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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Title

Theme

Date

Venue

Hosts

Organizers

Language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

“Youth, Have a Vision of the World through 
   Social Enterprise”

2015.07.03(Fri) 13:30~18:30

Convention Hall, BEXCO, Busan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nglish · 
Korean, Japanese · Korean , English · Japanese
relay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KNSE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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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개회사
김재구

김 재 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학  력

경  력

 

·10. 11. ~ 12. 04.  대통령실 사회적기업 육성TF 위원
·11. 05. ~ 12. 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12. 01. ~ 12. 12.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97. 01. ~ 02. 0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2. 04. ~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02. 03. ~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
·11. 12. ~ 현재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86.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88. 2.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95. 8.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現)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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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1. ~ 12. 12.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97. 01. ~ 02. 0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2. 04. ~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02. 03. ~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
·11. 12. ~ 현재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86.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88. 2.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95. 8.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現)

전(前)

[Part 1] Welcome Speech
Jae Gu KIM

Jae-Gu Kim
President of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KoSEA)

Education

Main Experiences
[Present]

·86.2.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88.2.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Master’s Degree)
·95.8.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Doctorate Degree) 

·12.04. ~ Current   
     President,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KoSEA)
·02.03. ~ Current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11.12. ~ Current  
    Co-Executive Director, Korea's Network for Social Enterprise

·10.11. ~ 12.04. 
     Committee Membe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TF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1.05. ~ 12.04.
     Advisor, Employment and Labor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2.01. ~ 12.12.  
     President, The Korea Productivity Association
·97.01. ~ 02.02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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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개회사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김재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안재웅 
상임공동대표님,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의 김정열 상임대표님,  고용노동부 문기섭 국장님

    하여 
을 비롯

본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 니다. 
 
많은 분들의 앞에 서 있는 지금, 2015년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사회적 경제의 정보교류 
장을 구축한다는 점에 가슴이 벅차 오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및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성장하고 있습
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된지 9년, 현재 1,35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
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300여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등, 사회적기업
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저에는 굳건한 청년들이 있으며 임팩트 투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금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청년고용 및 창업, 사
회적 금융 활성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창조경제의 새로운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젊은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란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비단 한 나라만의 몫이 아니며, 기업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주체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깨를 맞대고 앞으로 정진하
고자 할 때 이 모든 노력이 디딤돌이 되어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
니다.
 
해외에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 올리며 국적을 불문하고 
사회적 경제가 각 나라에, 각 지역에, 이웃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교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지속적 교류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하
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글로벌 사회적 경제의 근저에 국제
포럼이 정립되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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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 재 구

[Part 1] Welcome Speech
Jae Gu KIM

 
Hello. I’m Jae-Gu Kim, President of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I want to thank Presiding-chair
 

 Jae-Woong Ahn from Korea’s Network for Social Enterprise, Chief Director Jung-Yul Kim from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and Director Gi-Seop Mo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ho are with us here today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I also want to thank all those who gave their best to successful outcome of this event.
 
It is a great privilege to stand in front of you today. 
And it is a truly splendid duty to welcome the 2015 International Forum, which allows us to establish foundations for 
information exchange on global social economy.  
 
Dear honorable guests and participants from Korea and abroad, 
 
As you well know, Korea’s social economy is growing amidst great interest from our citizens. It’s been 9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there are currently 1,350 social enterprises striving to create social values. 
This growth trend is visible via expans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and around 300 social 
cooperatives in operation.   
 
At the foundation of this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re our strong young people and social finance represented by impact 
investment.  
 
In this year’s forum, we will address our foundations and hold in-depth discussions on topics of youth and regional issues, 
youth employment and startup, and social finance vitalization. 
 
In particular, we will study the cases and spirits of young social entrepreneurs who challenge themselves to new value creation. 
We will discover the direction towards enhanced social finance market to secure diversity in social enterprises.  
 
Taking enterprising measures amidst endless market economy competition to resolve social issues and create social values is 
not up to one nation or one entrepreneur.  
 
All entities of the world must look at each other’s difficulties through diverse perspec tives and move forward side by side. Our 
efforts will serve as steppingstones for the social economy to take a step forward.  
 
I sincerely welcome and thank those of you who made long trips from abroad. And I ask from you research expertise and 
exchange so that social economy can take the center stage in all nations, regions, and neighborhoods.  
 
I also ask for your encouragement and help so that Korea’s social economy can be widely introduced and acknowledged 
abroad.  
 
Our agency will establish continuous exchange and support those of you who are here today and strive to vitalize the social 
economy.  
 
Thank you again for participation on the forum. I look forward to significant achievements that will lead to close and powerful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 social economy.  
 
Thank you. 
 

July 3rd 2015 

  
President of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Jae-G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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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축사
안재웅

안 재 웅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다솜이재단 이사장

학  력

경  력

 

·숭실대학교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과 미국 에모리대학교 신학대학원 수학

 

현(現)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재) 다솜이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씨알 이사장
·일본 니와노 평화재단 평화상 선정위원(도쿄)
·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

전(前)
·사)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중앙정부 사회적 일자리창출 위원회 위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
·아시아자료센터(DAGA) 이사장 (홍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한국대인지뢰대책협의회(KCBL) 설립자
·아시아외국인노동자센터(AMC) 설립자 (홍콩)
·(재)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실행이사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아시아태평양지역 총무 (홍콩주재)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 (홍콩주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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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축사
안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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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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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과 미국 에모리대학교 신학대학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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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사회적 일자리창출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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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료센터(DAGA) 이사장 (홍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한국대인지뢰대책협의회(KCBL) 설립자
·아시아외국인노동자센터(AMC) 설립자 (홍콩)
·(재)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실행이사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아시아태평양지역 총무 (홍콩주재)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총무 (홍콩주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외래교수

[Part 1] Welcome Speech
Jae Woong Ahn

Jae Woong Ahn 
Presiding-chair of the Korea’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Dasomi Foundation

Education

Main Experiences
[Present]

· Soongsil University (B.A)  Divinity School at Harvard University (M.Div)
·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Candler School of Theology at Emory University

·P Chief Director, Korea's Network for Social Enterprise
·Chair of the Board , Dasomi Foundation
·Chair of the Board , Ssial Foundation
·Committee member for selection, Niwano Peace Prize (Tokyo)
·Maintenance Director.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Co-Executive Director,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Member, Central Government Social Job Creation Committee
·Chairman of the Board,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Chief Director, 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 (DAGA) (Hong Kong)
·Director, Korea Christian Society Issue Research Institute
·Founder,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 (KCBL)
·Founder, Asian Migrant Centre(AMC) (Hong Kong)
·Executive Director, Work Together Foundation
·Director,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Operating Director,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Secretary,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of Asia-Pacific
     Region (Hong Kong)
·Secretary,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Hong Kong)
·Visiting Professor, Theology in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t Hoseo University
·Outsid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t Han Shin University

[Past]

s Network for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16

[1부] 축사
안재웅

성하(盛夏)의 계절 7월의 시작과 함께 제4회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을 특별히 부산의 대표적 명소인 이곳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많은 사회적 갈등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

다. 이러한 때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 국내외의 다양한 정책과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국제포럼을 “청년이

여, 사회적 기업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하게 되어 실로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김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

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의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무한한 열정이 가능한 시기입

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은 청년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결심하는 귀한 계기

를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겠지만, 특히 이곳 부산을 

지키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 포럼을 통해 지역과 청년들의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 

해결 사례들을 접하고, 사회적 기업가로의 삶에 도전하여 이 지역이 사회적 경제의 메카가 되어

준다면 더없이 기쁘고,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조적 가치창출과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과 지역재생에 

대한, 기조연설로 자리를 빛내주실 파올로 베그니노 밤 아퀴노 의원님과 후지이 아츠시 교수님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모

든 분들께도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특별히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성장과 발전

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3일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 공동대표  안 재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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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축사
안재웅

성하(盛夏)의 계절 7월의 시작과 함께 제4회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을 특별히 부산의 대표적 명소인 이곳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많은 사회적 갈등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

다. 이러한 때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 국내외의 다양한 정책과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국제포럼을 “청년이

여, 사회적 기업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하게 되어 실로 기쁘고 기대가 

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김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

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의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무한한 열정이 가능한 시기입

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은 청년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결심하는 귀한 계기

를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겠지만, 특히 이곳 부산을 

지키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 포럼을 통해 지역과 청년들의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 

해결 사례들을 접하고, 사회적 기업가로의 삶에 도전하여 이 지역이 사회적 경제의 메카가 되어

준다면 더없이 기쁘고,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조적 가치창출과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과 지역재생에 

대한, 기조연설로 자리를 빛내주실 파올로 베그니노 밤 아퀴노 의원님과 후지이 아츠시 교수님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모

든 분들께도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특별히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성장과 발전

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3일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 공동대표  안 재 웅

[Part 1] Welcome Speech
Jae Woong Ahn

   
  As we welcome the beginning of midsummer, it is great significance to host the 4th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 here in BEXCO Haeundae, key attraction of Busan. I am 
honored to deliver the message of congratulation and welcome.  
 
 Unemployment of the young people is causing diverse social conflicts not only in Korea, but 
also throughout the entire world. I am truly happy and excited to greet this international 
forum on diverse policies and exemplary cases from Korea and abroad, held under timely 
slogan  “Youth, Have a Vision of the World Through Social Enterprise” 
  I’d like to deliver my deepest gratitude and encouragement to Commissioner Jae-Gu Kim and 
all employees of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ho gave their bests to prepare 
this event.  
  
  Youth enables limitless passion towards one’s challenge and dream, with no fear of failures. 
I believe this event will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to many young people and social 
entrepreneurs to make a resolve towards new challenge and growth. It would be my personal 
hope to see many young people from all over the nation. But in particular, I wish that beautiful 
young people of Busan can obtain new perspectives and learn creative solutions to their city’s 
problems, challenge themselves to the lives of social entrepreneurs, and transform Busan into 
the Mecca of social economy.  
  
  I’d like to thank  Senator Paolo Benigno  "Bam"  Aquino IV               and Professor Fujii Atsushi, who 
will honor us with their keynote speech on social entrepreneurial spirit and its creative value 
creation, role of young social entrepreneurs, and community regeneration. I also give my 
sincerest welcome and gratitude to all those who participate i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Also, I’d like to address and thank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this meaningful event and 
those who support us with concerns and love. I ask of you to continue your help and 
encouragement towards social enterprises, particularly for the growth and advancement of 
young social entrepreneurs.  
 
Thank you.   
 

