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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지원기반 조성
내부 운영체계 개선·재정적 자립기반도 강화

‘협치선도주체’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실태 진단· 발전방안 모색

서울시가 민선 5 ․ 6기에서 협치를 시정 기조로 채택하면서 다양한 협치형 정책과 사업이 도입되

고 있으며, 민간주체들의 시정 참여 역시 확대되고 있다. 여러 정책영역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친화형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여의 시

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동 조직의 많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의

식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

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 또한 여전히 불분명해, 적절한 운영모델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가치 지향의 공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대한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위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조직 여건을 고려해 협치선도주체로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진단하

고, 향후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와 해외 중간지원조직 사례조사를 비

롯하여 다양한 정책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연구에 다각

적으로 활용한다.

제도적 근거 미흡 등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관련 5개 정책현안 도출

현재의 제도적 여건분석과 사례연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관련 5가지 정책

현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서울시는 민선 5 ·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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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다수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중간지원조직의 제

도적 근거 부재로 민간위탁제도에 의해 중간지원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지원조직

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과 이해당사자의 불만, 운영상의 불합리성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둘째, 민간위탁제 준용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해외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경로를 살펴볼 때 본원적인 중간지원조직은 내적 필요에 의해 민간 주도로 출현·성장해 감으로

써 고유한 역할과 위상, 그리고 공공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주요 중간지원

조직들은 모두 행정 주도로 설치된 이후, 민간위탁제도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 주체들의 사회적 가치 지향 운영원리와 행정 주체들의 민간위탁 운영원리(계약절차나 평

가체계 등)가 서로 경쟁하거나 상충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이 부재하다. 중간지원조직이 독자성

이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 기반이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관련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중간지원조직들은 민간의 자생적 조직으로 설립되어 제한적인 수준이기

는 하지만 운영 재원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운영체계 위에 공공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사업의 위탁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 중간지원조직들은 모두 

조직운영 및 사업예산을 거의 전액 시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간지원기관

이 행정영역과 밀착되면서 행정의 대행기관화되고, 운영의 자율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주체 간 연계·협력 관계가 부족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의 성격

상 행정영역과는 물론, 풀뿌리 민간주체들과 교류·연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관련 주체와의 연계·협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태조사 결

과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풀뿌리 민간주체들과 관계가 다소 유리되어 있거나 행정과 밀착된 경

향을 보인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연계도 제한적이라는 인식

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내부 운영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의 내부 운영체

계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운영과정의 개방성 강화, 인적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의 행정사무 대행 역할에서 

전환해, 풀뿌리 민간주체들에 대한 지원자·촉진자·대변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현재 소수 이

해당사자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운영과정의 

개방성 강화도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 민간주체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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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전문가 확보 역시 긴요하다.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 마련

서울시는 여러 정책영역에서 협치친화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협치선도주체로

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지원기반 조성,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협력적 관계 재정립,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중간지원조직 내부 운영체계 개선,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융

합 촉진을 위한 운영모델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림 1]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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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 정립하고 제도적 지원기반도 조성

중간지원조직 고유의 개념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해 제도적 지원기반을 조성한다. 중간지

원조직은 특정한 ‘관계’와 ‘기능’을 중심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특정한 성격의 행정사무와 공

공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공적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으로 개념화한다.

[그림 2] 중간지원조직체계 

이러한 일반적 개념에 기초하되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해당 조직이 식별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작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계와 기능 중심의 개념화에 

기초해 현실에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식별하는 4가지 기준을 도출한다. 4가지 기준에는 지

원대상의 성격, 수행 사무(사업)의 성격,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가 포함

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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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지원대상이 공공서비스나 시설을 직접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일반시민이나 
이용자가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수행 사무(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주체들이 참여하는 행정사무 및 공공사업의 성격이 사회적 가치 
지향, 공익적 성격의 사무 및 사업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 수행 
- 민간주체 활동의 촉진·활성화 지원/민간주체의 의견청취 및 수렴, 이해관계 
  대변/민간주체 간 상호 연계협력 촉진지원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
지원대상인 민간주체들이 이해관계를 대변,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조
직으로서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설립

[표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

이러한 개념화에 기초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종합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동 조례에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정의에 더해, 행정과

의 적절한 관계성 규정,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체

화한다.

■ 중간지원조직 · 행정 간 민간협약제 도입해 협력적 관계로 정립 

기존의 민간위탁제(contract-out)에 기초한 행정-중간지원조직 간 관계에서 탈피해, 협력적 

관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행정과 중간지원조

직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협약제’(가칭)의 도입을 모색한다. ‘민간협약

제’(가칭)에서는 행정과 민간이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에 기초하여 절차와 사무를 수행하는데,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공동의 사업목표 합의,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집행, 사업

성과에 대한 공동의 피평가주체로 전환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그림 3] 민간위탁과 민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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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자율성 확보 위해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현재 시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에서 탈피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후원금 및 기부금과 같은 사회적 재원조달 방안

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을 통한 자체 수익기반 확충을 고려한다. 사회적 재원조달 관련해 

적정 규모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수입을 허용하되,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본래 위탁사무 이외 

기관의 재투자나 역량 강화 등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평가에서 재

정적 자립기반 강화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체 수익기반 확충

과 관련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우선은 서울시 소유 재산에 비해 활용도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는 시 산하기관 재산을 활용한 임대사업의 도입을 고려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의 재단화에 기초해 공유재산을 자산화함으로써 재정적 기반을 확

충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간위탁제도하에서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과는 별

도로 중간지원조직의 재단화에 기초해 ‘공유자산화’ 전략 추진도 검토가 필요하다.

■ 중간지원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개방적 운영체계 확립 

중간지원조직이 보다 민주적·참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적 운영체계를 정립한다. 우선 

중간지원조직 내 운영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도 대폭 확대한다. 사업계

획 수립이나 사업의 성과평가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해당사자 주체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 절차를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운영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지원자·촉진자·대변자로서 역할 재정립을 확대·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특히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도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 인적역량 강화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한다.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 융합 촉진 돕는 정책협의회 설치 · 운영

서울시 전체 중간지원조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간 협의체를 구축한다. 광

역 및 자치구 단위 각각의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 간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현재 자치

구에서 협치선도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치구 협치회의와 연계하여 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공동 참여하도록 한다. 



요약 / vii

장기적으로는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차적으

로 자치구 기반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해 융합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이후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해서도 융합형 조직으로서 ‘지역재단’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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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민선 5․6기에서 협치를 시정 기조로 채택하면서 다양한 협치형 정책과 사

업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민간주체들의 시정 참여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여러 정책영역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친화형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광역단위에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 중임

‐ 이들 중간지원조직은 서울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치친화형 정책들을 

추진하는 선도적 기구로 자리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 조직의 많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의식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

‐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 중

‐ 서울시 광역단위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에서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영

역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

◦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부재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명확한 법적․개념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

제 평가 등 일부 영역에서 임의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

정립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 또한 여전히 불분명해, 적절한 운영모델

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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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지향의 공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대한 근

거 부재로 인해 민간위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

‐ 공공에 행․재정적으로 예속되어 현장의 시민사회와는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

한 채 공공서비스의 대행기관화되는 경향 역시 존재

◦ 이 연구는 이러한 조직 여건을 고려해 협치 선도주체로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 진단을 통해 향후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현안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연구과제에서 구

체화함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에서 협치시정의 선도적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해 

연구 쟁점을 도출

◦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조직의 주요 현황 및 실태 파악

‐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현재 서울

시의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

‐ 현재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구체적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료 구축의 필요성 존재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해외 사례조사

‐ 현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적절한 

운영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현행 서울시의 주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이외에 중간지원조

직이 활성화된 타 국가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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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정책 환경의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

고, 영국 등 타 국가에 대한 사례조사를 추가

◦ 중간지원조직 관련 주체들과 간담회 실시

‐ 광역 및 지역사회 단위의 주요 중간지원조직 관련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

해 현재의 운영 여건을 파악

‐ 민간위탁제도 등 현재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

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 특히 공공 주체 및 민간 주체들과의 관계 형성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

러 가지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실시

‐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민간단체 민간위탁 담당자, 비영리민간조직 구성원을 

설문대상으로,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여건에 대한 의견, 

중간지원조직의 정책수요를 파악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지향해야 할 적정 역할과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바람직한 제도적 환경 조성방안도 도출

‐ 제도적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제화 모색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정립에 따른 위상과 권한, 책임의 제도화 방안 강구

‐ 중간지원조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방안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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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현황

1_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예비적 논의

1) 중간지원조직의 출현 배경

◦ 중간지원조직은 20C 후반 경제·사회체계의 질적인 전환 과정에서 출현·성장

‐ 1980년대에 영·미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조류 속에서 민간위탁

(Contracting-out)을 매개로 하여 시민사회 비영리기구(NPO)들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비영리지역단체(CBO)의 성장에 기초해 다양한 주민참

여형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중간지원조직들이 출현하고 성장

◦ 주요 선진국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국가별로 그 배경이 다양하

지만, 큰 틀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음 

‐ 영국은 1919년 전국사회서비스협의회로 출현하였으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영국 정부가 비영리기구들의 조정자로 인식하며 대폭 확대

‐ 미국은 1900년대 초반 지역자선단체들의 중복 활동을 조율하는 기구로 출

발하였으며 1980년대 전후로 활성화

‐ 유럽에서는 주로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를 

중심으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체나 컨소시엄으로 출발했으며 최근에

는 전문적 지원활동 수행

‐ 일본은 1990년대 전후로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

고, 이들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서 출발

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논의

◦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이란 자원의 동원 및 연계를 통해 다른 

조직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을 의미(Brigg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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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두 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임

‐ 공공행정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

을 어느 정도 갖는 조직이 존재

◦ 국가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와 사용하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

‐ 일본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을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

하여 인재와 자금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NPO 간의 중개는 물론 각종 서

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팅하는 조직으로 정의

‐ EU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을 사회적 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션, 교류, 재정, 정

보, 로비, 경영, 네트워킹, 연구, 훈련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

직으로 정의

‐ 영국에서는 우산 조직(Umbrella Organization) 또는 지역개발기구(Local 

Development Agency)로 불리며, 어떤 주체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특정 활동이나 기능을 운영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정의 

◦ 이 연구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을 “공공(행정) 영역과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개념화

‐ 이때 ‘다양한 주체’란 시민사회 단체, 지역사회 단체, 사회적 경제 주체 등

을 의미하며,

‐ ‘다양한 역할’로는 주체 간 상호연계,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 정보교류, 

이해 조정, 활동지원 등을 포함

◦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역할(기능)은 국가별로 정책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유사한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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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지원서비스 제공과 이해당사자 네트워킹 기능으로 대별

‐ 다만 중간지원조직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아직까지 체계적인 제도화와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

◦ 다만 각 국가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명칭과 출현배경의 차이에 따라 기능 역시 약

간씩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음

‐ 영국의 우산 조직(Umbrella Organization)은 정부와 시민 영역 간 파트너

십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가 연계,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자발적 영역의 연계 역할 수행

‐ 미국의 인프라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은 지역 자선단체들의 사

회서비스 공급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활동

을 조율하고 지원

‐ 일본의 중간지원조직(中間支援組織)은 NPO에 대해 인재, 자금 및 정보제

공, NPO·행정·기업·주민 간의 중개, 주민과 지역의 수요 파악 및 다양한 이

해당사자 네트워킹, 지원 역할 수행

명칭 주요 기능

영국
우산 조직
(Umbrella 

Organization)

- 사회서비스가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공공서비스 민영
화 도입으로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 정부와 시민섹터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가 연계,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자발적 영역
의 연계 역할 수행

미국
인프라 조직

(Infrastructure 
Organization)

-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와 자선단체 사이의 정보연계, 부당
한 수혜자 등 고발

- 지역 자선단체들의 사회서비스 공급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활동하고 지원

일본
중간지원조직

(中間支援組織)

- NPO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 제정 
이후에 성장

- NPO에 대해 인재, 자금 및 정보제공, NPO․행정․기업․주민 간의 
중개, 주민과 지역의 수요파악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킹, 
지원역할 수행

출처: 박세훈․임상연, 2014,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표 2-1] 국가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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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중간지원조직의 여건 및 현황

1)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현황

(1)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현황

◦ 현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

‐ 2000년대 들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민관협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부재

◦ 중간지원조직이 명시된 법률은 없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명시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내에서의 역할로 한정적 

사용

‐ 포괄적인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명확한 개념이나 기준을 포함하지 못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

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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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제에서 중간지원조직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여타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개

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으로, 중간지원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 

부재

‐ 각각의 조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명시적 정의 없이, 각 센터의 역할을 

바로 기술

구분 관련 정의 관련 조례

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
기본조례」

NPO지원센터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서울특별시시민공익
활동의촉진에관한조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조직

「서울특별시협동조합
활성화지원조례」

도심권50+센터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서울특별시장년층인생
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

서울혁신센터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조직
「서울특별시서울혁신파크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시청년허브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표 2-2]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및 관련 조례

(2) 중간지원조직과 시민사회 활성화

◦ 경제·사회 발전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음

‐ 시민사회 성장의 국제적 추세와 유사하게 한국도 시민사회가 지속 성장해, 

전국적으로 12천여 개의 NPO가 등록(17년 9월 현재)



02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현황 / 11

‐ 2007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6천여 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그 수

가 2배로 증가해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보임 

◦ 서울시 역시 이러한 추세와 동일하게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49개로 전국 비영

리민간단체 수의 16.8%를 차지

‐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는 2007년~2017년 동안 125% 성장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임

지역 2007.12 2010.12 2014.12 2017.9

수도권

경기 1,109 1,489 1,920 2,197 

서울 910 1,186 1,737 2,049 

인천 365 496 621 669 

이외 지역 4.067 5.340 6.480 7.305

계 6,451 8,511 10,758 12,220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등록현황

[표 2-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단위: 개)

◦ 이런 가운데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체계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비영리조직을 포

함한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공공정책에 참여

‐ 2018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은 총 380건이 운영되고 있으

며, 예산규모로는 7천억 원을 상회하는 민간위탁사업이 진행 중

‐ 민간위탁사업의 대부분(92.6%)은 서울시가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원형 

사무이며, 위탁기관이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창출형은 2.6%에 

불과 

‐ 2016년 현재 민간위탁 종사자는 총 14,551명으로, 이 가운데 85.7%가 정

규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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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계 시설 사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80
(100%)

75,256
352

(92.6%)
74,505

223
(58.7%)

56,798
119

(31.3%)
16,133

10
(2.6%)

1,572

자료: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2018.4)

[표 2-4]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14,551명 12,477명(85.7%) 2,074명(14.3%)

자료: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2016.6)

[표 2-5] 서울시 민간위탁 단체 종사자 현황 

◦ 특히 민선 5·6기에 들어서는 ‘협치시정’의 기조에 따라 협치친화형·협치선도형 시책

들이 도입ㆍ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정책참여 기회도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민선 5·6기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형 협치선도정책들이 도입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

‐ 이들 시책은 추진과정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NPO, 활

동가, 일반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영역과는 그 성격과 방

식의 차이 존재

◦ 이러한 시정 여건의 변화 속에 다양한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

‐ 협치친화형․협치선도형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풀뿌리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상호 연계·조정하는 역할의 필요성 대두

‐ 또한 공공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추진 방식에 따라 증가한 민간 지원 사

무를 전문적인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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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선5․6기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형’ 조직들이 출

현하고 성장

‐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중간에

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확대

‐ 민선5기 2012년을 기점으로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

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 민선6기에는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도심권50+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영역과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1] 협치형 사업의 확대와 중간지원조직의 출현 

(3)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위탁제도

◦ 현재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명시적 개념 규정은 부재하며, 민간위탁 평가제도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

◦ 서울시는 2015년부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처음으로 ‘중간지원기구형’이라는 사무유형을 도입

‐ 2014년까지 이루어졌던 민간위탁 경영평가 방식은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배

제한 평가지표 설정, 공통된 평가지표 부재로 부서 간 평가결과 편차 발생 

등의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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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수탁기관의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종합성과평가를 도입하였고,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 실시

‐ 2016년부터는 종합성과평가에서 기존 ‘시설형’과 ‘사무형’으로만 분류하던 사

무유형을 ‘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기구형’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면

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규정

◦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형의 주요기능은 다

음과 같음1)

‐ ① 각종 자원과 기술 알선 및 조정, ② 조직운영, 재정, 홍보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③ 사회기반의 정비, 조사, 연구, 여론형성, 입법화·제

도화를 위한 로비활동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370개 민간위탁사업 중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NPO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중간지원조직형’으로 구분

‐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상담지

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도심권50+센터를 중간지원조직형으로 분류

‐ 이 중 NPO지원센터가 2016년 처음으로 중간지원조직형으로서 종합성과평가

를 받았으며, 타 기관들은 향후 위탁기간 종료시점에 종합성과 대상에 포함

‐ 도심권50+센터의 경우 2016년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시설형’으로 평가를 받

았지만, 평가 이후 중간지원조직형으로 재분류

1) 서울특별시, 2016, 2016년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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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위탁사무명
시설보유

유형
수탁업체

위탁
기간 지원예산 평가여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사)마을 3년 약 52억 원 ’15년 1차

민관협력담당관 NPO지원센터 시설 사단법인 시민 3년 약 19억 원 ’16년 1차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

서울지역협동조합
협의회

2년 약 7억 원 ’15년 3차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심권50+센터 

운영
시설

(사)고령사회고용
진흥원

3년 약 8억 원 ’16년 3차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사)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3년 약 52억 원 예정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시설
(사)사회혁신
공간 데어

3년 약 62억 원 예정

청년정책담당관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시설

(학교법인)연세
대학교

3년 약 40억 원 예정

지원예산은 2016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예산에 해당

자료: 2016년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업현황,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6)

[표 2-6] 2016년 중간지원조직형 민간위탁사업 현황

◦ 다만 이러한 유형 분류는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종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종합

성과평가에만 반영될 뿐,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차별성은 부재

‐ 위탁사무의 계약 시에는 여전히 ‘시설형’과 ‘사무형’의 구분만 존재할 뿐, 중

간지원조직형에 대한 별도의 계약 절차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7개 기관을 중간지원조직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구분이 아닐 뿐 아니라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분류 자

체의 실효성도 없는 상태 

◦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평가지

표에서 타 유형과 큰 차별성을 가지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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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형의 경우 사무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신설한 ‘의사소통 노력

도’,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는 측정 자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형의 업무적 차별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지표임

‐ 전체 평가에서 ‘의사소통 노력도’와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의 반영

비율도 각각 3%와 4%에 불과 

‐ 일부 지표를 제외한 전반적인 지표체계에는 평가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이 반영

◦ 평가기관의 평가대상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핵심적 성과 

파악과 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부 사업의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단순 평가

‐ NPO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업무담당 위원회인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보

고를 위해 매년 핵심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에서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연동하려는 시도는 없음

‐ ‘중간지원기구형’의 차별적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노력도’ 지표 

역시 성과측정에 대한 세부지침 없이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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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사무형 시설형
중간지원
조직형

공통
사무
(35)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 ○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 ○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 ○ ○

의사소통 노력도 ○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정적인 부담능력 ○ ○

민간위탁금 관리의 투명성 ○

경제적 효율성 ○ ○ ○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 ○ ○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물품구매 시 지역가치 기여노력 ○ ○

시설 및 기자재 활용 ○

지역 민간전문가 활용노력 ○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가치제고 ○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 ○ ○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 ○ ○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 ○ ○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 ○ ○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 ○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 ○ ○

개별
사무
(50)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공통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사용자
만족도
(15)

만족도 
제고노력

CS조사 결과 점수(면접 및 전화조사)

CS시스템, 시민만족도 제고노력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2016)

[표 2-7]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유형별 평가영역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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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지원조직 현황

(1) 주요 협치선도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 현황

◦ 서울시는 민선5․6기 이후 여러 협치선도사업들을 도입하면서 영역별로 중간지원조

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 이외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협치선도사업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단위의 광역 중간지원조직들이 만들어 

지는 한편,

‐ 영역별 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등 일부 제도에서 임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3대 협치선도사업 

영역에 대해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을 1차로 파악

‐ 중간지원조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준 정

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되는 대

표적인 협치선도사업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현황을 파악

‐ ‘생태계사업단’ 등 시의 지원사업을 통한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제외하고, ‘○○지원센터’ 등으로 구체화된 조직만을 대상으로 파악

◦ 서울시에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3대 협치선도사업 영역에 총 45

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 중

‐ 서울시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 5개 기관을 비롯하여 자치구 단위의 중간

지원조직 40곳이 설치․운영 중임

‐ 영역별로는 마을공동체 분야 10개, 사회적 경제 분야 17개, 도시재생 분야 

15개이며, 성북․도봉․서대문구는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를 통합지원센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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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중간지원조직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상당수 있는 반면, 강

남구, 서초구 등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광역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통합형

1 3 1 9 14 14 3

[표 2-8] 서울시 주요 협치선도사업 중간지원조직 현황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는 민선6기 출범 이후인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설치

‐ 전체 중간지원조직의 76.8%가 2015년 이후 설치되었으며, 2017년 한 해에

만 18개(41.9%)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

‐ 전체 43개 중 18개(41.9%)가 기존 사업단이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기존 생태계조성사업

단이 지원센터 형태로 주로 전환

[그림 2-2]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시기 및 방식 

  

◦ 운영형태는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이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

되는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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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중간지원조직의 60.5%가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우 1곳(통합형 포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

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 중

‐ 이에 반해, 도시재생 분야의 경우 자치구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이 전체

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그림 2-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 중간지원조직의 시설은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단독시설을 

갖춘 경우도 일부 존재

‐ 중간지원조직은 대부분 공공청사나 시설물에 공동 입주(58.1%)해 있지만, 

단독으로 청사를 갖춘 경우도 4곳(9.3%)이 존재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우 대부분 공공시설에 입주(85.7%)해 있

으나, 도시재생 분야의 경우 전체의 2/3가 민간건물에 입주 

[그림 2-4] 중간지원조직의 시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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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사무로 본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사무) 현황

◦ 이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광의의 중간지원조직 개념 기준을 적용하

여 민간위탁사무 중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살펴봄

‐ 민간위탁제에서 종합성과평가를 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협의’로 보고, 이와 대비하여 본 연구의 개념 기준을 적용했을 때 ‘광

의’로 표현

‐ 광의의 개념기준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공공(행정)영역과 시민사회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되며,

‐ 개념기준에는 지원 대상 성격, 수행 사무의 성격, 해당 기관의 기능, 비영리

법인 설립여부 등이 포함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

관, 수행사무는 사회가치 지향·공익적 성격의 사무 및 사업, 역할은 광범위

한 지원기능 수행,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으로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함

