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면접 정장을무료로대여하는

취업날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서울시와제휴한정장대여업체를방문하여신체치수를

측정한후몸에맞는정장을빌리는방식이다.�1천여 벌의정장을비롯하여넥타이,�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한곳에서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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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그림 2-12]�서울시 취업날개서비스

②�청년-중소기업 매칭

서울시는강소기업 1,000개를 발굴해 청년 1만 명의 일자리를찾을 계획이다.�우선 정규

직비중,�임금수준,�근무환경등을평가해서울형강소기업을선정할예정이다.�이를통해

발굴된 서울형강소기업에게는일자리협력관이 1:1로 전담해행정지원을할예정이다.�서

울시는구직등록,�직업훈련,�학교추천등을통해선발한청년들을서울형강소기업과연결

하여 이들의 취업을적극적으로도울예정이다.�맞춤형 기업 정보를제공하고취업맞춤형

교육훈련을 시행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후지원까지 할 계획이다.�

③�서울형 강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가 인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다.�서울시가 인증한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가능성이 높은 일명 서울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이들

기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할 계획이다.�서울형 강소기업은 공공기관

인증우수중소기업인하이서울브랜드기업1),�청년친화강소기업2),�이노비즈기업3),�벤처기

업,�녹색기업 등에서상·하반기 500개사를지정할계획이다.�서울형 강소기업으로선정되

면 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 월 60만 원이 지급되며,�취업자에게는 월 40만 원의 취업장려

1)�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2)�신입사원 최소초임 월 200만원,�주중야근 2일 이하또는주말근무월 1회 이하의근로시간준수,�4가지 이상의 복지혜택을
갖춘 기업.

3)�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Innobiz)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을 의미하는 용어(http://www.innobiz.net/intro/intro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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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최대 10개월간 지원된다.

④�일자리창출:�뉴딜일자리

서울시는복지를확대하고,�경제를 성장시켜 청년 일자리를늘릴예정이다.�청년뉴딜일자

리등공공서비스를확대하고,�공무원과서울시산하기관의 신규인력 선발을확대하여일

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사회적경제기업 1,000개를육성해일자리 6,000개를창출할예

정이다.�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성수경제패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판로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양재·마곡 R&D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유망산업일자리창출,�공예·패션,�공유산업활성화,�야시장푸드트럭확대등사회

혁신분야일자리를창출할예정이다.�챌린지 1,000프로젝트4)를통해 우수창업가 250개

팀을 발굴하고,�신규지원으로 일자리 5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드린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이다.�일하는 동안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도와준다는 취지

이며,�2015년에는뉴딜일자리참여자중 42.2%가�취업에성공하였다.�뉴딜일자리사업에

는서울시의주요부서뿐만아니라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도함께참여하고있다.�

홈페이지기준총 5,286개의 일자리가운데 55.8%인 2,949개가청년을위한것으로나타

났으며,�이 중 68.6%인 2,023개가 전일근무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전일/파트 전일근무 파트타임 총합계

여성 - 15 - 15

일반 16 1,042 543 1,601

일반/여성 - 122 517 639

일반/장애인 - - 50 50

청년 40 2,023 886 2,949

청년/여성 - - 12 12

청년/장애인 - 20 - 20

합계 56 3,222 20,08 5,286

자료:�서울일자리포털

[표 2-8]�서울시 뉴딜일자리 현황

4)�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30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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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해외 현황

비영리단체와달리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현황자료는해외에서도찾아보기가쉽지않다.�

비영리스타트업을 기존과다른 방식으로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명확한정의가확립되

지않았기때문인 것으로추정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비영리스타트업 현황은엔

젤리스트(Angelist)5)�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현재 미국의 엔젤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은 2017년 7월 현재 1,594개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있어서도비영리단체와비영리스타트업의특징을구분하기는쉽지않

다.�사회공헌을목적으로사업을전개해나간다는점은동일하다.�단지 비영리스타트업은

기존의 비영리단체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차이점으로볼수 있다.�따라서 비영리스타트업은운용방식과활동내용에서 비영리단

체와 일부분 차이가 있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자선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신기술들을 적

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비영리스타트업의활동은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 발생할수 있

다.�온라인에서는 기금모금 및 소통 채널,�오프라인에서는 직접 구호품을 전달하거나사

회기반시설을확충하는등의활동을한다.�기존 비영리단체와활동적인측면에서는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운용 면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하고,�크라우드 펀딩 등을 이용해 자선기

부금 등을 모금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그림 2-13]�비영리스타트업의 운용방식과 활동방식

5)�미국의 벤처 투자자들과 초기 벤처회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기업정보뿐만 아니라 채용정보도 제공.



30�/�서울시비영리스타트업현황과청년일자리

비영리스타트업도일반스타트업과마찬가지로자금조달이중요하다.�기존 비영리단체들

이 기부금이나후원금에의존해왔다면비영리스타트업은엔젤투자사로부터의투자,�크라

우드펀딩등자금원이다양해지고있다.�비영리스타트업들은기부금을 100%�비영리사업

에만투자하고있으며,�홈페이지에기부금사용내역을공개하여기부자들이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뛰어난 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기부금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영리스타트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4]�비영리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사례

해외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Nonprofit�

Finance� Fund에서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제공한다.�미국의 Nonprofit�

Finance�Fund에서는 2008년부터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주요 조사내용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Demand� for� Programs/Services),� 재정(Financial�

Story),� 도전과 대응방식(Challenges� and� Responses),� 정부지원(Government�

Funding)�등이다.

자료:�http://survey.nonprofitfinancefund.org/indexie.html

[그림 2-15]�Nonprofit�Finance�Fund의 주요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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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NCVO(National�Council�for�Voluntary�Organizations)에서 비영리단체의 현

황을조사한결과를제공한다.�영국의 NCVO는 1996년부터 Almanac(연감)을 매년발간

하여 영국 비영리섹터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Almanac에는 제3섹터의 재정,�노동력,�

자원봉사 등의 범위와 특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장기 추세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료: https://data.ncvo.org.uk/a/almanac17/income-and-spending-2/
[그림 2-16]�NCVO의 Almanac�조사 결과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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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비영리스타트업운영사례심층분석

1_조사개요

대표기업 CEO�심층 인터뷰는 5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앞에서

선정한 18개 사업체중 성공적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취업자가많은사업체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주요 조사대상 업체는 열린옷장,�점프

(JUMP),�진저티프로젝트(ginger�T�project),�비영리IT지원센터,�FLRY(플리)이다.�인터뷰

는창업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이들은대부분현재 CEO를맡고있다.�인터뷰대상

업체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5개 업체 소재지가 모두 다르다.�조사대상 대표기업 중

진저티프로젝트(주식회사)를 제외한 4개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림 3-1]�인터뷰 대상 비영리스타트업

인터뷰 구조는 기업개요,�창업경험,�사업내용,�청년일자리,�정책제언 등 총 5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기업개요에서는 기업에대한 일반정보등에대해서 질문하였다.�창업경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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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함께 창업과정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여 창업

당시어려웠던점과정부나기업등에서받았던지원도함께질문하였다.�사업내용은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내용과 비영리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을 질문하였다.�

청년일자리는 비영리분야가청년고용에미치는긍정적인부분과함께 청년고용의 애로사

항과한계를함께질문하였다.�정책제언에서는비영리분야의 지원에대해아쉬운점과비

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질문하였다.

[그림 3-2]�대표기업 CEO�인터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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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운영사례

1)�열린옷장

(1)�기업 개요

○�기업명:�사단법인 열린옷장

○�소재지:�서울시 광진구

○�인터뷰:�김소령 대표

○�주요 사업분야:�정장대여

○�형태:�비영리 사단법인,�서울시 공유기업

○�매출액(2016년):�4억 9천만 원

○�소셜미션:�누구에게나활짝열린 공유옷장을통해누구나당당하게멋질 권리를누리

도록 응원한다.