July 3rd 2015 
 

Presiding-chair of the Korea’s Network for Social Enterprise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Dasomi Foundation 

Jae Woong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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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축사
김정열

김 정 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학  력

경  력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박사과정 수료)  

 

현(現)
·사회적기업 리드릭 대표이사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서울 사회적기업 협의회 공동대표
·(재) 함께일하는재단 운영위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위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랑의 친구들 기획자문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교, 서강대학원 강사

전(前)
·(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총장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위원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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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축사
김정열

김 정 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학  력

경  력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박사과정 수료)  

 

현(現)
·사회적기업 리드릭 대표이사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서울 사회적기업 협의회 공동대표
·(재) 함께일하는재단 운영위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위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랑의 친구들 기획자문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교, 서강대학원 강사

전(前)
·(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총장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위원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Part 1] Welcome Speech
Jung Yeol Kim

Jung Yeol Kim 
Chief Director of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Education

Main Experiences

[Present]

·Soongsil University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aster’s Degree) 
·Hanshin University - Rehabilitation Welfare (Doctorate Degree)

·CEO, Social Enterprise Ridrik
·Chief Director,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Co-Executive Director, Seou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Member, Work Together Foundation
·Chairman, Project Management Committee of Green Seoul Citizen 
·Committee Policy Advisor, Hopeful Seoul 

·Manager,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Secretary-General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Member, Social Subcommitte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a 
·Presidential Advisory Body  
·Member, KBS Viewers Committee
·Co-Executive Direct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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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축사
김정열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열입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쾌히 찾아주신 해외 연사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사회적 기업가 여러분들과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리고 매년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

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 등 크나큰 역사적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

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GDP 순위 11위(14,351억$)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하

지만, 국가의 경제적 성공이 곧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GDP 순위가 11위인 것에 반해 개인 GDP 순위는 28위로 급락하고, 이혼율 1위, 노인 빈곤

율 1위, 비 정규직 비율 1위, 고용안정지수 최하위, 10년 연속 자살률 1위, 2015 UN 세계행복보

고서 행복지수 47위 등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는 반대로 국민 개인의 삶은 불행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양극화 고령화의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자본주의 사회 속의 사회적 

경제적 병폐가 대한민국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이후 2014년에 20대 실업률이 최고를 기록했고, 연애, 결혼, 출

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삼포세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대기업, 정부, 수도권 위주의 경제성장 동력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

니다. 공동체 단위의, 지역단위의, 사람중심의 경제구조가 건실하게 자리매김할 때, 국가적, 국제적 

규모의 경제가 휘청거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을 굳건히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 경제 문제들의 혁신적인 해결을 고민하기 위한 민간의 자

발적 의지를 통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비롯한 OECD 등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

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뤄져야 하

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층에서 유행하는 탐스(TOMS) 신발처럼 사회적가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참신

한 아이디어가 결합할 때,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또한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의 발굴,바로 사회적기업에 청년이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청년과 사회적기업”이란 주제로 열리는 국제포럼 행사인 이 자리가, 취업과 창업뿐만 아

니라 사회문제까지 고민하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청년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미래이며, 사회혁신을 일으킬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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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김 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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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축사
김정열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열입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쾌히 찾아주신 해외 연사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사회적 기업가 여러분들과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리고 매년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

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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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GDP 순위가 11위인 것에 반해 개인 GDP 순위는 28위로 급락하고, 이혼율 1위, 노인 빈곤

율 1위, 비 정규직 비율 1위, 고용안정지수 최하위, 10년 연속 자살률 1위, 2015 UN 세계행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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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Welcome Speech
Jung Yeol Kim

 
 Hello. This is Jung-Yeol Kim

 
 

 
 Dear foreign speakers who visited our country without hesitation despite MERS situation, social entrepreneurs 
who made times to be here amidst their busy schedules, and all honorable guests of the forum, please accept my 
sincerest gratitude. And Commissioner Jae-Gu Kim and all personnel of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on preparing this event every year.  
 
 Despite significant historical tragedies of colonial era and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nd became a true developed country of GDP Rank 11 ($14,351 billion). However, a nation’s 
economic success is not directly linked to individual’s happiness.  
 
 Our national GDP ranks 11, but our personal GDP rank has rapidly dropped to No. 28. Divorce rate No. 1, senior 
poverty rate No. 1, temporary position rate No. 1, lowest employment stability index, suicide rate No. 1 for 10 
consecutive years, happiness index rank No. 47 in 2015 UN World Happiness Report. Contrary to national economic 
success, individual citizens are immersed in unhappy lives. Social and economic ills of a capitalist society are 
particularly visible in Korea because the bipolarizing and aging society was met with issues such as growth without 
employment. 
 
 What about our young people?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20s hit the highest 
in 2014. We even see so-called “Sampo Generation (Sampo means 3 give-ups),” referring to the trend that young 
people has given up romance, marriage, and birth. These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cluding problems with the 
young, tell us that we no longer should depend on economic growth engine that’s focused on large conglomerates, 
government, and capital area. The community level, regional level, and people-centered economic structure must 
be firmly established in order to enable majority of citizens to stand firm even under stumbl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y.     
  
 Social enterprises are built on voluntary resolution from private sector, namely from individuals who strive 
towards advancement of regional community and innovative solutions to social and economic issues. Various 
nations of the world including OECD pay attention to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conomy for this reason.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operation of a social enterprise poses more difficulties compared to a regular 
enterprise because there must be resolution of social issues and creation of social values.   
   
 But when a clear vision on social value combines with creative idea, as in case of TOMS shoes that are popular 
among the young, a social enterprise’s value and meaning consolidate and its business model settles. Strong will to 
solve social issues and discover new business models – this is the reason that we need young people in social 
enterprises.  
 
  I hope that today’s international forum on the topic “Youth and Social Enterprise” provides opportunity to many 
young people of our generation, who contemplate not only on employment and startup but also on social issues, to 
find vision through social entrepreneurial spirit. Also, I wish our young people would use their creative idea to 
transform social enterprising value into hope.  
 
 You are the future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conomy, and the hero of our generation’s social innovation. 
 
Thank you  
 

July 3rd 2015 
 

Chief Director,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Jung -Yeo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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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문 철 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와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의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

였으며,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재직

하였다.

 문교수는 사회적기업 및 임팩트투자와 관련한 학술논문을 

국내 및 해외학술지에 발표하고 있으며, 2012-2014년 기간 

동안 국내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가치평가지표개발 및 활용

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2013년부터 민간의 벤처캐피털, Private Equity Fund, 투자

은행가들의 전문가집단인 (사)한국임팩트투자진흥원을 창설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 - 2012 기간에는 SGS사회적기업

가아카데미를 기획ㆍ운영하여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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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Keynote Speech 1
Chul Woo Moon

Chul Woo Moon
Professor of Business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Professor Chul-Woo Moon of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octorate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University of Maryland, USA. He then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Cleveland State University, USA.   
 
Professor Moon published his paper on impact investment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Impact Investment and Administrative Strategy Implications” in Korea 
Management Review (2012), and participated in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value measurement index for social economics (2013).    
 
He has been serving as the Director of Korea Impact Investment Promotion Agency since 
2013. Also, Professor Moon planned and managed SGS Social Enterprise Academy to 
provide startup educations in order to promote social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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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Role of Impact Investing in Solving Social Problems of 
Younger Generation and Communities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July 3, 2015
Busan, Korea

Chul Woo Moon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ident, Korea Impact Investment Institute

• 아프리카와 남미의 낙후된 농촌에 자본, 교육, 시장과의 연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해 주는, 4천8백만불 규모의
Impact 투자펀드

• 마이크로파이낸싱과 제도권금융 중간의 “missing middle” gap을 연결해줌
• 1999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투자손실 없이 투자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상환

Bring Sustainable Growth in Rural Community
- Root Capital’s impact investment in Kilicafe

Impact Investor - Root Capital

•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산의 극히 영세한 커피농가에 1차 가공시설과 창고 건설 등을 위해 이자율 9%에 대출
• 11,000여 영세 커피농가를 대표하는 137그룹에 대출
• 스타벅스와 구매계약을 맺도록 하여, 그 계약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
• 현재까지 단기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장기대출도 매우 양호한 상황

Social Enterprise - Kili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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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Impact Investing in Solving Social Problems of 
Younger Generation and Communities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July 3, 2015
Busan, Korea

Chul Woo Moon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ident, Korea Impact Investment Institute

• $48 million impact investment fund tha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business in underdeveloped farm villages of 
Africa and South America through connection with capital, education, and market 

• Links the “missing middle” gap that exists between micro-financing and regulatory finance 
• Since the establishment in 1999, the system consistently returns the principal and investment profit to the investor without 

loss

Bring Sustainable Growth in Rural Community
- Root Capital’s impact investment in Kilicafe

Impact Investor - Root Capital

loss

• Loans money at 9 percent interest to construct  primary processing facilities and storage for small coffee farms of Mt. 
Kilimanjaro of Tanzania, Africa

• Loans to 137 groups that represent 11,000 small coffee farms 
• Insists on signing trade contract with Starbucks, and uses that contract as security
• Presently, all short-term loans are repaid. Long-term loans exhibit healthy prospective as well 

Social Enterprise - Kili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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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IBCC

강제 퇴거
대상자

House Poor

R&D or manufacturing
base in Doha

임팩트 투자 효과

300가구
강제 퇴거위기 가구 구제

저금리 대출
30년 만기 고정 이자

40%감소

신용불량자
파산자

Protecting the Community from Foreclosures
- The Case of Boston Community Capital

투자 결과IBCC
(Boston Community

Capital)

지역 활동가

Patient
Capital

변호사
회계사

강제 퇴거 대상자 주택 매입 후
재 대출

base in Doha40%감소
대출금 납부액

Model
사회공헌 형 금융기관

투자손실 보전
게이츠, 록펠러 재단 등 참여

민간자본 참여 확대
주택 대출금 문제를 민간 중심의

임팩트 투자로 해결 가능

임팩트 투자

Educating Low-Income Children and Developing Community 
Come Together  - The Case of NewSchools Venture Fund

4

• 1998년 사회적기업가, 벤처투자자 등이 설립
• 미국 K-12 공교육 혁신/저소득층 교육
• 미국 내 250개 학교 운영
• 12만 명 교사 훈련/1,200만 명 학생 수혜

• Seed Fund, City Fund, Innovation Fund 운영

• 비영리·영리 대상 100여 개 조직·기업에 누적 1억 8,000만 달러 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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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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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the Community from Foreclosures
- The Case of Boston Communit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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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대출

base in Doha40%감소
대출금 납부액

Model
사회공헌 형 금융기관

투자손실 보전
게이츠, 록펠러 재단 등 참여

민간자본 참여 확대
주택 대출금 문제를 민간 중심의

임팩트 투자로 해결 가능

임팩트 투자

Educating Low-Income Children and Developing Community 
Come Together  - The Case of NewSchools Venture Fund

4

• 1998년 사회적기업가, 벤처투자자 등이 설립
• 미국 K-12 공교육 혁신/저소득층 교육
• 미국 내 250개 학교 운영
• 12만 명 교사 훈련/1,200만 명 학생 수혜

• Seed Fund, City Fund, Innovation Fund 운영

• 비영리·영리 대상 100여 개 조직·기업에 누적 1억 8,000만 달러 투
자

[Part 2] Keynote Speech 1
Chul Woo Moon

IBCC

강제 퇴거
대상자

House Poor

R&D or manufacturing
base in Doha

임팩트 투자 효과

300가구
강제 퇴거위기 가구 구제

저금리 대출
30년 만기 고정 이자

40%감소

신용불량자
파산자

Protecting the Community from Foreclosures
- The Case of Boston Community Capital

투자 결과IBCC
(Boston Community

Capital)

지역 활동가

Patient
Capital

변호사
회계사

강제 퇴거 대상자 주택 매입 후
재 대출

base in Doha40%감소
대출금 납부액

Model
사회공헌 형 금융기관

투자손실 보전
게이츠, 록펠러 재단 등 참여

민간자본 참여 확대
주택 대출금 문제를 민간 중심의

임팩트 투자로 해결 가능

임팩트 투자

Educating Low-Income Children and Developing Community 
Come Together  - The Case of NewSchools Venture Fund