‐ 이는 민간위탁사무만을 대상으로 한 잠정적 중간지원조직(안)으로,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나 지역단체 등으로 대상을 넓히면 중간지원조직도 확대됨

◦ 2018년 광의의 중간지원조직(사무) 수는 전체 민간위탁사무 대비 6% 차지, 예산

은 5.7% 차지

‐ 2018년 광의의 중간지원조직(사무) 수는 21개, 전체 민간위탁사무는 351개

이며,

‐ 중간지원사무 예산은 41,246,257천 원, 전체 민간위탁사무 예산은 

724,230,690천 원임

◦ 중간지원조직(사무)의 사업비 증가율은 2015년~2018년 동안 88.52%, 동기간 민

간위탁사무의 증가율은 13.2%임

‐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비는 2015년 21,879,531천 원에서 2018년 41,246,257

천 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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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간지원조직 규모 예산(2018년)

중간지원조직
(비중)

민간위탁사무 중간지원사무 (비중) 민간위탁사무

가족교육 8 (6.6%) 121 11,620,479 (9.5%) 122,735,331

기획경제 3 (6.6%) 45 6,620,528 (7.9%) 84,290,228

도시교통 1 (4.5%) 22 5,050,000 (4.4%) 114,427,028

문화체육관광 - 20 - 32,487,798

보건복지 6 (5.7%) 105 2,821,113 (1.5%) 184,239,457

행정자치 - 6 - 6,866,036

환경수자원 - 23 - 160,767,748

기타 3 (33%) 9 15,134,137 (82.2%) 18,417,064

계 21 (6%) 351 41,246,257 (5.7%) 724,230,690

자료: 서울시 민간위탁현황자료(2018년 1월 기준)

[표 2-9] 민간위탁사무를 통해 본 중간지원조직 현황
(단위: 건, 천 원)

(3) 주요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에 따라 2012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립·운영 

‐ 2012년 『서울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확보

‐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해당하는 모법인은 각 지역사회의 마을활동가 및 마을

조직의 네트워크인 (사)마을임

‐ 현재 조직규모는 마을사업실 등 4실 42명으로 운영 중

◦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공과 민간을 중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서 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 

‐ 민관협치기구인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주무부서인 서

울시 마을공동체과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개입

‐ 중립적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민간 차원의 마을조직의 정책 요구를 적극적으

로 대변하고 서울시의 정책 결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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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사회 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역할 수행 

‐ 2013년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별로 마

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

‐ 이에 따라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주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

원보다는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

◦ 주요사업

‐ 사업지원 및 운영 :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절차의 일부를 대행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운영 사업 등을 직접 수행

‐ 마을활동가 및 주민 교육 : 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교욱

과정 운영

‐ 마을공동체 관련 상담 : 마을공동체를 처음 접하거나 지원사업의 신청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주체들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지원

‐ 홍보 및 사례 확산 : 국내외의 민간․공공 영역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생

태계 실정에 맞는 마을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고 마을 현장 사례를 확산

[그림 2-5]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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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육성정책 지원을 위해 2013년 설립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모법인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임

‐ 현재 조직규모는 기획실 등 1국 2실 21명으로 운영 중

◦ 민관 거버넌스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지원조

직의 허브로 기능하고자 노력 중

‐ 행정의 칸막이로 인해 분절적으로 운영된 사회적경제 부문별 조직들과 지원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촉진

‐ 서울시 광역 단위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 환경을 조성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

◦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

‐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과 공공 주체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비법정위원회인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서울시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 협동화 사업 : 자치구의 민관 파트너십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

는 거점공간 운영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협동

경제의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실행 및 사회

적경제 조직 설립/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속적 발굴

‐ 역량 강화 사업 : 학습동아리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청년혁신활

동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리더의 역량 강화 지원

‐ 경영 지원 및 시장조성 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IT 지원 등을 통해 성장단계

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장 등 다양한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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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버넌스

③ 서울시NPO지원센터

◦ 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립·운영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확보

‐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해당하는 모법인은 시민공익활동의 네트워크인 (사)시

민임

‐ 현재 조직규모는 2실(기획실, 정책실), 4팀(운영팀, 소통협력팀, 성장지원팀, 

변화지원팀, 전략사업 TF), 15명으로 운영 중

◦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 시민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로서 다양한 시민공익활동

과 NPO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센터의 사업 및 정책을 운영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

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시민단체, 시의회, 서울시, 언론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시민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통해 연간 2회 이상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

결을 진행하고 공익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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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민관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책자문과 사

업운영 관련 심의·의결 진행 

‐ 연간 사업계획의 주도적 작성과 운영으로 NPO지원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

◦ 향후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사회 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동북권, 서남권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 중

‐ 앞으로 권역별 NPO지원센터 추가 설립과 이에 따른 광역센터로서 지원 및 

관리 역할 수행을 위해,

‐ 우선 서남권 주거의제거점공간 조성, 동북권 중간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사회변화촉진과 공익활동기반조성 사업을 진행

‐ 조직운영 핵심역량 강화 : NPO 조직역량강화 컨설팅 제공, 활동에 필요한 

실습형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도와 실험에 대한 

지원 등 진행 

‐ 활동가 역량 강화 : 미래변화역량 요소별 멘터링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공

익활동가 통합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유회 등 운영

‐ 사회변화 촉진 : 시민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 모임형 프로젝트인 미트쉐

어, NPO서울의제 지원 등 추진

‐ 공익활동기반 조성 : 국제컨퍼런스, 시민사회발전 연구, NPO지원 박람회, 

협업공간 지원, 정보아카이브 운영 등 진행

④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립·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확보

‐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해당하는 모법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며,

‐ 현재 조직규모는 2실(경영실, 기획실), 5팀(행정지원팀, 기반조성팀, 정책협력

팀, 공유지지팀, 일자리사업팀), 32명으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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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협력을 촉진하는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청년활동

의 다층적 관계망 강화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청년허브 중장기 비전 및 미션 설계, 청년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기능의 공유와 확산, 민간거버넌스 내 적극적 매개자 역할, 정책연구기

능 강화 및 사회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 주요사업

‐ 청년 커뮤니티 지원 : 모임비용 지원, 협업공간(무중력지대, 청년청, 미닫이 

사무실 등) 지원, 사회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등 추진

‐ 교육 : 청년학교 운영,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강연 및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청년학교 운영, 청년 활동가 교육, 현장기반 청년활동

가 양성 등 추진

‐ 연구 및 홍보 : 당사자 주도의 청년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 청년정책 홍보 

및 아카이빙, 서울청년축제 ‘서울청년주간행사’ 개최 및 운영, 서울청년거버넌

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청년문제 해법을 위한 국내외 교류 지

원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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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해외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 

1_일본의 중간지원조직

1)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현황

(1) NPO지원법의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성장

◦ 일본 정부는 민간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2월 『특정비영리활

동촉진법』(일명 NPO법)을 제정

‐ 봉사활동적인 요소가 강한 기존의 시민활동 관련 임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

함으로써 조직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

‐ 주요 내용은 제1장(제1-2조) 총칙, 제2장(제3-43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

3장(제44-69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특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4

장(제70-71조) 세법상의 특례, 제5장(제72-76조) 잡칙으로 구성

◦ NPO법이 직접적으로 NPO단체의 설립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제정에 따라 NPO활동과 법인의 설립이 손쉬워지는 환경이 조성

‐ 임의단체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등기를 통한 사회적 신용의 증가를 꾀할 

수 있으며, 직원 채용 등에 있어서도 임의단체나 개인사업자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유리

‐ 단체명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거나 법인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

능해지며, NPO법인격을 취득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

‐ 법인으로 자격이 제한된 행정으로부터의 사업위탁이나 보조금의 수혜가 가

능해지며, 조직의 지속성과 안정성 향상

◦ NPO지원법에 특별히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NPO법 제정에 따른 NPO단체의 증가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역시 증가

‐ 시민활동에 기초를 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비영리 섹터의 확대에 따라 

NPO를 지원하는 NPO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역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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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 일본은 다양한 유형의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

‐ 중간지원조직의 명확한 개념기준 부재로 명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 木村富美子 등(2015)은 ‘NPO법인 재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중간지원조직

의 운영현황 일부를 파악, NPO법인들이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확대 중

‐ 2007년, 2011년의 재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미야기현을 대상으로, 사회

적 기업의 활동분야로 ‘다른 조직의 지원’을 선택한 NPO법인의 현황을 파악

‐ 2011년 절반(47.8%) 정도로, 2007년(38.4%)에 비해 증가

연도
인증 법인수

재무데이터 이용가능 다른 조직 지원 비율(%)
2007 518 430 199 38.42
2011 666 455 318 47.75

출처: 木村富美子, 2015,社会的企業の支援システムに関する考察－中間支援組織の機能,           
     日本地域学会第52回年次大会学術発表論文集

[표 3-1] NPO법인 재무 데이터베이스 수록 개요(2007년도 & 2011년도)

◦ 내각부(2011)에 따르면 1990년 후반 기점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급격히 증

가하였고, 운영예산의 경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88%를 차지

‐ 일본NPO센터 홈페이지의 ‘NPO지원센터 일람’에 올라와 있는 조직 중 170

개 샘플을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

‐ 운영예산의 경우 행정(공공)으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이 전체 운영예산의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재원은 12%에 불과

구 분 총예산액 행정 재원 민간 재원
비 율 100% 88% 12%

합계금액 501,254 441,885 59,639
평균값 2,897 3,006 862
중앙값 1,338 1,463 365

출처: 내각부, 2011, 새로운 공공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 3-2] 2015년도 예산액과 내역
(단위: 만 엔. 표본 1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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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사례 ① : 센다이·미야기NPO센터 

(1) 조직 개요

① 설립배경 및 설립과정

◦ 센다이·미야기NPO센터는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던 NPO 단체

들이 지역 내의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하여 설립한 민설민영의 법인임

‐ 센다이·미야기NPO센터의 설립을 주도한 지역 내 NPO 단체는 ‘센다이 NPO

연구회’, ‘시민활동지역지원시스템연구회 센다이 위원회’, ‘센다도살롱’ 등임

‐ 1997년 7월에 개최된 ‘NPO긴급포럼 in 도호쿠’에서 NPO 단체 다수의 동의

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 조직

‐ 1997년 11월에는 임의단체로 ‘센다이‧미야기NPO센터’를 설립하고 시민활동

지원조직으로 정식 출범

‐ 1999년 2월 법인설립총회를 통해 법인화를 결정하고, 1999년 7월에 NPO법

인격 취득

◦ 임의단체 설립 후부터 NPO법의 제정 및 시민활동촉진조례 제정을 위하여 일본정

부나 미야기현, 센다이시 등에 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 시민활동단체를 위한 매니

지먼트 강좌,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센다이·미야기NPO센터는 지역 내 지자체로부터 시민활동지원시설에 대한 관리운

영 업무를 수탁해 운영

‐ 1999년 6월부터 센다이시의 시민활동지원시설 ‘센다이시 시민활동서포트센터’

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

‐ 2008년부터는 ‘다가조시 시민활동서포트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

‐ 이외에 ‘이와누마시(岩沼市) 시민활동지원센터’와 ‘시바타마치(柴田町) 마찌쯔

쿠리추진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업무 수행

②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

◦ 이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과 찬조회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정회원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기구로 총회를 매년 1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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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이사회의 대표이사는 도호쿠대 경제학연구과 교수인 오타키 세이치

가 맡고 있으며, 이사로는 지역 내 주요 NPO단체의 대표들이 참여

◦ 센터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 사무국을 설

치‧운영

③ 운영재원 조달방식

◦ 센터의 운영비 대부분은 센다이시와 다가조시로부터 받는 시민활동서포트센터의 

지정관리료 수입으로 충당

‐ 2016년 지정관리료 수입은 총 1억 129만 엔으로, 센터 전체 수입 1억 200

만 엔의 99.3%를 차지

‐ 이외에 회비(36만 5천 엔), 기부금(28만 5천 엔) 등의 수입이 있으나 그 비

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

(2) 주요 활동내용(2016년을 중심으로)

◦ 센다이·미야기NPO센터는 공공지원시설 관리‧운영, 지역 공공인재의 육성, 시민 섹

터 기반 형성, 섹터 간 연계, 조사‧연구사업과 뉴스레터 발간 등을 시행

구분 활동내용

공공지원시설 
관리·운영

- 센다이시 시민활동서포트센터 관리·운영
- 다가조시(多賀城市) 시민활동서포트센터 관리·운영 
- 이와누마시(岩沼市) 시민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시바타마치(柴田町) 마찌쯔쿠리추진센터 운영지원

지역공공인재의 육성
- 공공주체에 대한 인식강화 프로그램 운영
- NPO 주체를 대상으로 한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워크숍 개최 등

 시민 섹터 기반 형성
-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 지원
- 지역주체, NPO 등의 기반과 신뢰성 향상 지원

섹터 간 연계
- 지역에서 과제를 공유하는 기회 만들기 등
- NPO 등 연계 사업

그 외 활동
- 조사‧연구 사업
- 뉴스레터 ‘민민’ 발행 등 정보발신 사업
- 강사 등의 파견

[표 3-3] 센다이·미야기NPO센터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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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사례 ② :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아스민

(1) 조직 개요

① 설립배경 및 운영주체

◦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아스민은 2002년 10월 후쿠오카시가 『후쿠오

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위탁을 받은 지정관리자

가 운영을 맡는 공설민영 방식의 중간지원조직

‐ 시민이 주체가 된 지역만들기(마찌쯔쿠리) 실현을 위하여 NPO나 볼런티어활

동을 비롯한 시민의 다양한 공익활동의 정보 및 교류의 거점을 지향

‐ 2014년 4월부터는 NPO단체인 규슈커뮤니티연구소를 대표단체로 하는 아스

민 매니지먼트 그룹이 지정관리자로 지정되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

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

◦ 2015년 기준 인력 규모는 상근 6명, 비상근 3명 등 총 9명으로 운영 중

◦ 후쿠오카시는 NPO·볼런티어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라운영과 시민서비스의 향상, 

지정관리자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별도로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

터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② 운영재원 조달방식

◦ 아스민의 운영은 전액 후쿠오카시에서 받은 지정관리료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수

익활동을 하지 않으며, 재원도 가지지 않음

‐ 대형프린터, 컬러복사기, 인쇄기 등이 설치된 working corner에서 시민공익

활동에 관한 전단지 등을 인쇄할 경우 실비 상당분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

고 있으며, 2016년 총수입이 977,235엔 정도로 미미한 수준

◦ 2016년 기준 후쿠오카시로부터 받은 지정관리료는 공과금, 수선비, 청소 및 경비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33,558,543엔 수준임

‐ 지정관리료에는 관리운영업무 집행과 관련되는 인건비, 사무비, 관리비, 사업

비에 대한 경비를 포함

‐ 유형별로는 사업비가 31,617,000엔으로 지정관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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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수비(공과금) 1,742,823엔, 비품구입비 198,720엔 등이 포함

‐ 2015년 지정관리료는 29,671,000엔으로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3% 

정도 증가 

◦ 후쿠오카시가 아스민에 실제로 지불하는 지정관리료는 지정관리자 선정 시의 제안

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시와 지정관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단 원칙적으로 잉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반납할 필요는 없음

(2) 주요 활동내용

◦ 아스민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조

례』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

‐ 조례의 제2조에는 아스민의 수행 업무를 (1)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연수 및 강좌의 실시, (4)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 (5) 시민공익활

동의 촉진을 위한 센터의 시설 제공, (6) 앞의 각호에 제시한 것 이외에 센

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른 지정관리자의 업무(제13조 2항)로는 제2조 각호에 제시한 업무 

이외에 시설 이용의 허가‧취소‧제한에 관한 업무, 센터 시설의 유지 및 수선

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

◦ 원칙적으로, 지정된 업무 이외에 관리운영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

체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실제 실행에는 제약이 많은 편임

‐ 예를 들어, 지정관리자는 수익사업으로 센터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으

나, 설치 대수는 2대까지만 허용되며, 설치 전에 미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민공익활동의 지원에 관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재료비 등 실비 상당분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지정관리자 수입으로 할 수 있으나, 요금 결

정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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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사례 ③ :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센터사업단

(1) 조직 개요

①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센터사업단과 지역본부 

◦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이하 노협연)는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전국 조직 중 

하나로,

‐ 1986년부터 현재 명칭을 가진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노동자가 출자 및 

경영에도 참여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

‐ 본부조직과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구성되며, 조합원수는 약 5만 명

‐ 개호(돌봄)․복지, 육아지원, 건물관리가 핵심 사업이며, 총 사업규모가 300억

엔이 넘는 대규모 그룹조직

◦ 민주적 운영, 조합원 개개인의 내적 성장, 지속적 경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7가지 원칙”을 사업운영원리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 현재 노협연은 ‘센터사업단’과 ‘지역노협․사업단(地域勞協․事業團)’, ‘일본고령자생

활협동조합연합회(日本高齡者生活協同組合聯合會)’의 3가지 가맹조직으로 구성

‐ 이 중 센터사업단은 전국 15개 사업본부에 속하는 279개 사업소를 운영하

고 있어 그룹 전체 사업금액의 약 절반을 차지

‐ 지역노협․사업단은 사업단운동에서 파생되어 각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38개 조직으로 구성

② 조직 운영현황

◦ 센터사업단은 1982년 노협연의 전신인 고용․복지사업단전국협의회가 직영하는 ‘모델

사업’을 위한 직할사업단이 1989년에 개칭한 것으로, 전국에 279개 사업소가 존재

‐ 도쿄총괄본부 및 각지에 사업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규모는 약 180억 엔

‐ 시설관리, 고령자나 장애인 개호(돌봄) 등 복지사업 및 육아사업, 젊은이나 

생활궁핍자 자립 지원사업,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을 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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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사업단은 인격 없는 사단의 형태이지만 공공서비스의 위탁 등을 위해 두 가지

의 법인격을 활용

‐ 전국의 사업소가 고령자 개호(돌봄)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업조합노협센

터사업단’이라는 법인격을 사용 

‐ 육아지원이나 공공시설 관리 등의 사업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Workers 

Coop․센터사업단’이라는 법인격을 사용

◦ NPO법인만으로도 사업규모가 50~60억 엔에 달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NPO 조직

‐ 사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15개의 사업본부가 지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개가 도쿄도내에 위치

◦ 센터사업단 도쿄동부사업본부는 본부 주도의 일방적 관계성을 타파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된 지역별 사업본부 중 하나로 현장주도적 조직

‐ 센터사업단은 설립 당시부터 전국의 사업소가 참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

델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본부에서 직접 채용한 정예 사무국원을 배

정하면서 본부 주도의 사업모델을 확립

‐ 이러한 본부 주도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현장주도적 조직으로의 전

환을 위해 도쿄의 통괄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15개 사업본부를 설치

‐ 현장의 정보를 본부에 원활하게 전달하고, 현장의 정보를 전국에서 쉽게 공

유하기 위한 시도

③ 사업 운영 재원

◦ 센터사업단의 재정은 크게 조합원의 출자금과 이윤 적립금, 자립 적립금으로 구성

◦ 출자금은 가장 기본적인 재원으로 전국의 조합원으로부터 모은 출자금을 본부 차

원에서 통합하여 운용․관리

‐ 조합원 1인당 5만 엔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며, 이를 본

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

‐ 현재 센터사업단 전체의 출자금 규모는 약 16억 엔 정도를 운용 중이며,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의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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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적립금의 경우 사업 운영을 통해 이윤이 발생한 개별 사업소는 이 중 본부에 

5%, 지역 사업본부에 7%를 납입

‐ 경영상태가 안정적인 사업소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사업소 상당

수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재정조항 도입

◦ 자립 적립금은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기금

‐ 직할사업단 시절 전일본자유노동조합본부로부터 운영자금 4,000만 엔과 3년

간 사무국장, 본부직원의 급여·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것을 기초로 기금을 조성

‐ 1986년 사업 확대나 만약의 상황 때 적자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업수입의 

5%를 목표로 적립

(2) 센터사업단의 주요 역할과 기능

◦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센터사업단은 크게 경영지원, 교육 및 인재육성, 장소지원, 자

원매개, 조정·연휴구축, 정보수집·발신, 정책제언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 경영지원에서는 매니지먼트 강좌연수, 법인설립지원, 장·단기 경영컨설팅, 자

금조달 지원 등을 수행

‐ 교육 및 인재육성에는 리더·기업가 양성, 가치이념공유, 인턴 멘터링 등이 있음

‐ 자원매개 중 인적 자원의 파견 관련해서는 전국에 약 100명 규모의 본부사

무국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 인력은 3년마다 지역을 이동

‐ 정보공유 관련 ‘노협신문’이라는 기관지를 월 3회 발행하여 각 사업소의 성

과를 전국에 확장시키고, 노협연 전체 도는 센터사업단 사업본부 차원에서 

행해지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업전략의 책정(내부 정책제언) 관련해서는, 공적 사업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를 본부에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각 사업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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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재분배 관련해서는 전국의 각 사업소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

금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에서 운용 중인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

화될 때까지의 2~3년 사이에 발생한 적자 등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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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경영지원
(MSO)

매니지먼트 강좌․연수
좋은 일 집회(연 1회)
: best practice의 공유

법인설립지원(NPO법인 등) 사업소 개설지원

개별 상담 단기
(경영․회계․법인화)

매월 경영수치의 사업소 보고, 사업본부에서 
경영․회계지원

장기적 컨설팅 법인사업 방침, 제도 이해 공유

자금 조달 지원
(조성․기부금 모으는 방법 등)

사업수탁이나 조성 신청 노하우 축적
법인으로 2개월 출자 목표

교육 ․
인재육성

인재육성
(리더․기업가 양성 등)

전국 소장회의를 통해 전국 사업 노하우 공유
신인 소장 연수, 각종 집회 등 연수

인재육성
(가치이념의 공유)

좋은 일 집회
전국 소장회의

자원매개기능
조성금 제공(기금) 본부경비나 적립금을 필요에 따라 재분배

인재 중개(프로 보노 등) 본부사무국원을 설립 시나 어려울 때에 배속

조정 ․연휴
구축기능

제3섹터 내 교류․네트워크 노협연으로 ICA나 IYC기념협의회, 법제화 운동

제3섹터 내 사업연휴․자원 공유 (사)일본프론티어네트워크 가맹 

행정과의 파트너십 구축
각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업무제휴를 위해 법인본부로서 
행동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일본프론티어네트워크의 설립(협동노동에 공감하는 
기업 약 100사의 네트워크)