사단법인 열린옷장은세명의공동대표가 2011년 희망제작소에서주최한사회 혁신아이

디어를 위한 모임인 소셜 디자이너 스쿨에서 만난 후 의기투합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서울시 공유기업 인증을 받았다.�주요사업은

정장대여이다.�기증받은정장을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대여해주는방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창업 경험

Q1.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창업 과정

각자다른일을하던 3명이 희망제작소의소셜디자이너스쿨에서만났다.�소셜 디자이너

스쿨에서는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하고 싶지만 뭘 하고 싶은지에대해서는잘모르

는평범한사람들이대부분을차지한다.�소셜 디자이너스쿨을수료하기위해서는사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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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아이디어를 발표해야 한다.�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한 조가 되는데,�공동창업자

3명은 ‘열린옷장’의 내용으로발표하였다.�그 후 직장을다니면서구체적으로사업을준비

해나갔으며,�그 뒤 공동대표 2명이 기존에다니던회사를그만두고본격적으로 ‘열린옷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출처:�열린옷장 제공

[그림 3-3]�열린옷장을 운영하는 옷장지기들

Q2. 창업 당시 어려웠던 점과 공공 또는 민간에서 받았던 지원

창업 당시에는 보통의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초기에는 공간 확보가 어

려웠다.�또한생계수단이 되었던 기존의 직장을그만두는것에대한고민도컸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풀려서 오늘날의 ‘열린옷장’이 있게 되었다.�그동안받은 정부지원은 없

다고생각했지만,�곰곰이생각해보니정부지원공모사업에응모해서지원을받은적이 있

다.�창업 당시에는위키서울(서울사회적경제아이디어대회)에서상금 1천만원을받기도

하였다.�이 자금으로초기프로그램을만드는데종자돈으로활용하였다.�공간은민간으

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정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도 후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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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열린옷장 제공

[그림 3-4]�열린옷장의 의류관리

(3)�사업 내용

Q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주요사업을한마디로요약하면정장공유이다.�기증받은정장을싼가격으로필요한사람

들에게빌려주는형태이다.�정장때문에기회를누리지못하는사람들의문제를해결한다

는 점에서 사회적인 기여를할수 있다고생각한다.�최근에는 ‘수트지니어스’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개발하여수익에중점을둔사업도진행할계획이다.�정장을빌려주는과정에

서빌리는사람의신체에꼭맞는옷을찾기는쉽지가않다.�적절한옷을찾아주는과정에

서 시간도오래 걸리고 직원들의 감정노동도 심해진다.�온라인매칭 프로그램을활용하면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고,�감정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2. 비영리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비영리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한 것은 정장을 기증받는데 유리한조직형태였기 때문이다.�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비영리 형태가유리한점이 있는 것은사실이다.�하지만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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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형태라고해서재화나서비스의가치수준을높게보지않는경향도있는것같다.�단지

기증을기반으로한비영리라는이유때문에이용자들이서비스경험자체를꺼리는면이

있다.�그러한 편견을깨기 위해 영리스타트업보다 더 많은노력과투자가 필요하다고생

각한다.

출처:�열린옷장 제공

[그림 3-5]�열린옷장의 옷장 내부

(4)�청년 일자리

Q1. 비영리분야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

비영리분야의 일자리가 ‘좋은일자리’인가에대해서는아직까지잘모르겠다.�좋은 일자리

에대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분야의 일자리가좋다고만은말할수없는것이사

실이다.�만약 그에 대한 확산이 생긴다면 비영리분야의 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비영리분야의 일은가치 있는일이기때문이다.�또한 비영리분야는청년들에게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자리이다.�비영리분야의 일자리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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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열린옷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체로 일에 만족하고

있다.�비영리분야의 일자리는가치가있고만족도가높은 직장을청년들에게제공해주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2. 비영리분야에서 청년고용의 애로사항 및 한계

비영리분야에서 일을 할만한 청년들을고용하는 경로가 미흡한 것 같다.�영리기업과달

리 비영리분야는인재풀자체가넓지않다.�따라서 기업에적합한인재를찾는것이 어렵

다.�고용을진행할때마다사람을어디에서구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에봉착한다.�서울

잡스에공고를내봤으나상대적으로보는사람이적었다.�민간취업대행사이트에공고를

올렸을 경우에는 지원자의 수는 많았으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오히려 적었다.�

출처:�열린옷장 제공

[그림 3-6]�열린옷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5)�정책 제언

Q1. 현재 정부 및 서울시의 비영리분야 지원에 대해 아쉬운 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많은 편이며 알기 쉽다.�비영리법인은 사회적기업과 비

슷한점이 많다.�그러나비영리분야라고해서딱히유리한점은 없는것같다.�지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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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다.�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면,�비영리단체나 비영

리법인의 형태로는지원받기가수월하는경우도많다.�비영리로스타트업을하는데있어

서조언을얻을수있는통로가생각보다많지않았다.�창업과정에서는주로소셜벤처와

소통을 많이 하였는데,�이들은 소셜미션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Q2.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

결국 비영리스타트업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창업을

하면서 서울시 ‘청년혁신 사회활동가’�프로그램을 통한 인건비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인건비 지원사업이끝나고도일부인원은계속열린옷장에남아서일을하고있다.�‘열린

옷장’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고용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다.�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

책을많이 시행한다면비영리스타트업이 지금보다건강하게생존할수있을것이라는생

각이 든다.�또한 비영리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처럼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 본다.�

출처:�열린옷장 제공

[그림 3-7]�열린옷장의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정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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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UMP(점프)

(1)�기업 개요

○�기업명:�JUMP(점프)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인터뷰:�이의헌 대표

○�주요 사업분야:�교육,�멘토링

○�형태:�비영리 사단법인

○�매출액(2016년):�6억 6천만 원

○�소셜미션:�점프는다양한배경의 청소년에게공정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청년과대

학생을균형 잡힌 인재로육성하여 교육나눔과다양성의 가치를확산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JUMP(점프)는 Join�Us�to�Maximize�our�Potential의 약자이다.�마국의 ‘Teach�for�

America’에서 영감을받아한국의교육불평등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다.�저소득층·이

주배경 청소년의교육기회확대를위해교육봉사,�인재양성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특히 멘토링 사업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2)�창업 경험

Q1.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창업 과정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기자로 일을 했다.�기자생활을 하면서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를몸소경험하였다.�그래서자연스럽게비주류·소수자에대한관심이생기게되었다.�

모두가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기자생활을 그만두고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에 입학하였다.�처음에는대학원졸업후국제기구에들어가

려고 계획하였으나,�이후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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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메리카’�모델을알게되었다.�관련 자료를찾고연구를거듭한후 ‘점프’의 구체적인

활동을 구상하였으며,�이는 졸업논문의 주제가 되었다.�졸업 후 귀국하여 점프를 설립하

게 되었다.�

출처:�점프 제공

[그림 3-8]�점프의 장학샘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

Q2. 창업 당시 어려웠던 점과 공공 또는 민간에서 받았던 지원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가 가장 걱정되었다.�다행히 한국진출을

타진하였던세계적인온라인리서치솔루션업체에서한국시장을맡아달라는제의가와서

생계문제를해결할수있었다.�창업 당시에는고용노동부의사회적 기업가육성사업의지

원을받았다.�사회적 기업가육성사업을통해서초창의허브와복사골문화센터안에사무

공간을지원받았다.�사단법인 씨즈(Seeds)의 지원도큰힘이 되었다.�현대자동차그룹또

한 ‘점프’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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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점프 제공

[그림 3-9]�현대자동차그룹,�서울장학재단,�점프의 협약식

(3)�사업 내용

Q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점프는한국의교육불평등문제를해결하는것이목표다.�청소년에게공정한교육기회를

제공하고,�청년을균형잡힌 인재로길러낸다는목표를달성하기 위해민-관-점프의다자

간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7년째 한 가지의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사업

은점프에대한일방적인 지원보다는민-관-점프가협력을통해서로못하는부분을보완

해주는방식이다.�주요프로그램은 ‘장학샘(장학생과선생님의합성어)’과 ‘전문직 사회인

멘토단’이다.�장학샘은 대학생이며 취약계층에게 주당 8시간씩 1년 동안 교육봉사를 한

다.�점프는대학생봉사자들에게장학금(연간 250~400만 원)과함께전문직사회인멘토

단을 연결시켜준다.�전문직 사회인 멘토단은 대학생들의 멘토가 된다.

Q2. 비영리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기존의 일부 비영리단체 운영방식에는 단점들이 있다.�투명하지 못한 운영,�카리스마를

통해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십 등이다.�이러한 부분에 대해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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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서 비영리단체로서생존도함께모색해야하는길을찾아야하는부분은현재의상

황에서쉽지만은않다.�또한훌륭한직원들이 비영리분야에지원을하지만그들의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급여가 적은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이들의 열정비즈니스로 노동력을

채워나가야만하는것이현실이다.�제도적으로는김영란법의식대가 1인당 3만원한도인

데비해,�비영리단체간담회의식대한도는 1인당 1만원이채되지않는등의제약이있다.