4

• 1998년 사회적기업가, 벤처투자자 등이 설립
• 미국 K-12 공교육 혁신/저소득층 교육
• 미국 내 250개 학교 운영
• 12만 명 교사 훈련/1,200만 명 학생 수혜

• Seed Fund, City Fund, Innovation Fund 운영

• 비영리·영리 대상 100여 개 조직·기업에 누적 1억 8,000만 달러 투
자

IBCC

Evicted

House Poor

R&D or manufacturing
base in Doha

Impact Investment
Effect

300 Households
Relief of compulsory eviction 

crisis

Low Interest Loan
30 Year Fixed Interest

40% Reduction

Credit Delinquent
Bankrupt

Protecting the Community from Foreclosures
- The Case of Boston Communit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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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

Purchase houses from the 
eviction and re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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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Repayment Fee

Model
Social Contribution-Type 

Financial Institute

Investment Loss Prevention 
Participation from Gates, 
Rockefeller Foundations

Expanded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Resolve mortgage issues with private 
sector impact investment

Impact Investment

Educating Low-Income Children and Developing Community 
Come Together  - The Case of NewSchools Venture Fund

4

• Established in 1998 by social entrepreneurs and venture capitalists
• Innovation in USA’s K-12 public education/ education for the poor
• 250 schools in operation within USA 
• 120,000 teachers trained/ 12 million students educated

• Seed Fund, City Fund, Innovation Fund in operation

• $180 million accumulative investment to around 100 non-profit 
& profit-making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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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경영컨설팅

 법률지원

교육기업가 육성

Investing in Education Entrepreneurs
- NewSchools Venture Fund

5

 법률지원

 인큐베이팅

 펀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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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ncreasing Role of Impact Investing
- As the landscape of impact investing is getting more clearer and 
established, a wider spectrum of applications are available

 임팩트투자는 사회문제를 개선할 의도로 수행하는 투자를 말하며 해결하려는 사회문제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문제의 개선정도가 측정가능하며 사전에 정한 수준의 재무적 이익을 사회가치와 병행하여 추구하는 특징을 갖음
(Global Impact Investment Network)

Efforts of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mpact investing

(1) 사회개선  사회문제 개선을 의도(Intent)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라는 점에서 일반투자자 또는 기업이(1) 사회개선
의도성

 사회문제 개선을 의도(Intent)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라는 점에서 일반투자자 또는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간접적인 형태의 사회적 기여와는 구분됨

(2)사회가치의
측정

 투자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개선정도를 투자이후에 측정(Measurement)하고 이를
투자수익 즉 경제적 가치와 통합하여 혼합가치(Blended Value)를 투자효과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자선기부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구분됨

(3) 투자이익의
추구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투자이익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와 유사하나 사회문제개선을 위해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투자이익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을 감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구분됨

Theory for “Blended Value” Investment
- “Invest-Earn-Share” vs “Invest for Shared Value”

Economic 
Value

Max Economic Value Given Risk

Economic 
Value

Max Total Value (Economic & Social) 
Given Risk

전통적 자본시장 투자의 이론적 가정 혼합가치 투자의 이론적 가정

Investment 
Risk

Efficiency 
Frontier

Social 
Value

Investment 
Risk

Efficiency 
Frontier

© Chul Woo Mo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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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ncreasing Role of Impact Investing
- As the landscape of impact investing is getting more clearer and 
established, a wider spectrum of applications are available

 Impact investment refers to investment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resolving social issues. 
Characteristics include concrete definition of social issues, measurable improvement of the issue, and 
concurrent pursuit of pre-determined financial profit and social value (Global Impact Investment 
Network) 

Efforts of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mpact investing

(1) Intention of  Impact investment possesses intent for social issue improvement. It is different from (1) Intention of 
Social Improvement

 Impact investment possesses intent for social issue improvement. It is different from 
indirect social contribution that arises naturally and unintentionally in the profit-
seeking process of providing products or service by a regular investor or enterprise.

(2)Measurement of
Social Value

 Impact investment differs from traditional donation or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impact investment, the level of social issue improvement that results 
from investment is measured after the investment process, and this result is 
combined with economic value. The resulting Blended Value is used as evaluation 
standards of investment effectiveness.

(3) Pursuit of 
Investment Profit

 Impact investment is similar to financial investment of regular capital market in that 
it strives to achieve pre-determined level of investment return. The difference is that 
impact investment is willing to accept lower standard of capital return required by 
the market in order to achieve social issue improvement. 

Theory for “Blended Value” Investment
- “Invest-Earn-Share” vs “Invest for Shared Value”

Economic 
Value

Max Economic Value Given Risk

Economic 
Value

Max Total Value (Economic & Social) 
Given Risk

Theoretical Assumption in Traditional 
Capital Market Investment

Theoretical Assumption in 
Blended Value Investment

Investment 
Risk

Efficiency 
Frontier

Social 
Value

Investment 
Risk

Efficiency 
Frontier

© Chul Woo Mo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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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Impact Investing as New Invention
- Innovation of impact investing in response to inefficiencies in 
traditional social capital market

• 미국정부의 비영리기관 지원금 연 2350억불, 독일 정부의 사회복지지원금 연 1530억 유로
• 미국자선기금 연 3000억불 투자, 전세계자선기금투자 연 2850억 불
• 미국재단의 자산총액 5830억 불, 전세계재단 자산총액 1조 불
• 미국 부호들의 The Giving Pledge 자선기금만 해도 6000억 불
• 수익성을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시장 규모는 향후 5000억 불 규모 추정 (Monitor Institute)

거대한 사회적 자본시장(Social Capital Market)의 형성

기존 사회적자본시장의 비효율성 팽배
 비영리섹터에 자본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2-34%로 추정되고 개발지원금의 경우에는 85% 수준으로 비효율적임

(Impact Economy), 
 반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은 약 2-4%에 불과
 거대해지는 사회적자본시장에 시장원칙의 효율성을 접목시키는 필요성 증대
 또한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제고필요성 증가 – 주요국 재정적자 누적 (예: 범죄율 절감을 위한 영국의 Social Impact Bond 도입)

기존 사회적자본시장의 비효율성 팽배

• 혼합가치추구형 투자대상의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투자에서 활용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유형을 단순히 복제하거
나 확대하는 투자의 효용성은 제한적

•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과 전통적인 투자방식과의 상호괴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련의 금융혁신이 일어났음
(Mendell & Nogalese, 2009)

• 현재는 전통적인 글로벌금융기관에서 임팩트투자를 적극 도입하고, 민간재단 등의 지원하에 임팩트투자전문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임팩트투자생태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음

혼합가치 추구를 위한 투자금융혁신 – 임팩트투자의 탄생

Impact First or Return First? 
- All are possible in impact investing

출처: “Investing for Impact: Case studies across asset classes", Bridges Ventures(2010)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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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적자본시장의 비효율성 팽배
 비영리섹터에 자본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2-34%로 추정되고 개발지원금의 경우에는 85% 수준으로 비효율적임

(Impact Economy), 
 반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은 약 2-4%에 불과
 거대해지는 사회적자본시장에 시장원칙의 효율성을 접목시키는 필요성 증대
 또한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제고필요성 증가 – 주요국 재정적자 누적 (예: 범죄율 절감을 위한 영국의 Social Impact Bond 도입)

기존 사회적자본시장의 비효율성 팽배

• 혼합가치추구형 투자대상의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투자에서 활용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유형을 단순히 복제하거
나 확대하는 투자의 효용성은 제한적

•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과 전통적인 투자방식과의 상호괴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련의 금융혁신이 일어났음
(Mendell & Nogalese, 2009)

• 현재는 전통적인 글로벌금융기관에서 임팩트투자를 적극 도입하고, 민간재단 등의 지원하에 임팩트투자전문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임팩트투자생태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음

혼합가치 추구를 위한 투자금융혁신 – 임팩트투자의 탄생

Impact First or Return First? 
- All are possible in impact investing

출처: “Investing for Impact: Case studies across asset classes", Bridges Ventures(2010)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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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Various Asset Classes
- Versatility of impact investing suiting for different needs

Impact Investing as Catalytic Capital 

Catalytic 
Capital의 투입

사회적기업의
성장도

복구력
(Resilience)

12

Catalytic 
Capital의 투입

시간

201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37

[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Various Asset Classes
- Versatility of impact investing suiting for different needs

Impact Investing as Catalytic Capital 

Catalytic 
Capital의 투입

사회적기업의
성장도

복구력
(Resilience)

12

Catalytic 
Capital의 투입

시간

[Part 2] Keynote Speech 1
Chul Woo Moon

Various Asset Classes
- Versatility of impact investing suiting for different needs

Impact Investing as Catalytic Capital 

Catalytic 
Capital의 투입

사회적기업의
성장도

복구력
(Resilience)

12

Catalytic 
Capital의 투입

시간

Various Asset Classes
- Versatility of impact investing suiting for different needs

Cash Priority
Bond

Mezzanine
Asset Listed Stock Venture

Capital

Priority in

Real
Estate

Other Real 
Property

Hedge Fund

Alternative Investment

Asset Type

Priority in
Financial
Achievement

Priority in
Social Value

Impact Investing as Catalytic Capital 

Catalytic 
Capital Input

Social Enterprise
Growth Rate

Resilience

12

Catalytic 
Capital Input

Time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38

[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Strong Needs for Catalytic Capital to Help Social Enterprises Grow
– The cas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 촉매자본을 통해 초기자원의 투입, 서비스의 질적 차별화, 운영규모의 확대, 매출구조 안정화, 고유의
관리시스템 개발 등 선순환구조 창출

• 촉매자본 투입 성공사례
- 다솜이재단의 간병시스템 경쟁력 구축 사례
- 희망네트워크의 취약계층 아동교육의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방식 사례

13

- 희망네트워크의 취약계층 아동교육의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방식 사례

• 촉매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취약성 개선 필요
- 공공지원액의 소형화, 균등화 문제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한계 (수익성, 투자액의 과소함, 투자대상 발굴)
- 민간임팩트투자 형성의 난관 (저수익성 보완하는 사회적가치 측정부재, 인식부족, 후순위 Seed Capital 
재원확보의 난관. 전략적 투자자SI의 이해상충문제 등)

The History of US Foundations and Impact Investors
- Mission-related Investment(MRI)

 전통적으로 해외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투자의 주체는 비영리민간재단이었음
 이들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적용되는 투자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미션투자(MRI: Mission related 

investment)’ 방식을 개발함
 초기의 해외재단의 투자방식은 비영리기관들에게 재원을 무상보조하는 이른바 지원금(Grant)방식에 대체로 의존하여 왔었음
 그러나 지원금의 쾌척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이유가 지원금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는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인센티브가 정합되지 않는 지원메커니즘에 있다고 재단들은 인식하게 됨
 이러한 초기 지원경험의 축적과 이에 따른 재단의 사고 및 인식 변화는 선진국 재단투자방식에 자본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계기

미션투자(Mission related investment; MRI) 성장의 배경

 이러한 초기 지원경험의 축적과 이에 따른 재단의 사고 및 인식 변화는 선진국 재단투자방식에 자본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계기
가 됨(Kramer & Cooch, 2007; Lawrence & Mukai, 2011)

출처: 문철우(2011)

미국 비영리민간재단의 투자방식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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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됨(Kramer & Cooch, 2007; Lawrence & Mukai, 2011)

출처: 문철우(2011)

미국 비영리민간재단의 투자방식 진화

Strong Needs for Catalytic Capital to Help Social Enterprises Grow
– The cas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 Creation of virtuous cycle via initial fund input through catalytic capital,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service, expansion of operation size, stabilized sales structure, development of indigenous 
management system

