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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백서를 발간하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김동호 목사, 열매나눔재단 대표이사)

21세기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시혜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온 사회복지를 넘어 물고기를 주

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들

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구제와 자선을 넘어 가난

한 사람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는 교회의 체계적인 사회적책임 실현의 방법으로서의 사회

적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독교 기반의 사회적기업 모델에 대한 집중 탐

구의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이웃을 향한 기독교적 가치실현의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한국교회와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점점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

의 빛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하며, 교회내

의 전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화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강의로 섬겨주신 강

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서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회와 목회자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0년 7월 14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우창록

열매나눔재단 대표이사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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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03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2주차

경영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기업 양용희 교수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엔시스콤 대표)

1. 들어가는 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제3섹터 내의 조직들이 기업가적 마인드와 경영기법, 그리고 혁신

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창출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은 영국, 이

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 비영리조직의 새로운 사업의 모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성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OECD(1999), Social Enterprise, 

OECD, Paris). 특히 사회적기업은 단지 취약계층의 고용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익부문의 사회적

목적 달성 뿐 아니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

후 2000년을 전후하여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사회서

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설

립과 육성 지원이 있었으며 현재 319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조례작성과 지원이 확산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기

업사회공헌 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비영리민간재단들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들

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향에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짧은 기간내에 정부주도로 사회적

기업이 성장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정부 지원 의존율이 높고 

아직 시장 창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사회적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사회적기업의 배경

사회적기업은 1980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이나 NGO들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창

출과 고용을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의 사회적기업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발달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참가자들에게 이윤을 배분함으로써 ‘사회경제’(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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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라는 범주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사회적기업이 비영리조직(NGO)들의 목적

사업을 위한 수익활동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비영리조직의 특성상 조직원에 대한 이윤의 배분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1) 

이탈리아에서 사회적기업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용어인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으로 

불린다. 이는 이탈리아의 경우 협동조합이 사회적목적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전하면서 나타

난 현상이다. 이는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197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은 조직 

운영에 회원 참여가 보장되고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설립가능했다. 따라서 초기에 많은 사회적기업

을 추구하는 조직이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협동조합의 경우 생산 활동을 통

해 얻은 이득을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배분하거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광범위한 공

중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2)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381/91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되고 이들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은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의 국가들과 조금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강한 개인주의 전통

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개인의 기부와 자선행위를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

다. 사회복지부문을 비롯하여 비영리부문은 재정 측면에서도 정부 보조와 시장수입 그리고 개인기

부가 적절히 섞여 있는 혼합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1970년대 불황은 사회복

지를 비롯한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거나 지원방식이 변경되면서 비영리조

직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 미국의 비영리조직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

운 자원의 발굴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리기업과 같은 경영기법과 시장창출을 

위한 마케팅 기법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영리조직의 수입을 통해 나타나는데 

비영리조직의 시장을 통한 수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2년 2002년

시장 수입 48.1 57.6

민간 기부 19.9 22.2

정부 보조금 17.0 17.2

기타 15.0 3.0

합계 100.0 100.0

[표 1] 미국 비영리조직의 수입 구성 변화

출처 : Kerlin(2006)

1) Janelle A. Kerlin (2006)"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17:247~263,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학계와 NGO 현장의 이해에 차이가 있는데 학계는 주로 
Harvard, Stanford, Duke, Columbia 대학교의 Business School에서 사회적기업을 CSR차원에서 비영리조직의 수익활동
까지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2) 이탈리아 민법에서는 비영리조직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Borzaga and Santuari(2001), Italy : 
from traditional co-operatives to innovative social enterprise,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edited by 
Borzaga and Defourny), Routledg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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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이지만 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독특하게 보편주의와 비시장적 공급이라는 사회민주주의

적 복지체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 영역에서는 NHS가 주관해오고 교육, 문화, 사회서

비스 영역은 제3섹터의 역할이 활발했다.3) 1980년대부터는 대처정부의 민영화로 내부시장이 확산

되어 영리기업의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민영화는 제3섹터에게 확

실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3섹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희망함에 따라 1979년과 1987년 

사이에 제3섹터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 2배로 늘어났다.4) 1990년대부터는 1980년대의 사회서비

스 부문에서의 시장화가 더욱 확산되었다. 곧, 1990년 NHS and Community Care Act 제정과 1993

년 Health Service and Care in the Community Act의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정

책이 활성화되었다.5) 따라서 지방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보

다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서비스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했으며 이는 준시장(quasi-market)의 촉

진으로 이어졌다. 1997년부터 노동당 정부의 집권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추세는 영리기업

보다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였으며 정책적 배려도 늘어났다.  따라서 사회서

비스 부문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제3섹터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였다. 현재 영국

정부의 제3섹터부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자금 지원 

및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에는 약 55,0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는 전체 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약 5%에 해당된다. 이 들 기업들의 매출액은 약 ￡270억이며 전체 

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총 매출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6) 

3. 사회적기업의 배경과 개념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각국마다,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조차 법

적, 행정적,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7). 전세계적

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사회적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부터 조직의 미션을 이룩하기 위한 비

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 까지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사회경제의 영역속에서 설명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경제활동이 유럽과 같이 사회경제로서의 영역이 아닌 기존 시장경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나 영

리와 비영리의 가치가 함께 내재된 “Blended Value"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8) 

3) Spear(2001), United Kingdom, A Wide Range of Social Enterprise,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edited by 
Borzaga and Defourny), Routledge.

4) Taylor(2004), The Welfare Mix in the United Kingdom, The Third Sector in Europe(edited by Evers and Laville), 
Edward Elgar.

5) Knapp(2006), Social Services and Employment in England, Conference ofn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and its 
Vision for Job Creation.

6) Cabinet Office(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 Scaling New Height, p.3. 참조.
7) OECD.(1999), Social Enterprise,
8) Sheila Bonini and Jed Emerson (2005). "Maximizing Blend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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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스팩트럼 (Kim Alter.(2004),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9)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10)
전통적 기업

․ 사회적 목적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 수익은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운영비에 재투자

․ 이윤추구 목적 
․ 주주에 대한 책임성
․ 주주에게 이익환원

1) SEL(Social Enterprise London)11)이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기업 지향(Enterprise Oriented) :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으로서 자립적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 사회적 목적(Social Aims): 일자리 창출과 훈련,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등을 의미하며 또한 조

합원의 공동의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등 보다 폭넓게 미칠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영향에 대

해 책임을 진다. 

○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 사회적기업의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사용자 

혹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조직 등)의 파트너쉽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하

는 이윤은 다양한 관련 주체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분배를 위해 사용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적 목적과 시장부문의 기업주의적ㆍ혁신적 역량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일환이다. 

2) EMES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리서치 네트워크인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경제적/기업가적측면과 사회적측면 등 9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12)  

9)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나,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션에 사회적 사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잇다. Ben & Jerry 와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10)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대외적인 공익적 이미지와 내적으로는 종업원들의 로얄티
를 통해 사회공익과 기업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은 이를 위해 
자선기부, 임직원 자원봉사, 지역사회활동 등을 실시한다.

11) 런던 지방정부 보조금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지원 받아 시작된 SEL(Social Enterprise London)은 런던에서 400여 사회적기
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경제 부문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
이다. 주요 업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의 증진, 경영 지원, 재정적 접근성 향상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2)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는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 (1996~1999)에 대한 유럽국가 학



열매나눔재단 ․ 기독교윤리실천운동｜45

○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기업가적 측면의 네가지 차원

   a) 지속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과 판매 :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비영리조직과는 시민운동이나 그

랜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b) 높은 수준의 자율성(autonomy) :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들 단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c)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리스크 :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들의 재정적 생존을 회원이나 직원들의 

노력에 의존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다. 

   d) 유급직원 : 사회적 기업은 금전적/비금전적 자원, 자원봉사/유급직원을 함께 활용한다. 그러나 사

회적 기업의 활동은 최소한 수준에서의 유급직원을 필요로 한다. 

 

○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측면의 다섯가지 차원

   e) 지역사회에 이익 원칙 :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데 있다. 

   f) 지역시민 집단에 의한 시작 :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나 집단의 욕구나 목적을 실현을 위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역동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이러한 시민의 집단적 측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g) 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권 : 의사결정권은 자본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stakeholder)들과의 공유로 이루어진다. 

   h)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

과 참여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 참여적 경영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성격이다. 

   i) 제한적 수익배분 : 사회적기업은 이윤배분을 금지하는 조직 뿐 아니라 최대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이윤을 배분하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는다.13)          

                                          

위와 같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와 학계, 비영리조직들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은 ‘사회적’ 이라는 공익적 목적실현과 ‘기업’이라는 경영의 방법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배경과 개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

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어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 ‘사회적서비스’라는 개념이 논의되

어 왔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용어로 정리되었다. 우리나라

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법

에 규정되고 있는 성격을 보면 참여 주체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주식회

자들의 사회적기업 리서치프로젝트 이름이다.
13) Jacques DEFOURNY. "Social Enterprise in Enlarged Europe : Concept and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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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부터 재단, NGO까지)매우 폭넓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사업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의 고용창

출,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좁은 개념으로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체로는 지역자활센터 중심의 자활공동체, 지

역운동 NGO, 비영리민간재단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차원에서 민간자원의 연계가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

공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환경,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

회적기업의 추진은 중앙정부(노동부)중심으로 시작됐으나 점차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

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부처간의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관계는 미

흡한 실정이다. 특별히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는 노동부와 자활센터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간의 취약

계층의 고용창출에 대한 중복적인 사항에 대한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5. 경영관점에서의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추진 주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의 비중이 높아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

라서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존 일자

리의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영의 주체가 되는 민간의 사회적기업 참여 동기와 역할

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NGO, NPO 등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는 정부의 요구보다는 민간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있어서 고용창출이외에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공익

성 창출에도 확대되어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추진이 정부의 요구보다는 민간차원의 필

요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NGO들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확보의 방

안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기업의 경영상의 문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대비하여 노사간 관계, 노조 

설립, 이윤 처리, 기존 시장과의 충돌, 지배구조 등 기업의 경영관점에 예견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 4항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민주적 운영

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미국의 파이오니어 휴먼서비스즈14)와 같은 사회적기업으

14)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파이어니어 휴먼서비스즈(Pioneer Human Services)는  약물 중독자, 전과자, 장애인, 집 없는 
사람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직업훈련, 주거복지, 고용지원 등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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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주체가 되는 NGO들이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아웃소싱 등의 