출처:�점프 제공

[그림 3-10]�점프 구성원

(4)�청년 일자리

Q1. 비영리분야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

‘점프’의 미션 중 하나가 청년에게 삶과 인생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가능성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곳곳에 좋은 인재 배출이 가능하다.�기존의 획일화된 가

치관에서 조금 벗어나다른부분을고민할수 있다는부분은 비영리분야의 장점이다.�또

한 비영리분야의 사업들을 통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점프를기준으로보면현재진행중인 ‘장학샘’�프로그램을통해청년고용을늘릴수있다.�

50명의 대학생을기준으로 1명의 정직원고용이생기도록설계하면 기존에벤치마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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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보다 전체 비용을 낮추어서 고용의 지속창출이 가능하다.�즉,�사업이 커질수록

고용도 창출되고,�교육 불평등도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2. 비영리분야에서 청년고용의 애로사항 및 한계

영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분야는 일자리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다.�또한 '비영리=봉사=저임금'이라는 사회통념 때문에 만들어내

는사회적 가치에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악순

환으로 인해 우선 좋은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우수한 인재를 유치했다고 하더

라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로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정비즈니스로 채울 수밖에 없

는 현실을 보면,�비영리분야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처:�점프 제공

[그림 3-11]�점프하는 학생들

(5)�정책 제언

Q1. 현재 정부 및 서울시의 비영리분야 지원에 대해 아쉬운 점

정부의 공공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은 있지만,�일부 사업들은 비영리스타트업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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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아쉬운 점 중 하나는 아직 비영리분야의

생태계가제대로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정부와 서울시의 비영리분야에대한 지원

은주로직접사업으로이루어져 있다.�직접사업은개별 기업들이살아남기에는괜찮은지

원방향이다.�하지만이미잘하고 있는곳들만잘되게하는 결과를초래할 위험성도존재

한다.�이제부터는특정 비영리단체가혼자만성공하지않고,�생태계를만들어갈수있도

록 서포트해주면 좋겠다.

Q2.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

서울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이용하여 지방과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서

울은상대적으로청년들이많다.�예를들어,�점프에서 시행중인프로그램을운영하기 위

해서는 대학생과 전문직 사회인 멘토가 많아야 하는데,�서울은 해당 요건에 성립한다고

볼수있다.�반면,�지방이서울에비해상대적으로청년층이부족한이유는괜찮은일자리

가�없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출신이

지방인 학생 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을 구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점프 제공

[그림 3-12]�점프 Fellow�결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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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영리IT지원센터

(1)�기업 개요

○�기업명:�사단법인 비영리IT지원센터

○�소재지:�서울시 은평구(혁신파크)

○�인터뷰:�이재흥 이사(전 대표)

○�주요 사업분야:�비영리단체의 IT�분야 지원

○�형태:�비영리 사단법인

○�매출액(2016년):�약 6억 원

○�소셜미션:�공익적활동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기업등사회적경제조

직이 시민과 서로소통하고공감할수있도록 필요한 ICT�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한다.

디지털 IT분야의 희망제작소라고 불리고 있는 비영리IT지원센터는 협동창업의 형태로 만

들어졌다.�IT와 관련한비영리분야의중간지원조직역할을하고있으며,�디지털사회혁신이

라는 정책의제와 관련 연구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비영리IT지원센터로부터 나온 컴퓨

터와 소프트웨어를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2)�창업 경험

Q1.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창업 과정

처음 시작한 NGO�활동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당시에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

요성을느끼게되었다.�그 이후희망제작소에서일을하면서,�인큐베이팅조직과비영리조

직의 지원기관에대한창업준비를하게되었다.�창업의 형태는사회적 기업가,�IT기업 대

표자,�중간지원기관이 함께한 다중공동창업이다.�혼자의 힘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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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준비를하였다.�그 후사업계획을수립하고구체적인사업을선정하는데많은준비를

하였다.�현재는 1차사업계획이마무리되어서대표에서물러나있는상황이며,�현재 중장

기비전을 만드는 중이다.

출처:�비영리IT지원센터 제공

[그림 3-13]�비영리IT지원센터 구성원

Q2. 창업 당시 어려웠던 점과 공공 또는 민간에서 받았던 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현실에 맞지 않는규제와표준화되지 않

은 제도들에 의해서 사업이 쉽지만은 않았다.�그래도 공공과 민간에서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다.�초기 사업준비가잘되어있었고,�사업의 안정화로나아갈수있는징검다리가확

보된상태였기때문에공간지원은큰도움이 되었다.�위키서울아이디어팀에선정되어 2년

동안공간을지원받았다.�공간문제가해결된이후에는사업준비가비교적원활하게이루

어질 수 있었다.�국내 IT기업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았다.

(3)�사업 내용

Q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희망제작소에서 가진 문제의식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따라서 디지털IT분야의 중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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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며,�해당분야의희망제작소라고보면된다.�비영리단체의 IT관련분야지원이주된사업

이지만,�인큐베이팅과 글로벌네트워크(테크숩 http://impactexplorer.techsoupglobal.org)

의한국지부이기도하다.�또한디지털사회혁신이라는정책의제에대한연구도하는등사업내

용은종합적이다.�비영리IT지원센터의일들은직접지원보다는단체들을연결하는일이다.�주요

목표중하나는지정기부금단체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등의장애물을해결하는것이다.�그

방법을국제NGO표준규범에맞추어 해결할수 있도록노력하는 것이다.�비영리IT지원센터의

사업에는 한국의 IT스타트업 일부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출처:�비영리IT지원센터 제공

[그림 3-14]�비영리IT지원센터의 소셜섹터를 위한 디지털마케팅 세미나 장면

Q2. 비영리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비영리분야에대한 이해자체가부족한것 같다.�앞서 일부 언급하였지만 정책과제도가

시대에맞지 않는다.�1950년대 만들어진 기부물품모집법을 전면적인 개정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있다.�1천만 원 이상기부시 신고를하게 되어 있는데,�행사 전에사전

신고를해야한다.�행사전에예측이불가능한상황에서 신고를한다는점이현실과맞지

않다.�또한비영리단체의공인된 회계기준이 없다.�비영리단체는초과이윤이무조건 적을

수밖에없다.�그로 인해신용등급은낮게책정되며,�이러한사실때문에공공입찰에서제

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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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영리IT지원센터 제공

[그림 3-15]�비영리IT지원센터의 비영리단체 교육

(4)�청년 일자리

Q1. 비영리분야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

비영리분야의일자리에대해서청년들은주도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희망을

품고 지원을 한다.�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비영리와 스타트업의

특성을 함께가지고 있기 때문에가지고 있는장점이라고생각한다.�서울시의 도움은 비

영리분야의 청년고용에긍정적인 역할을한다.�서울시의 지원이 있으면 청년을고용할수

있는여력이생길수있다.�청년혁신뉴딜일자리로들어온직원들모두 100%�정규직으로

전환고용하였다.

Q2. 비영리분야에서 청년고용의 애로사항 및 한계

상대적으로 타 비영리단체에 비해 급여가 많은 편이다.�하지만 비영리기업은 영리기업보

다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비영리IT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이라서 업무의 난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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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만영리기업수준의급여를줄수있는형편은아니다.�따라서 비영리분야자체가청

년들을유인할만한충분한조건이되지않는다.�그리고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해야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이 부분이주도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해야겠다는

신념과충돌한다.�이러한경험을겪은청년들중일부는일을그만두게된다.�또한스타트

업은대표자나 윗선들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고 실무적인 일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단의 실무자인 청년들은 병든다.

출처:�비영리IT지원센터 제공

[그림 3-16]�비영리IT지원센터의 지향점

(5)�정책 제언

Q1. 현재 정부 및 서울시의 비영리분야 지원에 대해 아쉬운 점

우선 비영리기업에 대한 입찰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경쟁시키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고본다.�공공입찰에 있어서 영리와비

영리의차이가있어야할것이다.�현재비영리분야에대한지원은여전히하드웨어와멘토

링중심으로다양하지못하다는점도아쉽다.�서울시의지원은직접적인부분이점차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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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와측면지원 비중이 늘어나는추세인 것 같다.�역량강화와측면지원도중요하지

만 직접지원을 너무 줄여서도 안 된다.�

Q2.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

서울시가 구직과정에서 함께 해줘서 지원자가 많았다.�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의

지원은비영리스타트업에게큰도움이된다.�이러한정책을일부개선하여더나은정책으

로발전시킬 필요가 있다.�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정책과 제도의 문제,�회계기준 마련,�공

공입찰에서의 문제점,�직접지원의 비중 조절 등)�중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또한 정책 홍보에

대해서도더고민해야한다.�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수당,�서울잡스(서울시 청년허브의구

인정보플랫폼)�등의 정책은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출처:�비영리IT지원센터 제공

[그림 3-17]�비영리IT지원센터와 잔디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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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저티프로젝트

(1)�기업 개요

○�기업명:�진저티프로젝트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인터뷰:�서현선 대표

○�주요 사업분야:�(비영리섹터)�연구,�교육,�출판

○�형태:�주식회사

○�매출액(2016년):�8,400만 원

○�소셜미션:�“Curator�for�Social�Movement”,�진저티프로젝트는비영리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사회의 변화와 공익적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다.