• Successful Case in Catalytic Capital Input 
- Establishment of competitive power in Dasomi Foundation’s nur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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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competitive power in Dasomi Foundation’s nursing system 
• - Hopeful Network’s management and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education of vulnerable children

• Necessity of improv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catalytic capital inflow 
• - Issues with miniaturization and equalization of public support fund
• - Limits of social enterprise fund of funds (minimum profitability and investment amount, discovery of 

investment target) 
• - Difficulties with formation of private impact investment (lack of social value measurement to supplement low 

profitability, low awareness, difficulties procuring posterior Seed Capital,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trategic 
investor SI)

The History of US Foundations and Impact Investors
- Mission-related Investment(MRI)

 Traditionally, the most important entities of social investment abroad were non-profit private foundations 
 They recently developed mission related investment (MRI), which invests on social enterprises based on investment 

principles applied in capital market, t
 Early foreign foundations generally relied on grant type investment, which supports finance to non-profit organizations at 

no cost  
 However, many social issues were still not resolved despite large grant support. Finally, the foundations realized that 

the failure was caused not by lack of finance, but by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social goals and financial 

Growth of Mission Related Investment (MRI) - Background

the failure was caused not by lack of finance, but by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social goals and financial 
 Accumulation of such early experiences and accompanied changes in thinking and awareness among foundations led to 

incorporation of capital market principles into foundation’s investment style in advanced nations (Kramer & Cooch, 
2007; Lawrence & Mukai, 2011)

Source: Moon, Chul-Woo(2011)

Evolution of Investment Style among US Non-Profit Private Foundations

Stage 1: Grant Stage 2: SRI Stage 3: MRI/PRI
-Below Market Profitability

Stage 4: MMRI
-Close to Market 
Profitability1

Early 2000s After Mi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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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기조연설 1
문철우

The History of US Foundations and Impact Investors
- Mission-related Investment(MRI)

 과거 재단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은 재단보유자산(기금)을 저축,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고 이의 결과
로 투자수익을 창출, 이러한 투자수익을 다시 재단 고유목적영역 즉사회적 가치영역에 투자했음

 이러한 투자는 과거에는 주로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었음
 재단이 투자수익이 아닌 보유자산(기금)자체를 투자재원으로 하며, 지원금형태가 아닌 직접투자 즉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사업

수행기관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혁신적 방식을 채택함 (미션투자)
 미션투자에서는 재단들이 사회적기업 등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한 투자자가 되고 일반자본시장에서와 같이 이자, 배당 등의

투자수익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게 됨
 과거의 재단투자영역과 미션사업영역이 분리되어 있던 방식에서 탈피
 미션사업영역 안에서 재단의 직접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수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투

재단 미션투자(MRI)의 개념

 미션사업영역 안에서 재단의 직접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수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투
자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 강화, 경영역량개발 및 관리강화 등의 노력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었음

재단 미션투자(MRI)의 유형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MMRI: Market-rate Mission Related 
Investment, MRI: Mission Related Investment, PRI: Program Related Investment

• (주) MRI를 PRI를 포함하지 않고 MMRI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출처: FSG Social Impact Advisors (2007) 및 Kramer & Cooch(2007)의 분류방식을 참

고한 저자의 정리

The Success Stories of Impact Investors
- “More for the Mission” Campaign

 총투자자산 2억 4천만 불 중 미션투자(MRI)에 1억 1천만 불(45.7%)을 투자
 영세민 자금제공, 기업설립 지원, 주택공급 및 육아 지원 등 4개 미션영역
 시장수익률요구 투자(Market-rate investment)에 8천 9백만 불, 시장수익률요구 보장성예금 (Market-rate insured deposits)에 6

백만 불, 시장수익률이하 미션투자 (Program-related investment)에 2천1백만 불, 지원금(Grant) 형식으로 1천1백만 불
 헤론재단의 투자성과는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일반자본시장에서 추구하는 시장수익률에 근접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

고 있는 성공을 보임

헤론재단(Heron Foundation)의 미션투자(MRI)

미션투자자산 투자성과기준(벤치마크, 2004) 헤론재단 미션투자성과 평가

예 금(Deposits)
미국 내 2년 평균 미국 예금이자율(Banxquote 기준)

2.27% 시장수익률 초과

 총자산 8백만 불 규모의 중소재단임에도 불구하고 30%의 재단자산
을 융자 및 지분투자에 할당하고 있는 미션투자 전문재단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자동차정비서비스 체인점에 2백만 불을 융자
 초기에는 9%의 이자율을 적용하나 장애인고용비율이 상승될수록

최대 5% 수준까지 이자율이 절감되는 가치연계형 투자를 수행하여
성공

Bealight 재단의 미션투자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들의 자산 중 1% 이상을 미션투자

(MRI)에 할애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현재 100여개의 대형재단이 참여하고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단 중심의 임팩트투자

확대를 예고

More for the Mission 캠페인

예 금(Deposits)
= 1.53%

2.27% 시장수익률 초과

고정수익투자(Fixed income 

securities)

리먼브라더스

채권수익률인덱스 (미국평균)= 4.10%
4.04% 시장수익률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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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우

The History of US Foundations and Impact Investors
- Mission-related Investment(MRI)

 과거 재단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은 재단보유자산(기금)을 저축,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고 이의 결과
로 투자수익을 창출, 이러한 투자수익을 다시 재단 고유목적영역 즉사회적 가치영역에 투자했음

 이러한 투자는 과거에는 주로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었음
 재단이 투자수익이 아닌 보유자산(기금)자체를 투자재원으로 하며, 지원금형태가 아닌 직접투자 즉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사업

수행기관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혁신적 방식을 채택함 (미션투자)
 미션투자에서는 재단들이 사회적기업 등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한 투자자가 되고 일반자본시장에서와 같이 이자, 배당 등의

투자수익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게 됨
 과거의 재단투자영역과 미션사업영역이 분리되어 있던 방식에서 탈피
 미션사업영역 안에서 재단의 직접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수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투

재단 미션투자(MRI)의 개념

 미션사업영역 안에서 재단의 직접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수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투
자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 강화, 경영역량개발 및 관리강화 등의 노력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었음

재단 미션투자(MRI)의 유형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MMRI: Market-rate Mission Related 
Investment, MRI: Mission Related Investment, PRI: Program Related Investment

• (주) MRI를 PRI를 포함하지 않고 MMRI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출처: FSG Social Impact Advisors (2007) 및 Kramer & Cooch(2007)의 분류방식을 참

고한 저자의 정리

The Success Stories of Impact Investors
- “More for the Mission” Campaign

 총투자자산 2억 4천만 불 중 미션투자(MRI)에 1억 1천만 불(45.7%)을 투자
 영세민 자금제공, 기업설립 지원, 주택공급 및 육아 지원 등 4개 미션영역
 시장수익률요구 투자(Market-rate investment)에 8천 9백만 불, 시장수익률요구 보장성예금 (Market-rate insured deposits)에 6

백만 불, 시장수익률이하 미션투자 (Program-related investment)에 2천1백만 불, 지원금(Grant) 형식으로 1천1백만 불
 헤론재단의 투자성과는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일반자본시장에서 추구하는 시장수익률에 근접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

고 있는 성공을 보임

헤론재단(Heron Foundation)의 미션투자(MRI)

미션투자자산 투자성과기준(벤치마크, 2004) 헤론재단 미션투자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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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시장수익률 초과

 총자산 8백만 불 규모의 중소재단임에도 불구하고 30%의 재단자산
을 융자 및 지분투자에 할당하고 있는 미션투자 전문재단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자동차정비서비스 체인점에 2백만 불을 융자
 초기에는 9%의 이자율을 적용하나 장애인고용비율이 상승될수록

최대 5% 수준까지 이자율이 절감되는 가치연계형 투자를 수행하여
성공

Bealight 재단의 미션투자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들의 자산 중 1% 이상을 미션투자

(MRI)에 할애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현재 100여개의 대형재단이 참여하고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단 중심의 임팩트투자

확대를 예고

More for the Mission 캠페인

예 금(Deposits)
= 1.53%

2.27% 시장수익률 초과

고정수익투자(Fixed income 

securities)

리먼브라더스

채권수익률인덱스 (미국평균)=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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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Keynote Speech 1
Chul Woo Moon

The History of US Foundations and Impact Investors
- Mission-related Investment(MRI)

 과거 재단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은 재단보유자산(기금)을 저축,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고 이의 결과
로 투자수익을 창출, 이러한 투자수익을 다시 재단 고유목적영역 즉사회적 가치영역에 투자했음

 이러한 투자는 과거에는 주로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었음
 재단이 투자수익이 아닌 보유자산(기금)자체를 투자재원으로 하며, 지원금형태가 아닌 직접투자 즉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사업

수행기관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혁신적 방식을 채택함 (미션투자)
 미션투자에서는 재단들이 사회적기업 등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한 투자자가 되고 일반자본시장에서와 같이 이자, 배당 등의

투자수익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게 됨
 과거의 재단투자영역과 미션사업영역이 분리되어 있던 방식에서 탈피
 미션사업영역 안에서 재단의 직접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수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투

재단 미션투자(MRI)의 개념

 미션사업영역 안에서 재단의 직접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수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투
자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 강화, 경영역량개발 및 관리강화 등의 노력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었음

재단 미션투자(MRI)의 유형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MMRI: Market-rate Mission Related 
Investment, MRI: Mission Related Investment, PRI: Program Related Investment

• (주) MRI를 PRI를 포함하지 않고 MMRI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출처: FSG Social Impact Advisors (2007) 및 Kramer & Cooch(2007)의 분류방식을 참

고한 저자의 정리

The Success Stories of Impact Investors
- “More for the Mission” Campaign

 총투자자산 2억 4천만 불 중 미션투자(MRI)에 1억 1천만 불(45.7%)을 투자
 영세민 자금제공, 기업설립 지원, 주택공급 및 육아 지원 등 4개 미션영역
 시장수익률요구 투자(Market-rate investment)에 8천 9백만 불, 시장수익률요구 보장성예금 (Market-rate insured deposits)에 6

백만 불, 시장수익률이하 미션투자 (Program-related investment)에 2천1백만 불, 지원금(Grant) 형식으로 1천1백만 불
 헤론재단의 투자성과는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일반자본시장에서 추구하는 시장수익률에 근접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

고 있는 성공을 보임

헤론재단(Heron Foundation)의 미션투자(MRI)

미션투자자산 투자성과기준(벤치마크, 2004) 헤론재단 미션투자성과 평가

예 금(Deposits)
미국 내 2년 평균 미국 예금이자율(Banxquote 기준)

2.27% 시장수익률 초과

 총자산 8백만 불 규모의 중소재단임에도 불구하고 30%의 재단자산
을 융자 및 지분투자에 할당하고 있는 미션투자 전문재단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자동차정비서비스 체인점에 2백만 불을 융자
 초기에는 9%의 이자율을 적용하나 장애인고용비율이 상승될수록

최대 5% 수준까지 이자율이 절감되는 가치연계형 투자를 수행하여
성공

Bealight 재단의 미션투자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들의 자산 중 1% 이상을 미션투자

(MRI)에 할애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현재 100여개의 대형재단이 참여하고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단 중심의 임팩트투자

확대를 예고

More for the Mission 캠페인

예 금(Deposits)
= 1.53%

2.27% 시장수익률 초과

고정수익투자(Fixed income 

securities)