도입” 등 경영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사회적기업의 자본조달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목적과 이윤창출의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의 자본시장의 성격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자본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이 금융기관, 투자자로부

터 자본 조달을 받는 구조와 함께 일반기업과는 달리 정부, 재단으로부터 기금과 융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영리조직 기반의 사회적기업들은 시민으로부터 기부금

을 통한 자본 조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1)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은 크게 시장성격의 자본시장과 비시장 성격의 자본시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와 비영리 섹터의 경계가 무너지고 일부는 중복되면서 사회적

기업의 자본시장도 인내자본 (patient capital), 사회벤처자본(social venture capital), 벤처자선기금

(venture philanthropy)등 새로운 형태의 자본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15) 

구조 재원

시장

 1. 일반시장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지불

 2.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
자로부터의 이용료

 이용료의 유형에 따른 수혜자의 지불 능력 

 3. 공익연계마케팅 (Cause Related Marketing)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캠페인 

 4.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 Loan)  금융기관의 융자금

 5.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비시장

 1. 현금이나 물품의 기부  개인 및 기업 기부자

 2. 공공지원 (서비스 계약, 보조금, 그랜트 지원)  중앙 및 지방 정부

 3. 기업의 내부 예산 (스폰서십)  기업의 후원 계약에 따른 일정 지원금

으로 이들 소외계층들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NGO이다. 이 NGO는 보잉사와 장기 하청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일감
을 획득하고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파이어니어 인더스트리즈(Pioneer Industries)라는 별도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
고 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지원하는 파이어니어 푸드 서비스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등 연간 1천 여명에게 안정
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NGO는 연간 약 4천말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여 필요한 경비의 99%를 자체
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파이어니어 휴먼서비스즈가 성공한 비결은 소외계층에 대한 철저한 재활 프로그램과 기업가
적 전문적인 경영에 있다. 알콜 중독자, 전과자 등 사회적으로 재활이 힘든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
과 치료, 교육은 그동안 NGO들이 수행하던 사업이었으나 사회적 기업의 경영과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NGO들의 전공분야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어니어 휴먼서비스즈는 전문 경영인을 사회적 기
업의 CEO로 영입하고 홍보를 위한 외부의 전문 홍보기관에 아웃소싱 하는 등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 철저한 관리를 갖춰 고객들이 만족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
자리를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5)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재구성 (참조 : Ed. Austin Jame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f the Social Enterprise 
Knowledge Network, Harvard University,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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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특성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은 일반기업의 자본시장과 달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원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 시장의 자본시장은 융자나 투자금 유치를 통해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

고 있는 반면에 시장 중심의 이자 또는 투자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

이외에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나 또는 이자 소득의 경우에도 시장 금리이하의 매

우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일반 기업과 달리 담보 능력이나 기술요건 등이 미흡해

도 공익성 차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재단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지원

하는데 있어서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기업지원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16)  

일반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금융시장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보다는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에 익숙해 있다. 또한 금융전문가가 부족하므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본 확

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본시장이 형성된 영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들이 융자보다는 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금의 의존성으로부터 일반 금융시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17)  이는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는 상환해야하는 부담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결국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3)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유형과 성격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은 금융, 투자 등 일반시장으로부터 오는 경우와 기금, 후원금 등과 같이 시

장이외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자본 시장의 유형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장으로부터의 

자본시장에는 영업수익, 융자, 투자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융자는 기금지원(grant)과는 달리 빌려

간 자금을 일정한 기간 이후에 상환해야 하며 일정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

자가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금의 제공자와 수요자 사이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자본 제공하는 은행의 경우 자금 신청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의 위험도, 상환 가능성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금제공자는 융자를 신청한 사회적기업의 경

영자가 얼마나 융자금 상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회적기

업의 특성상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

이다. 또한 은행은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지배구조 등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불분명할 경우 융자를 회피

하게 된다.18)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성격상 자산이 일반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은

행의 이해도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소기업융자 보증사(SFLG : Small Firms' Loan Guarantee 

Scheme )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사회적기업 (특히 신생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융자에 대한 보증을 

하기위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19)   

16) Calvert Foundation의 경우 융자신청의 자격기준 중 사회적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집
중, 지역사회에 대한 가시적 혜택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www.calvertfoundation.org 

17) Bank of England (2003)
18) Fraser Stuart (2006). "Fina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mparisons of Social Enterprises and 

Mainstream Businesses", A Report on the 2006 UK Survey of SME Finances Social Enterprise Booster Survey, 
Cente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arwick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Warwick, p.34

19) Fraser Stuart (200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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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융자와 같이 시장에서 조달되는 그 성격은 다르다. 투자 자금은 투자한 기관에 대하여 투자

자가 소유주로서 행세하게 된다. 기간도 융자와 같이 한시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투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투자한 기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상환해야 할 의무

를 지니지 않는다.20) 하지만 투자는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나 융자금과는 달리 투자된 

금액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 기업 투자와는 달

리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가치 투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확대와 함께 사회책임투자기금(SRI펀드)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전체 투자 규모가 1995년 7조억달러에서 2007년 25억1천억달러로 260%의 성장을 한 반

면에 같은 시기에 사회책임투자의 규모는 1995년 6,390억 달러에서 2007년 2조7천1백억 달러로 

324%의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일반 투자가 3%의 신장을 한 반면에 사회투

자의 규모는 2조2천9백억 달러에서 2조7천1백억 달러로 18%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1) 사

회적기업은 사회책임투자기금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의 

사회책임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투자자의 재정적 욕구와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다. 사회투자자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준수의 향상을 이룩하도록 

독려한다. 그러나 단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여 사회책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금과 

달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나 투자는 사회적 효과와 함께 재정적인 효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22)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

민연금과 같은 공익기금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직 사회적기업

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조달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본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로부터 온다. 미국의 경우 많은 비영리조직들의 수입이 이들의 영업 수입으로부터 조달되고 있

으며 점차 그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비시장으로부터의 자본시장으로는 그랜트(grant), 모금(fundraising)이 있다. 기금은 

사회적기업이 자선재단이나 정부, 지자체로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원받는 목적성 지원금이다. 

기금지원은 주로 사회적기업의 창업 단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통한 영업 수익이 확보되지 

않을 때 지원받는다.23) 기금은 전통적인 자선기부의 성격으로 사용에 있어서 공익을 위한 형평성

이 매우 중요하며 기부자는 최종 보고서를 요구하는 이외에는 금융기관의 융자와 같이 자금의 사

용에 대하여 큰 간여를 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비영리조직들과 같이 조직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시장의 성격에 따라 보다 모금

활동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이 있다. 곧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시장의 성격에 따라 

비시장(No market), 제한된 시장(limited Market), 이윤 창출가능 시장(Low-profit Market) 등으로 

20)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4). Unlocking the potential : a guide to finance for social enterprise, p 13. 
21) Social Invest Forum (http://www.socialinvest.org/resources/research/)
22) Kingston John and Bolton Margaret (2004)."New approaches to funding not-for-profit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Volume 9 Number 2. p114.
23)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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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데24) 비시장의 경우 서비스나 상품지원의 대상이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적기업보다 사회적목적 실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융자, 투자와 같은 자

본보다는 자선적 성격의 기금이나 모금에 의해 자본을 조달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으로는 기존의 융자, 투자의 개념이나 장기적 으로 지원되는 인

내자본 (patient capital),  사회벤처자본은 전문성을 갖고 성장 잠재력을 지닌 사회적기업들에게 투

자하는 성격의 사회벤처자본 (social venture capital)이 있다. 사회벤처자본은 단지 투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관의 이사직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벤처자선기부 

(venture philanthropy)는 과거의 기금(grant)이 단순 지원의 형태에 비해 기금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투자의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4) 사회적기업 경영과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적기업들이 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관련 정보의 획득이다. 영국의 경우 Business 

Link를 통해 영국내 모든 기금, 융자, 컨설팅 자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재단센터 (Foundation Center)를 통하여 비영리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업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재단, 기업재단 등 사회적기업의 자본시

장 개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정부나 민간 등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상품개발, 홍보, 유

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연구, 자금 등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5) 사회적기업가 양성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재적 

사회적기업가의 발굴과 양성이다. 사회적기업가의 출발은 매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적기업가는 청소년에서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

양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

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CEO등이 은퇴 후 그들

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로 활동할 수 있도

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과 미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이 지식전달이 아닌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과 

현장이 연계된 사회적기업가 양성이 요구된다. 

24) Wolk Andrew M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 Government, A New Breed of Entrepreneurs Developing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of Advocacy.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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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04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2주차

경영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기업 박철 교수

(고려대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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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05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4주차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과 교회의 역할 정무성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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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06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4주차

사회적기업
& 실천사례 이상진 사무국장

(열매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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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례모음
* 본 사례는 아카데미 기간동안 영상으로 소개되거나, 

견학을 다녀온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 사례 1 : 피프틴(Fifteen) - 영상

 ☑ 사례 2 : 메자닌 아이펙 - 영상

 ☑ 사례 3 : 메자닌 에코원 - 견학

 ☑ 사례 4 : 고마운 손 - 견학

 ☑ 사례 5 : 오요리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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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01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2주차 영상

피프틴(Fifteen) 
레스토랑 www.fifteen.net

미운 오리 문제아가 백조 셰프 되다
피프틴 재단이 경영하는 영국의 유명 레스토랑 피프틴. 수익의 전부를 문제아를 셰프로 훈련시키는 데 투자

한다.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의 열정이 결합되어 더욱 잘 알려진 이곳에서 ‘더불어 살기’의 미래를 본다.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셰프 탄생’ 실화 

‘잘나가는’ 마약 밀매업자이자 자동차 털이범이었던 벤 채프먼 군. 열여덟 살 한창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모가 요리사가 꿈이었던 벤을 대신해 피프틴 재단에 지원서를 넣었다. 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셰프 

견습생으로 뽑혀 착실히 훈련 과정을 밟아갔다. 그러나 제 버릇 개 주기가 쉽지 않은 법. 어느 날 밤 차

를 훔쳐 집으로 도망쳤다. 