진저티프로젝트는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하던 3명의 스터디모임에서 시작되었다.�학습조직

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연구·교육·출판 등의 지식형 사업 형태로운영되고 있다.�비영

리분야에대한실무경험과풍부한이해를바탕으로비교적수월하게창업을하였다.�사업

내용은 비영리 성격을 띠고 있지만,�형태는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출처:�진저티프로젝트 홈페이지

[그림 3-18]�진저티프로젝트가 참여한 밀레니얼 프로젝트 연구결과 보고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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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업 경험

Q1.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창업 과정

진저티프로젝트는 비영리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명의 스터디 모임에서 시작되었

다.�당시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3명은 해당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싶었고,�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학습을 해 보고 싶었다.�

스터디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돌아볼 수

있는기회가되었다.�스터디를진행하면서해보고싶은일을할수있는방법에대해고민

하던 공동창업자 3명은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보자고 결심하였다.�처음에는 큰

부담없이 일할수있는가벼운구조를만들어보자는취지에서주식회사형태로진저티프

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다.

출처:�진저티프로젝트 제공

[그림 3-19]�3주년이 된 진저티프로젝트

Q2. 창업 당시 어려웠던 점과 공공 또는 민간에서 받았던 지원

창업 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던 팀장급 경력자 3명이 모여서 시작해 초창기 서로에게 매

우큰 지지와 격려가 되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어느 정도 일을할수 있는사람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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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관리도필요하지않았다.�또한스터디기간동안신뢰도크게쌓인부분도사업을

시작할때도움이 되었다.�그리고 창업 당시 매우유용했던 공공의 지원은 서울NPO지원

센터의협업공간지원(1년)이었다.�민간지원은해외의조직진단시스템을들여올수있도록

한 개인의 투자,�출판 사업을 위한 개인의 투자 등이 있었다.

출처:�진저티프로젝트 홈페이지

[그림 3-20]�진저티프로젝트의 교육

(3)�사업 내용

Q1.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진저티프로젝트의주요사업은비영리관련분야의 연구·교육·출판이다.�학습조직으로시

작하였기 때문에 지식형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비영리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로 주요 사업이 진행되며,�일정 주제에 대해 연구-교육-출판 등의

사업이유기적으로진행된다.�주요사업(연구·교육·출판)들은 서로순환적으로연결되어있

다.�그간의 연구들은 ‘공익활동가들의 미래 역량 연구’,�‘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공익 활

동’이 있다.� 출판은 ‘(비영리조직을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김영사,�

2015’,�‘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슬로비,�2015)’가�있다.�교육은 ‘비영리조직을 위한

BIC(Believe�in�Change)프로젝트 멘토링’,�‘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모금’,�‘세대 워크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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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비영리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진저티프로젝트는매우공익적이고비영리 영역을위한활동을해왔지만,�실제로조직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다.�이 같은 형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지원을받게되면 의사결정과정이복잡해지는측면이 있다.�주식회사로운영하게되면조

직을만든사람들의 의사와 결정이 중요한구조로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진저티프로젝트에게 매우 의미 있었다.�그러나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기부나 펀딩을 받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4)�청년 일자리

Q1. 비영리분야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

기존비영리단체는청년들이조직 적응에실패하는사례가많이발견된다.�기존 비영리단

체는 가치지향적 조직이지만 형태 자체가 현재의 청년 세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비영리스타트업은문화자체가젊어서 기존의비영리단체보다는청

년들에게매력적으로다가갈수있다.�현재진저티에고용된청년은 5명이다.�이들은자신

의가치와연결된일들을할수있다는만족감이크다고한다.�또한현재기존의비영리조

직들이조직문화등에서다소경직되어 있다는것을고려하면새로운비영리조직들이만

들어지는것은매우중요한흐름이며,�청년고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

생각한다.

Q2. 비영리분야에서 청년고용의 애로사항 및 한계

비영리분야의 스타트업은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자리 자체가 적다.�

진저티프로젝트의 경우 창업한 지 3년이 되었다.�사업을 하면서 3년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다.�그 기간 동안은 명성을쌓아야하고,�자금이 충분치 않은상황에서 청년을고용

하는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또한 취업대상인 청년들은해당분야가생애주기에서 중요

한 변곡점에 위치해있다.�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성장경험을 주어야 하는데

작은 조직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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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진저티프로젝트 홈페이지

[그림 3-21]�진저티프로젝트의 밀레니얼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5)�정책 제언

Q1. 현재 정부 및 서울시의 비영리분야 지원에 대해 아쉬운 점

많은지원들이사업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쉽다.�서울시의지원이 비영리 영역에직

접적으로어젠다를던지거나직접사업을해나가는방식이아닌,�좀 더 긴 호흡으로생태

계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면 좋을 듯하다.�특히 비영리 생태계의 현황과문제들을 진단하

는연구사업이라든지,�비영리조직들이협업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조성이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또한 비영리분야로 창업하는 조직들의 욕구를 섬세하게 읽어내지

못하는경향이 있는것같고단기적인 성과들이강조되는면이 있다.�그리고공간이나재

정 지원의 조건이나 환경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Q2.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

좋은정책을만들기위해서는올바른현실진단과현장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고생각한

다.�그런 의미에서 현재 비영리스타트업이 직면한 현실들이 섬세하게 진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있다.�그리고대부분의스타트업이 청년들을고용하기위한재정이안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이 부분에대한지원이효과적이리라생각한다.�더불어 재정적지원뿐아니

라 청년들이 고용 이후 겪는 경험이 리포트되어서 비영리스타트업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극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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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LRY(플리)

(1)�기업 개요

○�기업명:�FLRY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인터뷰:�김다인 대표

○�주요 사업분야:�꽃을 재활용하여 기부

○�형태:�비영리 사단법인

○�매출액(2016년):�해당없음(2017년 3월 등록)

○�소셜미션:�꽃을 통해 서로단절된 곳에 마음을나누고소통하는 기회를만든다.�플리

는 꽃을 매개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FLRY는 결혼식에사용한웨딩플라워를재활용하여호스피스환자,�어르신 등꽃을통한

위로가필요한사람들에게기쁨과정서적 위로를전하는비영리단체이다.�꽃을통해기쁨

을나누는 FLRY는사회적기업에관심이있던대표자가프로젝트로시작하여창업하였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출처:�FLRY�홈페이지

[그림 3-22]�FLRY의 Flower� Journey�서비스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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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업 경험

Q1.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창업 과정

컨설팅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다니던 직

장에서 2년 동안의 연수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관련 분야의 일을 경험

하려고 계획하였다.� 루트임팩트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비영리에 대한 관

심과스타트업에대한이해가생겨났으며,�이를 계기로전 직장동료와프로젝트로 FLRY

의 초기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그 후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그만두기에는아까워서계속하게되었다.�2016년 2월에 설립하였으며,�당시에는임의단

체로 시작하였다.�이후 여성가족부 산하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 있었다.�

Q2. 창업 당시 어려웠던 점과 공공 또는 민간에서 받았던 지원

사업의 형태를 결정할 때 고민이 많았다.�협동조합 형태도 생각해봤지만,�고민 끝에 비

영리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조언 받을 곳이 없었다.�또한

처음에 FLRY를 시작할 때는 임의단체로 시작을 하였는데,�당시에는 통장개설이 어렵

고,�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초기에 기업들의 후원문의도 있었지만 진행할

수가 없었다.�다행히 추후 구글 임팩트챌린지에 당선되어 지원을받아서 어느 정도 도움

이 되었다.

출처:�FLRY�홈페이지

[그림 3-23]�FLRY가�만드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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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 내용

Q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꽃을 통한 정서적 위안과 치유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결혼식에 많은 꽃들이 사용되

고있는데,�결혼식후에는꽃들이버려지는경우가많다.�FLRY는 기부의사를표명한커플

들의 결혼식 일정을파악한후각�일정에맞는봉사팀을연결해준다.�이후 기부처에당일

작업공간을 섭외하고,�봉사자들은 그곳에서 플로리스트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꽃을 재활

용하게된다.�재탄생된꽃들은노인요양원,�호스피스병동,�위안부할머니,�복지관등에전

달한다.�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수익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FLRY:us는 꽃 구독상품을 판매하는데,�6번 구독하게 되면 1번은 구독한 사람의 이름으

로 지방에 있는 노인요양원이나 호스피스병원에 동일한 꽃이 기부되는 방식이다.