리먼브라더스

채권수익률인덱스 (미국평균)= 4.10%
4.04% 시장수익률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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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US Foundations and Impact Investors
- Mission-related Investment(MRI)

 Typical operation of past foundations involved investment of foundation’s asset (fund) in diverse investment targets 
including saving, stock, bond, and fund. The resulting investment return was re-invested in foundation’s indigenous purpose, 
namely in social value sector

 These investments typically consisted of donation or aid to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past
 Foundations incorporated an innovative method (mission) in which the asset (fund) itself, not the investment return, 

is invested into social oper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in the form of direct investment rather than grant. 
 In MRI, the foundations become investors who either loan or quota-invest on social enterprises, and hold the right to 

request investment returns such as interest or dividends 
 Transformed from past model, in which foundation’s investment sector and mission sector were segregated

Foundation Mission-Related Investment (MRI) Concept

 Transformed from past model, in which foundation’s investment sector and mission sector were segregated
 Foundation’s co-execution of mission project and direct investment led to expectation of increased investment efficie

ncy, due to social entrepreneur’s enhanced responsibility towards investment goal satisfaction such as profitability an

d social value realization, and efforts to improve management capacity and operation

Type of MRI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MMRI: Market-rate Mission Related 
Investment, MRI: Mission Related Investment, PRI: Program Related Investment

• (Note) Term MRI is occasionally used to refer to MMRI without inclusion of PRI 
• Source: Author’s summary with reference to classification on FSG Social Impact 

Advisors (2007) and Kramer & Cooch(2007)

The Success Stories of Impact Investors
- “More for the Mission” Campaign

 Investment of $110 million (45.7%) to MRI out of total investment fund of $240 million 
 4 mission sectors of small business fund, startup support, housing support and parenting support 
 $89 million on market-rate investment, $6 million on market-rate insured deposits, $21 million on program-related 

investment, $11 million as grant 
 Heron Foundation’s investment achievement shows matching or exceeding success compared to market rate pursued 

by the regular capital market

Heron Foundation’s MRI

Mission Investment Fund Investment Achievement (Benchmark, 2004)
Heron Foundation Mission 

Investment Achievement
Evaluation

 Despite its small size with $8 million in total asset, Bealight is a 
professional MRI foundation with 30% foundation asset on loan 
and quota investment

 $2 million loan to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 chain with 
conditions on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Successful value-interface investment, in which 9% initial 
interest rate drops up to 5% with increased handicap 
employment rate

Bealight Foundation’s MRI
 Voluntary campaign to spare 1% or more of USA’s non-

profit foundation’s asset to MRI 
 Around 100 large foundations currently under participation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suggesting expansion of 

foundation-centered impact investment

More for the Mission Campaign

Deposits
2 Year Average Deposit Interest Rate in USA (Banxquote)

= 1.53%
2.27% Exceeds Market Profit Rate

Fixed income securities

Lehman Brothers

Bond Profit Rate Index(USA Average)= 4.10%
4.04% Close to Market Profi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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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Separation of Impact Investors from Money Providers Needed
- For impact investing to develop properly, impact investors need to be an independent actor 
with own expertise and decision-making power, separate from seed money providers such as 
foundations, government, and social value delivery organizations (ref. The Case of Calvert 
Foundation)

록펠러 재단 게이츠재단 미국재무부 CDFI

단

소셜미션재단
및 정부

사업개발비 우선손실충당금 대출보증금 펀드투자

17

캘버트 재단

소기업파이낸싱 마이크로파이낸싱 사회적기업/SGB투자 저가주택공급

중간금융기관 (57개 2,200만불 투자)
지역개발은행(1,400만불 투자)

소기업(324개) 마이크로파이낸싱기관(70여개국 6,600만불) 
SGB(50여개국 2백만불) 기타사업자

소셜투자자

중간기관

사회적기업

중간기관투자 대출보증금

투자

직접투자

저소득자 고용창출 1,100명
마이크로파이낸싱 고객 전세계 300만명 확보

주택공급 1,000가구

수혜자

사회적가치 창출

End of PresentationEnd of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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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feller Foundation Gates Foundation USA Department of Treasury
CDFI

Calvert Foundation

Small Business Financing      Micro-Financing Social Investment/SGB Investment Low-Cost Housing Supply

Social Mission Foundation
& Government

Social Investor

Business 
Development 
Cost

Reserve for 
Preferential 
Investment Loss

Loan Security Fu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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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Financing      Micro-Financing Social Investment/SGB Investment Low-Cost Housing Supply

Intermediate Financial Institute (57 Agencies, $22 Million Investment)
Regional Development Bank ($14 Million Investment)

Small Business (324) Micro-Financing Institutes (70 Nations, $66 Million) 
SGB(50 nations, $2 Million) Other Business Entities

Intermediate Agency

Social Enterprise

Intermediate Agency Investment Loan Security

Investment

Direct Investment

1,100 Job Creation for Low-Income Persons
3 Million Micro-Financing Customers Worldwide 

Housing Supply to 1,000 Households

Beneficiary

Social Value Creation

End of PresentationEnd of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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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 아츠시
릿쿄대학교 교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WISE)의 조사연구

일본：고베 커뮤니티 비즈니스, 워커스 컬렉티브 (worker's collective), 
        공동연(共同連) 등

이탈리아의 B형 사회적협동조합, 영국의 노동자협동조합・소셜 팜(농장) 
커뮤니티 조직、한국의 사회적기업 등

※현재 동(東) 런던의 노동자협동조합 Account 3에서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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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東) 런던의 노동자협동조합 Account 3에서 인턴십

[Part 2] Keynote Speech 2
Atsushi Fujiii

藤井敦史
立教大学コミュニティ福祉学部　教授　

社会的排除を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労働統合型社会的企業（WISE）の調
査研究

日本：神戸の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共同
連等

イタリアのB型社会的協同組合、英国の労働者協同組合・ソーシャル・フ
ァーム・コミュニティ組織、韓国の社会的企業等

※ 現在は、東ロンドンの労働者協同組合Account 3でインターンシッ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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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2015 보고                         2015 년 7 월 3 일 

 

일본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과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시점― 

 

릿쿄대학 커뮤니티복지학부 교수 藤井敦史(후지이 아쓰시) 

afujii@rikkyo.ac.jp 
 

１．자기소개 

 

①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WISE)의 조사연구 

➡일본：고베 커뮤니티 비즈니스, 워커스 컬렉티브 (worker's collective), 공동연(共同連) 등 

이탈리아의 B 형 사회적협동조합, 영국의 노동자협동조합・소셜 팜(농장) 커뮤니티 

조직、한국의 사회적기업 등 

※현재 동(東) 런던의 노동자협동조합 Account 3 에서 인턴십 

 

②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다원적 목표, 멀티 스톡홀더, 다원적 경제)이 

시장경쟁이나 정부의 행정보완화의 압력에 대항하여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환경과 일관된 지지와 관심을 갖는 시민사회와 더불어 연대경제와의 

연결을 목표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관심이 필요 

 

③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두 개의 레벨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면서 당사자의 

임파워먼트를 실행 (커뮤니티 엠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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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2015報告                         2015年7月3日 

 

日本 社 的企業会 現状 課題 統合型社 的企業労働 会 視点における の と ― の から― 

 

立 大教 学 福祉 部学コミュニティ  授教  藤井敦史 

afujii@rikkyo.ac.jp 
 

自己紹介１．  

 

社 的排除会 解決 統合型社 的企業労働 会① を しようとしている （WISE 調査 究研）の  

➡日本 神戸 ・ ー ー ・ 共同連等： の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ワ カ ズ コレクティブ、  

➡イタリアのB型社 的協同組合会 英国 者協同組合労働 ・ ー ・ ー ・、 の ソ シャル ファ ム コミ

組織 韓国 社 的企業等会ュニティ 、 の  

現在※ は、東 者協同組合労働ロンドンの Account 3 ーでインタ ンシップ 

 

組織 社 的企業会 多元的目標 ・ ー ー 多元②ハイブリッド としての （ 、マルチ ステ クホルダ 、

的経済 市場競争 政府 行政補完化 ー 抗 生 残 展発）が や の のプレッシャ に して、 き り、 して

いくためには 適切 制度環境 強 市民社会 ー 必要、 な や い からのサポ トが なのではないかと

一貫 問題 心関 市民社会 連帯経済 結 目 中間支援組織いう した から 、かつ、 の び としての に

心関  

 

統合型社 的企業労働 会 二 形成 事者当③ では、 つのレベルでコミュニティを しながら、 のエ

ー 行 ・ ーンパワ メントを っている（コミュニティ エンパワ メ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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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三本松政之・ 北島健一編2014 政策 入門学『コミュニティ 』 第6章、p.123 

 

당사자 거주지의 커뮤니티＋포섭적인 지역커뮤니티 

그밖에 시민사회의 접점（매듭）으로서、「연대경제」를 구축하고、공공정책을 

움직이게 하면서、현장에서부터 공공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는 중간지원조직이 

중요한 존재 

 

④ 실천과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에서 사회적기업 비디오 제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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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게 하면서、현장에서부터 공공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는 중간지원조직이 

중요한 존재 

 

④ 실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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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出典 三本松政之・ 北島健一編（ ） 2014 政策 入門学 第『コミュニティ 』 6章拙稿、p.123 

➡ 事者当 居場所 包 的摂 地域の としてのコミュニティ＋ な コミュニティ 

➡ 際 市民社会 ー 結 目 連帯経済 構築 公共政策その に、 のノ ド（ び ）として、「 」を し、 にも

働 現場 公共空間 大拡 中間支援組織 重要 存在きかけながら、 から を していく は な  

 

④実践 関との わり 

➡ 太平洋資料 ーアジア センタ （PARC 社 的企業会 制作中）における ビデ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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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회사 대표이사인 사쿠마 히로아키씨와 저자） 

https://motion-gallery.net/projects/parc201503 
 

➡사회적기업연구회의 운영（일본의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 

http://social-enterprisejp.jimdo.com/ 
 

（운영위원회 구성단체）협동조합관계의 싱크탱크와 정책제언형 NPO 

（ 예 ） 생활서포트생협동경 （ 동아리시스템생협 ） 、 시민섹터정책기구 （ 생활그룹생협 ） 、
생협종합연구소 （ 일본생협연합회 ） 、 협동종합연구소 （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 、 WNJ
（worker's collective）、JC 종합연구소（농업협동조합）、생활경제연구소（자치노-自治労）、
동경커뮤니티 파워 뱅크（NPO 뱅크）、PARC（연대경제를 지향하는 NPO、RIPES 의 이사、
아시아연대경제포럼에서 중심적인 역할담당 ） 、 일본희망제작소 （ 일한교류, NPO ） 、 연구자
（메이지대학、릿쿄대학 등） 

 

２．일본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개념의 다양성 

 

・ 수입개념으로서의 「사회적기업」 다양한 용어의 존재（인상론적） 

―시민사업（시민자본）：1980 년대 후반경부터 worker's collective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한신대지진 이후、주로 마을 만들기나 농촌의 지역재생 