다시 감옥에 붙잡혀 간 그를 피프틴 관계자들은 끝까지 믿어주었고, 그 덕분에 다시 훈련에 참여했으며,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현재 피프틴 레스토랑의 보조셰프로일하고있다. 영국 런던의 레스토랑 

피프틴. 휴가철에는 관광객의 예약이 몇 개월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그런데 

다른 곳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 벤과 같은 특별한 사연이 레스토랑 설립 이유라는 것. 사연인즉 이곳에

서 일하는 15명가량의 젊은 셰프들이 한때 골칫덩어리로 손가락질받던 청소년들이었고, 피프틴 재단이 

마련한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셰프로 변신했다. 이 피프틴 레스토랑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은 영국의 스

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다. 그가 미운 오리 새끼를 백조로 만드는 이 프로젝트의 첫 포문을 열었다(그는 

피프틴의 설립자이자 상임이사이지만 오너 셰프는 아니다. 기금 마련과 홍보를 맡고 있다). 

15명의 젊은 이들의 도전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여 레스토랑 이름도 피프틴으로 지었다. 2002년 3월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셰프 지원자들을 모집, 이들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다큐멘터리 <제이미스 키친 

Jamie’s Kitchen>에 담았다. TV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방영되었으니, 국내 케이블 TV를 통해 피프틴의 다

큐멘터리를 본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피프틴은 삶의 막다른 길에 접어든 젊은이들에게 인생 2

막을 열어주는 사회적 기업이다. 18개월간의 혹독한 셰프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피프틴에서 근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런던의 유수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보내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피프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재단에 기부한다. “경쟁을 통해 견습생 후보를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훈련시키고 생활을 지원하고 졸업시키는 데 한 사람당 2만 파운드가량이 듭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피프

틴의 수익금으로 매년 새로운 멤버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킵니다.” 피프틴 재단의 마케팅 매니저 앤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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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는 이곳을 수익금으로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젊은이들의 직업 교육 및 취업에 투자하는 형식의 사

회적 기업이라고 요약한다. 혈기 왕성한 셰프 제이미 올리버는 초기에 피프틴의 기술적인 자문만 맡다가 

점점 깊숙이 개입하면서 재단 상임이사회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피프틴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사업

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젊은이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는 장일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셰프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벌어들이

기 때문입니다.” 제이미 올리버의 자부심과 확신에 찬 ‘자랑’이다.

요리를 넘어 인생의 성공자로 

하지만 쉽게 자포자기하는 젊은 이들에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인생의 상

처를 안고 있다고 해서 봐줄 수 없었다. 음식 한 접시를 만드는 과정은 ‘장난’이 아니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기 때문에, 매 순간 여느 예비 셰프의 훈련 과정과 똑같이 치열했다.

“타박은 후하고 칭찬은 박한 것이 손님의 생리입니다. 셰프란 실수할 기회도 없고 만회할 기회도 없는 

직업이지요. 정확한 마감 시간과 완벽한 팀워크를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셰프 훈련은 고달플 수밖에 없

습니다. 대신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그 어떤 직업 훈련을 한 사람보다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총디

렉터 리암 블랙 Liam Black 씨의 설명이다. 피프틴은 단지 요리 기술만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장애 요소, 가령 빚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바로 이런 점이 일반 ‘기술 전문 학교’와 다른 요소

다. 후원자들은 운영 비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견습생들의 멘토나 재정 문제를 상담해 주는 전문가 등도 

연결해준다.

리암 블랙 씨는 피프틴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 이렇게 설명 한다. “피프틴 레스토랑은 젊은이

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 자신의 좌표를 완전히 바

꿔서 살아갈 기회를 마련해주려 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

스로 재정립하도록 돕는 것이죠.”

사회학자 제라드 레모스 Gerard Lemos 씨는 피프틴의 지난 7년간의 활동을 분석했다. “피프틴의 프로젝

트는 소위 문제아나 낙오자라고 불리는 젊은이에 대한 과거의 접근법과 다릅니다. 피프틴 재단은 이런 

젊은이들이 전문 기술과 지위 그리고 포부를 지닌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점을 공략했지요.” 

그는 포부와 열망이 없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기술이 아닌 꿈을 갖게 해주었

다는 점이 피프틴의 성공 비결이라고 보았다. 한편 젊은 나이에 일약 스타가 된 젊은 셰프 제이미 올리

버는 자신의 명성이 오히려 피프틴 자체의 훌륭한 뜻을 오락거리나 속물스러워 보이게 왜곡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라드 레모스 씨는 제이미가 피프틴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분석했다. “제이

미가 매일 레스토랑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견습생들은 그를 롤 모델 삼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

의 명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수월하게 섭외할 수 있었으

며, 무엇보다 그는 특유의 ‘쿨’한 성격으로 견습생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습니다.” 2002년 첫 회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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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두 아이의 젊은 엄마 케리 앤 던롭이 훈련 도중 동료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던 날, 제이미가 그에

게 전화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상한 조언을 해주었다.

“통화하는 내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제이미 올리버가,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늦은 밤 제게 

전화해 긴 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다니요. 세상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믿고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

해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소중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창 시절 문제아로 퇴학당한 뒤

로 늘 의기소침했던 케리 앤은 이제는 요리뿐 아니라 어떤 일에도 도전할 의욕이 생겼다.

런던의 피프틴 레스토랑이 모범 사례가 되어 암스테르담(2004), 콘월(2006), 멜버른(2006)에 분점이 생겼

다. 단지 청년 실업자나 문제아의 직업 훈련에 머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감을 일깨워주며, 동

시에 경영의 성공과 수익을 거둔 그들의 차후 행보에도 주목해본다.

※ 출처 : 행복이 가득한 집 200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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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피프틴' - 불량 청소년 요리사 만들기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세운 런던의 레스토랑 ‘피프틴(Fifteen)’이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다. 런던 금융가 시티 북쪽에 위치한 피프틴은 올리버가 불량 청소년을 돕기 위해 5년 전 

설립한 레스토랑이다. 주변에 아무런 식당이나 상점도 없고, 고급식당 같은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허름한 동네의 4층짜리 벽돌 건물이다. 그러나 이 식당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즐

겨 찾는 명소가 됐다. 

요리사보다 요리 운동가로 통하는 올리버는 15명의 불량 청소년을 불러모아 이 레스토랑에서 혹독한 훈

련과정을 거쳐 정식 요리사로 만들어 사회로 배출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이름이 피프틴이 됐다. 15명

의 문제 청소년이 번듯한 요리사로 자립하기까지 과정은 ‘제이미의 키친(Jamie's Kitchen)’이란 제목으로 

영국 채널 4 TV에서 방영됐다. 국내에서도 2004년 ‘제이미스 키친 스페셜’이란 제목으로 케이블 TV 푸드 

채널에서 방영됐다. 올리버의 유명세에 불량 청소년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더하면서 피프

틴은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됐다. 

사회적 기업이란 돈만 버는 데 급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과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피프틴은 식당 영업을 통해 돈을 벌되 이 돈으로 불우한 환경의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

을 시키고 자립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다. 최신 정부의 기업통계 자료를 보면, 영국의 사회

적 기업은 2005년 기준 5만5천 개에 달하고, 매출액은 연 270억 파운드(약 50조2천923억 원)에 이른다.

10월로 만 5년을 맞는 런던의 피프틴은 그동안 5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일주

일에 하루 전문 요리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주5회 피프틴 주방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 이들에겐 제이미 

올리버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을 3일 동안 둘러보는 요리여행 기회도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불량 청

소년은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번듯한 요리사로 거듭나고, 졸업식장은 매번 눈물바다가 되곤 한다.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친 젊은이들은 영국은 물론 미국, 유럽 여러 나라에서 레스토랑에 취업하거나 자기 레

스토랑을 운영한다. 

대략 훈련생의 65%가 요리사로 사회에 진출한다. 이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은 피프틴 레스토랑

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피프틴은 세계에서 레스토랑 식비가 가장 비싸다는 런던에서도 값이 좀 더 비싼 식당에 속한다. 하지만 

매일 손님들로 꽉 찬다. 주말에는 3개월 분의 예약이 밀려 있다. 1층 이탈리아 식당은 1인당 25∼50파운

드(약 4만7천∼9만3천 원), 지하 고급식당은 세트 메뉴가 1인당 100파운드(약 18만6천 원) 정도 한다.

패스트푸드 반대 운동가 올리버가 세운 레스토랑인 만큼 계절별로 신선한 채소들로 이뤄진 건강식 메뉴

가 특징이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재료’라는 올리버의 철학 때문이다. 레스토랑 피프틴의 

수익금을 받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피프틴재단의 파트너십 담당자 미랜 노더랜드 씨는 “우리

는 자선단체가 아닌 진짜 레스토랑이고, 진짜 기업”이라며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서비스로 돈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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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으로 불우한 젊은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자선을 위

해 식당을 찾아오라고 해선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가 좋아야 손님이 찾아오고, 

식당의 수익이 나야 그 돈으로 젊은 요리사도 양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여기에 오는 16∼24세 젊

은이들은 알코올과 마약중독, 가출, 실직, 범죄 경험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음식재료와 요리 전반을 배우는 과정과 함께 ‘나도 올리버 같은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감정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프틴에서 일한 지 1개월 된 안토니오 카리에리는 “제이미 올리버는 잘난 체 하지 않고 매우 친절한 

최고의 남자”라며 “장차 올리버 같은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피프틴은 런던 외에 영국 남

서부 콘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멜버른에도 분점을 냈고, 장차 전 세계 곳곳에 분점을 둔 국제적

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피프틴 같은 사회적 기업이 개념조

차 생소하다. 지난 7월에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본격 육성하

기 위해 후보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있다. 

※ 출처 : 월간 'midas' 200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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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02~04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3주차 견학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메자닌 아이펙
메자닌 에코원

고마운 손

1. 1호 사회적 기업 메자닌 아이펙 성공 비결

1) 기업경영을 통한 운영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 사업을 민,관이 연합하여 진행하여 왔었다. 이

러한 빈곤 탈출 자활 사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

던 일이다. 