정보수집․
발신

시민에 대한 계발사업
법제화운동(전국 860개 지자체에서 의견서 의결 요청)
전국 협동집회를 격년 실시

IT지원, HP 작성 등 메일주소 설정, HP 작성

라이브러리나 DB 구축
協同總硏이 기관지․年史를 보존
각종 사업양식, 사업자료, 회의록 등을 데이터화시켜 
활용

기관지 발행
協同總硏으로 기관지 발행
노협연으로 ‘노협신문’ 발행

특정 이슈의 
문제제기나 
정책제언

사회적 니즈 발굴과 신규 사업 개발 진입 가능한 공적 사업의 조사, 방향성 제시

사회운동(캠페인의 전개)
(사)사회연대기구를 통해 사회연대를 확장시키는 운동을 
전개

정책제언(법안 제언 등)

“협동노동의 협동조합”
슈퍼커뮤니티법인
“공적훈련․취업제도”
“커뮤니티지원조례”

조사연구 協同總硏의 연구를 정책제언의 기초로 이용

[표 3-4]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센터사업단의 주요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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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영국의 중간지원조직

1) 영국의 중간지원조직 현황

(1) VCS 조직의 출현과 성장

◦ VCS(Voluntary,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groups) 조직이란 우리나

라에서 ‘제3섹터’로 표현되는 조직으로, 국가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

‐ 이러한 조직에 대한 용어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에 뿌리내린(embedded)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VCS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

◦ 현대적 의미의 VCS 조직의 출현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복지국

가(Welfare State)의 발전 측면에서 시작(Kendall and Knapp, 1996)

‐ 영국은 전후 교육(The Education Act, 1944년), 국가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년), 국가보험(the National Insurance Act, 

1946년), 공공부조(The National Assistance Act, 1948년) 등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짐에 따

라 시민사회의 질적 향상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복

지정책 실행을 위해 VCS 영역을 확대

◦ 영국의 복지시스템에서 자선단체, 주택조합, 사회적 기업 등 VCS 조직은 사회서비

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혈관 역할을 수행

‐ 영국의 복지시스템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차별화되는, 자유주의 복지시

스템에 의한 공공서비스와 시장지향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강조하는 이른바 

‘Welfare mix’로 정의(Evers and Laville, 2004; Gilbert, 2000)

‐ 이 과정에서 VCS 영역은 사적(private)-비영리(non-profit)-공식(formal) 영

역에 속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요 주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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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기능(혹은 역할) 차원에서 VCS 조직들을 크게 다음의 5가지로 구분 가

능(Kendall and Knapp, 1995)

‐ ①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② 건강, 젠더, 교육 등 보편적인 소요(needs)와 관심에 대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

‐ ③ 특정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지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로비 및 지

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

‐ ④ 건강 및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들의 관심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

‐ ⑤ 다른 VCS 조직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하지만, 대부분의 VCS 조직들은 특정한 하나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2) VCS 조직의 현황

◦ 2015년 기준 영국 내 VCS 조직의 수는 165,801개로, 약 85만 3천여 명이 VCS 

영역에 종사([표 3-5] 참조)

‐ 2014/15년 기준 VCS 영역이 국내총생산액(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약 122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음 

‐ 활동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 관련 VCS 조직이 전체의 1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조직 역시 14.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이외에도 ‘종교’, ‘기부금 조성’, ‘학부모-교사 연합회’ 등이 VCS 조직의 활동

이 활발한 영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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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형
조직 수

(개)
비중
(%)

소득
(100만 
파운드)

지출
(100만 
파운드)

자산
(100만 
파운드)

평균 소득
(파운드)

중간지원조직 1,156 0.7 409.7 407.7 564.2 354,412.7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23,586 14.2 5,504.2 5,110.4 7,465 233,367.7

교육 7,914 4.8 1,903.2 1,816.3 1,982.1 240,487.5

학부모-교사 
연합회

12,252 7.4 158 145.1 205.9 12,897.6

어린이집 조합 6,960 4.2 551.1 530.2 604.9 79,185.2

연구 3,504 2.1 2,881.4 3360 21,766.7 822,325.2

건강 6,710 4.0 4,972.4 4,627.3 7,223.6 741,046.1

사회 서비스 30,265 18.3 10,141.3 9,703.3 11,579 335,082.2

청년 활동 조직 6,462 3.9 276.7 260 366.6 42,826.1

환경 5,922 3.6 2,998.7 2,846.9 4,943.9 506,358

개발 10,286 6.2 978.5 939.5 1,762.6 95,125.4

마을회관 7,662 4.6 123.8 107.5 156.9 16,151.2

주거 3,662 2.2 1,473.6 1,378.2 4,546.4 402,405.4

일자리 1,985 1.2 1,069.3 1,010.7 1,090.6 538,665.4

법률 4,270 2.6 1,424.3 1,302.1 1,183.3 333,553

기부금 조성 12,753 7.7 4,124.6 3,666.7 40,771.5 323,423.3

국제 활동 6,055 3.7 4,729.7 4,517.2 2,671.9 781,125.6

종교 14,357 8.7 1,792 1,555.4 3,833.4 124,818.9

총합 165,761 100.0 45,512.5 43,284.5 112,718.7 274,566.9

자료: Benard et al.(2017)

[표 3-5] 영국 VCS 조직의 조직 유형별 현황(2014/15년 기준)

◦ VCS 조직의 규모는 연간 소득 10만 파운드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3% 정도의 일부 단체가 VCS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조직도 존재2)

2) VCS 조직의 규모는 소득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한다. 1) Micro(1만 파운드 이하), 2) Small(1만~10만 파운드 이하), 3) 
Medium(10만~100만 파운드 이하), 4) Large(100만~1,000만 파운드 미만), 5) Major(1,000만 파운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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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CS 조직의 예산 조달체계

◦ VCS 조직의 소득은 활동내용에 따른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주체를 바탕으로 

하나의 매트리스로 표현 가능([표 3-6] 참조) 

◦ 활동내용에 따른 소득은 근로(서비스)활동, 자선, 투자의 3가지로 구분 가능

‐ 근로활동에 의한 소득(earned income)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창출되는 소득을 의미

‐ 자선에 의한 소득(voluntary income)은 상업 활동이 아닌 원조 및 기부 등

에 의해 창출되는 소득을 의미 

‐ 투자수입(return on investments)은 부동산 등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 및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의미

◦ 소득이 발생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개인, 정부 및 공공기관, 자발적 섹터, 사적 영

역, 국가 복권사업(National Lottery)의 발생 수입, 투자로 인한 수입의 6가지로 

구분

 

구분 근로(서비스)활동 자선 투자

개인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멤버십
유산

기부금
-

정부
커뮤니티 기반 사업(계약을 

기반으로 함)
정부 지원 -

자발적 섹터 계약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자선단체로부터 발생한 

수입
-

사적 영역
스폰서십
연구수입

특허 로열티
기부금 -

복권사업 - 기부금 -

투자 - 보조금 펀드 수입

주: 빈칸은 관련 내용 없음

자료: Crees et al.(2016)과 Jas et al.(2002)의 보고서를 종합하였음

[표 3-6] VCS 조직의 사업예산 조달체계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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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S 조직의 일부로서의 중간지원조직

◦ 영국에서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s or umbrella bodies)은 

VCS 조직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조직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

◦ 앞서 Kendall and Knapp(1995)의 구분 기준에서 ‘⑤ 다른 VCS 조직들에게 폭넓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중간지원조직의 직접적인 기능에 해당하지만, 실제

의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포함한 VCS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

‐ 예컨대, 브리스톨의 중간지원조직인 VOSCUR는 2000년 초반 도심 재개발사

업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

(③+④)이면서, 

‐ 동시에 교육 및 건강 등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서비스를 

다른 VCS 조직들과 함께 협력하여 제공(①+②) 

◦ 2014/15년 영국 전체의 중간지원조직(Umbrella bodies)의 수는 1,156개로 전체 

VCS 조직의 0.7%를 차지

◦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의 평균 소득은 35만 4천 파운드 정도로 VCS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음

‐ 평균 소득 기준으로 VCS 조직 활동분야 중 6위에 해당

‐ 연간 소득 기준으로 100만 파운드 이상의 조직이 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만 파운드 이상 조직도 33%로 다른 영역에 비해 수입이 높은 편임

2) 운영사례 ① : 브리스톨 VOSCUR

(1) 조직 개요

◦ VOSCUR는 2000년 설립되었으며,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 지역 내 커뮤니티 섹터 

조직들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Umbrella body)임

‐ 정부에 등록된 공식 위상은 유한 자선단체(charitable company limited)

로, 2012년 9월 자선조직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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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SCUR는 지역 커뮤니티 내 재생(regeneration)을 촉진하고, 빈곤 및 불평등 완

화 및 삶의 질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 브리스톨 도심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주민들(특히 당시 도심에 

살았던 저소득층)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방정부와 연합하여 사업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2004년 이후 궁극적인 미션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수립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내 커뮤니티 섹터(Voluntary Sector or 

Community Sector) 조직들을 지원

◦ VOSCUR는 특정 단체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의 협

업을 통해 조직

‐ 2000년 조직 설립 당시에는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 섹터에서 자원봉사 및 

활동가로 활동하던 7명이 주도

‐ 설립 초기(2000년)에는 주로 브리스톨 지역 내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VSC와 관계를 형성

◦ VOSCUR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581개의 VCS 조직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의사결정 

및 임원 조직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2017년 3월 기준)

‐ VOSCUR의 멤버십 획득을 위해서는 VCS 조직별로 수익규모에 따라 매년 

회비를 납입해야 함

‐ 멤버십을 획득한 회원단체는 VOSCUR의 임원단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회계원의 임명에도 참여 

◦ 멤버십을 획득한 회원단체 이외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1,500 ~ 2,500여 개의 

VCS 조직에게 중간지원 서비스를 제공

◦ 운영을 위한 인력은 10명의 임원과 22명의 실무진, 65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 

(2017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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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

◦ 컨설턴트 및 훈련 관련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6가지 훈련 코스로 구분하

여 컨설팅 및 훈련과정을 진행([표 3-10] 참고)

‐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컨설팅부터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까지 폭넓게 지원

‐ 컨설팅 및 훈련 프로그램(Bespoke training and consultancy)은 회원 및 

기타 조직들에게 유상으로 제공

프로그램 내용

전략
- 전략 수립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자금 계획 수립

조직
- 운영 조직 검토 및 발전 방향 제시
- 조직 체계(Team) 설립
- 운영 정책 검토 및 발전 방향 제시

위원회 및 협력

- 평등한 커뮤니티와 조직에 대한 이해
- 파트너십 개발 및 협업에 대한 교육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교육
- 조직원칙에 대한 교육

관리
- 리더십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조직의 공정성
- 인력채용                - 모니터링 및 평가
- 성과 관리 및 평가        - 조직 내 다양성 개발

인적 자원 개발
- 교섭스킬                - 효과적인 토론
- 시간 관리               -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설정
- 프레젠테이션 및 스피킹에 대한 훈련

[표 3-7] 주요 컨설팅 및 훈련 프로그램

◦ 부동산(Property) 관리 컨설팅 관련해서는 영세한 VCS 조직이 대응하기 힘든 부

동산 자산의 관리와 분쟁 해결을 위해 다른 전문조직과의 협업 수행

‐ 소규모 VCS 조직들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thical Property Foundation(영국 내 커뮤니티 섹터 조직

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조직)’과 협업 수행

‐ VCS 조직의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VCS 조직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의 선정과 부동산 관련 전략 수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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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탐색 관련해서는, 자산 분쟁 및 법적 분쟁 해결, 소송 진행, 정책 변경, 건

물 평가 및 건물 활용 계획 평가 등 부동산 관련 지원

◦ 플랫폼 제공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 지원금 등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지원

‐ 정부 및 개인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금 및 스폰서십을 획득하기 위한 지

원과정에서 조직활동 목적에 따른 전략 수립 및 행정처리 지원

‐ 홈페이지 및 대면 서비스를 통해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관련 각종 플랫폼

을 제공

(3) 사업예산 및 조달체계

◦ VOSCUR의 예산은 크게 기부, 자선 활동 그리고 자체 사업을 통해 조달되며, 대

부분의 재원은 브리스톨시 정부로부터의 자선활동으로 획득

‐ 2017년 기준 전체 수익(income)은 750,856파운드이며, 이 중 대부분은 자

선활동(93.8%)을 통해 조달

‐ 자선활동 수입의 재원은 대부분 브리스톨시 정부(594,003파운드, 79.1%)를 

통해 조달하며, 기부금이나 멤버십 수익은 전체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

총금액(파운드) 비중(%)

기부금 3,619 0.5

자선활동 704,119 93.8

수익활동 43,007 5.7

멤버십 21,478 2.9

컨설턴트 10,853 1.4

기타 10,676 1.4

기타 111 0.0

총 수입 750,856 100.0

[표 3-8] VOSCUR의 2017년 사업 수입

◦ 연간 수입 규모는 2006년 이후 글로벌 경제침체와 지원방식 변화 등에 따른 정부 

지원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2년 이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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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브리스톨시 정부와 꾸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2008년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45%를 정부 기금으로 조달

‐ 이후, VCS 조직들에 대해 변경된 평가 방법이 적용되면서 수입이 크게 감소

[그림 3-1] 연도별 수입 및 지출 변화

◦ 자선사업 수익은 Bristol City Council과의 계약을 통해 VCS 멤버들에게 서비스

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용에 해당

‐ 2016년 기준으로 총 6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함

◦ 그 외 수익사업으로 교육훈련, 인적 자원 관리 등 전문 컨설턴트 프로젝트, 협력 

계획 지원 등에 대한 유료 서비스 활동 수행

3) 운영사례 ② : LCVS(Liverpool Charity and Voluntary Services)

(1) 조직 개요

◦ LCVS는 영국 북서부 지역의 리버풀을 거점으로 1909년 설립되어 활동하는 중간지

원조직으로, 20세기 초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 내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된 종교시설 중심의 빈민구호소들 간 협업 및 조직화를 목표로 설립

‐ 설립 후 1922년 정부 자선단체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유한책임회사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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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리버풀 시장이었던 H. Chaloner Dowdall의 제안으로 도시 내 산재한 빈민

구호소의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된 조정단체(Co-ordinating body)

로 설립

‐ 빈곤법(the Poor Law)3)을 근거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많은 빈민구호소들이 

도시 곳곳에 존재하였으나 조직 간 협력체계나 지방정부와의 협업은 전무

‐ 리버풀 대학을 중심으로 빈민구호소 간 통합 조정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빈민문제를 다루는 자선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해 ‘민-관-학’ 협업 속에

서 설립

◦ LCVS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 내 VCS 조직들을 다양하게 지원함과 동시에 협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빈곤 감소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 리버풀은 영국 전체에서 박탈지수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지역

(small areas)4)의 25%가 지역 내에 분포(2010년 기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 소득, 취업, 생활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교육’, 독립적인 삶을 위한 ‘소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

◦ LCVS에는 2018년 3월 현재 27명의 실무진이 근무하면서 지역 내 VCS 조직을 대

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

‐ LCVS의 지원대상이 되는 리버풀 내 VCS 조직은 8,638개(2015년 기준)이며, 

이 중 3,102개 조직이 정식으로 등록(O’Brien, 2012).

(2)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

◦ LCVS는 크게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VCS 조직 지원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

◦ 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내 빈곤 문제를 인지하고 실제로 활동하기 위한 다양

3) 종교 시설 중심으로 구성된 빈민구호소들의 보다 체계적인 조직화를 위해 1601년 제정되었으며, 1834년에 ‘New Poor Law’로 
수정되었음

4) 영국에서 빈곤지역, 인구규모 등의 통계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가장 하위 지역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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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을 진행

‐ ‘교육’, ‘소득’, ‘건강’의 3가지 기본 활동 분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별로 다

른 조직의 펀딩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

‐ 2017년에는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 VCS 조직 지원의 경우 VCS 조직의 설립 단계부터 안정화까지 상담활동, 펀딩조성, 

실무지원, 교육 등 지원

‐ 대표적인 상담 프로그램으로 조직 운영 과정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분야들을 

세분화하여 해당 조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Diagnostic Review of 

Organisational Capasity(DROC)’ 프로그램 운영

‐ 자선단체, 기업, 정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펀딩을 탐색하고, 이를 데이터베

이스(DB)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

‐ LCVS가 가진 정보 및 기업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와 스킬 등을 VCS 조직

에게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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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활동 내용

상담활동

- 거버넌스 활동 평가               - 멤버십 문제 관리
- 인적관리(운영진 및 자원 봉사자)    - 기업 정책 및 운영 절차
- 프로그램 전략 및 계획            - 모니터링 및 평가
- 펀딩 조성                       - 예산 집행 및 예산안
- 위험관리(취약한 재정 문제 및 법률 위반 등)
- 마케팅                          - 상담활동
- 서비스 개선 및 활동에 대한 관리 시스템
- 파트너십 관련 문제    
-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문제 진단

펀딩 조성
- 펀딩 조성을 위한 탐색 활동 지원
- 펀딩 조성에 필요한 지원서 작성 및 전략 지원
- 펀딩 활동을 위한 예산 평가

실무 지원
- 재정 관리                        - 회계 보고서 관리
- 독립적인 회계 감사, 연간 보고서 작성, 임원단 지원
- 자선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회계 지원

교육

- 펀딩 활동(펀딩 자원 범위, 펀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요구사항 등)
- 커뮤니티 조직의 운영 목적 설정     - 임원 및 이사 등의 역할 및 책임
- 커뮤니티 조직으로 등록하기 위한 법, 제도적 프로세스 
- 자선활동, 보조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 처리 문제
-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 및 인터뷰 방법
- 프로젝트 제안 방법 및 제안서 작성
- 재정관리                        - 조직평가 방법
- 입찰 과정에서 필요한 제안서 및 서류 작업에 필요한 내용 및 퀄리티

[표 3-9] VCS 조직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3) 사업예산 조달체계

◦ LCVS의 예산 대부분은 자선활동에 의한 수입(93.1%)이며, 대부분 리버풀시 정부

(Liverpool city council)로부터 제공

내역 총금액 비중

기부금 12,987 0.3

자선활동에 의한 수입 3,701,209 93.1

서비스 프로그램 2,370,159 59.6

VCS 서비스 제공 1,012,748 25.5

기타 313,302 7.9

기타 260,067 6.5
총합 3,974,268 100.0

[표 3-10] 2017년 수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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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VS의 연도별 수입 및 지출은 VOSCUR와는 달리 2008-2011년 사이 높은 수입

을 거두었는데, 이는 유산 기부에 의해 발생한 수입(1,567,786파운드)으로 인한 

영향 

[그림 3-2] 연도별 수입 및 지출 변화

4) 운영사례 ③ : BVSC(Birmingham Voluntary Service Council)

(1) 개요

◦ BVSC는 1946년 설립해 버밍햄 지역 및 인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VCS 조직

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버밍햄 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

들을 지원

‐ 1964년 커뮤니티 조직으로 등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지역 내 VCS 조직의 

네트워크를 위해 ‘Big Lottery’로부터 펀딩을 받아 제3섹터 모임(Third 

Sector Assembly)으로 조직

◦ 연령, 젠더, 종교 및 인종 등의 배경과 상관없이 커뮤니티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육, 건강 및 웰빙, 지역개발의 증진, 빈곤 감소가 조

직의 운영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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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밍햄 지역에서 VCS 조직들을 대표하여 조직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도

모하고, 지방정부에 VCS 조직의 의견을 전달 

◦ 조직 규모는 2018년 현재 1,353개의 멤버들이 BVSC에 가입되어 있으며, 40여 명

의 직원이 활동 중임

‐ 조직 내부인력으로 최고관리자(3명), 시니어 매니저(4명), 마케터(4명), 프로그

램 관리자(21명), 컨퍼런스 관리자(5명), HR 및 재정컨설턴트(4명) 등이 근무

(2)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

◦ BVSC는 지역 내 VCS를 대상으로 재정관리, 급여서비스(payroll service), 인적관

리 상담, 트레이닝 코스, 마케팅 서비스 등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표 3-15] 참고)

구분 내용

재정관리
- 회계보고서 작성               - 독립적인 회계감사
- 부채관리 및 재정계획수립 등 요청사항에 대한 맞춤 컨설팅 서비스
- 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

급여관리
- 월급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 연금 및 바우처
- 법적 급여 프로세스             - 세금, 국가 보험 계산
- 전자 급여명세서 발송

인적관리
- 인력 모집 및 채용 지원         - 징계 및 고충 관리
- 인력 정책 및 스탭들을 위한 핸드북 개발
- 조직 구조 재편 지원

펀딩 조성 지원
- VCS 조직의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펀딩 탐색
- 펀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공고 전달
- 펀딩 전략을 지원할 온라인 Tool 제공

교육 시스템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에 관한 교육    - 리더십 및 인적관리
-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마케팅 교육
- 조직구성원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교육

기타 - 사무공간 지원                 - 컨퍼런스 장소 지원

[표 3-11] BVSC의 사업 및 활동내용

◦ 이외에도 ‘Big Lottery’로부터 펀딩을 받아 위기 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VCS 

조직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

‐ BCFT(Birmingham Changing Futures Together) 사업 : 8년째 진행 중

인 사업으로, 홈리스, 약물중독, 정신질환자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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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 제공

‐ 재능 매치(Talent Match) 사업 : 5년째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미취업 혹은 

교육을 받지 못한 18-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6명의 코치진과 2명의 청년 

관리자, 서비스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팀이 상담 및 지원

‐ Ageing Better 사업 : 6년째 진행 중인 사업으로, 노년층의 고독을 방지하

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펀딩조성 사업들을 진행

(3) 사업예산 조달체계

◦ BVSC 역시 수입의 대부분은 자선활동에 의한 수입(82.7%)으로, 복권사업(Big 

Lottery)의 펀딩이 주요 수입

‐ Big Lottery로부터 4년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 기준 Big Lottery 펀드가 전체 수입의 75%를 차지

‐ 이전에는 버밍햄시 정부로부터의 수입이 41%(2011~2012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Big Lottery Fund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수

입 역시 상승

   

구분 총금액 비중

기부금 2,058 0.1

자선활동 수입 3,386,108 82.7

서비스 제공 등 근로활동 수입 496,761 12.1

투자수입 3,540 0.1

기타 204,869 5.0

총합 4,093,436 100.0

[표 3-12] 2017년 수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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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도별 수입 및 지출 변화

5) 운영사례 ④ : 코인스트리트 개발 트러스트

(1) 조직 개요

◦ 런던 사우스 뱅크 주민들은 1984년 비영리 마을 만들기 사업체인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이하 코인 스트리트 개발 

트러스트)를 설립해 스스로 재개발하는 사업체를 조직

◦ 취득한 5.2ha의 토지를 에셋 매니지먼트하여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재개발사업을 진