―사회적기업：2000 년대부터 해외이론이나 사례（특히 영국, 이탈리아, 한국）의 소개、WISE 

―소셜 비즈니스：2008 년 경제산업성의 보고서 이후 

―그밖에도 소셜 팜(농장)、사회적사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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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代表理事会 佐久間裕章 私（ふるさとの の さんと ） 

https://motion-gallery.net/projects/parc201503 
 

社 的企業 究会 研 会 運営 日本 社 連会 帯経済 ー 構築の （ における ネットワ クの 目指を す） 

http://social-enterprisejp.jimdo.com/ 
 

運 委員 構成 体営 会 団 協同組合 係関 政策提言型（ ） のシンクタンクや NPO 

（e.g. 生活 ー 生協東京 生協 市民 ー政策機構 生活 生協 生協 合 究所総 研） サポ ト （パルシステム ）、 セクタ （ クラブ ）、

日本生協連合会 協同 合 究所総 研 日本 者協同組合連合労働 会（ ）、 （ ）、WNJ ー ー ・（ワ カ ズ コレクティブ）、JC
総研 農業協同組合 生活 究所経済研 自治労 東京 ・ ー・（ ）、 （ ）、 コミュニティ パワ バンク（NPO バンク）、PARC
連帯経済 志向（ を する NPO、RIPES 理事 連帯経済 ー 中心的 担 手 日本希望製作所の 、アジア フォ ラムで な い ）、

日韓交流（ NPO 究者研 明治大学 立 大 等教 学）、 （ 、 ） 
 

日本 社 的企業 念会 概 多 性様２． における の  

 

・ 輸入 念概 社 的企業会としての「 」➡多様 用語 存在な の 印象論的（ には…） 

市民事業 市民資本― （ ）：1980年代終 頃 ー ー ・ 等わり から、ワ カ ズ コレクティブ  

・ 阪神淡路大震災後 主 農村 地域再生―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 としてまちづくりや の  

社 的企業会― ：2000年代 海外理論から、 事例 特 英国・ ・ 韓国や （ に イタリア ） 紹介の 、WISE 

ー ・―ソ シャル ビジネス：2008年 産業省経済 報告書以降の による  

他 ー ・ ー 社 的事業所等会―その にも、ソ シャル ファ 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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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국립정보학연구소의 논문검색에 의한 논문수의 추이 （수천편의 논문) 

 

・ 사회적기업 개념을 둘러싼 혼란 

배경으로서 법인격의 결여、NPO법과 협동조합법이 안고 있는 과제 

1998 년에 성립한 

① 1998 년에 성립한 NPO 법에 있어서 출자규정의 결여 

②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규제가 강한 협동조합 관련법률（생협법、농협법 등）、또한 

노동자협동조합법의 결여 

➡비영리성과 민주적 참가를 축으로 하는 제 3 섹터（NPO및  협력조합 ）가 사업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인격이 일본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 본래 비영리 또는 민주적 참가를 중시함에도 불구 、 자본조달상의 이유에서 

영리기업적인 법인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기업조합 등）를 취하는 단체가 많고1、

더욱이 2006년의 공익법인 개혁에 의해 준칙주의가 되어, 용이하게 취득가능한 일반 

사단법인도 급증 중 

                                                   
1 2006 년의 회사법 개정도 영향을 미침。비영리주식회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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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의 회사법 개정도 영향을 미침。비영리주식회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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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立情報 究所国 学研 の論文 索検 論文数 推移 見から の を ると 論文数 千数（ だけなら ）

… 

 
 

・ 社 的企業 念会 概 混乱をめぐる  

背景 法人格 欠如 並としての の 、 びに、NPO法 協同組合法 抱 課題と が えている  

①1998年 成立に した NPO法 出資規定 欠如における の  

割 細分化 規制 強 協同組合 連関 法律 生協法 農協法等 並②タテ りで され の い の （ 、 ）、 びに、

者協同組合法労働 欠如の  

➡非 利性営 民主的 加参 軸 ー ・ ーや といったことを としたサ ド セクタ （NPO 協同組合や ）が、

事業性 十分 揮発 法人格 日本 存在を に しうる が では していない 

➡本 的来 非 利営 民主的 加参 重視 資金調達上 理由に であったり、 を していたりしても、 の か

利企業的営 法人形態 株ら、 な （ 式 社会 有限 社会 企業組合等 取 体団 多、 、 ）を る が く1、

更に、2006 年 公益法人改革 準則主義 簡易 取得可能 一般社 法人団の により、 なため に な

急 中増も  

                                                   
12006年 社法会 改正 影響 非 利株式 社営 会 可能性の の も している。 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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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법인격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으며 일반 영리기업이 스스로를 

「사회적기업」으로서 자기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음 

실증연구의 곤란（ad hoc(특별한) 사례연구와 해외이론 소개가 다수） 

 

※몇 개의 대립축 1）영리기업（사회지향형 기업, CSR）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2）사회적 목적의 중심은 무엇인가? 사회적 배제의 해결인가? 

    3）경영기법과 사회적, 제도적 환경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３．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운동과 정책의 전개 – 주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복수의 논리가 혼재（상세한 

연표를 작성 중） 

① 일본에 있어서 전통적인 WISE 의 존재（일본 내 사회연대경제의 축적） 

② 기업 측면의 접근➡젊은이들의 사회적기업가(社会的起業家)로의 참여 

③ 정부・정책 측면의 동향➡민주당정권으로부터 자민당정권으로의 변화과정에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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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的企業会 法人格 全 明説 一般 利企業営 自 社 的企会を、 では く できず、また、 の が らを「

業 自己正 化当 ー 悪乗 社 的企業会」として するケ スもあり（ りされやすい ） 

➡ 証 究実 研 困難 ・ ー ・ 海外理論紹介 多の （アド ホックなケ ス スタディと の さ） 

 

幾 立軸対※ つかの   1 利企業営） （CSR 社 志向型企業会 含 否、 ）を むのか か 

      2 社 的目的会 中身 何 社 的排除会 解決） の は でもありか、それとも、 の か 

     3 手法経営 社 的会 ・ 制度的環境 重視） と のどちらを するか 

 

３ 社 的企業会 運動 政策 展開． をめぐる と の 主 統合型社 的企業労働 会 視点― として の から 

 

＊ 社 的企業会 動 大 捉「 」をめぐる きを まかに えると複数 論理 混在の の （詳細 年表 作成中な を ） 

日本 統的伝① における WISE 存在 日本 社 連会 帯経済 蓄積の （ における の ） 

企業 ・ ー② サイド アプロ チ➡若者 社 的起業家会の  

政府・ 政策 動向➡民主党政権 自民党政権 化変 中 後退③ サイドの から への の で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56

[2부] 기조연설 2
후지이 아츠시

6 
 

 

＊일본의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과제들 

1）곤란한 제도환경：법인제도의 불비、행정으로부터의 사업위탁이 안고 있는 문제 

2）시민사회측의 제도환경을 변혁하기 위한 정치력의 결여 

정책제언능력의 부족、분열적인 시민사회（약한 결집력、약한 협동조합간 협동）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열쇠가 되는 중간지원조직（인프라 조직） 

 

４．일본에 있어서 커뮤니티에 밀착한 중간지원조직 ― CS고베의 사례― 

 

＊원점으로서의 CS고베 공청회 조사2 

〇 고베의 한신대지진 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이하、CB라고 약칭)의 발흥 

➡커뮤니티 형성, 사회적 포섭의 수단으로서의 일을 만들어내는 사업 

 
 

                                                   
2 原田晃樹・ 藤井敦史・ 松井 理子真 2010 『NPO재구축에의 길』 勁草書房、제 4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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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社 的企業会 課題群＊ における「 」をめぐる  

1 困難 制度環境 法人制度 不備 行政 事業委託 抱 問題） な ： の 、 からの が える  

2 市民社 側会 制度環境 革変 政治力 欠如） の を するための の  

➡政策提言能力 弱 分裂的 市民社会 結集力 弱 協同組合間協同 弱の さ、 な （ の さ、 の さ） 

社 的企業会 展発 中間支援組織 ー組を させるためのカギとなる （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

織） 

 

４．日本における 密着 中間支援組織コミュニティに した ―CS神戸 事例の ― 

原点＊ としての CS神戸 調査ヒアリング 2 

〇神戸 阪神淡路大震災後 ・ 以下における の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CB 略 勃興と ）の  

➡ 形成・ 社 的包会 摂 ー 仕事 作 出 事業コミュニティ のツ ルとしての を り す  

                                                   
2原田晃樹・ 藤井敦史・ 松井 理子真 2010『NPO再構築 道勁草書房 第への 』 、 4章拙稿 照参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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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CB 를 육성하여、지원해 온 CS 고베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주목 

（2007 년까지 약 120 개 단체를 지원하여, 사업을 일으켜 연결해 오고 있다） 

〇 이 시점에서 생각하게 된 몇가지 문제들 

① CS 고베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어떤 것을 진행하여 현장의 CB 를 지원해 온 

것인가（지원의 방법론） 

② 지원사업 그 자체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CS 고베는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했을까?  

③ CB 를 지원하는 행위를 통하여 CB 가 「자립」한다면,  CB 의 「자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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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CB 育 支を て、 えてきた CS神戸 中間支援組織 役割 注目の としての に  

（2007年 約までに 120 体団 支援 起業 結を し、 に びつけていた） 

〇 時 考 幾 問この に えたのは つかの い 

①CS神戸 中間支援組織 現場は、 としてどんなことをして、 の CB 支援を してきたの

支援 方法論だろうか（ の ） 

支援事業 事業 思② そのものは、なかなかペイしにくい だと われるが、CS神戸 中は、

間支援組織 持 可能続 経営 可能としてどのように な を にしてきたのか？ 

③そもそも、CB 支援 行為を する とは、CB 自立が「 」すること？だとしたら CB 自が「

立」するって、どういう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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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고베 공청회 조사로부터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 1 ) CS고베에 있어서 지원프로세스에 나타난 지원의 방법론 

・ 직업(일)지원센터에 있어서 지원의 흐름 

（도１）CS고베에 있어서 사업개시까지의 지원과정 

 

◎포인트는… ① 지속적인 컨설팅（일과성이 아님） 

  ② 미션을 공유하는 중핵집단의 형성 

 ➡ 이질적 요소를 가지는 사람들의 팀 

（당사자성(當事者性)＝요구, 기술,경영） 

③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요구와 지역자원과의 연결 

   CS고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폭이 중요한 조건 

  ※ ③을 보다 상세히 보게 되면、도 2 의 구도가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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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つての CS神戸 調査 知見 何ヒアリング からの は だったのか？ 

 

①CS神戸 支援 見 支援 方法論における プロセスに る の  

・ 生 仕事 ー ・ ー 支援 流きがい サポ ト センタ における の れ 

図（ １）CS神戸 事業開始 支援における までの プロセス 

 

◎ポイントは… 的継続 一過性 座 修学研① なコンサルティング（ の ではない） 

  共有 中核集団 形成②ミッションを した の  

  ➡異質 要素 持 人々 ー 事者性当 ー ・ 技術・ 経営な を つ のチ ム（ ＝ニ ズ ） 

  ー 基盤 地域 ー 地域資源 結③ネットワ クを とした ニ ズや との びつけ 

  CS神 自体戸 有 ー 広 重要 件条が しているネットワ クの がりが な  

  詳 見 更 図※③をより しく ていくと、 に 2 構図 見の が えてく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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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２）CS고베에 있어서 CB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포인트는… ① 지역요구와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구조 