괭장히 의미있고 좋은 일이였지만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빈곤의 대

물림을 끊고 가난한 분들이 스스로 살아갈수 있는 기반을 각 자활 단체들은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필자는 자활사업 실패의 원인을 쉽게 이야기 한다면 기업 경영 마인드가 없는 사회복지사가 자활

사업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마인드만을 가지고 자본주

의 시장경제속에 뛰어 들어 일반기업과 경쟁을 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전국에 흩

어진 수백개의 자활단체는 점점 사업 중심이 아닌 국가의존을 통한 수입보조 사업에 치중하여 지

금의 자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회적 목적 사업을 위한 기업 활동(사회적기업)을 많이 

해 왔지만 대부분 성공하는 단체가 드물었다. 필자는 지금의 많은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자활단체

와 마찬가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즉 사회적 공익을 중심으로 사회복

지 마인드만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과 실력이 없는 기업의 모습이 현재 우

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에 메자닌 아이펙은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이지만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는 사회에 초점

을 맞추기 보다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 나갔다. 필자에게 있어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바로 전문 경영인 이다.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메자닌 아이펙은 

초기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였고 정당한 보수와 독립적인 권한을 주어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포커

스를 맞추었다. 

이에 현재 메자닌 아이팩은 전문 경영인의 경영능력에 힘입어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여 약 200여개

의 업체에 박스(BOX)를 납품하는 중견기업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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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문경영인을 통한 경영은 새터민 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 었다.  새터민 분들은 

아직 남한 사회속에서 누군가 이끌어 줄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 메자닌 아이펙 사장은 영업적으

로 조금 거친 면이 없진 않지만 새터민분들에게는 정신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조

건을 갖추었다.

즉 일을 통하여 스스로 남한에서 살아가는 교육1) 을 진행하였고 그 중심에는 전문 경영인이 함께 

먹고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 전문 경영인은 사업에서 뿐 아니라 정신적 멘토의 역할도 감

당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새터민들도 일을 한 후 얼마 있다. 자신들이 만든 물건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부심은 결국 자존감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급여도 차등

지급하고 인센티브의 제도를 활용하여 점차 차근 차근 자본주의 체제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을 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을 남한 사회에서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새터민 통합교육으로 보고 있다.

2)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동기 유발

사회적 기업의 성공 요인의 두 번째는 바로 교육이다. 2008년 5월 공장 설립이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새터민 직원 교육이였다. 처음 새터민 직원들은 일반 남한 제조업자의 30% 역량밖에 

일을 하지 못하였다. 생산성은 나오지 않게 되니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매번 야근을 하게 되었

는데 그러다 보니 야근 수당이 늘어 남한 사람 임금의 2.5배(일반적인 동일 제조업 급여 수준) 이

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맞았다.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로 생산

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이에 기업은 초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정말 눈물과 헌신으로 이분들을 교육하며 야단치며 달래고 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던 것이 당시 우리의 마음이였다. 하지만 우린 힘들때 마다 기도하

며 이분들을 믿었다. 믿음이 안가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아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을 저들

은 신뢰로 답해왔다. 우리를 신뢰하고 기업에 주인의식이 들어간 10개월 후 드디어 우린 아무도 성

공하지 못할 거라던 사업이 월 매출 2억 4천이란 흑자로 전환하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열매나눔재단 교육팀이 실행한 여러 교육중 실예를 하나 든다면 그들과 함께 직접 대기업에 가서, 

그곳의 하청라인을 견학해 보고 우리가 하는 박스 제조하는 일을 같이 해보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박스 공장에 가서 같은 박스를 똑같이 만들어 가는데 남한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할 때 손이 안 보

이는 것을 보더니 사람들은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일반 박스 제조업에서 일하는 남

한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해 듣고 놀랐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그냥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이 나오는 것이 아니였던 것을 이분들이 점차 알게 되었다.

1)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였기에 최초 들어간 많은 탈북자 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 남아서 일을 하냐고 질문
하곤 한다. 이에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자존감 회복 그리고 일을 통한 
교육이 중요했다고 이야기 한다. 즉 출근하는 것, 적금하는 것, 퇴근하는 것, 식사 하고 쉬는 것 등이 일을 통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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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여 자신들 두 배 이상을 하는데 급여는 자신들보다 더 적게 받는

데 많은 충격을 받았다. 견학을 갔다 온 후 사람들은 자신들 끼리 서로 독려하며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을 보여 줌으로 우리에 대한 감사함을 대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렇게 우린 신

뢰가 형성되었고 그 신뢰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사랑과 우정으로 발전되어 이제 우린 한 식구 한 

기업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구경하러 온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궁극적인 성공 비결이였던 것이다. 

새터민 참여자 교육은 참 많이 힘들다. 처음에는 많은 탈북자 단체들이 하는 방법으로 개인별 컨설

팅도 해보고 멋있고 유능한 분들 모셔서 동기 유발도 해 보았지만 그런 방법이 이분들에게 먹히지 

않는 다는 것을 후에 깨달았다. 탈북자 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남한내 탈북 단체들에게는 

죄송하고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그 분들에게 교육에 대해 배울 것이 없었다. 우리가 새터민 사업을 

하기전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탈북자 분들은 부정적이고 해도 되지 않은 엄청나게 힘든 분

들이라는 것이 대부분이였다. 그래서 인지 우리가 처음 탈북자를 위한 기업을 만든다고 하였을 때

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과 말을 해주신 분들도 남한에서 탈북자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였다.

처음에는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배신 등을 겪게 되면서 이분들의 충고가 사실인 것 같았다. 하지

만 많은 아픔을 통해 우리 교육팀들이 연구하고 탈북자 만나보고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눈 높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일반 타 탈북

자 지원단체와 마찬가지로 가두어 두고 주입식 방법의 교육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

육도 눈 높이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쓸모 없는 교육일 것이다. 이에 우리 팀은 탈북자 분들의 

눈높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한내 법을 알려 주기위해서 헌법과 법령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우린 어떤 상황 연극을 통해 벌

어지는 상황을 이야기 하고 그에 따른 답을 탈북자 분들이 스스로 알아 가게끔 보여주고 함께 몸

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진행했었다. 결론은 대박이였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몰랐다는 분들이 

상황극을 통해서는 금방 이해하였다. 일을 통한 교육도 너무 좋았다. 4대 보험과 기타 세금에 대한 

강의를 수없이 한들 몰랐던 부분들을 자신들이 취업을 통해 직접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해 하

고 알게 되었다. 우린 사회적 기업 안에서의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모두 교육이라 생각했다.

출퇴근 하는 것도 교육이였고, 은행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교육이였고 남한 공장에서의 조

직생활과 출근부 작성 월차 사용, 휴가 사용등 모든 것이 일을 통한 교육으로 진행했었다. 이에 우

리는 사회적 기업 메자닌 아이펙을 단순하게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우린 메자닌 아이펙을 실질적

인 교육 기관으로 이분들 인큐베이팅 하는 귀한 곳으로 보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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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자닌-에코원

희망 공장1호 메자닌-아이팩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이후 2008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복지 관련 

기관간 토론, 협의를 진행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를 주제

로 실현 가능한 방법적 관점에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다. 열매나눔재단이 기업연계형 취약계층 일

자리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가 파주의 희망공장 1호 메자닌-아이팩 박스공장 견학한 후 

열매나눔재단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희망공장인 2호인 메자닌-에코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메자닌-에코원은  ‘블라인드 및 커튼 사업’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 ‘블라인

드 및 커튼 사업’은 현대인의 주거문화에 대한 생활의 질이 올라가면서 오픈 공간(빌딩, 사무실, 관

공서, 아파트, 체육관 등 각종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각종 블라인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

에 있음을 감안, 제품의 질도 고급화를 추구하며 독자적인 완제품으로 제공할 시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후 지속적인 자생적 모델로서 일자리를 생산 

구축이 가능, 전국 사업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희망공장 2호 메자닌-에코원 블라인드 사업은 시민사회와 기업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공헌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명명하였으며,  복지부 후원, 사회투자지원재단, 

SK에너지, 열매나눔재단 공동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 

메자닌-에코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설립목적에 동

참한 (주)우드림(대표 정주태), 예원인테리어(대표 이행용) 등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정적

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재투자 및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2009년 현재 2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노숙인·부

랑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욕 회복을 위한 직업체험 교육 및 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된 취약계층 20명은 기초생활수급자 15명, 차상위계층 5명으로 이 중 10명은 새터민

이며, 특히 새터민의 경우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정착지원 제도의 한계를 넘어 직업교육 및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주)고마운 손 
 

희망 공장3호 주) 고마운손 은 2009년 7월 설립한 사회 공헌 기업이다. 새로운 유형의 1, 2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사회적 기업의 나갈 방향성을 제시한 발전된 모델링으로 이로 인해 정부는 본 사업 

확대를 위해 3호 공장 추진을 건의하여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를 주제로 실현 가능한 방법적 관점에서 구체적 논

의가 좋은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열매나눔재단과 보건복지 가족부 그리고 주) S.K 가 지원하

여 설립한 주) 고마운 손은 년 매출 1000억 대의 주) 쌈지와 함께 만든 희망공장이다. 주력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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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의 지갑, 핸드백, 신발이 주력 상품으로 현재 매달 1만개의 쌈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 고

마운 손은 부천에 위치해 있으며 총 생산직 이원 150명을 목표로 1차로 50명의 생산직이 투입되어 

총 7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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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05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4주차 영상

오요리 
- 오가니제이션 요리 www.orgyori.com

꿈을 향한 슬로 쿠킹 ‘오요리’

홍대 앞에 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그곳에는 여느 레스토랑과 다른 특별함이 숨어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낯선 다양한 

문화의 요리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적의 쉐프와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출신 쉐프부터, 러시아에서 온 홀 담당까지...

한국인 남자를 맞아 결혼과 함께 한국을 선택하고 우연한 계기로 요리사가 됐다는 공통점만으로도 

너무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볼까요?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 

위치는 홍대 앞, 장르는 아시아 퓨전 비스트로, 이름은 ‘오요리’레스토랑이다.  선언적이어야 할 이

유가 전혀 없는 이 문장 앞에서 괜스레 마음이 비장해진다. 그것은 ‘오요리’사람들을 만난 후의 후

유증 같은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꿈’을 보았을 때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 쉽게 꺼지지 않는 카

푸치노 거품처럼 밀도 높은 희망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128｜2010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백서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수상 소감이 아니다. 짧은 질문은 그들의 ‘일과 직업’에 대해, ‘직장’에 대해 

던진 것이었고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일이 재미있고 직장이 좋다는 사람들. 모두 ‘오요리의 셰

프’라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제외하면 그들 각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마리

아는 인도네시아가 모국이고 토이는 베트남에서 태어났다. 미찌코는 일본에서, 조세파는 필리핀에

서 왔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각자의 모국에서 단 한 번도 요리사를 꿈꿔보지 않았

다는 점이다. 