[그림 3-24]�Flry의 수익사업인 어니스트플라워

Q2. 비영리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비영리 분야의 일을 단순히 봉사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좋은 일을 하면 돈은 적게

버는 것이 당연하며,�수익은 거의 없어야한다고생각하는사회적 인식이 있다.�비영리단

체는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것 자체도 버거운 경우가 많은데,�수익이 부족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가없다.�비영리분야도어느정도의수익이필요하다는사실에대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고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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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년 일자리

Q1. 비영리분야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

청년고용의 일자리 대안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청년들은 비영리분야에서 삶이 의미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또한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하려는 청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같다.�이전과비교했을때사람들의인식수준도올라가고있다.�다만적은급여로열정

을 강요하면 안 된다.�아직까지 비영리 분야는 봉사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사실이다.�이러한고정관념이완화되고,�비영리분야에서 일을해도많은돈을벌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괜찮은 청년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3-25]�FLRY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Q2. 비영리분야에서 청년고용의 애로사항 및 한계

우선급여가적다는것이가장큰애로사항이다.�적은급여를주는일자리를좋은일자리

라고답하기에는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비영리분야자체가수익만을목적으로사업을

시작하지않기때문에이윤이만족할만큼발생하지않는다.�따라서충분한수준의많은

급여를주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또한상대적으로생소한분야이기때문에주변사람들

에게 FLRY에서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비영리분야도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서는영리기업만큼일해야한다.�하지만급여수준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많은일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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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 제언

Q1. 현재 정부 및 서울시의 비영리분야 지원에 대해 아쉬운 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조건이 까다롭다.�등록과정에서 너무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회사 형태로창업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새로운 형태의 비영리사업이라

서관련 담당자들을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접수처리 기간이 너무길었는데,�

업무의 가이드가명확하지않았기 때문이라고생각한다.�FLRY사업의 지속가능성을증명

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고,�접수처리 과정에서 보완한 서류만 대략 7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다.�행정처리 절차가 지치게 만드는 요소이다.�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Q2.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고용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

서울시는비영리분야에대해우호적인분위기가조성되어 있는것같다.�담당자들이지금

보다 업무를 더 숙지한다면 비영리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비영리스타트업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생력을갖춰야한다.�서울

시에서도 비영리사단법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비영리단체는사무공간마련조차버거운경우가많다.�공간지원을해준다면비

영리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FLRY�홈페이지

[그림 3-26]�자원봉사대축제에서 대상을 받는 FLRY�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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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종합 및 시사점

서울의 주요 비영리스타트업 중 5곳(열린옷장,�점프,�비영리IT지원센터,�진저티프로젝트,�

FLRY)의 창업경험이있는대표자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한결과대표자들은사

회공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비영리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창업 당시에는 공간확

보,�생계문제,�현실에 맞지 않는규제,�표준화되지 않은제도,�조언 받을곳의 부재등으

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창업 시에 받은 지원은 응모 사업,�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간 지원,�개인투자 등이었다고 하였다.�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에서 받은 지원은 사업의

정착과정에서도움이되었다고평가하였다.�기존 비영리단체의운영방식과제도적문제점

등이 비영리스타트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일부 애로사항은 있지만,�비영리스타트업

은 청년들에게괜찮은 일자리라고 평가하였다.�우선 기업이 추구하는가치가사회공헌이

며,�청년 직원들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청년들은자신의가치와연결된일을함으로써느끼는만족감으로인해직업만족도

또한높다.�비영리스타트업이가지고 있는프로그램을통해서 좋은 인재를배출할수 있

는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풍부하지 않은 인재풀,�불합리한 관행에 적응하기 힘든 현실,�

비영리분야는봉사활동이라는사회적 인식,�낮은 임금수준,�적은 일자리수,�생소한분야

라는 애로사항과 한계가 존재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하였다.�비영리조직이자생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고,�협업환경이조성되

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그리고 비영리조직의 현황과문제들을 진단하는기초적인 연구

사업이 시행되어야하며,�단기적인 성과지향적 지원보다는장기적인 지원으로패러다임을

전환할필요가있다고조언하였다.�또한서울시가지니고있는역량을발휘하면 청년고용

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 될수있다고언급하였다.�서울시가지니고있는장점은청년

인재가많다는점이다.�반면 지역에서는청년 거주자가부족해문제가되고있다.�공공입

찰에 있어서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비영리분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게된다.�그리고역량강화와측면지원도중요하지만직접지원의 비중도너무낮추면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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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인터뷰 주요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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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비영리스타트업청년고용실태

1_조사개요

서울시소재 18개 비영리스타트업에재직중인만 39세 이하청년 44명을대상으로설문

조사를시행하였다.�생애주기별분류에따르면 30대를청년기로분류하지않지만,�여기서

는 20대와 30대를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15~29

세를 청년층으로정의하고있지만,�서울시 창업지원정책에서 지원대상의 연령이만 20~39

세다.�이를 참고하여본 연구에서는만 39세 이하를청년층으로조작적정의를내리고자

한다.�

설문조사 대상 업체는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단체 중에서 기존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사업을하는기업및단체들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현재국내에

서는 비영리스타트업만 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업을하고있는기업들을설문조사대상기업으로선정하였다.�국내에서는대부분유럽

식의사회적경제모델(기부금에 의존하기보다는자체적인수익사업을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형태)이 우세하기때문에,�앞서 분석한해외사례와같은유형의비영리스타트업

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또한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내용이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들

어갈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일부사회적기업에종사하는청년들도설문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림 4-1]�설문조사 개요

� �

[그림 4-2]�설문조사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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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일반현황에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

(성별·연령·학력 등)을 비롯하여 일부 직업정보를 물어보았다.�일자리 현황에서는 일자리

관련주요정보인근무기간,�근무시간,�입사경로,�사회적경제관련교육경험,�이전 직장경

험,�이전 직장고용형태등을물어보았다.�일자리만족도에서는급여,�고용안정성,�근무환

경,�복리후생,�개인발전 가능성,�적성과 흥미,�업무 난이도,�업무량,�전공과의 연관성,�근

로시간,�직무수행자율성,�미래전망,�인간관계등의항목에대한개별적인만족도를물어

보았으며,�해당항목중에서가장만족하는부분과가장불만족하는부분을함께질문하

였다.�장래 비전 및 바라는 점에서는 사업 전망,�사회적 평판,�본인의 미래 계획,�서울시

지원에 대한 평가,�비영리분야의 청년 취업 평가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2_고용실태

1)�일자리 현황

현재일자리에서근무한기간은 2년 이하가 44명 중 30명(68.2%)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

다.�비영리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사업이 안정화

되기 시작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사업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또한 응답자를 만 39세

이하청년층으로한정하였기때문에해당사업체에서의 평균근무기간이짧게나온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4-3]�설문조사 주요결과:�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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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무시간은대체로 ‘40시간 이하’였다.�‘40시간을초과’한다는응답은 44명 중 13명

(29.5%)이었지만그중에서 50시간이상을근무한다는응답자가 8명이나되었다.�근무시

간은응답자간편차가비교적크게나타났다.�업무강도,�담당업무,�직급에따라편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설문조사 주요결과:�주당 근무시간

현재의 직업을선택한동기로는 ‘자아실현을위해서’가�19명(43.2%),�‘사회공헌을위한사

명감’이 13명(29.5%)으로 전체 응답자의 72.7%에 달했다.�비영리스타트업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적 동기가가장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조사되었다.�그 외에도 ‘업

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6명(13.6%)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2명(4.5%)에 불과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삶의 사명’,�‘관심분야’�등이 있었으며,�이러한 응답은 내적동기로 인해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설문조사 주요결과:�직업 선택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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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스타트업으로 입사하게 된 경로는 ‘채용시험 및 공개구직’과 ‘특별채용 및 추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채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업체의 공고를 보고 취업을 하였다는

응답이 18명(40.9%)이었다.�특별채용 및 현재 사업체 근무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사하

였다는 응답은 16명(36.4%)이었다.�반면 서울시 지원사업(뉴딜일자리,�청년허브 구직정

보)을 통해 취업을 하였다는 응답은 2명(4.5%)에 불과하였다.