   정성들인 지역조사、매핑、타운 미팅、지역통화 

  （요구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자원의 발굴） 

   NPO서비스센터（토탈케어시스템사업）에 있어서 일상적인 지역 

주민과의 상담이나 사회공헌의욕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속 

② 기반이 되는 풍부한 네트워크와 그것을 구축하는 리더십 

   지역 내외의 풍부한 네트워크（전노제(全労済)、사와야카복지제단,  

WAC、생협、연합、지역기반의 기업과 상점가、사회복지협의회、

자치회 등） 

 여성리더：지역생활자로서의 얼굴과 직업인으로서의 얼굴, 

Win-Win 할 수 있는 관계성을 갖춘 원숙한 “collabora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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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２）CS神戸における CB 展発 ・のためのビジネス モデル 

 

 

◎ポイントは… 地域 ー 地域資源 掘発 仕組① ニ ズと を する み 

  ➡丹念 地域調査 ・ ー 地域通貨な 、マッピング、タウン ミ ティング、  

  ー 人的資源 中心 地域資源 掘 起（ニ ズと を とした の り し） 

  NPO ーサ ・ ー ー 事業 日ビス センタ （ト タルケアシステム ）における  

常的 地域住民 相談 社 貢 意欲会 献 持 人々な からの や を った のアクセス 

  基盤 豊富 ー 構築 ー ー② となる なネットワ クとそれを するリ ダ シップ 

  ➡地域 外内 豊富 ー 全労済 福祉財団の なネットワ ク（ 、さわやか 、 

WAC 生協 連合 地元企業 商店街 社 福祉協議会 会 自治 等会、 、 、 や 、 、 ） 

  ➡女性 ー ー 地域生活者 顔 職業人 顔リ ダ ： としての と としての 、Win-Win 

係性関 構築 長な を するのに けた“collabora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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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트워크형 공동사업의 이상적인 상태 

   중간지원조직과 현장의 NPO 모두가 지속가능 

   창구（신용）, 인재양성, 마케팅, 사업개발기능을 모두 제공 

 

( 2 ) CS고베에서 보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영기반 ―사업구성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다― 

 

図（ ３）CS神戸 事業構成の  

 
 

◎포인트는… ① 중간지원조직은 「지원사업」을 특화해야 하는가？ 

   직접적으로 마을 만들기나 지역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의미 

   특정분야의 전문성・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요구에의 접속 

  （사업영역・ 기능에 특화한 스페셜리스트형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② 단、현장의 NPO（사회적기업）와 경합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의 형성이 필요 

                ③ 한편으로는 공적자금도 필요 

   효고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시책（재해부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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ー 型共同事業 方③ネットワ ク というあり  

  ➡中間支援組織 現場が のNPO 競合 者両 持 可能続と せずに が になるため 

  ➡窓口 信用 人材育成 ー 事業開 機能発 提供（ ）＆ ＆マ ケティング＆ を  

 

②CS神戸 見 中間支援組織 基盤経営 事業構成 考に る の ― から える― 

 

図（ ３）CS神戸 事業構成の  

 
 

◎ポイントは… 中間支援組織 支援事業 特化① は「 」にのみ すべきか？ 

  ➡直接的 地域福祉事業 入参 意味にまちづくりや に する  

  ➡特定分野 門性専 ・ ー 構築・ 地域 ーの ネットワ クの ニ ズへのアクセス 

  事業領域・ 機能 特化 型中間（ に したスペシャリスト 支援組織 必要性の ） 

  現場②ただし、 のNPO 社 的企業会 競合 上記（ ）と しないためには、 の 

共同事業 形成 必要ように「 」を していく  

  一方 公的資金 必要③ で、 も  

  ➡兵庫県 ・ 支援施策 災害復興基金の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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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있는 일(직업)과 지원센터사업 등） 

  ⇔ 일반재원화로 인한 보조금 삭감과 규제강화의 어려운 상황 

                ④ 복수 사업에 의한 포트폴리오 ➡ 위험분산・시너지효과 

 

( 3 ) NPO（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자립」이란 무엇인가의 문제 

고베에서 재해피해자의 「자립」이란 「서로 협력하다」라는 의미 

   실은NPO（사회적기업）와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자립과 같으며、 

「네트워크 속에서의 자립」이 중요 

 중간지원조직은 시민사회의 결절점(연결되어 마디가 되는 곳)으로 

서 자치담당자이며、연대경제를 구축하는 담당자（1항의 그림） 

 

（２）제외국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이탈리아 B 형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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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치담당자이며、연대경제를 구축하는 담당자（1항의 그림） 

 

（２）제외국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이탈리아 B 형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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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있는 일(직업)과 지원센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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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 ー ・ ー事業等（ きがいしごとサポ ト センタ ） 

  一般財源化 補助金削減 規制 化強 厳 況状⇔ で と で しい  

  複数 事業 ー ➡ 分散・ ー 果効④ の によるポ トフォリオ リスク シナジ  

 

③NPO 社 的企業会 自立 何 問（ ）における「 」とは なのかという い 

神戸 被災者 自立 支 合 言では、 の「 」とは「 え い」だと われてきた 

  ➡実は、NPO 社 的企業会 中間支援組織自体 自立 同（ ）や の も じであり、 

ー 中 自立 重要「ネットワ クの での 」が  

  ➡ 中間支援組織 市民社会 結節点 自治 担だとすると、 は、 の として、 の い 

手 連帯経済 構築 担 手 必要であり、 を する い である （1頁 図の ）！ 

 

諸外国 中間支援組織 事例 見 何（２） での の から えてくることは か 

① タリア B型社会的協同組合におけるコンソーシアムの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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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국 동(東)런던의 Account 3 事例 

 

・  Account 3 를 둘러싼 풍부한 네트워크와 연대경제（네트워크과 연결된 경제, 소셜 

캐피탈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의 공유, 다세대를 순환하는 사업구성 등） 

후지이 아쓰시 2015 「  Account 3 를 통해 본 영국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내는 

「연대경제」―참가의 기반이 되는 것―」、『니지』  2015 년 봄호（no.649）、

23-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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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国 東② の ロンドンの Account 3 事例の  

 

・ アカウント 3 取 巻 豊富 ー 連帯経済 ー 埋 込を り く なネットワ クと （ネットワ クに め まれた

経済 ー ・ 含 多様 資源 多世代 循環 事業構成、ソ シャル キャピタルを む な のシェア、 の する

等） 

➡藤井敦史2015「アカウント3 通 見 英 社 的企業国 会 紡 出 連帯経済 加参を して る が ぎ す「 」―

基盤の にあるもの―」、『にじ』2015年春号（no.649）、23-3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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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 아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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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국 협동조합센터 인프라의 구조 

・협동조합간 협동기업 허브   

・많은 종류의 시티즌쉽 교육을 실천하는 협동조합학교의 발전 

・ 커뮤니티 공유의 확대（커뮤니티 소유와 출자） 

 한번의 기업지원과 자금조달로는 환원되지 않는 지원기능의 유기적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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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協同組合国 ー ー 構造③ セクタ における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 の  

・ 協同組合間協働としての Co-operative EnterpriseHub 

・ 種 育教 実践 協同組合 校学 展発ある のシティズンシップ を する の  

・ ・ 大拡 所有 出資コミュニティ シェアの （コミュニティ ＆ ） 

➡単発 起業支援 資金調達 還元 支援機能 有機的 係性関の や に できない 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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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례（기반조성팀장 장지용） 

※ PARC 사회적기업 비디오 프로젝트 2015년 4/8-11 공청회 조사에서 

 
 

○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5 개의 지원기능 

①  공동경제기반의 조성 

②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③  성장단계별 자금메뉴 작성 

④  서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의 모델 구축（전략분야의 설정） 

⑤  제도환경개선：사회책임조달조례、사회주택활성화조례 등 

 

（감상）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실의 이미지는 여기에서 말하는 5 개의 기능과 같아 보인다。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민간시장과 공공조달을 발전시키는 것, 지역과의 제휴나 

그러한 장(場)의 지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회문제관련 정책과 공공조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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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社 的 支援会 経済 ー 事例 基盤造成 ー 長 氏④ソウル センタ の （ チ ム チャンジヨン ） 

※ PARC 社会的企業ビデオ・プロジェクト 2015 年 4/8-11 ヒアリング調査から 

 
 
 

○ 社会的経済の「生態系」を作るための五つの支援機能 

① 共同経済基盤の造成 

② 社会的経済の地域化 

③ 成長段階別の資金メニューを作成 

④ ソウルの社会問題を解決する社会的企業のモデルを作ること（戦略分野の設定） 

⑤ 制度環境改善：社会責任調達条例、社会住宅活性化条例等 

 

感想（ ）社 的会 経済 生態系 作 表現 使の「 」を るという がよく われている 内実が、その のイ

ー 言 五 機能 見 種 ー 埋メ ジは、ここで われている つの と てよさそう。ある のネットワ クに

込 民間 市場 公共調達 展発 地域 連携 場 支援 社 的会め まれた の と を させること、 との や 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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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책의 발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메뉴가 나오고 있다는 인상。 

⇔한편으로, 개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중간지원조직이 「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위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양대 김종걸 교수） 

 
 

＜요약＞ 

 
① 연대경제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자세 

② 정부와의 관계 : 파트너십 정책과 공적자금의 증감 

 정치적 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노동당 정권 시의 영국, 한국의 서울, 이탈리아 

토렌트 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정치적 인지가 약하고, 공적자금의 흐름이 약한 경우：일본、보수당・ 자민당 정권 

이후의 영국（Big Society）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협동조합 간 협동（작은 협동、커다란 협동） 협동조합의 경우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액터를  끌어넣은 현장 NPO 와의 협동사업 

전문성을 높여 엣지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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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높여 엣지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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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関 社 問題会 関 政策 公共調達等 関 政策 展発 総に わる に わる や に わる の といったことで

合的 社 的会 経済 支に を えようとしている。 

その意味 ー 出揃 印象でメニュ としては っている 。 

⇔一方で、個別 中身 具体的 成果 上の が にどのような を げ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 討検 する

必要 中間支援組織があるだろうし、 が 政策 達体系伝「 の 」としての位置づけにもなって

点 気 付 必要 漢陽大 ・ 先生いる にも を ける （ キム チョンゴル ） 

 

＜まとめ＞ 

 

① 連帯経済を作り出す多様な中間支援組織の姿 

② 政府との関係：パートナーシップ政策と公的資金の増減 

➡政治的機会 開 ー 党政 時労働 権 英国 韓国 ・が かれているケ ス： の 、 ソウル、イタリア

県 社 的協同組合会 事例トレント の の  

➡政治的認知 弱 公的資金 流 弱 ー 日本 保守党・ 自民党政 以降権が く、 の れが いケ ス： 、

英国の （Big Society） 

※日本では、どうすべきなのか？ 

➡協同組合間協同 小 協同 大 協同（ さな 、 きな ） 協同組合 場合の  

➡企業 含 多様 ー 巻 込 現場を む なアクタ を き みつつ NPO 協 事業働との  

➡ 門性専 高 立を めてエッジを 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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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後 野望＜ の !?＞ 社 的企業 究会 研 会でやっていきたい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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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2015Report                         July 3rd 2015  

 

Trends and Issues of Social Enterprise in Japan  
―Perspective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 

 
 

Professor, Rikkyo University Department of Community Welfare – Fujii Atsushi  

afujii@rikkyo.ac.jp 

 

１．Self Introduction 

 

① Research on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 to resolve social exclusion issues  

Japan：Kobe Community Business, Worker’s Collective, Allied Federation 

Italy’s B-type Social Cooperatives, UK’s Labor Cooperatives ・ Social Farm Community 

Organizations, Korea’s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under internship in Labor Cooperative of East London  

 

② In order for a social enterprise to survive and advance as a hybrid organization under the 

pressures from market competition or government’s administrative security, there must be 

adequate institutional environment, consistent support, and attention from citizen community. 