행하여 배제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녹지공원, 강가의 산책로, 복

지 서비스 제공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실현

◦ 코인 스트리트 개발 트러스트는 토지 소유자이자 토지에서 사업수익을 올리는 유

한책임보증회사 형태

‐ 토지의 일부를 주택협동조합에게 주택용지로 빌려주고 그 외의 토지에서 나

오는 사업 수익은 공익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의 활동에 사용 

◦ 사무국장 아래에 주택, 상업개발, 영선관리, 재정과 홍보 등 6개 부문으로 구성하

고,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자회사인 사우스뱅크 관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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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담당(2003년 코인 스트리트 개발 트러스트에 흡수), 4개의 자선단체를 조

직(사무소와 활동비 보조)

◦ 인력은 38명의 직원과 볼런티어(건축 컨설턴트, 측량사,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케어 워커, 사업관리자 등)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15명의 무급이사로 구성(법률가, 

회계사 2명의 전문직 이외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

(2) 발전단계

◦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 1970년대에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반대하여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 전체의 바람직한 개발 계획안을 책정하자는 운동이 추진

‐ 1976년 워털루 활동 그룹 연합체가 설립되어 오피스 빌딩 건설을 저지하는 

운동을 추진,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찬성을 얻기 위한 일상활동 전개

‐ 1977년 지구의 개발 플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작업 그룹으로 코인 스트

리트 액션 그룹을 결성, 대런던청에 근무하는 건축가의 지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 개발계획안 작성  

◦ 1984년에는 사업 수입을 모두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돌리는 비영리조직 ‘코인 

스트리트 마을 만들기 사업체’가 설립

‐ 대런던청 및 대런던청이 설립한 투자육성회사인 기업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토지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400호의 주택,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1,200명이 수용 가능한 작업장,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시가지 조성 계획을 

추진 

◦ 1990년대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체의 경영이 안정적 궤도에 오르고 사업이 확대되

기 시작 

‐ 사업의 디자인성이나 예술성을 높여 개발을 질을 신경쓰게 되었고, 그 시작 

사업으로 1990년 코인 스트리트 페스티벌을 개최함. 지금은 인근 기업이나 

문화 시설의 협력을 받아 매년 여름이면 열리는 연례행사로 수만 명의 사람

을 끌어들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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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발에서도 디자인을 추구하여 ‘주택 코프’라는 높은 품질을 유지해가고 

있음

‐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체의 사회적 사명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연계조직을 설립하고 사우스 뱅크 일대의 개발을 통제

하기 위한 협의기관도 설립 

(3)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

◦ 공원정비 : 공장 터와 오피스 빌딩이 차지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

웠던 템스강 연안 보도와 인근한 베르티에 스파인 공원정비 

‐ 현재는 로열 내셔널 시어터, 테이트 모던으로 강가 산책로가 정비되어, 황폐

하고 인기 없었던 가브리엘 부두는 디자이너들의 공방과 레스토랑, 카페 등 

일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발

◦ 주택 코프 경영: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의 거의 1/5이라는 낮은 

집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 코프라는 주택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주택 공급

‐ 현재 법제도하에서 사업이익을 추구하는 코인 스트리트 개발 트러스트는 주

택 코프를 직접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2차 코프를 주택금융에 

등록된 주택협회로 조직화하여 대응

‐ 제2차 코프는 토지를 코인 스트리트 개발 트러스트에 125년 계약으로 빌려 

이를 입주자 조직에 5년마다 전대계약으로 빌려줌

‐ 1988년 56호의 멀버리 주택, 1994년 27호의 팜 주택, 1996년 78호의 옥소

타워 내 레드우드 주택, 2001년 59호의 이로코 주택, 2020년에 220호 계획

‐ 이러한 개발 시 시장경제에 대항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디자인성이나 예술성을 추구. 팜 주택과 옥소타워, 이로코 주택도 디

자인상 수상

‐ 특히 옥소타워는 레드우드 주택 이외에 1층과 2층에 디자이너들의 공방, 전

문 상가, 카페·레스토랑, 갤러리, 공연공간과 복합적 기능을 갖춘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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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 전망대는 최고급 레스토랑 임대

◦ 주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주택공급과 더불어 도서관, 실내·외 스포

츠 시설, 보육원, 어린이 시설 운영

◦ 둔스트리트 지역 개발: 국립극장에 인접한 고층 복합빌딩으로, 주택은 335호로 주

택 코프와 더불어 중소득층에 분양도 진행함

‐ 3단계로 진행, 1단계(Phase 1)에서는 new HQ for Rambert 개발이 이루

어졌는데, 2013년에 완공된 이곳은 램버트의 새로운 집으로 세 개의 댄스 

스튜디오와 램버트의 아카이브가 포함 

‐ 2단계(Phase 2)에서는 실내 공공 수영장과 레저 센터, 주택 및 소매점 개발

‐ 3단계(Phase 3)는 마지막 단계로 새로운 교육 및 오피스 빌딩, 1층은 공공

이 사용, 보행자 다리와 리프트가 있는 타운 스퀘어 개발

◦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내 유휴공간, 유휴시설 13곳에 대한 개발/재생 성과

를 나타냄

(4) 사업예산 및 조달체계

◦ 초기 사업계획 자금 600만 파운드: 주택금융이나 차입금(람베스구와 서더크구의 

지원) 등 공적 섹터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받아 조달

◦ 제경비 지불(직원급여, 토지구입 대금을 포함한 대출액 변제, 보험 등)은 우선 주

차장 경영과 임대 점포 경영으로 조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상업시설로부터 

나오는 임대료를 사용

◦ 2002년 현재 총수입이 연간 360만 파운드로 경영상 안정기에 들어섰으며, 그 내역

은 가설 점포 같은 상업시설로부터 나오는 임대료가 약 195만 파운드, 주차장 수

익이 만 파운드, 옥소 레스토랑이 45만 파운드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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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요약 및 시사점

◦ 외국의 중간지원조직 관련 사례로 영국과 일본의 7개 사례조사

‐ 영국은 브리스톨 VOSCUR, LCVS(Liverpool Charity and Voluntary 

Services), 코인스트리트 개발트러스트 사례조사

‐ 일본은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아스민, 센다이·미야기NPO센터,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센터사업단 사례조사

◦ 공설민영/민설민영으로 구분되는 여러 사례를 설립 및 운영/역할/재원 등으로 파악

◦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서구권의 경우 민영민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본의 경우 공설민영과 민설민영이 혼재

‐ 공설민영: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아스민

‐ 민설민영: 브리스톨 VOSCUR, LCVS(Liverpool Charity and Voluntary 

Services), 코인스트리트 개발트러스트, 센다이·미야기NPO센터, 일본노동자

협동조합 센터사업단

◦ 시민공익활동, 지역재생, 주민복지 등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일부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 경영서비스를 특화지원하기도 함

‐ 시민공익활동 지원: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센다이·미야기NPO센터

‐ 지역재생 지원: 브리스톨 VOSCUR, 코인스트리트 개발트러스트

‐ 주민복지 지원: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센터사업단

‐ 경영서비스 지원: BVSC(Birmingham Voluntary Service Council)

◦ 민간주체의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운영재원은 제한적 규

모이기는 하나 자체 조달 노력 수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 특성상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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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민영인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아스민을 제외하고 민설민영

의 모든 조직들은 수익사업, 기부금, 회비 등을 통해 제한적 규모이기는 하

나 자체 재원을 확보

◦ 특히 코인스트리트 개발트러스트나 일본노동자협동조합은 수익사업이나 광범위한 

멤버십을 바탕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제경비에 충당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

을 유지

◦ 자체 재원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고, 이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남

‐ 센다이·미야기NPO센터와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아스민의 경우 

운영비 대부분을 공공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

‐ 특히, 아스민의 경우에는 관리운영 시설의 사업 내용이 조례상에 구체화되어 

있어 중간지원조직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제약이 심함

구분 주요 내용

공설
민영

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
교류센터 
아스민

- 설립 및 운영: 「후쿠오카시 NPO·볼런티어교류센터 조례」에 근거
  하여 설치, 아스민 매니지먼트 그룹(NPO단체)에 위탁 운영
- 역할: 지역만들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의 정보 및 교류의 
  거점
- 재원 조성: 공공 지정관리료 100%(지정관리료는 우리나라 민관
  위탁금에 해당) 

민설
민영

브리스톨 
VOSCUR
(영국)

- 설립 및 운영: 유한 자선단체(charitable company limited.). 지역 
  내 자원봉사 및 활동가로 활동하던 7명이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581개의 VCS 조직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의사결정 및 임원 구성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
- 역할: 지역 커뮤니티 내 재생을 촉진하고 빈곤 및 불평등 완화 
  및 삶의 질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 내 VCS 조직들 간의 협업, 관계
  부처(institution)/협력기관(agency)/커뮤니티 간의 대화와 협의를
  지원
- 재원 조성: 공공보조금 93%, 기부금 및 멤버십 수익 5.7%

[표 3-13]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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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민설
민영
(계속)

LCVS(Liverpool 
Charity and 
Voluntary 
Services)(영국)

- 설립 및 운영: 1922년 정부 자선단체로 등록하였으며 현재는 
 유한 책임회사. 민관학 협업(리버풀 대학의 요청, 리버풀 시장
 제안, 자선단체 참여)으로 구성
- 역할: 도시 내의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선단체들 간 협업 
 및 조직화
- 재원 조성: 공공보조금 93.1%, 기부금 0.3%

코인스트리트 
개발트러스트
(영국)

- 설립 및 운영: 유한책임보증회사. 10여 년간 마을만들기 운동
  결과 지역시민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
- 역할: 도심 주변 극빈곤지구의 물적 환경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 재원 조성: 수익사업(주차장, 주택 및 상업시설 임대료 등)을 통해 
 제경비(직원급여, 토지구입 대금을 포함한 대출액 변제, 보험 등) 
 충당

BVSC(Birmingham 
Voluntary Service 
Council)(영국)

- 설립 및 운영: 1964년 커뮤니티 조직으로 출발해 2007년 
 제3섹터모임(Third Sector Assembly)으로 조직
- 역할: 버밍햄 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VCS를 대상으로 재정관리, 급여서비스, 인적관리 상담 
 등 지원
- 재원 조성: 공공보조금 82.7%, 서비스제공 및 활동 수입 
 등 12.3%

센다이·미야기NPO
센터(일본)

- 설립 및 운영: NPO 법인. 시민활동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한 
 활동참가자가 모여 자발적 구성
- 역할: 지역 내 민간단체 활동 지원, 지자체의 시민활동지원시설
 운영
- 재원 비중: 공공 지정관리료 99.3%, 회비와 기부금 0.7%

일본노동자
협동조합 
센터사업단

- 설립 및 운영: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가 출자 및 경영 참여
- 역할: 고령자나 장애인 돌봄 등 복지사업, 육아사업, 빈곤계층
 자립 지원사업, 공공시설 관리 운영 
- 재원: 공공 지정관리료, 조합원의 출자금, 이윤적립금, 자립 
  적립금으로 구성

[표 3-13 계속] 사례 요약

◦ 각 국가의 여건이나 목적에 따라 기관의 성격이나 운영이 다양

‐ 영국의 경우에는 1919년 전국사회서비스협의회로 출발하였으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영국 정부가 비영리기구들의 조정자로 인식해 대폭 확대

·지역재생, 지역 내 빈곤층 지원 위한 자선단체 지원, 지역 내 민간단체 대

상 전문경영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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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무렵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

을 조직화하고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사례로 살펴본 중간지원조직 역시 설립 목적이나 조직형태, 운영방식 등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 

◦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재정적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사례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운영재원을 자체 조달하려는 노력들이 존

재하며,

‐ 영국의 유명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인 개발트러스트(Development 

Trusts)는 영리사업의 운영을 통해 자립 기반 강화

◦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풀뿌리 민간주체들과의 적극적 연계․협력이 중요

‐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내적 제

약과 필요에 의해 출현·확대

‐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본원적 중간지원조직들은 조직 스스

로의 운영 자율성을 가지고 민간 주체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 주체와도 일정한 제도적 관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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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운영실태 및 현안과제

1_운영실태 조사 분석 및 평가

1) 조사 분석의 개요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

사를 실시

‐ 사전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현재의 운영여건, 

향후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는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결과로 활용함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능, 역할, 운영여건, 향후 발전방향 등을 주요 논의

내용으로 개최함(2017년 12월 개최)

‐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획실장,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논의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과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함

‐ 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웹

(web)조사를 기반으로 팩스(fax)와 이메일(e-mail) 조사 병행

‐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계층별로 할당하되 총 220명을 조사

·조사대상: 공무원,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민간담당자, 비영리법인의 직원,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

‐ 조사내용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운영여건, 정책수요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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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 연령
- 소속(직업)
- 시민활동 경험여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관련 의견

- 인식, 공공기관과의 차이
- 시정에 대한 기여
- 중간지원조직의 기준과 사회적 가치 개념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여건에 
대한 의견

- 민간위탁제 운영에 대한 의견
- 사업계획 수립 방법
-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
- 내부운영에 대한 의견
- 행정과의 관계, 자율성, 재정적 자립 정도
- 풀뿌리 민간주체와의 관계
- 여타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중간지원조직의 정책수요

- 운영의 애로요인
- 제도적 문제점
- 지속가능 발전 방안
- 자율성 부여 방안
- 재정적 자립 확보 방안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 및 융합 방안

[표 4-1] 조사 내용

‐ 세부적으로 대표적 민관 협력적 정책 수행 방식인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공

무원(44명)과 민간단체 담당자(109명), 중간지원조직의 실제 이용자이자 잠

재적 수요자인 비영리민간조직 구성원(67명)으로 구성

　구분 빈도 비율

전    체　 220 100.0 

소속

공무원 44 20.0 

민간위탁 109 49.5 

비영리법인 29 13.2 

비영리민간단체 38 17.3 

연령대

20대 8 3.6 

30대 70 31.8 

40대 78 35.5 

50대 54 24.5 

60대 이상 9 4.1 

무응답 1 0.5 

[표 4-2]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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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전문가 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 중간지원조직은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지원하는 조직

‐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며, 

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을 만날 때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역량 

획득, 전문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시민사회단체 역시 중간지원조직이 시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를 원치 않음

◦ 이러한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크게 ‘주체를 지원하는 조직’과 ‘사회적 의제를 지

원하는 조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는 것도 가능

‐ 주체(사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들 수 있음, 이 유형에서는 종사자들의 영역 전체에 대한 조망 시각, 

눈높이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행정주체와 

소통하는 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

‐ 사회적 의제를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성평등지원센터, 노동인권지원센터, 생활

속민주주의지원센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유형에서는 해당 주체들이 원활

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정의를 위해서는 민/관 사이의 포지셔닝(positioning)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

‐ 현재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은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중심으로만 구분

‐ 네트워킹과 매개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인식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구분에 있어서 포지션에 관한 부분만 고려되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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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사무 대행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파트너이자 정부 기능을 

보완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행정 주체들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 또는 업무에 대해 민간 주체

들이 정책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

‐ 이것은 기존의 공공 일방의 정책수행 체계에서 민간주체들에게 권한을 부여

하고 참여하는 ‘참여의 정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의 권한을 가진 민간파트너십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참여의 과정을 해보겠다고 먼

저 신청해서 심사받고 결정된 기관으로 보아야 함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분명한 것은 정부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을 국가가 하기로 한 것이고 그 일부를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참여의 정치를 더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역량을 갖고 있는, 

또는 시민역량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있는 직원들이 우리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이미 있는 중이고요.”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기능)

◦ 중간지원조직은 ‘촉진자’(facilitation)로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 역량이 있는 풀뿌리 주체와 조직들이 공공행정과 결합하여 조직화하고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

◦ 중간지원조직의 장점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

요한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계할 수 있다는 점

‐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에 비해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민간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공이 칸막이 행정구조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 간 

연계를 실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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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에 비해 지역사회의 주체와 자원에 대해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연계와 배분에도 더 효과적임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전문가라는 게 내가 사회적경제를 너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으

로서 모든 네트워크의 매개자 역할로서 이 사람이 필요하면 여기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여기서 필요하면 저기 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역할로서 중간지원조

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경제를 너무 잘 아는 게 

아니라 관에서 칸막이 행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민에서 여기저기서 다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을.”

◦ 현재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은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업무 역시 크게는 두 가지 요소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공에서 오는 지원금이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주민들을 교육하고, 주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 중간지원조직이 단순히 행정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정치를 실현

한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의 설계(기획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체들은 시민,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정책 기획,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기획할 때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정책설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독립시

키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기획이나 정책역량을 조율하는 역할로 이동할 필요

가 있음

(3) 현 단계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여건에 관한 논의

① 사업추진 및 정책협의과정에서 서울시(자치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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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나 공론의 과정이 부족

‐ 현재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는 방식은 일정한 행정의 틀 속에 가

둬놓고 그 안에서만 최대한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는 방식

‐ 중간지원조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

을 벗어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은 이면의 차별적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위탁의 틀 속에 자리하고 있어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

‐ 현행 민간위탁제도하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할 경우 

민간위탁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

‐ 현재 민선 6기에서는 다소 위태로운 가운데 운영은 되고 있으나, 향후 시정 

방향이 바뀔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민간위탁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

‐ 가령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동북권NPO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기존 

센터 예산의 1/4 삭감

‐ 이는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

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담당구역의 면적으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행정과의 위계적 관계와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틀로 인해 

사업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간섭이 과도한 실정

‐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하위조직으로 간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부서 간 칸막이 구조로 인해 특정 부서의 사업에만 중간지원조직을 종속시

키려고 하는 구조가 작용

‐ 또한 중간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은 행정과 동일하게 적용하

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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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주체들 역시 중간지원조직이 적용하는 예산사용 등 ‘지침’으로 인해 중

간지원조직을 행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거부감 확대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자치구 행정의 통제와 간섭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울시 보조금 등을 활용하기도 함

‐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의 기획하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

② 민간주체들과의 관계 형성

◦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주체와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서 주체들과의 협력이 당연

‐ 광역조직과 지역사회 조직 간의 역할 구분이 존재

‐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풀뿌리 주체보다는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

직을 지원하는 것이 1차적인 역할로 자리매김

◦ 민간주체들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끝날 경우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존재

‐ 민간주체들이 중간지원조직이 배분하는 예산과 자원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

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관계 역시 단절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개별 민간주체들이 행정에 직접 요구하기 어려운 예

산 등을 대신 요구하고 확보해 내는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갔는데, 지원해달라는 게 너무 많은 거에요. 민간주체들의 역량

들이 강화되어야 하니까 지원해줬어요. 지원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관계가 끝

나는 거에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지원

만 해달라 그러고, 몇몇 법인들을 만들어낸 키맨들이 와서 지원 좀 해줘라, 내놔라, 

이런 식인 거에요. 그리고 관에서는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할 수 없으니, 니네가 받아라. 

그리고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이랑 민의 싸움 중간에 

있다보니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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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들은 새로운 주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음

‐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경우 새로운 주체들의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

에서 일반시민들이 본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조직의 설립을 지원

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지원 중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운영구조에서 새로운 주

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가들이 모법인의 

이사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이 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기존 주민조직과의 연계를 점차 확대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

‐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분야 등 네트워크 형성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와 

다소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는 연계가 활발함

‐ 도시재생 등 네트워크의 형성 자체가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영

역에서는 아직까지 연계가 부족한 실정

‐ 또한 지역사회의 행정 주체로서 동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

업 추진에 있어서 협력과 관계성 형성에 애로사항이 발생

③ 조직 내부 운영 

◦ 중간지원조직은 다른 조직과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과정은 행정의 한 

부분처럼 진행되는 경향이 많아 종사자들의 실망감이 존재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조직에 참여

하고 있으나, 행정대행조직 등 외부의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음

‐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지 못해 저임금에 주민과의 

교류 등 여러 활동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사명감만으

로 버티기에는 어려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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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

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애로도 존재

‐ 행정이 중간지원조직을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일반 

직원들은 행정주체와의 교섭력을 가지지 못함

‐ 이로 인해 특정 이슈에 대해 센터장이나 간부급 직원들이 담당부서와 직접 

협의하게 되고, 직원들은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역할로 한정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이 수행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별도의 조직이라는 점

에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전문가 대우가 필요

‐ 종사자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네트워크를 행정이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

‐ 영국의 경우에도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자원을 분배하고 하위 중간지원조직들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 강동구의 경우 센터 설립 당시에는 희망제작소가 위탁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최근 수탁법인이 지

역사회 조직인 ‘함께강동’으로 변경되면서 구성원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기존 ‘전문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큰 만큼, 

전문가에 대한 대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

(4) 향후의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 

◦ 현재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서로 다른 역량을 융합해서 조직역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관건

‐ 중간지원조직 위탁기관들은 전문성이나 네트워크 역량에 대한 인정을 바탕

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역량은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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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네트워크 역량과 경영역량이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때 앞으로 중간

지원조직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광역 단위 3개 지원센터의 경우 협

력사업의 공동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

‐ 지역주민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요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영

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 모색 중

◦ 민설민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한국사회 현

실에서 적합한 모델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

‐ 재정적 역량이 행정과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 스스로 자

립적 역량을 갖추기에는 어려운 실정

‐ 민설민영 운영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원의 선순환 구

조가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적 조건이나, 아직까지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 재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시도하고 있지

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은 실정

◦ 서울시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지원방식의 차별

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

‐ 현재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행정의 지원방식이 사무나 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화되어 있음

‐ 주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종사자의 인적 역

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력 규모, 채용방식 등 인적자원에 대한 지

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의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이 중심이 아니라 해당 의제

를 다루고 있는 집단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건비 

보다는 예산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76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의제를 지원하는 것과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할 

때 지원의 방식이 달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사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조직은 예산의 크고 많음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역 전체를 전망하는 시각과 그 사람들 눈

높이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행정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 

행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때는 사실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일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인적배분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의제 중심 지원기관은 사실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그 의제는 해당 기관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의제를 다루고 있는 집단을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

한 기관들은 오히려 예산이 중요할 수 있겠다 싶어요.”