[그림 4-6]�설문조사 주요결과:�구직 경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중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

응답자 44명 중에서 12명(27.2%)만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들었다고 응답하였다.�비영

리스타트업관련교육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부족한현실에서사회적경제관련교육프로

그램은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설문조사 주요결과:�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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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른 직장을 다녀본 경험을 가진 경우가총 44명 중 33

명(75.0%)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비영리스타트업이 생애 최초 일자리인 경우보다는

이직을통해얻은 일자리임을유추해볼수있다.�직장을 옮긴 33명 중에서 이전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근로자였던 응답자가 23명(69.7%)으로 나타났다.�계약기간이 끝나

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자아실현 또는 사

회공헌을 위한사명감에 의해 비영리스타트업으로 이직한사례가많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8]�설문조사 주요결과:�이전 직장 경험과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

2)�일자리 만족도

현재의 일자리에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난항목은 ‘자신의 적성과흥미’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직무 수행 자율성’,�‘개인 발전 가능성’�등이 높았다.�상대적으로만족도가높

은항목들의특징은내적동기와관련이있다는점이다.�비영리스타트업에서 일하고있는

청년근로자들은 주관적이고 내적인 부분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에

‘급여’와 ‘업무량’,�‘근로시간’,�‘업무 내용난이도’�등에 대해서는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

게나타났다.�객관적이라고평가할수있는근로조건에대해서는내적 동기에 비해만족

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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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만족도 점수 순위

자신의 적성과 흥미 4.23 1

직무 수행 자율성 4.09 2

개인 발전 가능성 4.02 3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86 4

직업 미래전망 3.80 5

복리후생 3.75 6

전공분야와의 연관성 3.61 7

고용안정성 3.59 8

근무환경 3.55 9

업무 내용 난이도 3.55 9

근로시간 3.39 11

업무량 2.96 12

급여 2.68 13

주:�결과값은 리커트(Likert)�5점 척도를 환산한값이며,�항목별로 매우 만족은 5점,�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계산

[표 4-1]�설문조사 주요결과:�일자리 만족도
(n=44)

현재일자리에서가장만족스러운부분 2가지를선택해달라는질문에서는 ‘자신의적성과

흥미’,�‘개인발전 가능성’,�‘직무수행의 자율성’,�‘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등이 높은응답률

을보였다.�‘자신의 적성과흥미’에맞고 ‘직무수행의자율성’이 보장되는스타트업의장점

에 대해서는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대변해주는 ‘의사

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급여’와 ‘업무

량’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하나도없었다.�이러한 사실은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비영리분야의 임금수준을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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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설문조사 주요결과:�현재 일자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2가지 선택

[그림 4-10]�설문조사 주요결과:�현재 일자리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2가지 선택

현재일자리에서가장불만족스러운부분 2가지를선택해달라는질문에서는급여가압도

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업무량’과 ‘고용안정성’�등도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

을보였다.�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이하나도없는항목은 ‘자신의 적성과흥미’,�‘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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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자율성’�등이었는데,�앞서 조사한 만족도 항목과 결과들이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결과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에종사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의 만족도를높일수 있

는가장좋은방법은높은급여수준과적정한업무량이다.�하지만간단히해결할수없는

문제이므로,�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장래비전 및 바라는 점

응답자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밝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사업체의 미래 전망에대해서 희망적(매우 희망적 11명(25.0%),�조금 희망적 22

명(50.0%))이라는 응답이 75.0%를 차지하였다.�반면에 부정적(조금 부정적 4명(9.1%),�

매우 부정적 1명(2.3%))이라는 응답은 11.4%에 불과하였다.

[그림 4-11]�설문조사 주요결과:�근무 중인 사업체의 미래 전망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회적 평판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래의

평판이좋을것이라는응답은전체 44명 중에서 40명(90.9%,�매우좋을것 15명(34.1%),�

조금좋을것 25명(56.8%))으로 대부분이긍정적으로전망하였다.�부정적으로응답한비

율은매우낮았다.�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해나간다면자연스럽게사회적 평판도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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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설문조사 주요결과:�업계 평판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응답(19명,�43.2%)이 가장 많았으며,�이직을

하더라도 동종 분야로 옮긴다(13명,�29.5%)는 응답이 많았다.�비영리분야에 대한 높은

일자리 만족도를 대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반면에 ‘타 분야로 이직 및 창업’을

한다는 응답은 8명(18.2%)에 불과하였다.�

[그림 4-13]�설문조사 주요결과:�본인의 미래 계획

서울시의 비영리단체및사회적경제지원에대해서는호불호가명확하게갈리지않았으나

긍정적인 시각이약간우세하였다.�‘매우 긍정적’�4명(9.1%)과 ‘조금긍정적’�15명(34.1%)�

등 긍정적이라는응답은 ‘조금부정적’�6명(13.6%),�‘매우부정적’�2명(4.5%)에 비해높게

나타났다.�현재 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서울시의구체적인지원이 이제막시작하는단계

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 부처의 협조적인 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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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설문조사 주요결과:�서울시 지원에 대한 평가

비영리분야의일자리와관련하여청년취업에대한생각도긍정적인의견이부정적인의견보

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긍정적’�4명(9.1%)과 ‘조금 긍정적’�16명(36.4%)�

등긍정적이라는응답이 ‘조금부정적’�10명(22.7%),�‘매우부정적’�4명(9.1%)에 비해높게

나타났다.�하지만부정적인의견의비중이낮지않은것으로보아현재재직중인청년들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취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5]�설문조사 주요결과:�비영리분야 청년취업에 대한 생각

기타의견으로는비영리스타트업의발전방안과청년일자리에대한의견이주를이루었다.�

비영리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비영리조직과 비영리스타트업의 상생관계,�협력관계

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하여 비영리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마련,�

사회적 지지와 지원 필요,�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뉴딜일자리 청년혁신활동가와 같은 공공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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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더필요하다는의견을비롯하여,�청년들이일할수있도록여러가지안전망필요,�

근로조건 향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의견 주요 내용

비영리분야
발전

ㆍ기존 비영리조직과 (비영리)스타트업의 상생관계·협력관계로의 발전
ㆍ비영리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ㆍ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며,�인식의 전환이 필요

청년일자리
ㆍ서울시 뉴딜일자리 청년혁신활동가와 같이 공공의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
ㆍ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망 필요
ㆍ근로조건의 향상

[표 4-2]�설문조사 주요결과:�기타 의견

3_종합 및 시사점

비영리스타트업에종사하고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해

당 분야가 괜찮은 청년일자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청년들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환경보다는 자아실현과 사회공헌 등 내적 동기로 인해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비중이높게나타났다.�비영리스타트업에근무하고있는 청년들은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일자리를가지고있었으며,�정규직으로근무했던 경험을가지고있는경우

가�많았다.

대부분의 비영리스타트업에일하는청년근로자는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초과근무수당

제외)을 받고 있었다.�급여,�업무량,�근로시간에 대한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그러나비영리스타트업은자신의적성과흥미에맞는일자리였으며,�직무수행의자율

성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었다.�또한미래의사업전망도희망적으로바라보고있으며,�

추후 업계의 사회적 평판도 점점 나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속적으로 동종분야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다만비영리분야가더욱발전해야하고청년일자리를위해서는보다정책적인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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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비영리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생태계가마련되어야 하며,�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

견,�근로조건의 향상과 공공의 제도적 지원,�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림 4-16]�설문조사 주요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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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결론및정책제언

1_결론

1)�비영리스타트업이 처한 현실

(1)�아직까지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

국내에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비영리스타트업은 비영리(nonprofit)와 스타트업

(start-up)의 합성어이다.�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비

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전통적인 비영리분야에얽매이지 않고사회공헌에도움이 되는사업을발굴하는등

스타트업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사업체를 운

영하는 형태인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과도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해외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활

용하여사회공헌을목적으로하는채리티워터(charity:�water),�왓시(Watsi)�등이 비교적

널리알려져 있다.�하지만국내에서는비영리로스타트업을한다는사실이아직까지생소

하게 느껴진다.�개념적으로는 비영리스타트업에 해당하지만,�현재 운영 중인 사업형태가

비영리스타트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사업체의 등록형태

가�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가아니더라도비영리스타트업으로분류될수있다는

점은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이해를더욱어렵게하는요소이다.�사업의 내용으로판단해

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형태로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국내 비영리스타트업은 태동 단계

비영리스타트업은최근에주목받기시작하였다.�IT기술의 발전과새로운아이디어가널리

공유되면서 비영리분야에서도 새로운유형의 사업체가등장하기 시작하였다.�내가 낸 기

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기부금 모집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등 비영리분야도 새로운 기술과 지속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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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외에서 비영리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으며,�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노숙자를 위한 온라인 모금 플랫폼 제공,�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비영리재단,�기존 비

영리분야와 다른 차별적인 아이템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을 하는 사업체 등이 현재 활동

중이다.�거기에다가 비영리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창업 초기의 기업이 정상

궤도로빨리오를수있도록자금과멘토링을지원하는 프로그램)인 fast�forward가�활

동 중이다.�비영리스타트업이 자금을조달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와이컴비네이터

(Y�combinator)는 왓시(Watsi)에 투자를결정하였다.�이는와이컴비네이터의 첫 번째비

영리분야 투자사례이다.�

국내에서도해외사례와는다르지만비영리 형태의스타트업이생겨나고있다.�국내에서는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이제 막 사업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라고볼수있다.�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지원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수립하기에적

절한시기이다.�국내의 현실은해외보다열악한상황이다.�비영리스타트업을위한중간지

원조직은 없으며,�자금조달도 자체사업을 제외하면 후원과 기부 등 전통적인 비영리사업

체와큰차이가없다.�하지만 지속적으로참신한아이디어와기술을바탕으로사업을 시

작하는비영리스타트업은늘어나고있다.�비영리스타트업에대한지원정책을수립하고프

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비영리스타트업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3)�비영리스타트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비영리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다.�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의 공익활동 지

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우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행정기관에 협력 요청을 할

수있다.�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면 기부금모집을할수도있다.�좋은 일을한다는사

회적 인식으로 인한긍정적인 시각은 큰 장점으로 꼽힌다.�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는 인식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윤이 낮게 책정되어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사업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낮다는 것도 장점이다.