그들이 꿈꾼 것은 행복한 가정이었고, 그 가정은 한국에 있었다. 결혼과 함께 한국을 선택한 다문

화 가정의 이주여성들. 결혼이라는 삶의 ‘전환점’에서 조금 더 큰 ‘턴’을 그렸다는 점에서 조금 다를 

뿐 이제 그들은 남편처럼, 자녀들처럼 ‘한국인’이다. 길게는 18년을 한국에 살았다. 그러나 인생에 

전환점이 꼭 한 번만 있으라는 법이 있는가. 결혼이 그들에게 삶의 2막쯤 된다면 ‘오요리’는 그들에

게 인생의 3막이다.

요리에서‘길’을 찾다, 오가니제이션 요리 

‘오요리’의 탄생에도 ‘다문화 가정의 탄생’만큼이나 남다른 산고가 있었다.‘ 오가니제이션 요리

(Organization YORI)’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은 처음부터 타고난 사명이 달랐다.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에 있다. 노숙자에게 잡지 판매 일자리를 제

공하기 위해 창간된 영국의 주간 대중문화잡지 <빅 이슈(The Big Issue)>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

해 판매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게’ 등은 잘 알려진 사회적 기업의 예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오요리’가 있다. 오요리의 가계를 정리해 보자. 오요리는 영등

포에 위치한 ‘하자 센터’에 둥지를 틀고 있다. 1999년에 개설된 하자 센터의 공식명칭은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로 연세대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

양한 직업•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일도 활발하다. 그중 ‘오가니

제이션 요리’는 2008년 10월 인증을 받았다. 한국인, 외국인, 전문가, 사회생활 초보자, 무경력자 등

이 섞여 있는 32명의 직원들이 다문화 이주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퇴소 청소년, 여성 가장들

과 요리를 통해 길을 찾아가는 곳이다. 

그리고, 하모니와 케이터링까지! 

인도네시아를 떠나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며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던 마리아도 하자 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제빵, 떡 만들기, 바리스타 등의 여러 쿠킹클래스를 차례로 이수한 그녀는 

이제 인도네시아 메뉴를 개발하고 케이터링 요리를 담당하는 셰프가 됐다. 그녀처럼 오요리의 셰프

가 되어 인생의 또 다른 지평으로 성큼 걸어나간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현재 7명이다. 특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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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인 박성배 총괄 셰프를 포함해 3명의 한국인 셰프가 함께 하면서 전문성과 맛의 균형감각을 

지키고 있다. 

오요리의 셰프들은 하자 센터 내에 유기농 원두커피와 갓 구운 빵을 제공하는 카페 ‘그리고’와 주 

5일 점심식사를 판매하는 소규모 급식 식당 ‘하모니 식당’을 운영하면서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다문화 행사에서 주문이 많은 케이터링 사업은 오요리의 간판 사업이다. 한식과 양식, 티파티 

다과상은 기본이고 단호박 디저트 꼴락(Kolak)이나 월남 쌈, 쌀국수 등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다문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케이터링이 입소문으로 알려지면서 오요리의 셰프들은 나날이 바

빠지고 있다.

진기한 각국의 요리들을 맛보다 

홍대 앞에 오요리 레스토랑은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을 전담하는 성낙훈 셰프와 박정

민 셰프는 한국인이지만 오픈 전 1년 동안 오요리의 셰프들이 모여서 다문화 요리개발 워크숍을 

통해 개발한 메뉴들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다. 이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가 된 이들에게 어

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추억의 요리들을 다시 기억해 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소중했다. 

그리움과 자부심이 함께 들어간 타이식 해산물 샐러드, 해산물 라구, 말레이시아식 미고랭, 나가사

키 짬뽕, 다다르굴릉, 담스키에발츠키 등 20여 가지 가정식 요리와 디저트가 엄선됐다. 

볶음국수요리인 미고랭은 보통 간장 소스로 맛을 내지만 오요리에서는 매운 맛이 강한 말레이시아 

남부 지방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 청양고추로 맛을 냈다. 다다르굴릉(Dadar gulung)은 인도네시아에

서 자라는 빤단(Pandan)이라는 식물로 생과 향을 내고, 팜슈가와 코코넛 슬라이스로 속을 채워 맛

을 낸 인도네시아 디저트다. 

가격대도 6,000~20,000원 사이여서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다. 음식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이 서로를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 이다. 오요리의 손님들은 이국적인 음식에 눈을 뜨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외국인이 없는 오요리 레스토랑 

러시아에서 온 타티아나 와 미얀마에서 온 하울룬씬이 홀 서빙을 책임지며 넓은 세상의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행여 자신의 모국을 여행했다는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9년째 한국

에서 살고 있는 타티아나가 서툰 한국어로 작성한 11월 어느날의 일기를 옮겨 본다. 

“저녁때 많이 바뻤어요. 하자 사람들이 초대 했어요. 그레서요 정신이 없어서요. 나한테 오늘은 서

빙 처음 하는 날이에요. 실수도 초금 했어요. 주문 하실대 모듬 버섯 소고기 덮밥 못들었어요.” 

망설임, 설렘, 걱정, 도전, 시행착오, 그리고 성취감. 다문화가정의 여성이었기에 주어진 기회지만 같

은 이유로 더 힘들었던 과정을 그들은 즐겁게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마음 불편한 점도 있다. 

레스토랑이 오픈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진기한 메뉴보다 이 여성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더 쏟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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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오요리의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박현정 씨는 “그들을 그냥 한국인으로 봐 달라”고 당부한다.

“초창기에는 함께 일할 분들을 찾아다녀야 했다고 들었어요. 워낙 사회적 편견이 많다 보니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냥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고 싶을 뿐인데 자꾸 다

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생활에 대한 침해도 있으니까요.” 

오요리의 셰프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 한국인이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에이스급 요리사다. 조세

파는 가장 자신 있는 음식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꼽았을 정도다. 

요리 전문 잡지에 다문화 요리를 소개하는 칼럼도 연재하고 있다. 계절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

하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일은 이들의 중요한 일상이다. 이제 신문 뉴스의 사회면이 아니라 주

말 섹션의 ‘맛집’ 란에 소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모여 앉으면 남편 흉을 보기도 하고 육아

와 자녀 교육에 대한 수다를 그치지 않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들이다.

인도네시아를 떠나온 마리아도 하자 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제빵, 바리스타 등을 차례

로 이수하고 이제 셰프가 됐다. 그녀처럼 오요리의 셰프가 된 다문화 가정 여성은 7명이다.

서로 닉네임 불러요 

처음 접해보는 이국의 요리가 항상 맛있을 수 없듯이 오요리도 서로 입맛을 맞추기 위한 내부 진

통이 없지 않다. 성장 배경과 처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벽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

는 장애물이다. 사람을 키워내는 대가로 효율성을 양보해야 할 때도 있다. 일은 느리고 서툴며 실

수투성이다.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 자신의 길을 찾아 독립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재료 자체의 맛을 고스란히 살려낸 요리가 최고의 맛을 내듯 오요리도 사람에게 시선을 맞춘다. 직

함 없이 서로 닉네임을 부르는 것은 이들이 서로를 수평적으로 바라보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이자 

하자 센터로부터 전해진 기업의 문화다. 

3년 전부터 조금씩 돕다가 지난해 7월 아예 정식으로 합류한 박성배 총괄 셰프의 별명은‘다지기’다. 이

름 그대로 케이터링과 레스토랑의 요리 부분을 책임지며 기초를 다져 온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같이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분들의 꿈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이 보이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한국판 ‘피프틴’을 꿈꿔요 

이제 오요리는 꿈을 인큐베이팅하는 현장이 됐다. 지금 이들이 함께 꾸는 꿈은 오요리 레스토랑이

지만 마리아나 조세파는 기회가 오면 모국으로 돌아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꿈을 가지게 됐다. 요

리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다. 

오요리의 다음 창업 프로젝트는 한국판 ‘피프틴(Fifteen)’이다. 영국의 레스토랑 피프틴은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를 사회적인 명사의 반열에 올려놓은 곳이다. 그는 실직하거나 전과가 있는 소외 청

소년들을 ‘요리사’로 훈련시켰고 레스토랑은 수개월씩 예약이 밀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열매나눔재단 ․ 기독교윤리실천운동｜131

현재 오요리는 3월부터 1년 과정으로 양육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리

를 가르치는 ‘영셰프(OChef)’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 년 후면 이들 중에 훌륭한 셰프들이 탄

생할 것이고 그들을 주축으로 오요리는 ‘청년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이다. 그래서 오요리 레스토

랑의 생존기, 혹은 성공담은 중요하다.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튼튼한 사회적 기업으로 살아남는 

일에 여러 사람의 꿈이 걸려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요리의 음식을 통해 만나는 동안, 조직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회의 구석구석, 막힌 모세혈관까지 피가 통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리로 엮는 세상은 언제나 풍족하고 따뜻하다. 