2_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

1)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에 관한 인식

‐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행정영

역과 민간영역을 중개·가교하는 조직(62.7%)으로 인식함

‐ 이외에도 응답자의 1/4 정도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해

[그림 4-1]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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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수

행정영역과 
민간영역을  

중재·가교하는 
조직

민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

공공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

공공의 
사업을 

수탁·수행
하는 조직

전 체 (220) 62.7 5.5 3.6 25.5 

공무원 (44) 75.0 4.5 2.3 15.9 

민간위탁 (109) 55.0 1.8 3.7 36.7 

비영리 (67) 67.2 11.9 4.5 13.4 

[표 4-3]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
(단위: %)

◦ 일반 공공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차이에 대해서는 역할(기능)에서의 차이로 인식

‐ 실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수행하는 역할에서의 차이를 언급

‐ 이와 함께 업무 수행방식의 차이(34.5%), 행정영역과 관계하는 방식의 차이

(33.2%), 조직 운용방식의 차이(33.2%)도 중요하게 인식

‐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행정과 관계하는 방식(35.8%)이 다르다는 인식도 상

대적으로 강함

[그림 4-2] 일반 공공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차이

　구분 사례수
수행하는 

역할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행정영역과 
관계하는 

방식

조직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

전 체 (220) 44.5 34.5 33.2 33.2 27.7 

공무원 (44) 52.3 43.2 38.6 36.4 13.6 

민간위탁 (109) 47.7 34.9 29.4 32.1 31.2 

비영리 (67) 34.3 28.4 35.8 32.8 31.3 

[표 4-4] 일반 공공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차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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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기여

‐ 중간지원조직이 시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8.2%로 대다수가 

시정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특히, 민간위탁 주체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함

[그림 4-3] 중간지원조직의 시정 기여도 

 

구분　 사례수
시정에 
크게 
기여

시정에 
약간 기여

시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시정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20) 31.4 46.8 5.5 2.7 13.6 

공무원 (44) 22.7 54.5 6.8 4.5 11.4 

민간위탁 (109) 37.6 42.2 2.8 1.8 15.6 

비영리 (67) 26.9 49.3 9.0 3.0 11.9 

[표 4-5] 중간지원조직의 시정 기여도
(단위: %)

‐ 어떤 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로 행정영역 대비 

전문성 발휘(45.9%)와 민간주체들과의 교류협력(40.1%) 등을 응답

‐ 반면, 민간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21.5%), 민간주체들의 대변자 역할 수행

(13.4%)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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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중간지원조직이 시정에 기여한 점 

구분 사례수

행정영역을 
대신해 
전문성
발휘

민간
주체들과 
교류·협력 

촉진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성과를
향상

민간
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

 전 체 (172) 45.9 40.1 33.1 29.7 21.5 

 공무원 (34) 50.0 32.4 38.2 32.4 14.7 

 민간위탁 (87) 49.4 37.9 26.4 29.9 23.0 

 비영리 (51) 37.3 49.0 41.2 27.5 23.5 

[표 4-6] 중간지원조직이 시정에 기여한 점
(단위: %)

‐ 반대로 시정 기여도가 낮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공공예산 낭비(27.8%), 

정책의 비효율과 지체(27.8%), 기관의 고유한 역할의 불분명(27.8%) 등을 지적

[그림 4-5] 중간지원조직의 시정 기여도가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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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공공예산 

낭비

정책의 
비효율과 
지체 초래

행정과의 
갈등·분쟁 

초래

기관의 
고유한 역할 

불분명

전 체 (18) 27.8 27.8 11.1 27.8 

공무원 (5) 0.0 60.0 20.0 20.0 

민간위탁 (5) 20.0 0.0 20.0 40.0 

비영리 (8) 50.0 25.0 0.0 25.0 

[표 4-7] 중간지원조직의 시정 기여도가 낮은 이유
(단위: %)

◦ 중간지원조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요 개념적 기준

‐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53.2%)와 중간지원기관의 고유 역할(기능)(52.3%), 개

방적·민주적 참여구조(48.4%)를 중요하게 인식한 가운데,

‐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41.4%)와 기관의 효율적 운영여부(38.2%) 등

도 중요하게 인식

‐ 반면, 풀뿌리 민간주체와의 관계성(12.7%)이나 비영리적 기관 운영(25.5%)

에 대해서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대상자별로는 행정주체의 경우 중간지원기관의 고유 역할(56.8%)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47.7%)가 우선적 기준이라고 응답하였고,

‐ 민간주체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54.5%), 중간지원기관의 고유 

역할(51.1%)과 더불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구조(50.6%) 등도 우선적 

기준이라고 응답

  

[그림 4-6]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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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
(기능)

개방적
이고 

민주적인 
참여구조
 확립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

기관의 
효율적 
운영 
여부

비정치적·
비종교적 
운영목표 

설정

전 체 (220) 53.2 52.3 48.2 41.4 38.2 26.4 

 공무원 (44) 47.7 56.8 38.6 38.6 31.8 20.5 

 민간위탁 (109) 54.1 56.9 49.5 40.4 44.0 24.8 

 비영리 (67) 55.2 41.8 52.2 44.8 32.8 32.8 

[표 4-8] 중간지원조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개념적 기준
(단위: %)

◦ 이 경우에 중간지원조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우선적 기준으로 인식한 ‘사회적 가

치’의 내용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됨

‐ 중간지원조직이 추구하는(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로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가치(48.2%)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 민주적 의사결정(30.9%), 사회적 책임 이행(25.5%), 사회적 약자 배려

(22.3%), 공유사회 실현(22.3%) 등도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로 인식됨

[그림 4-7] 중간지원조직이 추구하는(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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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윤리 경영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약자 
배려

공유
사회의 실현

전 체 (220) 48.2 30.9 25.5 22.3 22.3 

공무원 (44) 47.7 31.8 36.4 13.6 9.1 

민간위탁 (109) 47.7 27.5 22.0 21.1 27.5 

비영리 (67) 49.3 35.8 23.9 29.9 22.4 

　구분 사례수
인권의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전 체 (220) 12.7 12.3 8.2 7.3 5.5 

공무원 (44) 11.4 13.6 11.4 11.4 0.0 

민간위탁 (109) 12.8 15.6 8.3 5.5 10.1 

비영리 (67) 13.4 6.0 6.0 7.5 1.5 

[표 4-9] 중간지원조직이 추구하는(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단위: %)

◦ 중간지원조직의 다른 주요 개념적 기준인 역할과 관련해서도 앞의 (1)절에서 논의

되었던 요소들이 확인됨

‐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역할도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49.5%), 공

공과 민간의 중재 및 조정(47.3%), 민간 간 교류지원(20.5%)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 반면,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이 되고 있는 사업관련 정보 제공

(12.3%)이나 교육컨설팅 지원(15.0%), 시의 사업 대행(17.7%) 등에 대해서

는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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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수행 역할 

 

구분　 사례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협력 
지원

공공과 
민간 간의 
중재 및 
조정

민간 
간 

교류 
지원

새로운 
주체의 
발굴 및 
육성

시의 
사업 
대행

전 체 (220) 49.5 47.3 20.5 19.5 17.7 

공무원 (44) 36.4 47.7 18.2 22.7 20.5 

민간위탁 (109) 50.5 44.0 23.9 12.8 24.8 

비영리 (67) 56.7 52.2 16.4 28.4 4.5 

　구분 사례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관련 
정보의 
제공

조사, 
연구 
지원

여론형성, 
입법화 및 
제도화

각종 
자원과 
기술 
알선

전 체 (220) 15.0 12.3 6.4 5.0 3.6 

공무원 (44) 15.9 15.9 4.5 6.8 4.5 

민간위탁 (109) 16.5 11.9 5.5 5.5 2.8 

비영리 (67) 11.9 10.4 9.0 3.0 4.5 

[표 4-10]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수행 역할 
(단위: %)

(2)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여건에 관한 의견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조직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존재

‐ 우선 자신이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

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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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3에 달하며,

‐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절반을 상회하는 52.2%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식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20) 54.1 45.9 

공무원 (44) 27.3 72.7 

민간위탁 (109) 66.1 33.9 

비영리 (67) 52.2 47.8 

[표 4-11] 소속 기관의 중간지원조직 해당여부
(단위: %)

◦ 현재의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식, 즉 행정 주도로 설치하고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

는 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

‐ 관설민영 방식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8%를 차지하고, 다른 

29.1%는 부적절하다고 응답

‐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민간 주체들이 공동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37.5%)이 바람직한 운영방식으로 인식

‐ 행정 주체의 경우에는 행정이 설립하고 민간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25.0%)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9] 중간지원조직의 적정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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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민간주체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되, 
행정영역은 
운영을 지원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공동 운영

행정이 
설립하고 
민간이 
독립적  

운영(재단)

행정이 
설치하고 

행정 
조직으로  

운영

전 체 (64) 37.5 23.4 18.8 14.1 

공무원 (12) 33.3 8.3 25.0 16.7 

민간위탁 (31) 35.5 22.6 22.6 19.4 

비영리 (21) 42.9 33.3 9.5 4.8 

[표 4-12] 중간지원조직의 적정 운영방식
(단위: %)

◦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사업예산 편성 포함) 수립 관련 운영 실태

‐ 행정이 부과한 지침에 따라 수립한다(41.2%)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

운 것으로 조사됨

‐ 특히, 현재 민간위탁사무 수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행정 지침에 의한 수립이 

54.2%를 차지하고, 민관 공동으로 수립·결정은 26.4%를 차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협의해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결정한다는 응답도 

29.4%를 나타냄

[그림 4-10] 사업계획 수립 관련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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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행정이 
부과한 
지침에 

따라 수립

행정과 
협의해 
민간이 

공동으로  
수립·결정

관련된 
민간주체들과 
협의해 수립

기관이 
신중하게 
고려해 

단독으로  
수립

전 체 (119) 41.2 29.4 16.0 12.6 

공무원 (12) 8.3 58.3 25.0 0.0 

민간위탁 (72) 54.2 26.4 12.5 6.9 

비영리 (35) 25.7 25.7 20.0 28.6 

[표 4-13] 사업계획 수립 관련 운영 실태
(단위: %)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현행 종합성과평가의 적정성

‐ 현재의 평가체계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8.2%는 현 평가제도의 개선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 중 민간위탁 수행주체들은 ‘새로운 평가체

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남

[그림 4-1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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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현재의 
민간위탁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일반적 
위탁사무와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평가방식

새로운 
형태의 

평가체계가  
모색

민간위탁
방식에 
의거해 

운영되므로  
적정

민간위탁
사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

전 체 (220) 28.2 22.7 21.4 16.8 10.9 

 공무원 (44) 13.6 22.7 18.2 34.1 11.4 

 민간위탁 (109) 28.4 21.1 24.8 12.8 12.8 

 비영리 (67) 37.3 25.4 17.9 11.9 7.5 

[표 4-14]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적정성
(단위: %)

◦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에 관한 평가

‐ 전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은 3.11∼3.41점 수준의 다소 낮은 평가. 

특히, 투명성과 민주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민주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 3.13점(5점 만점)으로 평가된 가운데, 행정은 

2.95점, 민간은 3.18점을 기록

‐ 투명성에 대해서는 평균 3.35점으로 평가된 가운데, 행정은 3.11점, 민간은 

3.41점을 기록

‐ 효율성에 대해서는 평균 3.16점으로 평가된 가운데, 행정은 2.89점, 민간은 

3.23점을 기록 

구분　 사례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만점]

전 체 (220) 1.8 16.4 54.5 21.4 5.9 3.13

행정 (44) 0.0 22.7 59.1 18.2 0.0 2.95

민간 (176) 2.3 14.8 53.4 22.2 7.4 3.18

[표 4-15] 내부운영-민주성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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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만점]

전 체 (220) 2.7 12.3 44.1 28.6 12.3 3.35 

행정 (44) 4.5 13.6 52.3 25.0 4.5 3.11 

민간 (176) 2.3 11.9 42.0 29.5 14.2 3.41 

[표 4-16] 내부운영-투명성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만점]

전 체 (220) 1.8 19.1 46.8 25.5 6.8 3.16 

행정 (44) 4.5 18.2 61.4 15.9 0.0 2.89 

민간 (176) 1.1 19.3 43.2 27.8 8.5 3.23 

[표 4-17] 내부운영-효율성
(단위: %, 점)

◦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관계는 다소 협력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질문에 대해 협력적이라는 인식이 

45.0%이고, 갈등적이라는 인식은 20.5%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
매우 

협력적
다소 

협력적
보통이다

약간 
갈등적

매우 
갈등적

[5점 만점]

전 체 (220) 8.2 36.8 34.5 19.1 1.4 3.31 

 공무원 (44) 6.8 38.6 29.5 22.7 2.3 3.25 

 민간위탁 (109) 9.2 35.8 34.9 19.3 0.9 3.33 

 비영리 (67) 7.5 37.3 37.3 16.4 1.5 3.33 

[표 4-18]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관계
(단위: %)

‐ 갈등적 관계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를 조직의 운영권한 부족

(24.4%)과 행정의 지나친 간섭(20.0%) 등 운영의 자율성 부족과 관련된 요

인에서 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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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조직의 

운영권한 
부족

행정의 
지나친 
간섭

예산 
부족

불합리한 
평가체계

일방적인 
업무 요구

전 체 (45) 24.4 20.0 11.1 11.1 11.1 

공무원 (11) 36.4 18.2 0.0 0.0 9.1 

민간위탁 (22) 18.2 22.7 18.2 9.1 18.2 

비영리 (12) 25.0 16.7 8.3 25.0 0.0 

[그림 4-12] 행정과의 관계가 갈등적인 이유 

[표 4-19] 행정과의 관계가 갈등적인 이유
(단위: %)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묻는 조사에 대해 민간주체들

은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

‐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율적(53.2%)이라는 응답과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편(46.8%)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 행정 주체의 경우 어느 정도 자율적이라는 응답이 65.9%에 달한 반면, 민

간 주체의 경우에는 자율성 부족이 50.0%를 차지

[그림 4-1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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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수
온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편이다

전 체 (220) 1.8 51.4 46.8 

공무원 (44) 0.0 65.9 34.1 

민간위탁 (109) 0.9 47.7 51.4 

비영리 (67) 4.5 47.8 47.8 

[표 4-20]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자율성
(단위: %)

◦ 중간지원조직과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

고 있음

‐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양자의 관계가 다소 유리되어 있다(30.5%)거나 

행정과 더 밀착되어 있다(26.8%)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민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민간주체들과 다소 유리되

어 있다(31.8%)와 행정영역과 밀착되어 있다(26.7%)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4-14] 중간지원조직과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관계 

　구분 사례수
민간주체들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하다

민간주체
들과 다소 
유리되어 

있다

행정영역과 
더 밀착되어 

있다

민간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잘  
대변하고 

있다

전 체 (220) 31.4 30.5 26.8 7.3 

공무원 (44) 36.4 25.0 27.3 4.5 

민간위탁 (109) 33.0 27.5 27.5 9.2 

비영리 (67) 25.4 38.8 25.4 6.0 

[표 4-21] 중간지원조직과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관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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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과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관계는 공식적 교류·연계가 일부 있다는 인

식(55.9%)이 다수를 차지

‐ 그러한 가운데 비공식적 차원의 교류 위주(20.5%), 연계협력이 거의 없다

(15.9%)는 응답도 존재

‐ 행정주체들과 민간주체들 사이에 조사결과에 거의 차이가 없음

[그림 4-15] 다른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 교류·연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 정보교류(37.0%)가 주를 이루는 가운

데 공동의 사업 추진이나 사업상의 제휴 등도 존재

[그림 4-16] 교류·연계활동의 영역 

　구분 사례수 정보교류
공동의 

사업추진
사업상의 

제휴
업무상의 
인적 교류

전 체 (184) 37.0 23.9 16.8 12.5 

공무원 (40) 50.0 20.0 12.5 10.0 

민간위탁 (90) 32.2 25.6 17.8 12.2 

비영리 (54) 35.2 24.1 18.5 14.8 

[표 4-22] 교류·연계활동의 영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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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지원조직의 정책수요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애로요인으로는 자립화를 위한 재원 부족(43.2%)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

‐ 여기에 더해 사업예산 부족(32.7%), 행정과의 연계·협력 부족(31.8%), 행정

의 지나친 간섭(25.5%) 등도 우선순위가 높은 애로요인에 해당 

‐ 주목할 점은 민간주체들이나 다른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여건을 보인 가운데, 민간주체들이나 다른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협력 관계

보다는 행정과의 연계협력 부족이나 사업예산 부족 등 행·재정적 요소들이 

애로요인들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는 점임

[그림 4-17]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애로요인

　구분 사례수
자립화를 

위한 재원의 
부족(결여)

사업예산의 
부족

행정과의 
연계 및 

협력 부족

행정의 
지나친 간섭

우수한 
인력의 부족

전 체 (220) 43.2 32.7 31.8 25.5 16.8 

 공무원 (44) 52.3 18.2 31.8 13.6 25.0 

 민간위탁 (109) 37.6 42.2 35.8 32.1 11.0 

 비영리 (67) 46.3 26.9 25.4 22.4 20.9 

[표 4-2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애로요인
(단위: %)

 

◦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제도 개선 시 우선적 문제는 예상한 바와 같이 제도적 규정

(기준) 미비와 명확한 개념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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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제로 운영되는 계약제도와 절차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요소임

‐ 행정 주체들은 특히 제도적 규정(기준) 미비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

[그림 4-18]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구분 사례수

중간지원조직에 
부합하는
제도적  

규정(기준) 미비

중간지원조직
에 대한 

명확한 개념 
부재

민간위탁제로 
운영되는 

계약제도 및 
절차

계약 이외의 
사무처리 

요구

전 체 (220) 40.0 32.3 21.8 3.2 

 공무원 (44) 52.3 29.5 11.4 0.0 

 민간위탁 (109) 34.9 30.3 27.5 6.4 

 비영리 (67) 40.3 37.3 19.4 0.0 

[표 4-24]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단위: %)

◦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재정적 

자립성 확보(39.5%)와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29.1%)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 여기에 더해 역량 있는 주체의 발굴·확보(26.4%), 역할 재정립(24.1%), 제

도적 지원 강화(23.6%) 등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

‐ 민간주체들의 경우도 전체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음



94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그림 4-19]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구분 사례수
재정적 
자립성 
확보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역량
있는 

주체의 
발굴 및 
확보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재정립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제도적 
지원  
강화

전 체 (220) 39.5 29.1 26.4 24.1 23.6 

공무원 (44) 47.7 22.7 29.5 34.1 13.6 

민간위탁 (109) 32.1 37.6 19.3 22.9 31.2 

비영리 (67) 46.3 19.4 35.8 19.4 17.9 

[표 4-2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단위: %)

◦ 중간지원조직의 제도나 정책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방향으로는 명확한 제도 

기준의 마련(45.9%)을 제일 많이 응답

‐ 이와 함께 재정자립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40.5%), 운영의 자율성 강화

(37.3%) 등도 중요 요소로 인식

‐ 조사 대상자별로는 민간위탁 주체들은 운영의 자율성 강화(47.7%), 비영리

조직은 재정자립화 지원(50.7%)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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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관련 정책 추진 시 서울시의 고려 방향 

구분　 사례수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

중간지원
조직의 
재정

자립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운영 

자율성  
강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 

확립

중간지원
조직과 

행정부서
의 관계  
개선

전 체 (220) 45.9 40.5 37.3 25.5 20.0 

공무원 (44) 59.1 36.4 22.7 29.5 20.5 

민간위탁 (109) 40.4 35.8 47.7 29.4 17.4 

비영리 (67) 46.3 50.7 29.9 16.4 23.9 

[표 4-26] 관련 정책 추진 시 서울시의 고려 방향
(단위: %)

◦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향후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

[그림 4-21]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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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해야 할 주요 역할로는 민간주체의 상호 교류지원 등을 우선적 요소로 인식

‐ 여기에 더해 새로운 주체의 발굴·육성(36.8%), 공공의 정책(사업) 대행

(23.6%) 등도 주요 역할로 인식

‐ 조사 대상자별로는 민간위탁 주체들은 공공정책(사업)에 대해, 비영리조직 

주체들은 새로운 주체의 발굴·육성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

[그림 4-22]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중점적 역할

 

　구분 사례수
민간들의 
상호교류 

지원

새로운 
주체의 발굴 

및 육성

공공의 
정책(사업) 

대행

관련 
정책분야의 
조사·연구 

지원

시정 
사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

전 체 (220) 40.5 36.8 23.6 20.0 18.6 

 공무원 (44) 36.4 34.1 20.5 36.4 22.7 

 민간위탁 (109) 38.5 27.5 34.9 20.2 17.4 

 비영리 (67) 46.3 53.7 7.5 9.0 17.9 

[표 4-27]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중점적 역할
(단위: %)

◦ 중간지원조직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예

산 운용 등을 우선적 요소로 인식

‐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30.5%)과 사업예산의 편성 및 운용(29.1%), 개별 

사업의 조성·변경(14.1%) 등을 응답

‐ 행정주체의 경우 개별 사업들의 조정·변경(22.7%)의 응답률이 높고, 사업예

산 편성 및 운용(11.4%)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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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운영 자율성 관련 고려 요소 

　구분 사례수
연간 사업계획
(운영계획)의 

수립

연간 
사업예산의 

편성 및 운용

개별 
사업들의 
조정·변경

사업의 
성과평가

전 체 (220) 30.5 29.1 14.1 11.4 

 공무원 (44) 31.8 11.4 22.7 13.6 

 민간위탁 (109) 27.5 33.9 12.8 12.8 

 비영리 (67) 34.3 32.8 10.4 7.5 

[표 4-28] 운영 자율성 관련 고려 요소
(단위: %)

◦ 중간지원조직의 재정적 자립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본다(45.9%)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움

‐ 여기에 더해 일부 인건비의 자체 조달(20.0%)과 기관운영비의 자체 조달

(15.9%)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

‐ 특히, 행정 주체의 경우에는 기관운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자립화에 대한 인식이 강한 반면, 민간 주체들은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인식

이 상대적으로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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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자립화의 가능성

◦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법으로는 공공에 의한 기금 조성을 우선적 요소로 인식

‐ 여기에 더해 민간 주체의 자체 운영기금 조성(33.6%), 사회공헌사업 참여

(32.8%), 각종 공모사업에의 참여(31.9%) 등의 순으로 방법을 고려

‐ 행정 주체의 경우에는 민간 자체 운영기금 조성(44.8%)이나 민간기업의 사

회공헌사업 참여(34.5%) 등에 높은 선호를 보인 반면,

‐ 민간 주체의 경우에는 공공에 의한 기금 조성(43.3%), 서울시 공모사업 참

여(35.6%) 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그림 4-25] 재원 다각화 방안 

 

　구분 사례수
공공에 의한 
기금 조성

민간주체들
의 자체 
운영기금 

조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참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체 
수익사업 

실시

전 체 (119) 39.5 33.6 32.8 31.9 28.6 

 공무원 (29) 27.6 44.8 34.5 20.7 24.1 

 민간위탁 (49) 44.9 16.3 36.7 40.8 38.8 

 비영리 (41) 41.5 46.3 26.8 29.3 19.5 

[표 4-29] 재원 다각화 방안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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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자치구 재산을 활용한 공유자산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권한 부여를 

선호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여(37.7%), 공익재단 설립에 의한 공유자산

화(20.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 행정 주체들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 부여에 대해 