비영리스타트업으로사업체를운영하면 어려운점도있다.�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지



84�/�서울시비영리스타트업현황과청년일자리

원사업에선정되기 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며,�지원사업에선정이 된후행정적절차

가�상대적으로 복잡하다.�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게 되면 기부금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해야한다.�또한비영리로진행하는사업에대한가치를낮게보는경향이있다.�일부

에서는자원봉사와비영리사업을구분하지못하는경우도발생해서사업참가자들과갈등

이 생기기도 한다.�의심을 가지고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기도 한다.�또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인된 회계기준이 없어

서 입찰에서불이익을받기도하며,�행사진행경비중식대의 경우상대적으로낮게책정

할수밖에 없는 등불합리한제도적 부분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은현재체계적인 지원정책이없는상황이다.�사회적기업은정부와서울시

의 지원체계가정비되어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비롯

한정부지원과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등도활성화되어 있다.�비영리분야에서도서울시

NPO지원센터가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2017년

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체계화된 지원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2)�청년일자리의 대안으로서 한계와 희망

(1)�비영리스타트업은 좋은 청년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청년취업문제를해결하기 위한각계의노력이 지속되고있다.�청년실업문제는공공부문

과민간부문모두힘을합쳐서해결해야하는사회적인문제이다.�비영리스타트업이 현재

의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는 없다.�상대적으로 타

분야에비해일자리의수도적으며,�비영리스타트업의근무여건이타분야에비해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담보할수 없기 때문이다.�또한국내에서 비영리스타트업을운영하기에

는현실적인제약과인식의부족으로인해아직까지는사업환경이좋지않다.�하지만비영

리스타트업은낮은급여와불안정성에도불구하고좋은청년일자리가될수있는가능성

이 충분하다.

비영리스타트업을선택한청년들은높은급여와좋은근무환경보다는자아실현과사회공

헌등내적동기로인해현재의 직장을선택하였다고응답한비중이높게나타났다.�설문



05�결론및정책제언 /�85

조사결과비영리스타트업에서 일하는다수의청년근로자는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초

과근무수당제외)을 받고있었다.�급여에대해서는만족을못하고있었지만,�자신의 적성

과흥미에맞는일자리였으며,�직무 수행의자율성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었다.�또한

미래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지속적으로 동종분야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비영리스타트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2)�비영리스타트업과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 기대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는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은대체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또한조사결과를분석해보면 비영리스타트업의 일

자리는청년들에게괜찮은일자리로평가받고있다.�따라서청년실업이 심각한현재의상

황에서 일자리 문제해결에 비영리스타트업은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정책적 지원을통해비영리스타트업을활성화하고청년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비영리분야의 일자리에 대해서 괜찮고매력적인 일자리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해당분야

로청년들의 취업을권장할수있다.�이전까지 비영리분야가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낮은

노동가치,�시스템의 미비 등)을 버리고청년들의 일자리 문제해결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있다.�비영리스타트업을단지사회적문제해결의측면에서만바라볼것이아니라,�

청년고용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분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체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

비영리스타트업 운영에 불합리한제도를 개선하고,�어려운 점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다면사업환경이좋아질 것이다.�비영리분야의생태계가조성되고비합리한부분이개선

된다면,�자연스럽게활발한창업으로이어질수있다.�비영리스타트업의생태계가조성되

고 많은 사업체들이 생겨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수가 많아지는 선순환을 이룰

수있다.�만약정책적으로비영리스타트업의창업과운영을지원하고,�지원 이후에생겨난

일자리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다면 청년일자리가창출될 것이다.�또한 청년들이 지속

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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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정책 제언

1)�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방향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책방향은 ‘비영리스타트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제공’이라는두개의큰틀을가지고설정해야한다.�두 개의정책방향으로나누어서정책

의틀을설정한이유는세부적인전략에서일부차이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두 개의

큰 정책방향은 세부적인 정책 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원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

다.�하지만 두 정책방향은 서로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창업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아져야 하며,�

창업한사업체는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을해줘야한다.�비영리스타트업이활

성화되면 청년일자리가 많아질 것이고,�청년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

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림 5-1]�비영리스타트업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비영리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해서는생태계조성,�제도 개선,�창업 및운영지원의방향으

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데이터베이스 구축,�유사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중간지원조

직 양성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공인회계기준 마련,�부대

비용의현실화,�기부금제도를개선해야하며,�창업 및운영 지원을위해전용공간을마련

하고,�공모사업의 채널을 확대하며,�공공입찰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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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일자리 유지,�창업 및 취업 지원의 방향으로

정책을수립해야한다.�비영리스타트업의청년일자리를확대하고인건비를지원하는방식

으로 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창출된 일자리에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를부

여하거나 직접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수 사업체(단체)�발굴,�취업박람회 개최,�인재풀 및 취업창구 연계 등을 통하여

창업 및 취업지원을 해야 한다.

2)�비영리스타트업 지원방안

(1)�생태계 조성

비영리분야의생태계가조성되기 위한첫걸음으로비영리스타트업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

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현재 비영리스타트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없다.�

만약 비영리스타트업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지원정책의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과 운영에 도움을 주는 중간지원조직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초기에비영리스타트업은부족한정보로인하여어려움을많이겪게된다.�만약비영

리스타트업에게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절차,�자금지원,�IT�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면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비영리단체·사회적경제·소셜벤처등과연계를통해시너지를낼수있도록네트

워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비영리단체·사회적경제·소셜벤처 등은 사회공헌이라는 공통

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스타트업이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연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2)�활성화

비영리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불합리하거나과거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규

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우선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공인회계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비영리분야는 영리기업과 수익구조가 다르다.�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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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특징이다.�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 비영리분야의공인회계기준을마련하여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비영리분야라는 이유로 간담회 비용,�식비 등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이 사용하는 비용의 기준 또한 현실화가 필요하

다.�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하지만 비영리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현행 기부금 제도의 기본 방향이 규제이기 때문

에 모집 자체가 어려우며,�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을 따로 두

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현재 기부금 제도의 기본방향을 ‘규제’에서 ‘허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허용으로 기부금 제도의 기본방향이 변경된다면

비영리스타트업이 기부금을 모집하기가 보다 수월해져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의 채널을 확대하며 공공입찰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의 창업 및 운영 지원도 함께해야한다.�비영리스타트업의 창업 초기에는 공간을 마련하

는것부터어려움에부닥치게된다.�초기에비영리스타트업을위한공간이마련된다면안

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타트업과마찬가지로비영리스타트업또한초기의자금조달이중요하다.�비영리스타트

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금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현재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의존

할수밖에없는경우가많다.�따라서공공지원의공모사업채널을확대해야한다.�공공지

원,�사회적경제 육성사업,�대기업의 CSR�사업 등을통해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채

녈을 다양하게한다면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비영리단체는 회계기준이 영리

기업과차이가 있는데동일한기준으로 심사하기때문에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당한다.�

그 외에도비영리분야의 서비스가치를낮게평가하는등의보이지않는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따라서 비영리단체가공공입찰에참여해도불이익을보지않도록제도를개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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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년일자리 제공 방안

비영리스타트업에청년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비영리스타트업의사업

환경이 개선된다면창업이 많아질 것이며,�이는자연스럽게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수증가로이어질 것이다.�자연스러운증가외에도뉴딜일자리,�단기적 공공근로사업등

을 비영리스타트업에도확대하여 적용하는등의 정책적 지원을통해 더 많은 청년일자리

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창업초기인비영리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위해우수사업체에대해서는인건비

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봐야 한다.�

정책적지원을통해만들어진일자리가사라지는것이아니라계속유지할수있도록지원

하는것도중요하다.�일시적인 일자리의창출을통해서는청년실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

결하지 못한다.�따라서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직접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계약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올려준