※ 출처 : 풀무원 사외보 <자연을담는큰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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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1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컨설팅,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01. 조직형태

민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과한 법률] 제2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미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행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02. 사회적목적 설립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실현할 것

(제9조)사회적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충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

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해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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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04. 유급근로자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05.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06.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경영컨설팅지원

01. 컨설팅 원칙:맞춤형 컨설팅 제공

  •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금액 내에서 권역별 지원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 고용지원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한 컨설팅 분야 및 제공기관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3백만원 이상은 모니터링 기관이 심사)

  • 권역별 지원기관은 컨소시엄, 협력기관, 프로보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상시적·지속적 컨설팅의 제공을 위해 노력

 

02. 컨설팅 기간 및 한도 금액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자부담 없음) 

※ 고용노동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간 업무협약에 의

한 지원 대상(별도 통보)

  • 사회적기업 : 

    ① 연간 10백만원, 3년간 총 20백만원 이내 (자부담 10%)

    ② 연간 20백만원, 3년간 총 30백만원 이내 (자부담 20%)

지원대상 : 연간 매출액 5억 이상&인증 1년 도과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2년 도과 사회적

기업(매출액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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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컨설팅 종류

지원금액 신청기관자부담 지원대상 제공가능기관 컨설팅 분야
(예시)

3백만원 이하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자체, 중
앙부처)

6개 지방청등록 
기관 (권역별 지
원기관은 컨설팅 
제공이 불가하
나, 컨소시엄기
관은 제공   가
능전문분야 지원
기관은 제공 가

능

기초컨설팅, 동
료 컨설팅, 내부 
경영전문가 양
성, 경역혁신 컨
설팅, 컨설팅 후
속조치, 공동컨

설팅 등

3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3백만원 초과분
의 10% 사회적기업

10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3백만원~10백
만원미만 

10%10백만원 
초과분의 20%

사회적기업 중 ① 연간 
매출액5억원 이상& 인

증 1년 도과 
② 매출액과 무관하게 

인증 2년 도과

 ※ 단기·상시 자문은 권역별지원기관이 컨소시엄기관, 협력기관, 프로보노 등을 활용하여 무료로 제공 

04. 컨설팅절차

  ① 컨설팅 기관 등록

  ② (예비)사회적기업이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컨설팅 신청

  ③ 고용지원센터 (혹은 경영지원 모니터링 기관)의 심사·승인

  ④ (예비) 사회적기업·권역별 지원기관·컨설팅 제공기관 3자 협약 체결

  ⑤ (예비) 사회적기업 자부담 납부 및 컨설팅 착수

  ⑥ 컨설팅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⑦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실적 확인 후 고용지원센터가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컨설팅 제공기

관에게 비용 지급 

전문인력지원

01.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3인을 한

도로 최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청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경영학 관련 학사 학위 등을 소지한 청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2인

을 한도로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02.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전문인력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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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내용

  • 전문인력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 지원금액 및 신청기관 자부담 : 월 1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

분은 신청기관이 자부담

※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 4대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0%(1차년도)→ 30%(2차년도)→50%(3

차년도)로 연도별 상향조정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12개월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최대 3

년간 지원 가능)

  • 전문인력의 이직과 대체 채용

    - 사회적기업은 지원받고 있는 전문인력이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

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지원기간 이내에 전문인력이 이직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계속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절차 및 지원기간 

* 당초 승인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계속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채용될 자가 전문인력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 채용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2개월이내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에서 기존 전문인력의 근무 기간을 뺀 잔여기간 임 

※ (예시) 1월초에 채용한 인원이 4월말에 퇴직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을 6월초에 채용하였을 때 지

원 기간은 다음 해 1월말까지 8개월임

* 당초 승인받은 분야 이외의 분야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새로이 신청하고 이를 사회적기업 전문인

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경우에도 지원기간은 12개월에

서 기존 전문인력의 근무 기간을 뺀 잔여기간 임

04. 지원절차

  • 1단계 : 권역별 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 분야, 인원 등을 협의

  • 2단계 : 신청/접수(신청기관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 활용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지방노

동관서에 제출)

  • 3단계 : 지방노동관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4단계 : 사회적기업, 지방노동관서 간 지원약정 체결

  • 5단계 : 전문인력 채용(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전문인력 범위 해당 여부를 검토/승인

  • 6단계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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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지원

01. 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류션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가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Wikepedia)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 또는 시장실패를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비즈니스 벤처(Virtue Ventures, 2005)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사업적 기회를 찾는 것.(이를 구현해내는 사회적기업

가의 아이디어, 도전정신, 열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함)

※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GSVC(Global Socail 

Venture Competition)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ASHOKA, Echoing Green, Schwab foundation 등

에서 사회적기 업가 발굴과 양성에 힘을 쓰고 있음

02. 소셜벤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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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에서의 소셜벤처의 의의

  • 국내에서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이윤 

추구) 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음 

  •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운영 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업에 비해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설립 기준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방

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 지원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소셜벤

처 창업을 장려하고 있음. 특히, 청년 계층의 소셜벤처 창업이 돋보이며 중소기업 또는 퇴직자

의 소셜벤처로의 전환 등도 유력한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 

04. 소셜벤처 해외사례

  • 베어윈드 에너지 협동조합 <영국> : 환경/대안에너지 개발형 

    - 1996년 설립된 영국 최초의 풍력 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공동체 성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DTI(무역산업부) 에너지환경기금에서 협동조합 설립자

본 50 만 파운드를 지원받았으며, 이후 1996년과 1998년 2차례에 걸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식 발행 을 통해 1,9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마련

    - 풍력 발전을 통해 현재 1400개의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

로 투자자 들에게 연간 약 7.2% 정도의 배당금을 제공

    - 수익의 지역사회환원 목적으로 연간 약 90만 파운드 정도를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

    - 재단을 수립해 이윤 중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교육을 위해 사용

  • 딜라이트 d.light <미국> : 제3세계 빈곤타파/기술혁신형 

    - 서아프리카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있던 시절 친구 아들이 등유랜턴에 심한 화상을 입은데서 

아이디어를 낸 Sam Goldman Sachs와 Ned-Tozun이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만나 공동창업

    - 등유랜턴 대신 Forever-Bright라는 전등 기구를 개발하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off-grid) 제3

세계 16억명에게 공급하는 사회적 벤처기업

    - d.light는 석유 기반의 조명보다 더 값싸고 안전하고 밝은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활용하여 

저렴 하고 안전한 조명을 개발함으로서 이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지역에 보급할 계획 

: 비용절감(석유를 기반으로 한 조명보다 저렴함) 

: 안전한 기기사용(화재예방)

: 건강증진(연소로 인한 실내공기 악화를 방지)

: 생산성 증가(밤시간을 활용한 생산활동이 가능하여 수입증가 예상)

: 교육적 향상(촛불보다 10배 강한 밝기로 가족구성원이 밤에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전거 정수기 ‘아쿠아덕트’ : 발상의 전환/아이디어 혁신형 

    - “혁신하거나 죽거나(Innovate or Die)”는 인력 페달을 이용한 국제 발명품 대회이다. 이 친환

경 이념의 ’08년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다국적 디자인 회사 IDEO의 ‘아쿠아덕트’ 물을 실

어 나르는 운송 수단의 기능과 물 저장 장치 그리고 정수기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자전거에 물을 담아 집으로 달려오 면 정수가 완료되는 것이다. WHO에 따르면 개량된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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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 11억 명에 달함 

    - 사회적 가치 : 저렴한 비용으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가정의 오염식수 문제 해결

    - 아이디어 : 자전거를 타는 동안 페달을 통해 얻어진 동력으로 정수 움직일때는 물론 정지 시

에도 정수가 이루어짐 정수탱크는 탈착이 가능하여 집안으로 이동 가능

  • Santropol roulant <캐나다> : 지역사회 연계(세대간 통합/지속가능한 공동체)형 

    - 미션 : 몬트리올 지역 거동이 불편한 노인, 주민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

키고, 음식을 통해 세대 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고립 해소,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고자 혁신

적인 음식배달사업과 세대 통합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대와 문화적 차이 해소, 

도시 생태학 측면에서 조직의 모든 활동과 운영체계에 환경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가능

한 에코시스템을 갖춘 공동체를 만드는 것

    - 설립 배경 :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던 ’95년에 2명의 청년실업자에 의해 만들어짐 : 지역에 청

년이 남아 사회적가치 및 직업경험 쌓은 후 의미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시작

  • XO-1(100달러 노트북), OLPC <미국> : IT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공헌형 

    - 미국 델라웨어 주의 비영리단체인 OLPC(One Laptop per Child)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MIT 

Medial Lab의 멤버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일반적 시중 판매 없이 제 3세계의 개발 도상국 어린이에게 현대적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 

목적

    - 한 대를 구입하면 개도국 어린이 한 명에게 하나의 컴퓨터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3세

계 정부 를 통해 학교에 공급

    - 구글, 이베이, AMD, 레드햇, 뉴스코프, 브라이트스타 등의 기업이 자금 지원

    - 2008년부터 아마존을 통해 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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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2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노동부 소셜벤처 수상자
팀명 구쿨

아이템명 포 해피렌트

회사 소개

사업분야
교육 및 
사회복지

팀명 구쿨 지역 대구 ․ 경북

대표자명 김하나 소속
대구구남여자정보
고등학교 3학년

이메일 missna22@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포 해피렌트는 교복 전문 대여업체임. 학생들의 교복을 회수하여 상품화 작업을 
거친 후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기간만
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팀명 메밀꽃 필 무렵
아이템명 “5일장 문화콘텐츠 1인기업 100“

회사 소개

사업분야 문화 팀명 메밀꽃 필 무렵 지역 대구
대표자명 신형묵 소속 메밀꽃 필 무렵 이메일 5151@paran.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인큐베이팅을 통해 육성된 블로그 네트워크인 100개의 1인 기업은 고객의 5일
장의 문화적 기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창업 활동을 통하여 전국 500개 5일장
의 경제, 문화 활성화를 이루게 하는 목표

팀명 BARA WEDDING DRESS
아이템명 사회적 기업의 미래, 꿈꾸는 부산

회사 소개

사업분야
기타

(의류제조)
팀명

BARA WEDDING 
DRESS

지역 부산

대표자명 김대일 소속
BARA WEDDING 

DRESS
이메일 hk2424@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저희 바라 웨딩드레스는 교육을 통해 전문 디자이너 양육 및 봉제 인력양성, 취약계
층과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교육하여 훈련된 
인력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팀명 에코웨딩&리빙
아이템명 에코웨딩&리빙

회사 소개

사업분야
친환경,문화

/예술
팀명 에코웨딩&리빙 지역 서울

대표자명 이경재 소속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메일 kjkj715@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 Mission : 환경시대의 지속 가능한 Eco-Life Solution 제공자로서 Second Life의 시
작인 에코웨딩을 통해 새로운 결혼 문화를 도입하고 녹색가정을 탄생, 확산 시킨다.
- Vision :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비롯한 결혼식 전반에걸친 제품을 개발하고 연
관 사회적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Eco-Life
를 확산시키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코웨딩&리빙의 허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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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오르그닷
아이템명 윤리적 패션플랫폼 2.0

회사 소개

사업분야
환경,문화/
디자인

팀명 오르그닷 지역 서울

대표자명 김진화 소속 (주)오르그닷 이메일 ceo@orgdot.co.kr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지구와 사람에 이로운 패션으로, 우리는 패션을 재창조(reinvent)합니다. 세계최
고 봉제기술 그러나 워킹푸어로 전락한 봉제노동자 세계최고 디자인파워 그러나 
청년실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디자이너 웹2.0 기반 커머스 플랫폼으로 아래
로부터 패션을 혁신합니다