50.0%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구분 사례수

시유지나 
공유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 부여

공익재단설립
을 통한  

공유자산화

공공재산을 
전담·관리하는 
공공기관과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운용

공유공간(토지
와 시설)의 
공동소유권 

인정

전 체 (220) 37.7 20.9 15.9 12.7 

공무원 (44) 50.0 9.1 15.9 4.5 

민간위탁 (109) 34.9 22.0 20.2 15.6 

비영리 (67) 34.3 26.9 9.0 13.4 

[표 4-30] 시․자치구 재산의 공유자산화 방식
(단위: %)

◦ 중간지원조직의 적정 평가방식으로는 중간지원조직 대상의 별도 평가체계를 선호

‐ 중간지원기관 대상의 별도 평가체계가 3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평

가지표의 질적 개선(23.2%)을 응답

‐ 특히, 현행 평가지표의 질적 개선(23.2%)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무원의 높

은 응답률에 기인

‐ 민간 주체의 경우에는 행정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의 공동 평가(20.0%)에 대해

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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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중간지원조직 평가방식

 

　구분 사례수

중간지원
기관만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체계 

구축

현재
시행 중인 
평가지표의 
질적 개선

담당 
행정부서와 
중간지원
조직을  

공동으로 
평가

정성평가나 
자체평가 
위주로  

평가방식 
개선

전 체 (220) 34.1 23.2 18.6 14.5 

공무원 (44) 38.6 36.4 13.6 6.8 

민간위탁 (109) 31.2 20.2 16.5 21.1 

비영리 (67) 35.8 19.4 25.4 9.0 

[표 4-31] 중간지원조직 평가방식
(단위: %)

◦ 향후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 연계 및 융합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이 

존재

‐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47.7%), 교류·연계가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25.9%)고 응답

[그림 4-27] 상호 연계 및 융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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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사업이나 
업무, 인력,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가 
활성화

사업이나 
업무 관련 
교류·연계가  
대폭 확대 

조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조직 간 

융합 적극 
모색

행정에 대한 
공동대응 등  
필요사안에 
대한 연계만 

필요

전 체 (220) 47.7 25.9 8.2 7.7 

공무원 (44) 43.2 22.7 11.4 13.6 

민간위탁 (109) 50.5 25.7 8.3 7.3 

비영리 (67) 46.3 28.4 6.0 4.5 

[표 4-32] 상호 연계 및 융합의 필요성
(단위: %)

◦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는 공동사업이나 협력사업 활성화와 

권역별 또는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을 지적

‐ 공동사업이나 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해 80% 정도가 효과적 방안이라고 응답

하였고,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즉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융합형 별도 독립재단 

신설도 63.4%가 응답

[그림 4-28] 연계 및 융합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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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공동사업이나 

협력사업 
활성화

권역별 또는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통합

조직 간 
순환근무 등 
인적 차원의 

연계

기존 
중간지원조직
들의 연계  

강화를 위한 
별도의 

독립재단 
설치

중간지원조직
들을 융합한 

별도의  
독립재단 

신설

전 체 (220) 79.9 47.0 31.5 16.9 16.4 

 공무원 (44) 79.1 55.8 30.2 11.6 9.3 

 민간위탁 (109) 77.1 45.9 29.4 22.0 19.3 

 비영리 (67) 85.1 43.3 35.8 11.9 16.4 

[표 4-33] 연계 및 융합 촉진 방안
(단위: %)

3_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논의의 개요

◦ 앞선 실태조사 결과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 이와 더불어 재정자립화의 제도적 지원과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

함을 지적하고 있음

‐ 세부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중심으로 운영자율성 강화와 평

가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정책적 수요와 함께 앞서 살펴본 제도·운영 현황과 해외사례 등에 기반을 

두고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로 네 가지를 도출함

‐ 첫째,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기반) 미흡

‐ 둘째, 민간위탁제 준용에 따른 제도적 불합리성 존재

‐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부재

‐ 넷째,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주체 간 연계·협력 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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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기반) 미흡

◦ 민선 5기와 6기 서울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혁신정책들이 도입되고 대도시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육성, 도시재생 등을 필두로, 지역사회복지

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

‐ 이들 시책은 전통적인 행정주도의 정책과 다르게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다

양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질적 차이 존재

◦ 이들 사회혁신정책 분야에서는 순수한 행정조직도 아니고 민간주체도 아닌 새로운 

성격을 지닌 지원기관들이 설치·운영

‐ 민선 5기에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와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등이 설립되고,

‐ 민선 6기에도 ‘서울혁신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심권50+센터’ 등의 조직

들이 새로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향후에도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혁신정책의 도입

과 맞물려,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지원조직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면서 민선 5·6기 서울 시정의 발전에 기여

‐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직들은 공공정책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활

동을 지원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편, 민간 주체들의 역량강화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응답자(78.2%)가 중간지원조직의 시

정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기여하고 있는 요소로는 주로 행정영역과 대비되는 전문성 발휘(45.9%)와 

민간주체들과의 교류·협력(40.1%) 등으로 인식

◦ 상기의 지원조직들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기준)가 미비한 실정

‐ 어떤 조직들을 중간지원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혹은 어디에서부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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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가 불분명하며,

‐ 중간지원조직으로 규정된 조직에 대해 어떤 위상을 부여하며,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등이 다소 불분명

◦ 그나마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한적으로나마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규정

을 일부 마련해 두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5년부터 평가대

상 사무 유형의 하나로 ‘중간지원기구형’이라는 유형을 도입

‐ 전체 370개 민간위탁사업(17년 현재) 중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

센터 등 7개 정책지원센터들이 ‘중간지원조직형’에 해당

◦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의 정책지원조직들에 대해 현행 조례 등에서는 조직의 역할

에 관한 조항 외에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규정한 조항은 부재 

‐ [표 4-34]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지원센터들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에 관

한 근거조례가 설치되어 있음

‐ 동 조례에는 각 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조직에 대한 개념

이 정의되어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별도 규정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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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정의 조례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조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 
기본조례」

NPO
지원센터

-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성
장을 지원하는 조직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
촉진조례」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조직
「서울특별시협동조합 

활성화지원조례」

도심권50+
센터

-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및운영조례」

서울혁신
센터

- 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조직
「서울특별시서울혁신파크

설치및운영조례」

서울시
청년허브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표 4-34] 중간지원조직형 정책지원센터의 개념

◦ 예외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중간

지원조직에 관한 개념을 언급한 조항이 존재

‐ 동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제3조3항에서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가교역할, 사회

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에 관한 소개만 있을 뿐 그것의 

성격이나 지위, 재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민간위탁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에도 해당 부서의 내부 규

정에 머무르는, 제한적이고 다소 자의적 기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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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정은 민간위탁제도상의 종합성과평가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중간지원

조직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와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더욱이 차별적 평가방식의 적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내용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제한적인 평가지표

로 구성

◦ 이러한 개념 규정 및 제도적 기준의 미비는 현실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에서 여러 불합리성을 초래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도적 기준이나 

절차에서 갈등을 초래

‐ 가령 여러 행정제도에서 중간지원조직 특유의 사회적 가치 지향이나 운영 

자율성 등에 관한 인식이나 고려가 부족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예를 들어 NPO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동북권NPO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기존 센터 

예산의 1/4이 삭감되었다. 이는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담당구역의 면적으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이다....”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하위조직으로 간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부서 

간 칸막이 구조로 인해, 특정 부서의 사업에만 중간지원조직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구

조이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은 행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힌다...민간 주체들 역시 중간지

원조직이 적용하는 예산사용 등 ‘지침’으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의 일부로 간주

하고 거부감을 가진다....” (2017년 12월 간담회자료)

◦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에서 민간 측의 인식에도 반영

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관계가 갈등적이라는 인식이 전체의 1/5 정도를 차

지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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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이유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권한 부족(24.4%)과 행정의 지나친 간섭

(20.2%)을 우선적으로 응답

◦ 이러한 문제인식의 연장선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규정이나 제도적 기준의 필요

에 대한 인식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 실태조사에서 제도 개선을 둘러싼 문제로 제도적 규정(기준) 미비(40.4%)와 

명확한 개념 부재(32.3%)를 우선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 특히, 행정 주체들의 경우에는 제도적 규정(기준) 미비에 대해 50%를 상회

하는 응답률을 나타냄

◦ 향후 협치시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무엇을 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기준

을 정립하는 한편,

‐ 이를 근거로 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과 적절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3) 민간위탁제 준용에 따른 제도적 불합리성 존재

◦ 중간지원조직은 국가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이론적으로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은 자원의 동원과 연계를 

통해 다른 조직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을 의미(Briggs, 2003)

‐ 국가별로 중간지원조직은 엄브렐러 조직, 인프라 조직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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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성장 배경 및 주요 역할

영국
엄브렐러 조직

(Umbrella 
Organization)

- 사회서비스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도입으로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 정부와 시민섹터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가 연계,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자발적 
영역의 연계 역할 수행

미국
인프라 조직

(Infrastructure 
Organization)

-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와 자선단체 사이의 정보연계, 
부당한 수혜자 등 고발

- 지역 자선단체들의 사회서비스 공급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
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활동하고 지원

일본
중간지원조직

(中間支援組織)

- NPO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 제
정 이후에 성장

- NPO에 대해 인재, 자금 및 정보제공, NPO․행정․기업․주민 
간의 중개, 주민과 지역의 수요파악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킹, 지원역할 수행

출처: 박세훈․임상연, 2014,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표 4-35] 국가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중간지원조직은 국가마다 차별적인 역사적 발전경로를 거치면서 고유한 조직의 성

격이나 운영체계를 확립

‐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의 여러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의 연합조직 내지 컨소시엄에서 출발

‐ 영국의 경우에는 1919년 전국사회서비스협의회로 출현하였으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영국 정부가 비영리기구들의 조정자로 인식해 대폭 확대 

‐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무렵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

을 조직화하고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실제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형태가 다양하며 운

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다양

‐ [표 4-36]은 이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 가운데 영국의 VOSCUR브리

스톨), 일본의 NPO센터(센다이미야기) 사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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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사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형태, 운영방식 등

이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냄

구분 내용

영국 
브리
스톨 
VOS-
CUR

설립 
목적

- 지역 커뮤니티 내 재생(regeneration)을 촉진하고, 빈곤 및 불평등 완화 
및 삶의 질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설립

조직
형태

- 정부에 등록된 공식 위상은 유한 자선단체(charitable company 
limited)로, 2012년 9월 자선조직으로 등록

운영 
방식 
및 

주체

- 지역에서 활동하는 581개의 VCS 조직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의사결정 
및 임원 조직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

- 멤버십 획득을 위해서는 VCS 조직별로 수익규모에 따라 매년 회비를 
납입

- 운영을 위한 인력은 10명의 임원과 22명의 실무진, 65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

사업
예산 
조달

- 2017년 기준 전체 수익(income)은 750,856파운드이며, 이 중 대부분은 
자선활동(93.8%)을 통해 조달

- 자선활동 수입의 재원은 대부분 브리스톨시 정부(594,003파운드, 
79.1%)이며

- 기부금이나 멤버십 수익은 전체 예산 대비 적지만 5.7% 발생

일본 
센다이
미야기 
NPO
센터

설립 
및 

목적

-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던 NPO 단체들이 지역 내의 
시민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에 임의단체로 설립

- 설립을 주도한 지역 내 NPO 단체로는 ‘센다이 NPO연구회’, ‘시민활동지
역지원시스템연구회 센다이 위원회’, ‘센다도살롱’ 등이 있음

조직
형태

- 민설민영의 법인
- 1999년 2월 법인설립총회를 통해 법인화를 결정하고, 1999년 7월에 

NPO법인격 취득

운영 
방식 
및 

주체

- 회원은 정회원과 찬조회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정회원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기구로 총회를 매년 1회 소집

- 2017년 기준 이사회의 대표이사는 도호쿠대 경제학연구과 교수인 오타
키 세이치가 맡고 있으며, 이사로는 지역 내 주요 NPO단체의 대표들이 
참여

-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

사업
예산 
및 

조달
방법

- 센터의 운영비 대부분은 센다이시와 다가조시로부터 받는 시민활동서포
트센터의 지정관리료 수입으로 충당

- 2016년 지정관리료 수입은 총 1억 129만 엔으로, 센터 전체 수입 1억 
200만 엔의 99.3%를 차지

- 이외에 회비(36만 5천 엔), 기부금(28만 5천 엔) 등의 수입이 있음

[표 4-36] 해외 중간지원조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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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운데 중간지원조직들은 역할 및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남

‐ 공동체 재생 및 지역경제 발전, 상생과 협력, 에너지환경의 지속가능성, 약

자배려와 인권 등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

는, 이른바 사회적 가치 지향의 풀뿌리 민간주체가 크게 확대

‐ 이러한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활동과 취약한 역량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로 확립

◦ 아울러 본원적인 중간지원조직은 고유한 역할과 위상, 그리고 공공과의 관계를 확립

‐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원적인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내적 제약과 필요에 의해 출현하고,

‐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 스스로의 운영 자율성을 가지고 민간 

주체들을 다양하게 지원, 가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

◦ 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민선 5기 시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을 

거쳐 성장

‐ 특히, 서울시는 민선 5·6기에 다양한 사회혁신정책들이 도입되면서 공공영역

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형성

‐ 이러한 출현 배경에 의해 공공주도 방식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되고, 조

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제도를 통해 수행

◦ 현재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정책지원센터들이 민간위

탁제도에 기반해 운영

‐ [표 4-37]에서 볼 수 있듯이 7개 주요 정책지원센터들은 모두 민간위탁이라

는 제도적 틀에 기초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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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영방법 조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서울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촉진에관한조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서울특별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서울시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서울시서울혁신파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시청년허브 민간위탁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표 4-37] 중간지원조직형 정책지원센터의 운영방법

◦ 이 경우에 민간위탁제도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 민간위탁제도에서는 위탁자가 사전에 수립한 위탁계획과 위수탁자 간 위탁

계약에 근거해 사무를 수행하고, 사무수행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음

‐ 이에 따라 수탁자는 운영계획 수립이나 예산 운용 등 조직의 운영에서 제한

적인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

‐ 특히 조직의 운영계획 수립이나 예산 및 회계 등에 있어서 제한적인 수준의 

자율성을 가짐 

◦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의 사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민간

위탁 평가체계에 근거해 실시

‐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으로 

구분해 중간지원조직을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체계상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음

‐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위수탁자 간 충분한 협의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

제 수탁자와의 협의과정은 미비한 실정임

◦ 이러한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민간위탁이 나타내는 제도적 틀과 중간지원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향한 운영의 자율성이 상호 경쟁하거나 상충하는 상

황이 종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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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불합리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 적정성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1/3

을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민간위탁 평가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평가체계에 대해서도 부

적절하다고 보는 인식이 60%에 달함

‐ 유사한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제도 개선을 묻는 설문에 대해 민간위탁제

에 수반한 계약제도와 절차가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규정(기준) 미비와 함

께 우선적 문제로 인식됨

◦ 향후에는 조직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중간지원조직이 관리·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현재의 민간위탁제 기반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체계에서 탈피해,

‐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부합하는 대안적 제도나 민간위탁제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 특히 사회적 가치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촉

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4)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부재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이 전문역량에 기초해 운영되고, 행정은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 해당 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운영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도 다른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에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예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조직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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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의 특성상 재정적 자립을 실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것이 사실이나,

‐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당 조직의 자율성 강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됨

◦ 이러한 구조적 여건은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재정자립

성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한 조사결과에도 반영되어 있음

‐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애로요인에 대해 자립화를 

위한 재원 부족(43.2%)이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되었고,

‐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자립성(39.5%)과 운영의 자율

성 확보(29.1%)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또한 제한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운영재원을 자체 조달하

려는 노력들이 존재 

‐ 대체적으로 비영리조직(NPO)으로서 조직의 성격에 기반해 기부금이나 후원

금 등이 외부에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원천이며, 

‐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가운데 중간지원조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례들도 존재 

◦ 영국의 유명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인 개발트러스트(Development Trusts)는 영

리사업의 운영을 통해 자립적 기반 강화

‐ 개발트러스트는 외부 민간영리사업의 운영과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를 통해 재정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에 따른 사회서비

스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 

‐ 대표적인 개발트러스트의 하나인 [코인스트리트커뮤니티빌더스]도 주차장과 

임대점포 경영수익, 주택 및 상업시설에서 창출하는 임대료를 통해 직원급

여, 토지구입 대금을 포함한 대출변제, 보험 등의 경비 충당

‐ 특히, 옥소타워 개발의 경우에는 디자이너 공방, 전문상가, 카페와 레스토

랑, 갤러리, 공연공간, 최고급 레스토랑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건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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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정책지원센터들의 재정적 기반이 매

우 취약한 실정

‐ 현재 중간지원조직형으로 잠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7개 정책지원센터들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공공예산에 전적으로 의존

‐ 민간위탁 계약에 근거해 민간위탁금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에 필요한 예산의 100%를 차지

◦ 대표적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이 모두 위탁사업비로 편성되고 있는 상황

< 영국의 개발트러스트와 ‘코인스트리트커뮤니티빌더스’ 사례 관련 >

◦ 영국의 개발트러스트는 도심 주변 극빈곤지구를 대상으로 물적 환경개선, 사회서

비스 제공, 고용창출사업 등을 실시

◦ 영국의 개발트러스트는 외부 민간영리사업부문 운영, 지자체 등에서 토지·건물을 매입

하여 경영하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확보

- 이러한 영리사업을 통한 수익을 조직 본체의 ‘사업내 비용이전’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

◦ 개발트러스트의 하나인 영국의 ‘코인스트리트커뮤니티빌더스’는 주택뿐만 아니라 

녹지공원, 강변산책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재생사업 추진

◦ 코인스트리트커뮤니티빌더스의 주요 사업

- 협동조합 경영 :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의 거의 1/5이라는 낮은 

집세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협동조합 주택 개발·공급

- 특히 옥소타워는 레드우드 주택 외에 디자이너 공방, 전문상가,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 공연공간, 최고급 레스토랑을 가진 복합적 기능을 갖춘 건물로 개발

- 저소득층 주택공급과 더불어 주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역시 진행. 도서관, 실

내・실외 스포츠 시설, 보육원, 어린이 시설 운영

- 국립극장에 인접한 둔스트리트 지역 개발은 고층 복합빌딩으로, 주택은 335호로 주

택코프와 더불어 중소득층에 분양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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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경우 2017년 연간 예산인 52억 2천만 원을 전

액 위탁사업비로 조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연간 예산 51억 원에 대해 전액 위탁사업

비로 조달 

  

구분 수입 지출

위탁
사업비

운영비 1,249,006,020 1,192,932,871

제안사업비

- 공공시장확대지원

- 민간시장판로지원

- 컨설팅및일상경영지원

- 신규전략사업개발

- 자치구생태계조성지원

- 마을기업발굴및육성

- 공동작업조성관리

- 협력네트워크촉진

- 아카데미운영 등

3,809,838,590 3,782,428,883

시요청사업비 46,040,000 46,039,000

시설운영비 12,409,100  8,410,600

총 계 5,104,884,610 5,029,811,354

[표 4-38]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입 및 지출 현황(2017년)
(단위: 원)

◦ 이와 비교해 현재 중간지원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민간위탁사업 운

영사례에서는 다원화된 재원기반을 가진 운영사례도 존재

‐ 굿네이버스의 경우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금 외

에 모법인의 전입금이나 후원금 등을 통해 재원조달

‐ [표 4-39]는 굿네이버스가 수탁한 [서울시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연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연간 약 8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지출예산 기준)



116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 전체 예산 가운데 58.3%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구성되고, 다른 40% 정도

는 전입금과 후원금으로 구성

  

구분 수입 구분 지출

사업 수입 - 인건비 539,180,930

보조금 수입(민간위탁금) 489,748,000 업무추진비 5,773,000

후원금 수입 130,254,000 운영비 85,990,562

전입금 210,420,906 시설비 2,606,000

이월금 3,530,274 복지사업비 196,744,815

잡수입 3,031,397 잡지출 -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 194,811

차년도 이월금 6,494,459

총 계 836,984,577 총 계 836,984,577

[표 4-39] 굿네이버스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현황(2017년)
(단위: 원)

◦ 중간지원조직이 나타내는 이와 같은 취약한 재정기반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중간

지원기관의 구조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은 일차적으로 관련 정책이 도입되는 가운데 행

정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이후 그 운영을 민간위탁제도를 통해 추진 

‐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수탁기관)로서 모법인은 자생적인 기반을 가지기보다

는 재정기반을 결여한 채 임시방편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센터의 운영이나 개별 사업의 수행 모두 전적으로 공공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

◦ 이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자립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나 제도적 지원

을 결여한 채 현재에 이름

‐ 이는 현재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공공사무에 해당하는 바, 이를 민간이 전

문성을 가지고 수행한다는 인식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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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운영의 자율성이나 자기 주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제도적 틀에서 탈피해 재정적 자립 기반 

강화가 긴요한 과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조직의 성격상 충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나,

‐ 우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이 단순 공공사무의 대행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특히,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자체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 필요

5)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주체 간 연계·협력 관계 부족

◦ 중간지원조직은 협치친화적인 사회혁신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

회혁신형 조직임

‐ 해당 정책 내 다양한 공공사업들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 공공 영역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상호 조정·가교·연계하

는 역할을 수행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중간지원조직의 장점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

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네트워킹할 수 있다....중간지원조직이 행정

에 비해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간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공이 칸막

이 행정구조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 간 연계를 실현할 수 있으며....또한 

지역사회의 주체와 자원에 대해 공공에 비해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공공이 수행할 수 없는 자원의 연계와 배분이 가능하다....”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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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직 특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

체들과의 교류·연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수적

‐ 중간지원조직은 풀뿌리 민간주체들을 지원·대변하고 주체 간 상호교류를 촉

진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간주체들과의 면밀한 연계가 중요

‐ 민간과의 관계적 자원(연결망)을 활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

서 행정주체들과도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관계 확립도 필요

‐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은 정책의 가치지향성이나 활동 및 사무를 매개해 다른 

중간지원조직들과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일도 중요

[그림 4-29]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거버넌스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에는 현재 풀뿌리 민간주체들과의 연계·협력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관계성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

자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실제 중간지원조직과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관계가 다소 유리되어 있거나

(30.5%), 행정과 밀착된 경향을 보인다(26.8%)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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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풀뿌리 민간주체들과의 관계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기존 주민조직과의 연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마을공동체나 사

회적경제 분야 등 네트워크 형성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와 조금은 관련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나, 도시재생 등 네트워크의 형성 자체

가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연계가 부족한 실정

이다.....”