임금의 80%를월 40만 원한도로 1년간지원한다.�이를참고하여비영리스타트업의근로

자들에게도혜택이돌아갈수있는정책을마련하거나,�중소기업청에제한요건을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또한 해당 일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접사업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사업체(단체)�발굴,�취업박람회 개최,�인재풀 확보 및 취업창구 연계등을통해 비영

리스타트업의 창업 및 취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위키서울과 같은 아이디어

대화를 통해 우수사업체를 지속적으로발굴해야한다.�그 외에도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비영리스타트업을발굴하려는노력도함께병행해야한다.�비영리스

타트업은인재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비영리분야에특화된취업

박람회를 정기적으로개최하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해야한다.�‘청년허브’,�

‘서울잡스’�등 기존의 서울시 청년조직을활용하여 우수 인재를유치할수 있도록 비영리

스타트업의 인재풀과 취업 창구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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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 일자리 실태와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복잡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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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의 현황과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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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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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문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 연구원

일자리 현황
A1. 해당 기관에 근무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 ~ 1년   ③ 1년 ~ 2년   ④ 2년 ~ 3년   ⑤ 3년 이상

A2. 현재 일자리에서의 주당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 (                 )시간

A3. 비영리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로 직업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자아실현을 위해서        ② 타인의 권유        ③ 추후 관련분야 창업을 위해

 ④ 사회공헌을 위한 사명감   ⑤ 업무가 재밌을 것 같아서

 ⑥ 다른 대안(일반기업 등)을 찾지 못해서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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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현재 일자리의 입사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채용시험 합격     ② 회사의 특별채용(스카우트)   ③ 학교·학원의 소개나 추천

 ④ 가족·친지의 추천   ⑤ 해당 직장 근무자 추천      ⑥ 인터넷 구직사이트

 ⑦ 취업박람회  ⑧ 현 직장 과거 경험(인턴, 아르바이트 등)  ⑨ 기타(            )

A5. 취업 전 사회적경제 관련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주최기관:               , 프로그램명:                    )     ② 아니오

A6.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A6-1로 이동) ② 아니오(B1로 이동)

A6-1.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① 정규직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③ 일용직 근로자    ④ 시간제 근로자

 ⑤ 자유직/프리랜서   ⑥ 자영업           ⑦ 기타(                            )

일자리 만족도
B1.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의 일자리 만족도를 문항별로 표시해주세요.

현재 일자리의 만족도
매 우
만 족

다 소
만 족

보 통
다 소

불 만 족
매 우

불 만 족

 급여(월급 등) 5 4 3 2 1

 고용 안정성(계약형태 등) 5 4 3 2 1

 근무환경(사무실의 쾌적성 등) 5 4 3 2 1

 복리후생(4대보험 등) 5 4 3 2 1

 개인발전 가능성 5 4 3 2 1

 자신의 적성·흥미 5 4 3 2 1

 업무의 난이도 5 4 3 2 1

 업무량 5 4 3 2 1

 전공 분야와의 관련성 5 4 3 2 1

 근로시간 5 4 3 2 1

 직무수행 자율성 5 4 3 2 1

 직업의 미래 전망 5 4 3 2 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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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아래의 보기 중 현재 일자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2개는 무엇입니까?

 ① 급여    ② 고용 안정성    ③ 근무환경    ④ 복리후생    ⑤ 개인발전 가능성

 ⑥ 자신의 적성·흥미  ⑦ 업무 내용 난이도  ⑧ 업무량  ⑨ 전공 분야와의 관련성

 ⑩ 근로시간  ⑪ 직무수행 자율성  ⑫ 직업의 미래 전망  ⑬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B3. 아래의 보기 중 현재 일자리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2개는 무엇입니까?

 ① 급여    ② 고용 안정성    ③ 근무환경    ④ 복리후생    ⑤ 개인발전 가능성

 ⑥ 자신의 적성·흥미  ⑦ 업무 내용 난이도  ⑧ 업무량  ⑨ 전공 분야와의 관련성

 ⑩ 근로시간  ⑪ 직무수행 자율성  ⑫ 직업의 미래 전망  ⑬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장래 비전 및 바라는 점
C1. 본 사업체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희망적   ② 조금 희망적   ③ 보통   ④ 조금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C2. 업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짐 ② 조금 좋아짐 ③ 현상 유지 

 ④ 조금 안 좋아짐 ⑤ 매우 안 좋아짐

C3. 향후 본인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동종 분야로 이직 ② 동종 분야로 창업 ③ 타 분야로 이직

 ④ 타 분야로 창업 ⑤ 계속 근무 ⑥ 학업 ⑦ 기타(          )

C4. 현재 서울시의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조금 긍정적   ③ 보통   ④ 조금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C5. 비영리분야 일자리의 청년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조금 긍정적   ③ 보통   ④ 조금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C6. 기타 비영리스타트업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                                                                  )

일반현황
D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3. 귀하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인턴  ④ 아르바이트  ⑤ 자원봉사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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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귀하의 직급과 주요업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직급:                , 주요업무:                        )

D5.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중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중   ⑤ 대학원 졸

D6. 귀하의 월 급여(초과근무 관련 수당 제외)는 얼마입니까? (               만 원)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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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Non-profit�Startups�and�Youth�Employment�in�Seoul

Heeseok�ParkㆍJung�Hyun-Chul

Due� to�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uncertainties,� Seoul’s�

economy� continues� to� grow� at� a� slow� pace� due� to� decline� in�

investments�and�contraction�in�consumer�sentiment.�As�a�result�of�

restructuring� of� the� employment� market� and� preference� for�

recruitment�of�experienced�workers,�new�jobs�have�been�reduced�and�

the�number�of�unemployed�youth�is�increasing.�Recently,�expansion�

of� new� industries� and� diversification� of� the� social� economy� have�

increased�the�number�of�young�entrepreneurs�in�Seoul.�‘Non-profit�

startups’�originating�in�the�U.S.�are�emerging.�Non-profit�startups�are�

not�the�perfect�solution�to�mitigate�youth�unemployment,�because�it�

constitutes�only�part�of�a�youth’s� job.�However,�considering�both�

socio-economic�trends,�non-profit�startups�may�be�presented�as�an�

alternative�to�youth�jobs.

This�study�is�focused�on�non-profit�startups�established�in�various�

forms� as� a� form� of� youth� jobs� in� Seoul.� Non-profit� startups� are�

adopting�a�new�form�of�business�that�has�not�existed,�and�is�perceived�

as�a�social�contribution�rather�than�a�for-profit�entity.�Non-profit�

startups� are� emerging� as� new� entrepreneurial� businesses� with�

advancement�of�technology�and�the�shift�in�perception.

This�study�consists�of�four�components:�analysis�of�current�status,�

in-depth�interviews�with�CEOs,�surveys�of�youth�in�employment,�and�

support�policies�and�policy�implications.

First,�we�analyze�the�current�status�of�non-profit�startups,�the�concept�

of�non-profit�startups,�spatial�distribution�of�non-profit�organizations�

and�non-profit�startups,�and�impact�on�youth�employment.�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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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have�been�emerging�businesses�of�non-profit�startups�within�the�

framework�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economies.�We�

introduce�major�overseas�cases�to�facilitate�understand�the�concept�

of�non-profit�startups.

Using�the�concept�of�non-profit�startups�as�defined�above,�we�select�

major�non-profit�startups�in�Seoul�and�analyze�their�current�status�and�

characteristics.� Second,� we� conduct� in-depth� CEO� interviews� of�

several� non-profit� startups� and� a� survey� of� youth� in� non-profit�

employment�in�Seoul.�In-depth�interviews�are�conducted�with�5�major�

non-profit� startups.� In� in-depth� interviews,� we� look� at� general�

information�about�each�company,�start-up�processes�and�experiences,�

main� business� contents,� opinions� on� non-profit� and� youth�

employment� in�non-profit�start-ups,�policy�opinions�on�non-profit�

sectors�and�non-profit�startups.�In�addition,�we�survey�youth�working�

in� non-profit� startups� to� analyze� the� real� situation� of� youth�

employment.�The�survey�consists�of�job�status,�job�satisfaction,�future�

vision� and� desires� of� the� business.� Third,� we� discuss� non-profit�

supporting� policies,� including� non-profit� startups,� and� youth�

employment� supporting� policies.� The� support�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summarized� mainly� by� the� support� of� NGOs�

implemented�by�the�Ministry�of�Government�Administration�and�Home�

Affairs.�The�youth�employment�support�program�examines�policies�

related� to� non-profit� startups� among� youth� employment� policies�

currently�under�way�by�the�Seoul�Metropolitan�Government.�Finally,�

we�suggest�implications�and�policy�directions�of�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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