팀명 WARM'S 프로젝트
아이템명 WARM'S SCM

회사 소개

사업분야
농산물 및 
농산물부산
품 유통중개

팀명
WARM'S 
프로젝트

지역 경기도 김포시

대표자명 박형진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이메일 arnage@nate.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농촌에서 출하기준에 미달하여, 사장되는 “못난이농산물”을 처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취약계층 구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유통망중개시스템인 
SCM을 도입하여 유통마진 축소·상품도달·대기시간 축소라는 농산물 유통중개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하여 절약된 유통비용을 농촌 공급자 구성원에게 환원하는 
유통망을 구상-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팀명 지속가능팀
아이템명 도심형 마을만들기

회사 소개

사업분야
사회복지/

보육
팀명 지속가능팀 지역 서울

대표자명 백혜숙 소속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메일 kbsaorkr@hanmail.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 지역 중심의 양육 시스템 구축과 영구 임대단지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접근
- 우리나라의 실정(도시의 아파트형 주거)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유통)
의 구축 및 확산을 지향 

팀명 새물내
아이템명 주거취약(쪽방)지역 주민과 노숙인의 생활위생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회사 소개

사업분야
세탁․

수선서비스
팀명 새물내 지역 대전 

대표자명 권태순 소속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이메일 e-tskwon@hanmail.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환경 친화적 위생세탁 및 맞춤형 수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의 전문 세탁
사업 일자리창출-주거취약(쪽방) 지역주민에게 무료세탁∙수선∙여가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위생 편의기여-일반고객에게 맞춤형 유료세탁∙수선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위생 편의제공과 수익창출-수익의 쪽방마을 공동체 기금조성으로 쪽방
지역 주민과 노숙인의 조직화 및 생활∙문화∙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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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희망돋움
아이템명 “우리의 희망을 돋우다!”

회사 소개

사업분야 교육및복지 팀명 희망돋움 지역 대전/충청
대표자명 하재찬 소속 희망돋움 이메일 33supporters@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고학력 중증장애인의 강점인 학습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동성 및 중증장애
로 인한 일반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기업 종사자 분
들이 가장 원하는 자녀에 대한 영어학습 욕구를 지원하는 아이템이다.- 자원을 
연계하여 ‘Hope &Dream' 장학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여 그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팀명 (주)착한여행
아이템명 지속가능한 여행모델, 착한여행

회사 소개

사업분야 관광 팀명 (주)착한여행 지역 서울 
대표자명 나효우 소속 (주)착한여행 대표 이메일 goodtravel21@gmail.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여행자유화 20년, 연1300만명이 해외로 나가는 시대에서 세계 시장의 10~25%
를 차지하는 대안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사가 국내에는 없다. 이에 현지의 경제·사
회·문화·환경을 존중하며 체험과 배려를 통해 서로가 만족하는 대안여행을 기획
하여 국내에 대안여행문화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팀명 Touch4Good
아이템명 UP-Cycling

회사 소개

사업분야 환경 팀명 Touch4Good 지역 서울
대표자명 박미현 소속 Touch4Good 이메일 t4g@touch4good.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사용  시간이 짧고, 고민 없이 폐기되는 재료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광고물
을 재활용하여 패션잡화 제작, 폐기되는 광고물 기획,제작에 대안제시, 환경개선
을 위한 일상의 작은 실천을 유도하는 환경워크숍,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

팀명 에코그린사이클
아이템명 Green Everywhere Plans - 도시녹화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회사 소개

사업분야 환경 팀명 에코그린사이클 지역 대구
대표자명 전충훈 소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이메일 linkguy@empal.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흙을 사용하지 않는 매트(40cm×40cm×4cm)를 활용하여 농촌의 휴경지에서  유휴
인력이 잔디를 식재하여 잔디매트를 생산,도시의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 등을 취
약계층이 녹화․시공.발 닿는 모든 곳이 푸른 초원! ;  Green Everywhere Plans

팀명 되살림공간
아이템명 창고형 재활용가구매장 1/4 하우스

회사 소개

사업분야 재활용+문화 팀명 되살림공간 지역 서울
대표자명 조경민 소속 되살림공간 이메일 jobanjang@gmail.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여-폐기비용절감, 지역의 취약계층 사
람들이 분류/재가공-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젊은 예술가들이 새롭게 디자인
-창업기회 제공, 지역 주민들이 소비-자원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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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주)트래블러스맵
아이템명 지리산길 할머니네 홈스테이

회사 소개

사업분야 문화예술관광 팀명 (주)트래블러스맵 지역 서울
대표자명 변형석 소속 (주)트래블러스맵 이메일 dcyborg@haja.or.kr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지리산길 할머니네 홈스테이’는 국내최초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길 위의 마을에 
여행자들이 머물러갈 수 있는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활성화
와 지속가능한 여행문화 확산이라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팀명 마을의 벗 ‘이음’
아이템명 Souvenir Design as Community Business

회사 소개

사업분야 관광/문화 팀명 마을의 벗 ‘이음’ 지역 경기도 이천
대표자명 김태엽 소속 보리앤스토리 이메일 by9293@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숨어있는 마을이야기를 가치 있는 마을브랜드로 구축하는 마을의 벗 '이음' 마을
의 벗 ‘이음’은 마을의 어메니티를 발굴해 이야기가 있는 수비니어(기념품) 제작
하는 소셜벤처입니다.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 개발, 제작, 판매를 
통해 노동 소외계층에게 건강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윤리적 생산
과 소비를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마을의 가치브랜드를 만들어 갑니다.

팀명 Good Start
아이템명 우리동네 희망학교

회사 소개

사업분야 보건,교육,복지 팀명 Good Start 지역 경기 수원

대표자명 안병은 소속
아주대의료원정신

건강연구소
이메일 swcommunity@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지속
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임.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
들의 대상자를 위한 개별화된 상담과 교육, 사례관리를 접목시킨 “Life Manager 
Program", "Individual Education Progam"을 제공하는 쇼셜벤처 아이디어.

팀명 에코팜므
아이템명 이주여성을 위한 가내수공업

회사 소개

사업분야 교육,문화 팀명 에코팜므 지역 경기
대표자명 박진숙 소속 에코팜므 대표 이메일 ecofemme.info@gmail.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에코팜므는 이주여성들의 치유, 성장, 자립을 추구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에코팜
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들이 각자의 문화색을 살린수공
예품을 만들어 여가를 활용하여 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한국인들의 다문화적 감
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팀명 세종 어린이집
아이템명 열린 장애인 복지 마켓

회사 소개

사업분야
장애인복지,

교육
팀명 세종 어린이집 지역 경기 안양

대표자명 고윤정 소속 세종 어린이집 이메일 bjhbmj@hanmail.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지적장애인의 복지,교육,노동을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가 
365일 24시간 함께 만들어가는 신개념 장애인 복지 서비스 모델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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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Happy新思
아이템명 몸짱 마음짱 자판기

회사 소개

사업분야 보건복지문화 팀명 Happy新思 지역 부산
대표자명 박기완 소속 약사 이메일 drimpulse@gmail.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기부 자판기를 통해  기부를 설득력 있게 전파하고 친숙한 행위가 되도록 도와
준다. 더불어 체질에 따른 음료수를 공급해 맞춤형 웰빙을 보조한다. 자판기 및 
웹에서 기부포인트 및 음료 선택에 대한 feedback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부금 및 사회적기업펀드 조성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givesumer를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

팀명 Biz-frontier
아이템명 미혼모와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어린이집

회사 소개

사업분야 보육 팀명 Biz-frontier 지역 부산

대표자명 백진우 소속
부산가톨릭대학교

유통경영학과
이메일 qorwlsdn10@nate.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미혼모들을 사회적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채용하고 채용 된 미혼모의 자녀들을 어린
이집에서 함께 돌보게 하여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보다 가까이에서 보육할 수 있도
록 하고 동시에 보육교사로서 일을 해서 경제적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팀명 Beautiful Beads
아이템명 미혼모들이 제작한 악세사리

회사 소개

사업분야
교육 

사회복지 예술
팀명 Beautiful Beads 지역 경기도

대표자명 한수인 소속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재학중
이메일 love--sooin@hanmail.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진출과 경제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는 미혼모들을 대
상으로하는 프로젝트로써, B.B팀은,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미혼모들
이 전문 비즈공예 강사들에게 기술을 배워 비즈악세사리를 만들고 판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BB (Beautiful  Beads 아름다운 비즈)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팀명 Greenvelope
아이템명 친환경 소비 진작을 위한 친환경상품 유통 중개

회사 소개

사업분야 환경 팀명 Greenvelope 지역 서울

대표자명 박아영 소속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메일 aoihitomi77@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Greenvelope은 소비자인 카페와 생산자와의 연결을 통해 친환경 상품 유통 중
개업을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단순한 상품 공급에서 그치지 않고 홍보와  
사후 관리를 통해 카페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프리미엄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으
로써, 사회적으로 친환경상품이 널리 사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팀명 유앤아이 네트웍스
아이템명 저소득 ․ 중소득 웨딩산업 공략하라 !