◦ “....민간주체들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끝날 경우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민간주체들이 중간지원

조직이 배분하는 예산과 자원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종료

될 경우 관계 역시 단절되기도 한다....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개별 주체들이 행

정에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예산 등을 대신 요구하고 확보하는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12월 20일)

◦ 아울러 다른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

‐ 중간지원조직 간 공식적 교류·연계가 일부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 비공식적 차원의 교류가 20% 정도이고, 연계·협력이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 정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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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다른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 연계성 부족은 기본적으로 행정 영역에 존재하는 칸

막이 구조에 의해 형성·심화된다고 볼 수 있음

‐ 시정 내 칸막이 행정체계에 기초해 도입된 사회혁신정책들은 하향적 구조를 

거쳐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행

‐ 이 경우에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존재하는 칸막이 행정에 의해 사업의 추진

은 물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도 분절적·경쟁적 구조가 형성됨

[그림 4-32] 하향적 정책전달체계와 행정의 칸막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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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도봉구마을사회

적경제지원센터,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와 같이 중간지원조직들을 

연계·융합하려는 노력도 출현

◦ 향후에는 중간지원조직이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 조직 간 관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주체들, 특히 다른 중간지원조직들과 교류·연계·융합

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모델이나 운영모

델도 구축 필요

·단기적으로 중간지원조직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검토

6)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체계 재정립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선 5·6기에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들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회적 수요 또한 꾸준히 

존재 

‐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민주성이나 투

명성, 효율성에 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 민주성이나 효율성 각각에 대해 3.13점(5점 만점), 3.16점을 기록해 저조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나타냄

　구분 사례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전 체 (220) 3.13 3.35 3.16 

공무원 (44) 2.95 3.11 2.89 

민간 (176) 3.18 3.41 3.23 

[표 4-40] 내부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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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주성에 관한 평가는 중간지원조직과 풀뿌리 민간 주체들의 관계에 대한 평

가와도 결부되어 있는 현안임

‐ 조사결과에서도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주체들의 관계는 다소 유리되어 있거나

(31.8%), 오히려 행정과 밀착되어 있다(26.7%)는 인식이 우세

‐ 이러한 결과는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정에 민간 주

체들이 적극 관여하거나 실질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개선을 적극 고려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개방성 강화

‐ 조직 내부의 전문성과 인적역량 강화

◦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주체들로부터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존재 

‐ 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민간주체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많은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나,

‐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대행자 역

할이 강화되는 경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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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는 현장과 밀착되어 풀뿌리 민간 주체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노력 필요 

‐ 특히, 풀뿌리 민간주체들에 대한 적극적 상담, 민간주체들 간 상호 교류 지

원 등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노력 필요

‐ 아울러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발굴·육성하는 역할도 중요

◦ 유사한 맥락에서 주요 정책지원센터들의 운영체계 또한 현재보다 개방적인 체계로

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일반적인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비해 중간지원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개방적·민

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표 4-41]의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주요 이해당사자 중심의 운

영 거버넌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나 기

능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나 공론의 과정이 부족한 거 같다.....현재 서울시가 중간

지원조직을 지원하는 방식은 일정한 행정의 틀 속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최대

한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는 방식이다.....중간지원조직이 본연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 “...중간지원조직은 ‘촉진자’(facilitator)로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이 그들이 하

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하게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역량이 있는 

풀뿌리의 주체와 조직들이 공공행정과 결합하여 조직화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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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당
연
직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
촉
직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이사 

서울광역자활센터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금천사회경제연대 이사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이사

[표 4-4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예시

◦ 향후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정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

할 수 있는 개방적 운영체계 확대 필요

◦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이나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연구간담회에 따르면,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확보가 중간지원조직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임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中에서>

◦ “...기존의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큰 

만큼, 전문가에 대한 대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12월 20일)

◦ 향후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모색

‐ 관련 주체(기관)들 간 역량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중간지원조직들

과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궁극적으로 조직 내부의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시

스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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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1_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 조성

1) 정책의 배경과 목적

◦ 민선 5기 이후 행정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정책들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혁신정책들

이 지속적으로 출현·확대되는 추세 

‐ 민선 5·6기 시정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정책의 추진이 활성화

‐ 동 정책들은 행정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정책과 다르게 시

민(주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에 기반

‐ 아울러 기존 정책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

는 관심과 의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광범위한 사회혁신정책,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사업)들의 경우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사회혁신형 조직들이 출현·확대

‐ 서구 사회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약화된 후 민간, 특히 시민사

회단체의 정책참여가 확대되면서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

‐ 유사하게 서울의 경우에도 사회혁신정책의 확대 추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설치·운영

◦ 이와 같이 중간지원조직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직들의 설치·운

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 

‐ 현재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분

명한 개념이나 제도적 기준은 사실상 부재

‐ 그나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고, 다른 유사 조직들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해당 센터의 역할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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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경우에도 중간지원조직이 가져야 할 고

유의 지위나 역할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

◦ 이러한 개념적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 부재는 일부 정책 영역에서 관련 주체들이 

이견이나 불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둘러싼 불합리성이나 불만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역

이 민간위탁제도라 할 수 있는데,

‐ 중간지원조직은 다른 민간위탁 대상 주체와 차별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불가

피하게 민간위탁이라는 전통적인 제도적 틀에 입각해 운영

◦ 아울러 사회혁신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 속에 해당 조직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 

‐ 중간지원조직 고유의 개념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기초해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

2) 정책방안

(1) 중간지원조직 개념화를 위한 예비적 검토

◦ 사회혁신정책들의 확대 추세를 고려해, 중간지원조직들의 성격에 부합하는 개념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은 영국이나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특정한 관계와 기능(역할)을 중심으로 개념화

‐ 이를 통해 현재 제한적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화 

◦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 개념으로는 관계와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 

‐ 중간지원조직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성격의 행정사무와 공공사무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공적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

로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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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영역과의 일정한 관계 속

에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이러한 일반적 개념에 기초하되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해당 조직이 식별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작적 개념화 필요 

 

[그림 5-1] 중간지원조직체계: 행정-민간위탁기관-중간지원조직의 관계도

◦ 이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관련 주체들은 가치지향

성/관계성/역할/조직성격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

‐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등도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아울러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나 풀뿌리 주체들의 특정한 관계 형성 

등도 중요하게 인식

◦ 이 경우에 중간자적 위치란, 행정과 민간의 중립적 위치라기보다는 행정에 대해 

민간의 이해관계를 대변·조정하는 중개의 의미에 가까움

‐ 이외 비영리기반의 운영이나 개방적·민주적 참여구조 등도 중요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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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념적 요소

◦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려해 현실영역에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을 정립

(2) 중간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개념적 기준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고려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성격/수행사무의 성격/해당 조

직의 기능/조직의 성격 등을 고려

‐ 이러한 4가지 기준은 앞서 관계 및 기능이라는 다소 추상적 개념을 대신해,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격
지원대상이 공공서비스나 시설을 직접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일반시민
이나 이용자가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수행 사무(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주체들이 참여하는 행정사무 및 공공사업의 성격이 사회적
가치 지향, 공익적 성격의 사무 및 사업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 수행 
- 민간주체 활동의 촉진·활성화 지원/민간주체의 의견청취 및 수렴, 

이해관계 대변/민간주체 간 상호 연계협력 촉진지원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
지원 대상인 민간주체들이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지원 역할을 수행
하는 결사조직으로서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설립

[표 5-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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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은 일차적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서 차별적임

‐ 일반적인 공공조직이 일반시민(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해

당한다면, 

‐ 중간지원조직은 특정한 성격들의 민간주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내용이 

기본을 이룸

◦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역할)에 대해

‐ 여기에는 ⅰ) 민간주체들의 특정한 활동들을 촉진하고 컨설팅 지원, ⅱ) 민

간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해관계의 대변, 나아가 ⅲ) 민간주체들의 상

호 연계·협력을 중개하는 등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조사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 공공과 민간의 중재 및 조정, 민간주체들의 교류 지원 등을 중요하게 

인식

[그림 5-3]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중점 수행 역할 

◦ 여기에서 어떤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건을 추가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해당하는 ‘지원’의 대상 주체와 관련해, 특정한 민간 

주체들이 대상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원의 대상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일반시민 

내지 이용자라기보다는

‐ 이들 공공시설 및 서비스 관리·운영 주체를 포함해 특정한 공적·사회적 사무

(공공사업)에 참여 내지 관여하는 민간 주체들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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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민간 주체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 또한 일반조직과의 차별성을 가늠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 여기에서 활동의 성격이란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이 전통적인 행정사무와도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내지 ‘공익적’ 사무라 

할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가치 사무는 민간주체들이 수행하는 사무 나아가 중간지원조직

이 수행하는 고유한 사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 관련 사무는 일정한 사회적 공동체나 공간적 공동체

(마을 등)에 내재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련된 사무로 인식해 볼 수 있음

‐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에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약자 배

려’와 ‘공유사회 실현’ 등이 우선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 이외 일정한 정책영역, 즉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

스 제공,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도 고려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되, 별도의 공론과정을 거쳐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적절

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그림 5-4] 중간지원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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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 기본법 주요 내용

○ 영국에서는 2012년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 기본법(Public Service Act)5)이 제정되

고 사회적 가치 개념이 공식 제도화

-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구체적 내용보다는 포괄적 개념을 규정, 사회적 가치를 다음 세 

가지로 명시

- 재화와 서비스 구매 그 자체의 경제적 편익(가치)을 넘어서는 ‘공동체(지역)를 위한 편익’

이나 ‘공동체적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후생, well-being)에 관련된 가치로 규정하며,

- 지역(사회)의 요구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특정한 전략적 목표에 따라 사회적 가치(편익)

가 고려될 수 있는 “유동적 접근”을 채택

국내 사회적 가치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 국내에서는 2014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발의 및 입법 논의 중

-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 인권의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에 이르기까지 13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 

- 이 사회적 가치 개념은 주로 ‘사회책임조달’과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제도적 영역에 적용

○ 동 법안의 제정 여부와는 별개로, 이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법제화

(조례 제정 등)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 조례」(2016. 7)를 제정, 「공공기관

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기본인식 및 사회적 가치의 범주화가 동일

- 제주도의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2018. 2)를 제정, 좋은 일자리 확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에의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범주화

-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2018. 3)를 

제정, 제주도와 사회적 가치의 범주화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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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에 관한 국내외 여건이나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참조해, 다음과 같이 

(서울형) 사회적 가치 개념을 고려함

‐ 사회적 가치 사무는 ‘사회적 가치 지향 내지 실현에 관련된 활동이나 결과의 

창출을 본래적 사명이나 목적(목표)으로 하는 (공적)사무’로 개념화

‐ 이러한 사회적 가치 사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범주화를 고

려함

서울형 사회적 가치 범주: 최저선 예시

 - 인권의 보호                       - 보건복지의 제공                

 - 사회적 약자에 기회 제공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윤리적 생산과 유통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 주목할 점은 이들 사회적 가치 사무에 대해 반드시 고유한 행정사무로 인식할 필

요가 없다는 점

‐ 사회적 가치 사무는 한 사회(또는 공동체)의 재생·유지·발전에 있어서 해당 

공동체가 직면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활동에 결부된 공적 사무로 

인식할 수 있음

‐ 말하자면, 최근 마을공동체나 주거재생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에 소

속된 구성원들에게 고유한 공적 사무, 말하자면 ‘공동체 사무’의 성격을 가짐

‐ 향후 이러한 공동체 사무 성격을 내포하는 사회적 가치 사무는 시장실패의 

해소나 기본 소요(basic needs)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활동으로서 전

통적인 고유 행정사무와 적절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5) 정확하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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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차별적인 사무의 성격을 고려 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관계는 행정사

무의 단순한 위탁계약과는 다른 방식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

◦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른 조건은 해당 사

무를 수행하는 주체(조직) 내부의 거버넌스 구조임

‐ 이 조건은 해당 조직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기초한 ‘개방형 거버넌스’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 가령,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민주

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형태를 고려함(아래 박스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 중간지원조직 또한 개방형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여부를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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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주체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의해 이해관계를 대변, 지원하는 조직의 설

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영리 법인(사단·재단)의 설립은 중요한 조건으

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비영리 법인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조직

형태를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을 2018년 민간위탁조직(사무)에 적용한 결과, 21개 

조직(사무)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으로 우선 지원대상의 성격, 수행사무의 성격, 

해당기관의 역할,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봄

‐ 서울시 민간위탁평가에서 ‘중간지원조직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사무)으

로는 7개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하여 전체 21개 중간지원조직(사무)이 중간지

원조직의 개념적 기준에 부합

구분 지원대상 성격
수행 

사무(사업)의 
성격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념기준 적용여부

o / x )

자치구 마을공
동체 조직 및 지
역단체 지원

마을공동체 활
성화라는 사회
적 가치 지향

교육, 연구, 홍
보, 네트워크 관
리 등 지원기능 
수행

사단법인

O O O O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회적경제 활
성화라는 사회
적 가치 지향

교육, 연구, 홍
보, 네트워크 관
리 등 지원기능 
수행

사단법인

O O O O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즉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라는 사
회적 가치 지향

홍보, 교육, 설
립상담, 컨설팅 
등 지원기능 수행

비영리단체

O O O O

⋮
⋮

[표 5-2]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을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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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대상 성격
수행 

사무(사업)의 
성격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 활동가
에 대한 지원

성평등 향상이
라는 사회적 가
치 지향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기능 수행 

사단법인

O O O O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아이돌보미 및 
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복지라는 
사회적 가치 
지향

역량강화, 교육, 
홍보, 기관평가 
등 지원기능 수행

사단법인

O O O O

서울광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자활이라는 사
회적 가치 지향

취업, 창업, 사
업지원 등 지원
기능수행

사단법인

O O O O

[표 5-2 계속]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을 적용한 결과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을 적용한 중간지원조직(안)

○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평가에서 ‘중간지원조직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사무)

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도심권50+센터 등 7개

○ 추가로 식별된 14개 중간지원조직(사무)은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

센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지역아동센터서울

시지원단,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동북어

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시 건

강가정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14개

○ 민간위탁수행 기관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나 지역단체 등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이 존재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확대 가능성도 내포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개념화에 기초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기반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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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종합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동 조례에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정의에 더해, 행정과의 적절한 관계성 규

정,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체화

2_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협력적 관계 재정립

1) 정책의 배경과 목적

◦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의 특성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일차적으로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활동(공공정책에의 참여)을 지원·중개·대변

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

‐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행정

주체들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

◦ 현재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에도 공공사업이나 제도를 매개해 행정 영역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현재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영역은 공식적 차원 외에도 비공식적 차원의 다

양한 관계를 형성

‐ 이 가운데 행정과의 공식적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주요 

제도가 ‘민간위탁 제도’라 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의 주요 중간지원조직형 기관들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행정

이 대부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 

‐ 유럽의 자생적 기반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사례와는 다소 다르게, 행정주체

가 분야별로 중간지원조직형 기관들의 설립을 선도하고 있으며,

‐ 아울러 관련 조례에서는 해당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에 

의한 관리·운영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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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수탁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위탁 주체로서 행정이 중시하는 

계약절차는 부분적으로 상호 보합하지 못하거나 상충하는 현상 초래 

‐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추구하는 운영의 자율성은 활동

의 내용이나 방식, 기준을 사전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가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경향 존재 

‐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민간위탁 평가체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의 활동이나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 형

성, 이를 뒷받침하는 운영의 자율성을 상호 절충 내지 조화시키는 가운데, 

‐ 행정과의 협력적 관계를 촉진·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 필요

2) 정책방안

(1) 민관협약제의 기본 원리

◦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

운 제도적 모델이나 운영방안을 모색

◦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민관협약제’(가칭)의 

도입을 모색 

‐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위탁사무들과 구분되는 사회적 가치 사무에 대해서는 

현재의 민간위탁제 틀에서 탈피해 민관협약제로 전환하며, 

‐ 이러한 제도적 전환에 기초해 사회적 가치 사무 수행과 밀접한 중간지원조

직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민관협약제의 도입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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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민간위탁과 민간협약

◦ ‘민관협약제’(가칭)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인식하

고, 계약 주체 간 신뢰와 협력의 관계에 기초 

‐ 전체적으로 민관협약제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행정과 민간이 단순 위탁자와 수

탁자로 설정되는 데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력의 관계에 기초

‐ 이러한 관계에 기초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공동의 사업목표에 대해 상호 합

의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을 공동으로 편성한 후 집행

◦ 민관협약제에서는 협약의 당사자(기존의 위수탁자) 사이에 사전에 ‘성과협약’ 및 

‘업무협약’ 등을 중심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

‐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

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성과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 여기에서 성과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사업의 실적만이 아닌 성과를 내용으로 

하며, 민관협치와 관련된 성과도 포괄하도록 함

‐ 조직·인사, 예산·회계,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도 운영의 자율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 상기 성과협약이나 업무협약은 협약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거쳐 도출

◦ ‘민관협약제’에서는 사무(사업)를 수행하는 협약당사자(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혁신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적 목표의 하나로, 이를 위해 ‘총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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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 내지 ‘포괄예산제’ 방식의 계약모델을 도입 

‐ 현재와 같이 정해진 민간위탁금 내에서 정해진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 정산하는 회계기준에서 탈피

‐ 사전에 협의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 주체가 성과목표의 달성을 고려하

여 최대한 자율과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예산’에 기

초한 계약방식을 도입

◦ 마지막으로 민관협약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의 당사자 간 주기적인 협

의 절차를 확립하도록 함 

‐ 민관협약제에서는 성과협약이나 업무협약에 근거해, 사업실행기관(기존의 수

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며,

‐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회의나 조정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사무의 유

연한 조정 및 변경,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규사업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함

(2) 민관협약제에서 평가체계의 개선6)

◦ 민관협약제에서는 기관운영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기존에 수행하던 평가제도의 

틀 전환을 모색 

‐ 기존 민간위탁 평가체계를 협약당사자 간 공동의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협치친화형 평가체계로 전환

‐ 이러한 평가체계 전환은 운영주체에게 주어진 역할과 목표를 책임있게 수행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조

건에 해당

◦ 현재 민간위탁 평가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지도·점검과 종합성과평가를 협치친화적 

방식으로 개선

6) 상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2017), 『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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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수행하는 지도·점검은 사무 운영 중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운영진단 및 권고’로 전환

‐ 계약기간 내 1회 실시하는 종합성과평가 또한 협치성과를 평가하는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로 전환 

[그림 5-6] 협치지향형 민간위탁 평가체계(민관협약 평가체계) 기본구상

◦ 종합성과평가에서 협치친화형 민간위탁 평가체계(민관협약 평가체계)의 경우 ‘경영

성과평가’와 ‘협치역량평가’의 두 가지 차원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체계

로 전환 

‐ ‘경영성과평가’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자원활용의 적정성/사업개선노력/

사업성과/운영진단 및 권고 등을 균형적으로 평가

‐ ‘협치역량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성과목표달성도/협치성과평가 등 주로 

기관의 협치 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평가

•특히, 협치성과평가의 경우에는 시민만족도/공익가치지향/협치환경기반조성/

협치적 사업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협치친화형 민간위탁 평가체계에서는 평가프로세스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하는 개방형·참여형 평가프로세스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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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중간지원조직의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1) 정책의 배경과 목적

◦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대행기관이 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중간지원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사회문제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모델 확립 필요

‐ 운영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행정과 수평적 관계를 

확립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와 함께 재정적 측면에서 자립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 또한 운영 자율성

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에 해당

◦ 중간지원조직이 성격상 완전한 재정자립화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최소한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익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 특성상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우나,

‐ 제한적이나마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운영 재원을 조달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영국의 중간지원조직 사례

◦ 코인스트리트 개발트러스트(영국): 수익사업(주차장, 주택 및 상업시설 임대료 등)을 

통해 제경비(직원급여, 토지구입 대금을 포함한 대출액 변제, 보험 등) 충당

◦ 브리스톨 VOSCUR(영국): 공공보조금 93%, 기부금 및 멤버십 수익 5.7%

◦ LCVS(Liverpool Charity and Voluntary Services)(영국): 공공보조금 93.1%, 기

부금 0.3%

◦ BVSC(Birmingham Voluntary Service Council)(영국): 공공보조금 82.7%, 서비

스제공 및 활동 수입 등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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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간지원조직 사례

◦ 센다이·미야기NPO센터(일본): 공공 지정관리료(민간위탁금) 99.3%, 회비와 기부금 

0.7%

◦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센터사업단: 공공 지정관리료(민간위탁금), 조합원의 출자금, 이

윤적립금, 자립 적립금으로 구성

◦ 이와 비교해 서울시의 주요 중간지원조직형 기관들은 운영 재원을 대부분 공공예

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특히 주요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는 ‘○○센터’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

기관 산하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시의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 향후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운영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상, 재정적 자립성 실현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최소한도에서 재정적 자립기반을 모색하며, 

‐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이 이와 같은 최소한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모색 

2) 정책방안

◦ 시의 예산(민간위탁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에서 탈피해 운영 자율성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

부를 자체 조달하는 방안 강구 

‐ 후원금 및 기부금과 같은 사회적 재원조달 방안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을 통한 자체 수익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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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금 및 기부금에 의한 사회적 재원조달 방안

◦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후원금 및 기부금

을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 

◦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다음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 동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

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

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에의 위탁, 즉 공공위탁은 사실상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의

한 재정기반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공공위탁과 다르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모집·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은 각종 단

체 및 개인의 기부금,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아래 박스 참조)

‐ 다만 이들 수입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에 

속하는 수입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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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

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된 모든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되어야 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복지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각

종 공모사업 수행 후원금, 각종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후원금, 불용품 매각대금, 예

금이자 등의 잡수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에 편성

- 편입된 모든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하도록 세출 예산에 편성

◦ 이러한 규정은 민간위탁 운영에서 자체 재원 조달을 규정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

구하고 일부 제약요소를 내재하고 있음

‐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수입이 세입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도록 지출하게 하는 예산 운용은 수탁자로 하여금 충분한 동

기를 부여하기 어려운 요소로 볼 수 있음

‐ 기부금, 후원금 등이 세입에 통합되고, 이것이 정해진 목적에만 활용될 경

우, 다음해 민간위탁 예산을 축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 수탁기관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따라서 적정한 규모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수입을 허용하되,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해당 수입에 대해 기관의 재투자나 역량강화 등 본래 위탁사무 이외의 영역

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 다만, 과도한 수익사업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입 규모가 전체 예산 

대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평가에서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

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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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통한 자체 수익기반 확충 방안

◦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원 조달 외에도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

는 방안도 검토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시유지나 시 소유 건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임대·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자산화 방안 모색

•유사사례로 서울주택토지공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 고려 가능

◦ 현재 시유지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데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이 존재

‐ 시유지의 경우 민간단체들에게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대지에 건물 등 고정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활용

(사용·수익)에는 제약이 존재

‐ 또한 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주체들이 법인 설립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도 복잡