회사 소개

사업분야
웨딩  

사회복지
팀명

유앤아이  
네트웍스

지역 대구

대표자명 이가은 소속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이메일 marinos@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어느 누구나 꿈꿔왔을 것이다. 자신의 결혼식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 되리라고 …….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고비용․저효율의  결혼문화, 저소득 
층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들. 우리 유앤아이네트웍스가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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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바이크(&EV) 프렌즈
아이템명 EV(electric vehicle)와 함께하는 희망나눔

회사 소개

사업분야 관광 환경 팀명
바이크(&EV) 

프렌즈
지역 경기․인천

대표자명 김시용 소속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사회적기업학과
이메일 timedragon1248@nate.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국내 보육원 퇴소자에게 2년여 간의 안정된 일자리(전기차 등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안내)와 동시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학습 및 훈련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적응을 유도

팀명 Juna Tour
아이템명 전남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여행 기업

회사 소개

사업분야 문화관광 팀명 Juna Tour 지역 광주

대표자명 양원석 소속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재학중
이메일 23night@daum.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사회적 목적인 문화 및 여가 생활의 사회서비스 제공 ․ 민주적 의사 결정 ․ 재투자
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서 유급 근로자 
고용, 수입의 35% 이상을 노무비로 이용함을 기초로 함. 단순한 제품 생산 활동이 
아니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명소들을 대상으로 DB 구축 및 IT 활용을 
통해 그것들을 상품화하여 전남도민 및 국민들의 여가 생활에 있어 양질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팀명 반디플러스
아이템명 저소득층자녀들의 영어 교육과 연극

회사 소개

사업분야 교육,사회복지 팀명 반디플러스 지역 서울

대표자명 임채학 소속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경영대학
이메일 chaehack@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교육의 해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들이 체계적
이고 검증된 영어교육과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영어연극을 함께 준비 하고 공연
하는 사회적 교육 사업

팀명 MOSAIC
아이템명 다문화 게스트하우스

회사 소개

사업분야 문화,관광 팀명 MOSAIC 지역 전주
대표자명 박병선 소속 일반 이메일 backergasse@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모자익게스트하우스는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공간인 게스트하우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한 다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독특한 자연문화가 있는 
농촌지역의 버려진 농가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뉴얼하고 이곳에 결혼이주여성을 고
용, 사회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게스트하우스 견학 및 
체험을 통한 다문화교육서비스, 다문화를 지향하는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
문화를 컨셉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더
불어 방치된 농가 리뉴얼 및 관광객 유치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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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프로젝트 Mod
아이템명 프로젝트 Mod - 소년소녀 가장들이 만드는 티셔츠

회사 소개

사업분야
사회복지 
및 예술 

팀명 프로젝트 Mod 지역 부산 

대표자명 조경민 소속 일반  (직장인) 이메일 cholac@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소년소녀 가장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창작물을 바탕으로 티셔츠에 고스란히 프
린팅 티셔츠로 만들어 내어 티셔츠 판매수익의 일부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
달하는 꿈과 희망의 사업입니다. 

팀명 알파
아이템명 아동-노인의 세대 간 소통의 복합시설로 행복을 추구하는 ‘Family Zone’

회사 소개

사업분야 사회복지 팀명 알파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대표자명 정준영 소속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학교
이메일 ah-hungry@hanmail.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북한 이탈 주민 능력개발을 통한 강점 중심의 인식개선과 자립지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과 실업,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빈곤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다가가는데 목적

팀명 Food Actually
아이템명 Food Actually

회사 소개

사업분야
농산물  

유통 서비스
팀명 Food Actually 지역 경북 포항

대표자명 유영글 소속 포항공대 이메일 fourmis@gmail.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를 동시에 해소해 주는 선진형 비즈니스모델 CSA의 구축  
• 소농의 소득증가와 안정적인 소비처 제공                           
• 소비자가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팀명 한울
아이템명 BMX(Beutiful Mind Exchange)

회사 소개

사업분야
기타

(소셜금융)
팀명 한울 지역 부산광역시

대표자명 김제성 소속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이메일 justone1097@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BMX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기부투자자들
의 기부금 및 포인트를 엄선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함으
로써 국내의 사회적기업의 질적, 양적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
업이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증권거래소로 발전하는 것이 최종미션입니다.

팀명 Tra_Ins
아이템명 장애인을 위한 여행 사업

회사 소개

사업분야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팀명 Tra_Ins 지역 부산

대표자명 박지훈 소속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이메일 cross9101@nate.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Light Journey는 장애인들에게 여행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장애인들은 관광 및 체험활동의 모든 과정을  대학생 버디들
과 함께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증대하고, 사회인
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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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CBA
아이템명 사회적 기업「나무의 꿈」

회사 소개

사업분야 환경(재활용) 팀명 CBA 지역 광주

대표자명 허준 소속
전남대

경영학부 재학중
이메일 amoroso8@daum.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가구재생, 리폼, 인테리어 사업을 통한 수익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수행 사회적미
션 사회적 가구 재생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를 달성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적 달성

팀명 코리안드림
아이템명 해외이주여성들을 고용한 랭귀지 카페

회사 소개

사업분야 사회복지 팀명 코리안드림 지역 부산

대표자명 김민수 소속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이메일 fahaga@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해외이주여성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단순노동
에 종사하고 있다. 랭귀지 카페는 해외이주여성들의 자국언어 구사능력을 활용
하여 카페이용객들에게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팀명 Re Cycle
아이템명 휴면(방치) 자전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회사 소개

사업분야 환경 팀명 Re Cycle 지역 대전.충남

대표자명 노신희 소속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이메일 carlue@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길거리와 아파트에 방치되어 녹슬어 가는 휴면(방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제작, 퍼스트 토쿄협약에 의
해 이산화 탄소를 감소 시키는데 중요한 자전거의 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함.

팀명 W.I
아이템명 아동-노인의 세대 간 소통의 복합시설로 행복을 추구하는 ‘Family Zone’

회사 소개

사업분야 사회복지 팀명
W.I (Welfare 
Innovator)

지역 천안

대표자명 김다솜 소속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메일 dasom1151@hanmail.net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FamilyZone’은 취약계층 노인·아동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원과 보육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세대간 정서적 교류를 추구하는 세대통합형 복지시설이다.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등장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육료와 노인보호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정부 지원금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로 취약계층 아동과 무료 또는 실비로 세대
통합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과 보호기회의 확대를 가져온다.

팀명 CTU
아이템명 장애인과 함께하는 UX 전문기업

회사 소개

사업분야 컨설팅 팀명 CTU 지역 서울
대표자명 신오주 소속 CTU 이메일 dunhillpure@gmail.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장애인용  제품의 UX(User eXperience)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실사용자
인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 보조기기의 UX를 기획,  평가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기
기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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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cozy
아이템명 미혼모와 여성고아원 퇴소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외국인 홈스테이 'cozy house'

회사 소개

사업분야 관광 팀명 cozy 지역 인천
대표자명 박수연 소속 인천전문대경영과 이메일 violent25@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각 지역내  방치되어 있는 폐가옥들을 미혼모나 여성고아원 퇴소자들의 주거문
제 해결에 제공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한국의 지방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
인들에게 숙박과 지역의 문화체험을 함께 즐길수 있도록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
의 관광숙박업 'cozy house'.

팀명 공신
아이템명 공부의 신

회사 소개

사업분야 교육 팀명 공신 지역 서울
대표자명 강성태 소속 공부의신 이메일 maximple@paran.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가난의  대물림,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교
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소셜벤처로서, ‘온라인  및 오프
라인 멘토링’, ‘출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멘토가 되어 주고, 
이로써 공교육을 보완 ․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팀명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
아이템명 도시 로컬푸드

회사 소개

사업분야
사회복지,  

환경
팀명

사회적기업과고
용관계연구소 

지역 경기

대표자명 이태근 소속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 중

이메일
heuk8179@heuksalim.c

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 도시의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신선한 친환경채소
를 재배할  수 있는 선순환 도시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팀명 피노 크리에이티브
아이템명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절수용 소변기시스템 개발

회사 소개

사업분야 환경 팀명 피노크리에이티브 지역 서울

대표자명 김동선 소속
(주)피노  

크리에이티브
이메일 haedohero@naver.com

아이디어 
개요 및 
내용

본사의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절수용 소변기시스템은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기술혁신형 아이템으로서 소변기에서 낭비되던 물을 절약하여 인류 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사회환원 시스템으로 세계 식수개발사업의 활
동을 적극 펼쳐나감으로서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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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3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사회적기업 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www.socialenterprise.go.kr 

곰두리공판장 www.gom.or.kr : 장애인 생산제품 판매시설

대구광역자활지원센터 www.openplace.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개인 또는 기관 대상)

사회연대은행 www.bss.or.kr : 무보증 소액창업지원사업 (Microcredit)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금 대출 및 

사후 관리 지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www.sec21.or.kr :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진단, 교육, 정책논의 자료제공

세상 www.se-sang.com : SK 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동영상강의 있음)

신나는 조합 www.joyfulunion.or.kr : 정부기금 및 민간출연기금을 통해 빈곤··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대출기금을 조성

아름다운 재단 www.beautifulfund.org : 저소득층 자활지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창업지원)

알짜배기닷컴 www.alzzabegi.com : 자활사업 생산 제품 온라인 몰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www.injiwon.or.kr 

한국시니어클럽 www.silverpower.or.kr : 노인층 자립··자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각 노인인력기관의 균

형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부설 자활정보센터 www.seda.or.kr : 자활공동체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연구, 자

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진단, 신규 자활사업의 발굴, 자활후견기관 설립 및 운영안내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www.e-keda.or.kr : 장애인중심기업의 권익보호, 경영 자문 및 지도, 사업개발 

지원 및 관련 연구·교육 등 시행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www.jahwal.or.kr : 경기지역 지역자활센터를 지원, 자활

교육센터 운영,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자활 홍보, 광역지원사업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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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4 기독교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참고도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범주
가난없는 세상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과 자본주의의 미래

무하마드 유누스 물푸레 사회적기업

가난에 빠진 세계 이강국 책세상 세계빈곤

그라민은행 이야기 데이비드 본스타인 갈라파고스 사회적기업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데이비드 보겔 거름 사회공헌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종석 살림 기부/나눔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프랜시스 웨슬리 에이지21 세계빈곤

달라지는 세계 데이비드 본스타인 지식공작소 사회적기업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피터싱어 산책자 기부/나눔

미션 임파서블 김동호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보노보혁명 유병선 부키 사회적기업

블루 스웨터 재클린 노보그라츠 이른아침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의 경영 피터드러커 한국경제신문사 비영리단체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부키 　

사회를 바꾸려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 고마자키 히로키 에이지21 사회적기업

세 잔의 차 그레그모텐슨 이레 사회적기업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다나카 유 알마 세계빈곤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제레미시브룩 이후 세계빈곤

세상을 바꾼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힘 존엘킹턴 에이지21 사회적기업

슬럼 지구를 뒤덮다 마이크 데이비스 돌베게 세계빈곤

시민자본가 스티픈 데이비스 경제경영연구원 　

아름다운 거짓말 - 대한민국 20대, 세
계의 사회적 기업을 만나다

넥스터스 북노마드 사회적기업

열혈 교사 도전기 웬디콥 에이지21 사회적기업

예종석 교수의 아주 특별한 경영 수업 예종석 리더스북 비영리단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갈라파고스 세계빈곤

윤리적 소비 　 　 윤리적소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콜린스 김영사 사회공헌

창조적 자본주의 최혁준 디프넷 사회공헌

한국의 보노보들 안치용 부키 사회적기업

희망경영 예종석 마젤란 사회공헌

히말라야 도서관 존우드 세종서적 사회적기업



본 백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앙코르지, 중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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