‐ 따라서 현 제도 내에서 실행가능한 지역자산화 모델을 개발·구축하고 시범

사업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함

◦ 우선은 서울시 소유 재산에 비해 활용도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는 시 산하기관 

재산을 활용한 임대부 방식의 사업모델을 도입

‐ 현재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보유토지를 사회적 기업 등에 

장기 저리로 임대하여 사회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서울시가 SH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일반재산 

토지의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개발사업의 수익금으로 매입하게 하

고 이를 임대사업 대상 토지로 활용

‐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의 확충을 위해 서울시가 일부 공유재산을 서울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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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현물 출연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도 검토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사

업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주택콘셉트를 제안 받아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주

택사업을 의미

- 민간 사업자에는 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비영리·공익 법인 등이 포함됨

- 현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사업자로 사회적기업인 ‘녹색친구들’이 선정되었으며, 성산

동을 시작으로 창천동에 공동체 중심의 주택이 입지할 예정

◦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의 재단화에 기초해 공유재산을 자산화함으로써 재

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도 모색 필요

‐ 공공재단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출연이나 관리·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도 고려

‐ 현행 민간위탁제도하에서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과는 별도로 중간지원조직

의 재단화 과정을 거쳐 ‘공유자산화’하는 전략 추진도 검토 필요

4_중간지원조직 내부의 운영체계 개선

1) 정책의 배경과 목적

◦ 중간지원조직이 가지는 많은 정책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사

회적 요구 또한 존재 

‐ 다양한 이해당사자 주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들의 운영 여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인

식이 존재

‐ 앞서 정책현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 운영에서의 민주성이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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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양상은 현재 주요 중간지원조직들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들의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음 

‐ 현재 운영위원회 구조 역시 소수 이해당사자 중심의 운영체계로 시민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운영과정의 개방성 강화 필요

구분 소속

당연직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촉직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이사 

서울광역자활센터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금천사회경제연대 이사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이사

[표 5-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중간지원조직의 내부 운영과 관련해, 해당 조직과 풀뿌리 민간 주체들의 관계에서

도 다소 부정적 인식이 존재 

‐ 중간지원조직이 민간 주체들과 다소 유리되어 있다거나 행정에 더 밀착되어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중간지원조직들이 민간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

은 예상한 것과 달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운영 여건 전반을 고려해, 향후 중간지원조직 내부의 운영체계를 적극적으

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2) 정책방안

◦ 무엇보다도 중간지원조직들이 풀뿌리 민간주체들의 지원자, 촉진자, 대변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재인식,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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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공공의 대행자 내지 위탁사무의 수행자로서보다는 풀뿌리 민간주체

들의 활동이나 공공정책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 민간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민간주체들 간 상호 교류·연계를 촉진

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에 부합하는 다양한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조직의 운영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

‐ 조직의 연간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 참

여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하도록 함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의 뉴스레터도 발간 

◦ 중간지원조직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현재보다 더욱 다양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 현재는 운영위원회의 규모도 적고 주로 이해당사자 중심의 운영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는 방

안도 모색 필요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의제발굴 역량 강화 

‐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 

‐ 특히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다양한 시민·이해당

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 절차를 활성화

‐ 운영위원회와 조직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조직 등과 의제개발 네트워크를 구축

‐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의제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

하며, 이를 민간위탁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 마지막으로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자,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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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중요하므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 현재에도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에서 정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경력직 전문가나 활동가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조직구성원들의 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

◦ 조직 내부의 자구적 노력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제도적 방안을 모색 

‐ 현재 중간지원조직 내 구성원들의 고용불안정(이직이나 퇴사 등)이 비교적 

큰 편이므로, 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서울시 차원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정책의 발전으로 귀결

된다는 인식하에 인적 역량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 동 계획을 통해 인력의 채용 및 운용 전략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제도나 프

로세스에 관한 주기적 교육도 실시(재무, 회계. 성과관리, 갈등관리 등)

‐ 인력의 채용 및 운용전략과 관련해 현행 인건비 기준 등에 대해서도 불합리

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재정비하는 방안 검토

◦ 조직의 핵심역량이 아닌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 산하의 다른 공공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5_중간지원조직의 연계·융합 촉진을 위한 운영모델 구축

1) 정책의 배경과 목적

◦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

립하는 것이 운영의 활성화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긴요

‐ 민관위탁제는 계약에 기초해 행정과의 적절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나,

‐ 다른 관련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연계나 협력을 통해 운영의 시너지를 창출하

는 노력 또한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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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간지원조직들 상호간 연계나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되

어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칸막이 행정에 의해 부서별로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되고, 나아가 부서

별 사업예산 운용에 의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됨

‐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변화가 있기는 하나 주요 사업들이 실행되는 지역

사회에서는 광역 단위와 유사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체계가 형성되면서 분

절화된 구조를 강화하기도 함

◦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조직 간 연계융합을 촉진하는 운영모델 구축

‐ 광역 단위와 비교해 사업이 실행되는 구체적 단위인 지역사회 단위에서 연계·

융합 운영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

‐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조직 간 연계·융합을 활성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융합

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모색

◦ 중간지원조직의 상호 연계와 융합에 기반한 운영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방안을 모색

‐ 중간지원조직 간 정책협의체 구축

‐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2) 정책방안

(1) 중간지원조직 간 정책협의체 구축

◦ 낮은 단계의 방안으로 정책적 동질성이나 연관성, 조직 원리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중간지원조직 간 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

‐ 공동의 정책의제나 공동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

‐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새로운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광역 차원의 협의회 외에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협의회를 별도 운영

◦ 지역사회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정책협의회는 자치구나 동마을 단위의 협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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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립

‐ 현재 다수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치구 협치회의]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이 

기구가 주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역사회혁신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간 정책협의회는 [자치구 협치회의]와 연계해, 정책의제 개발

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공동 참여 

◦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일차적으로 향후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하는 바람

직한 역할과 관계에 관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 

‐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준 및 고유 역할에 관한 논의에 더해,

‐ 민간위탁 제도나 민간보조사업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행정과의 적절한 관계 및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논의

(2)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 중간지원조직 간 느슨한 형태의 연계나 협력의 차원을 넘어 상호 유사하거나 연관

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해서는 융합을 적극 모색

‐ 현재 정책 분야별로 시정 단위와 지역사회 단위 각각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

‐ 이와 같이 분절적인 구조로 설치·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들의 융합을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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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하향적 정책전달체계와 행정의 칸막이 구조

◦ 융합형 중간지원조직도 궁극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므로 중간지원조직 고유의 역

할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 일차적으로 관련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민간 주체들의 정

책 참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

•특히 민간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역

량 강화, 인재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풀뿌리 민간 주체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네트

워킹 촉진자 역할을 수행

•단순한 교류 활성화를 넘어 민간 주체들이 공동사업이나 협력 사업을 촉진 

및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정책 현장으로부터 새로운 의제와 현안을 발굴하고,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민간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대변

◦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위해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하되, 이 가운데 

적정한 방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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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중간지원조직들을 단순히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 고려 가능

① 융합형 센터 설치: 현재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들 가운데 정책 간 연계

성이 강한 조직들을 단일 센터로 통합

② 별도의 재단 설립: 기존의 중간지원조직들 가운데 통합의 필요성이 강한 

조직들을 중심으로 기능적 통합을 모색하되, 이를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서 재단을 신설함

③ 별도의 공사 설립: 기존의 중간지원조직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해 독립적 

공사를 설치

‐ ①안은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존 

센터들이 가지는 구조적 제약, 특히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제약을 근본적으

로 해소하는 데 한계 내재

‐ ③안은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사무를 다루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으로는 부합하지 않음

‐ ②안은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나, 사회적 가치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성격과 비교적 부합하며,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는 목적에

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조직형태에 해당

◦ 3가지 대안 중 ②안인 ‘별도의 재단 설립 대안’이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기

에 비교적 적절한 조직형태로 판단됨

‐ 재단 설립에 의거해 기본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재정적 기반도 부분적으로 확

보하고 이에 따른 조직의 지속가능성 모색 

‐ 아래는 융합형 조직으로서 재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수원시의 ‘수원지속가

능도시재단’에 관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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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재단의 개요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적 도시업무 추진과 민간위탁사무의 효율

화를 목표로 2016년 10월 도시재단을 설립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 조직형태와 규모 : 재단법인(비영리법인) / 인원 : 45명

◦ 수원시 재단은 다음과 같은 기존 7개 개별 중간지원조직을 융합하는 조직으로 설치 

- 기획운영팀/마을르네상스 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복지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

센터/창업지원센터/물환경센터 등

- 기존 조직을 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센터들은 각각 

조직 단위로 유지하는 구조를 유지

◦ 재단 형태에 의한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추진절차 : 설립방침 결정 → 설립타당성 검토 → 공청회 및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조례 제정(안) 마련 → 행정안전부와 협의 → 조례·정관 제정 

→ 설립 등

‐ 아울러 재단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대상사무의 범위 : 기존 조직이 수행하던 사무를 대상으로 새로운 조직에서 

수행하게 될 대상사무의 정비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출연과 이의 관리·운영

•기관의 설립 및 운영방안 : 기관의 규모 및 조직구조, 중장기 및 연차별 운

영방안 등

◦ 우선, 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대상사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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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중간지원조직들의 성격이나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어떤 

사무들을 새로운 조직의 사무로 통합할 것인지 검토 필요

‐ 대상사무의 범위는 1단계에서 상호 연관성이 강한 주요 정책영역을 중심으

로 집중하고, 2단계에서 대상사무의 범위를 확대

•1단계 대상사무 범위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을 우선적 고려 

•1단계 융합화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자활, 에너지·환경, 시민공익활동 등의 

영역으로 확대

◦ 이러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고려해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단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을 대상으로 융

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

‐ 현재 25개 자치구에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

건을 고려해,

‐ 이 가운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들

을 융합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은 공동체의 재생·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상보성을 지니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개하여 최근 사회적경제와의 융합 모색 중 

•다만 재생지구 단위로 설치되고 정부정책과도 연계된 주거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에는 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센터를 기능적으로 통합한 새

로운 융합형 센터를 설치하거나 재단 형태의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을 신설

◦ 중기적 관점에서는 자치구의 융합화 추세를 고려해 광역 단위(시정 단위)에서도 융

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중간지원조직들의 유사성이나 연계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 재단 설립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조직을 신설하고, 기본재산의 출연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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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운영방안 등에 관한 별도의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

◦ 광역 단위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적정 조직형태로 제시한 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본재산의 출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

‐ 기본재산은 출연금과 현물 출연 형태 모두 가능하며, 그 규모는 향후 10년

간의 운영비와 수입 등을 고려해 산정

‐ 공유재산을 새로 설치하게 될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전환 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 관련

‐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을 수립

‐ 동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존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재

산으로 전환

‐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행정재산)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재단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서울혁신파크’를 일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서울혁신파크’에는 다수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입지하고 있는바, 재산의 

성격상 신설하려는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에 출연할 기본재산에 

비교적 부합

[그림 5-8] 서울혁신파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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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조직구조는 현재와 같은 개별 센터 중심의 운영을 일정 정

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전환을 모색

‐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개별 센터로 운영하던 체제를 조직 내부에 수용

할 수 있도록 재단의 하위센터들로 조직을 구성 

‐ 조직의 기반이 확립되고 운영이 안정화한 이후에는 전체 조직을 독립적인 

운영단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본부제’ 형태로의 전환을 모색

◦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운영체계도 모색 필요

‐ 향후 재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특히 풀뿌리 민간주

체들과 긴밀한 연계협력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구축

‐ 재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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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설문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월드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의 의뢰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장·단기 발전전략 연구” 연구의 일환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응답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전략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

고, 정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귀하께 여쭤볼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 %’ 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입니다.

설문은 10분 정도가 소요되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 응답자 기초정보

성명 소속

연락처

※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통계상의 구분이나 모바일 쿠폰 전송용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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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2

 귀하의 현재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공무원 ② 학계 ③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 ④ 민간기업 

 ⑤ 공공기관** ⑥ 시민사회단체 ⑦ 지역주민단체 ⑧ 기타(           )
직능단체 소속 전문가는 법조인, 언론인, 컨설턴트, 협회소속 전문가 등
 공공기관은 행정조직에 의해 설치된 공공조직을 모두 고려

SQ3
 귀하는 평소 시민활동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Ⅰ.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의견

◈ 다음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는‘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

① 행정영역과 민간영역을 중재・가교하는 조직      ② 민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

③ 공공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조직   ④ 공공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조직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다르다 ②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③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④ 행정영역과 관계하는 방식이 다르다

⑤ 수행하는 역할(기능)이 다르다 ⑥ 운영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다르다

⑦ 조직(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귀하가 알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고

려해 볼 때, 현 시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시정에 크게 기여 ② 시정에 약간 기여 

③ 시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④ 시정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문 4로)



부록 / 163

3-1. (3번의 ①② 응답자만) 어떤 점에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

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② 정책의 실효성과 성과를 향상

③ 행정의 투명성 제고          ④ 민간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정

⑤ 행정영역을 대신해 전문성 발휘          ⑥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

⑦ 민간주체들의 대변자 역할 수행          ⑧ 민간주체들과 교류・협력 촉진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3번의 ③④ 응답자만) 기여도가 낮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공공예산 낭비 ② 정책의 비효율과 지체 초래

③ 행정과의 갈등・분쟁 초래 ④ 기관의 고유한 역할 불분명

⑤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 실효성 약화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귀하가 보시기에 어떤 기관을 중간지원조직으로 하려면,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하여 주십시오) (              )

①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                   ②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

③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기능)                   ④ 풀뿌리 민간주체들과의 특수한 관계형성여부

⑤ 비영리기반의 기관 운영                   ⑥ 비정치적・비종교적 운영목표 설정

⑦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구조 확립           ⑧ 조직의 운영주체 여부

⑨ 기관의 효율적 운영 여부

⑩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귀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추구하는(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

① 인권의 보호 ②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③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④ 사회적 약자 배려

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⑥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⑦ 윤리 경영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이행 ⑧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⑨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⑩ 공유사회의 실현

⑪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4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6. 귀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무

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

① 공공과 민간 간의 중재 및 조정 ② 민간 간 교류 지원

③ 사업관련 정보의 제공 ④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⑤ 새로운 주체의 발굴 및 육성 ⑥ 관련 사업 간의 연계․협력 지원

⑦ 각종 자원과 기술을 알선          ⑧ 조사, 연구 지원

⑨ 여론형성, 입법화 및 제도화 ⑩ 시의 사업 대행

⑪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여건에 대한 의견

* 넓은 의미의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NPO지원센터,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도심권

50+센터 등 7개 기관을 포함하여 정책적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포괄합니다.

7. 귀하 또는 귀하가 속한 기관은 넓은 의미에서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

거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8.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주도로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

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방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적정한 방식이다 ② 어느 정도 적정한 방식이다

③ 다소 부적절하다 ④ 부적절하다       ⑤ 잘 모르겠다

8-1. (8번의 ③④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행정이 설치하고 행정 조직으로 운영

② 행정이 설립하고 민간이 독립적 운영(재단)

③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공동 운영

④ 민간주체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되, 행정영역은 운영을 지원

⑤ 특정 대규모 민간조직이 자발적으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 165

9. (7번 문항 ①번 응답자만)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사업계획(사업예산 편

성 포함)을 주로 어떻게 세우십니까? (       )

① 기관이 신중하게 고려해 단독으로 수립 

② 관련된 민간주체들과 협의해 수립

③ 행정이 부과한 지침에 따라 수립      

④ 행정과 협의해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결정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현재 중간지원조직들은 기관 운영의 결과에 대해 민간위탁종합평가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평가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

① 민간위탁방식에 의거해 운영되므로 적정하다

② 일반적 위탁사무와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평가방식이다

③ 민간위탁사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하다

④ 현재의 민간위탁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새로운 형태의 평가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11. 귀하가 다음 각각의 기준에서 보시기에 중간지원조직의 전반적인 내

부운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1-1.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보장, 다양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1-2.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자료 공개,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 등)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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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 조직구성원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정도,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성과 등)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다음은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풀뿌리 민간주체, 타 중간지원조직과의 관계와 관련

한 질문입니다.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경험에 기초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12.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

십니까? (     )

① 매우 협력적 ② 다소 협력적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갈등적 ⑤ 매우 갈등적 

12-1. (12번의 ④⑤ 응답자만) 갈등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

니까? (      )

① 행정의 지나친 간섭 ② 예산 부족

③ 불합리한 평가체계          ④ 일방적인 업무 요구       

⑤ 조직의 운영권한 부족 ⑥ 과도한 행정업무

⑦ 열악한 처우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

13. 귀하가 보시기에 중간지원조직은 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해 행정으

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온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③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편이다 ④ 운영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

14. (7번 문항 ①번 응답자만)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은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      )

①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충당            ②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③ 자체 수익사업 시행   ④ 기부금 확보 및 기금 조성

⑤ 시의 공유자산 확보 및 공동운영   ⑥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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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중간지원조직과 풀뿌리 민간주체들과의 관계

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민간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잘 대변하고 있다  

② 민간주체들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하다

③ 민간주체들과 다소 유리되어 있다        ④ 행정영역과 더 밀착되어 있다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중간지원조직과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조직 간 공식적 교류・연계가 활발한 편이다

② 조직 간 공식적 교류・연계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

③ 비공식적 차원의 교류가 대부분이다

④ 조직 간 교류, 연계・협력이 거의 없는 편이다

16-1. (16번의 ①②③ 응답자만) 주로 어느 영역에서 교류・연계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   

① 사업상의 제휴 ② 공동의 사업추진 ③ 업무상의 인적 교류

④ 정보교류 ⑤ 행정에 대한 공동 대응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Ⅲ. 중간지원조직의 정책수요

17. 귀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애로요인

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  

① 자립화를 위한 재원의 부족(결여)      ② 사업예산의 부족

③ 행정의 지나친 간섭      ④ 행정과의 연계 및 협력 부족

⑤ 사업(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⑥ 우수한 인력의 부족

⑦ 풀뿌리 민간주체들과의 연계・협력 관계 형성  

⑧ 다른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협력 관계 형성 

⑨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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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는 중간지원조직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 부재

② 중간지원조직에 부합하는 제도적 규정(기준) 미비

③ 민간위탁제로 운영되는 계약제도 및 절차

④ 계약 이외의 사무처리 요구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귀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① 역량있는 주체의 발굴 및 확보 ② 재정적 자립성 확보

③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④ 내부 운영방식의 개선

⑤ 풀뿌리 민간주체들과 협력네트워크 강화 ⑥ 평가체계의 개선 및 재정비

⑦ 다른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융합 강화 ⑧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⑨ 지역사회 주민들과 밀착된 관계 형성          ⑩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제도적 지원 강화

⑪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1.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당하는 것

을 2가지 선택) (    ), (    ) 

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 확립

②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

③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 자율성 강화

④ 중간지원조직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⑤ 중간지원조직과 행정부서의 관계 개선

⑥ 중간지원조직들의 연계・융합 지원

⑦ 중간지원조직들의 계약절차와 기준 개선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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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향후에도 중간지원조직이 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다소 역할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향후에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없는 것으로 본다

20-1. 향후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 

① 풀뿌리 민간주체의 이익 대변 ② 민간들의 상호교류 지원

③ 시정 사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 ④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⑤ 새로운 주체의 발굴 및 육성          ⑥ 각종 자원과 기술을 알선

⑦ 입법화 및 제도화 선도 ⑧ 관련 정책분야의 조사・연구 지원

⑨ 관련 정책의 여론 형성 ⑩ 공공의 정책(사업) 대행

⑪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귀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어떤 요

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연간 사업계획(운영계획)의 수립 ② 연간 사업예산의 편성 및 운용

③ 조직 내 인사・조직의 설치 및 변경          ④ 회계의 운용

⑤ 개별 사업들의 조정・변경          ⑥ 사업의 성과평가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중간지원조직의 재정적 자립화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온전히 재정적으로 자립화가 필요하다     

② 최소한 기관운영비는 자체 조달할 필요가 있다

③ 최소한 인건비 정도의 자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④ 최소한 사업비는 자체 조달할 필요가 있다

⑤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본다

22-1. (22번의 ①②③④ 응답자만)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①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② 기부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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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주체들의 자체 운영기금 조성         ④ 공공에 의한 기금 조성

⑤ 시민펀드(클라우드 펀드 등) 조성         ⑥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⑦ 자체 수익사업 실시

⑧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2. 시나 자치구의 재산을 활용해 공유자산화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유공간(토지와 시설)의 공동소유권 인정    

② 시유지나 공유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여 

③ 공동체 토지신탁 등 공유자산 신탁제도의 활용             

④ 공공재산을 전담관리하는 공공기관(예. SH공사)과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운용

⑤ 공익재단설립, 재단으로의 공유자산화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귀하가 보시기에 중간지원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

합니까? (     ) 

① 현재의 평가체계(제도)를 그대로 유지

② 현재 시행 중인 평가지표의 질적 개선

③ 중간지원기관만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체계 구축

④ 정성평가나 자체평가 위주로 평가방식 개선

⑤ 담당 행정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을 공동으로 평가한다

⑥ 중간지원조직은 성격상 별도의 평가제도가 필요 없다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향후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 연계 및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① 연계나 융합 모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② 사업이나 업무, 인력,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③ 사업이나 업무 관련 교류・연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④ 인적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행정에 대한 공동대응 등 필요사안에 대한 연계만 필요하다

⑥ 조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조직 간 융합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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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 및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가지 선택)     

(    ), (    )  

① 공동사업이나 협력사업 활성화

② 조직 간 순환근무 등 인적 차원의 연계 

③ 중간지원조직들을 융합한 별도의 독립재단 신설

④ 권역별 또는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통합

⑤ 기존 중간지원조직들의 연계 강화를 위한 별도의 독립재단 설치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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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Strategy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leading 

governance in Seoul

Byeongsun JeounㆍWonsill Hwa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set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innovation as key policies. The Government operates intermediary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core policies for six years as of 2018. 

Nevertheless, there is no clear concept or legal basi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their role and function are also unclear. These 

institutional limitations are causing various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S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iagnose the situation of the organizations and prepare future 

development plans in Seoul.

This study results that there are five main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s. First,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is needed.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in Seoul is enacted. 

The Act clarifies the definition of concept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eir relationship to administration, and various 

institutional support methods. Second, the government introduces a 

civil agreement based on the horizontal partner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Thir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strengthen financial independence in 

order to secure autonomy of operation. They are guaranteed 

autonomous use of their own revenues, donations and funds. Fourth,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operates its own organization more 

openly and democratically. Their committee will be activa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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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committee members will be formed. Fifth, the government will 

establish a consortium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ir connection. In the long term, it will establish and operate a 

converged intermedia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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