In addition, attention must be given to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at strive to 

connect social enterprises with solidarity economy.  

 

③ A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conducts empowerment through formation of 

communities in two levels (community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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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ference）三本松政之・北島健一編2014 政策『コミュニティ 学入門第』 6章、p.123 

 

Residential community + inclusive regional community  

In addition,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plays key role as a link in the citizen society 

through establishment of「solidarity economy」, influence on public policies, and expansion of 

public space at the site level.  

 

④ Relationship with activism 

Pacific Asia Resource Center（PARC) is currently in progress of producing social enterpris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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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akuma Hiroaki, CEO from my hometown, and myself ） 

https://motion-gallery.net/projects/parc201503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 research agency（Aims to establish social solidarity economy 

network in Japan)  

http://social-enterprisejp.jimdo.com/ 

 

（Affiliated bodies of operating committee）Cooperative-type think tank and policy proposing 

NPO  
（Example）Living Support Cooperatives Tokyo （club system cooperative）、Citizen Sector Policy Federation 
（ living group cooperative ） 、 Living Cooperatives General Research Center （ Japan Living 
CooperativeFederation）、Cooperatives Research Institute（Japan Workers Cooperative Federation）、WNJ
（worker's collective）、JC Research Institute（agricultural cooperative）、Living Economy Research 
Institute（autonomous labor）、Tokyo Community Power Bank （NPObank）、PARC（NPO for solidarity 
economy, director of RIPES, central role in Asia Solidarity Economy Forum), Japan Hope Production Center 
(Japan-Korea exchange, NPO), researchers (Meiji University, Rikkyo University, etc.)  

 

２．Diversity in Japan’s Concept on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as a profit concept  -Existence of diverse terms（theoretically…） 

―Citizen project（private capital）：worker’s collective from late 1980s  

―Community business：Following Hanshin Earthquake, village establishment or farm village restoration  

―Social Enterprise：Foreign theories and cases from 2000s, introduction of UK, Italy and Korea in particular, WISE  

―Social business：Since the publication of 2008 report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Social farms, social business cent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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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nd in number of scholarly thesis based on paper search on national reference research 

center（thousands of theses）… 

 
 

・Turmoil on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Lack of background juristic personality, issues with laws on NPO and cooperatives  

① Absence of finance regulation in NPO law enacted in 1998  

② Highly regulative laws on cooperatives with excessive fragmentation (living cooperative 

law,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etc.). Lack of law on worker’s cooperative 

 Japan lacks juristic personality that allows the 3rd sector (NPO and cooperative), which centers 

on non-profit nature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to adequately perform its business operation  

 Regardless of emphasis on non-profit nature or democratic participation,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that take the form of profit-seeking entity (corporation, LLC, syndicate) for 

financing reasons1.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permissive system by 2006 public service 

corporation reform led to rapid increase in regular corporations.  

 
 
 
 
 
 
 
 
 

                                                   
12006revision on the corporation law exerts influence as well. Possibility of non-profi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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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 cannot be explained as a juristic personality, and some profit-seeking 

enterprises have used 「social enterprise」as self-justification.  

Issues with positive research（most are ad hoc case studies and foreign theory introductions） 

 

※Political cleavage 

1）Does it include profit-seeking enterprises (CSR, society-driven company)? Or does it not? 

2）What is the center of social purpose? Is it the resolution of social exclusion?  

3）Which is more emphasized, the management system or social / institutional environment?  

 

３．Movements an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 Mainly from the Perspectives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Mixed existence of multiple logics that provide general awareness on 「social enterprise」

movements (detailed timeline creation in progress) 

 

① Existence of traditional WISE in Japan (accumulation of social solidarity economy)  

② Corporate approach  Social entrepreneurship of the young people 

③ Government・institutional trend  regression amidst the shift of power from the Democratic 

Party to Liberal Democratic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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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Missions for「Social Enterprise」 

1) DiDifficult institutional environment :lack of corporate system, issues with businessconsignment 

from the administration 

2)Lack of political power in civil society sector to reform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adequatepolicy proposal capacity, fragmented civil society (weak unity, weak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that plays the key role in advancement of social enterprise 

(Infrastructure organization)  

 

４．Japan’s Community-Base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Case Study of CS― 

 

＊Investigation of CS Kobe Hearing as the Starting Point2 

〇Sudden rise of community business (CB) in Kobe since the Hanshin Earthquake  

〇Community formation 

〇 Project to create job as a form of social inclusion  

〇Attention to CS Kobe’s role a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which promoted and 

supported CB  

（CS Kobe has been supporting the startups from 120 entities until 2007 and connecting the 

resulting enterprises)  

                                                   
2原田晃樹・ 藤井敦史・ 松井 理子真 2010『Road to NPORe-establishment 勁草書房』 、Chap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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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Several issues at this point  

① What mission did CS Kobe perform as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to support 

the CBs in varying sites (Methodology of support ) 

② Support project is considered to be a very difficult business. How did CS Kobe utilize its 

position a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to enable sustainable management?  

③ If a CB achieves 「independence」 through supports,  what does CB’s「independence」 

really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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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lessons from CS Kobe public hearing investigation?  

 

( 1 ) CS Kobe’s methodology of support as appears in the process  

・Flow of support from the employment (job) support center  

（Figure１）CS Kobe’s Supporting Process up to Business Launching   

 

◎Points… ①Continuous marketing（not temporary） 

 ②Formation of central core body with shared mission 

 Team of people with differing elements 

（parties ＝demand・technology・management） 

③ Connection between regional demand and regional resource based on network 

 CS Kobe’s range of network is an importa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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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２）CS Kobe’s Business Plan to Advance CB

 

◎Points… ①Structure that allows discovery of regional demand and resource  

Thorough regional survey, mapping, town meeting, phone talks 

（Discovery of regional resource that centers around demand and 

humanresource） 

Counseling for ordinary regional residents and connection with people 

withsocial contribution desire via NPO service center（total care system 

project） 

 ② Rich network that serves as foundation and leadership to establish it 

 Rich network in and out of the region（General Workers Union, Sawayaka 

Welfare Foundation, 

WAC、Livelihood Cooperative、Alliance、Regional Enterprises and Stores、

Social Welfare Association、Self-Governing Body） 

Women Leaders：Representing the residents and workers of regional 

community, mature “collaborative leadership” that enables Win-Win strategy  

Ideal form of network-type joint enterprise  

Both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nd NPOs are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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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s all of counter function（credit), human resource training, marketing, 

business development function  

 

( 2 )Management Foundation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s Seen from CS Kobe 

―F r o m  B u s i n e s s  P l a n n i n g  A s p e c t ― 

 

（図３）Business Composition of CS Kobe  

 

 

◎Points… ①Should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specialize in 「support 

function」？ 

Direct participation in village establishment or regional welfare business  

Professionalism in special area・ network establishment ・access to 

regional demands  

（Necessity for specialist-typ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with 

specialization in its business sector） 

 ②Necessity for the formation of joint enterprise to avoid competition with 

existing NPO at the scene  

③Additional need for public fund  

  Community business support policy of Hyogo Prefecture0 

（disaster aid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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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arding job and support center project ） 

 ⇔Difficulties due to strengthened regulation and reduced grant cause by 

single finance structure  

④Multiple business portfolio risk dispersion・synergy 

 

( 3 ) Issues on 「Independence」inNPO（Social Enterprise） 

「Independence」 means 「mutual cooperation 」 among disaster victims of  

Kobe  

  In reality, it is the independence of NPO (social enterprise)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with emphasis on 「independence within anetwork」.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serves as link for a civil society, 

self-governing entity, and constructor of solidarity economy  

（Figure in Item 1） 

 

（２）What can be learned with foreign intermediate organizations? 

 

① Consortium of Italy’s B-Type Socia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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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Account 3 of UK’s East London  

 

・Rich network and solidarity economy around Account 3（network-fused economy, sharing of 

diverse resources including social capital, business structure that circulates through many 

generations） 

Fujii Atsushi2015「British Social Enterprise’s 「Solidarity Economy」 as seen from Account 3 

―Foundation of Participation―」、『Niji』2015 spring edition（no.64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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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Infrastructure of UK Cooperative Center  

・Co-operative Enterprise Hub among cooperatives 

・Development of cooperative school that provides diverse citizen education 

・Expanded community sharing (community ownership and loan) 

Dynamic relationship of support function that cannot be achieved with one-time corporate 

support or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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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Seoul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DirectorJiyong Jang of Foundation Construction Team） 
 

※ PARC Social Enterprise Video Project20154/8-11at Public Hearing Survey 

 

 

○ 5 Supportive Functions to Creative Social Economy「Ecology」 

① Foundation construction for the sharing economy  

②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③ Fund menu for each growth stage  

④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 model to resolve Seoul’s social issues (selection of 

strategic sector)  

⑤ Improved institutional environment：social responsibility procurement ordinance,  

social housing vitalization ordinance, etc.  

 

（Thoughts）The term social economic「ecology」is frequently used, but it appears that its 
contents refer to the abovementioned 5. It is total support for social economy tha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private market and public financing within certain network, partnership 
with a community and support of such opportunity, social issue policie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and development of policies to support social issues and public funding. And 
according menu seems to be under the progress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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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etailed achievement of individual content, and 

consider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s  「policy delivery system」(Professor Jong-Gul 

Kim, Hanyang University） 
 
 

＜Summary＞ 

 

①Attitude of divers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at create solidarity economy  

 ②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partnership policy and increased public fund  

With open political opportunity：social cooperative cases of UK, Korea’s Seoul, Italy’s Torrent 

under the labor party government  

With weak political awareness and public funding flow : Japan must strive for UK’s Big Society 

afte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conservative administration  

※What to do in Japan？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small cooperation to big cooperation）  In case of 

cooperatives  

Joint project with local NPOs by diverse actors including profit-seeking enterprises 

Enhance professionalism for improv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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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Ambition!?＞ Request to Social Enterprise Research Association (Desira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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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_김형균

김 형 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균 연구위원은 1982년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박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부산시

청 정책개발 실장으로 정책개발을 이끌었다.

 

 그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시청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있었으며 2005년부터 2006년 1년간은 San Jose 주립대학 초

빙연구원으로 사회자본과 혁신을 연구하였다. 그 후, 부산시청 

창조도시본부장으로 창조도시 총괄을 담당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다. 

 

 발간한 보고서로는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

용방안』과 『사회적 투자의 도시재생 적용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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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haring Economy as a Soft Strategy for Urban Regeneration 

[Part 3] Youth and Community Problems Solving
Presentation 1 _ Hyeong Kyun Kim 

Hyeong Kyun Kim 
Senior Research Fellow, Busan Development Institute  

 in Busan

A Study of Social Investment for Urban Regeneration in

 
Mr. Kim graduated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1982 with Bachelor’s degree in 
Sociology. He continued his education in the same university and received Master’s 
degree and Doctorate degree in Sociology. After earning his degrees, he served as 
the Head of Policy Develop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He served as Special Policy Adviser to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from 2001 to 
2002, and he was invited to San Jose State University as a guest researcher from 
2005 to 2006, studying social capital and innovation. Upon his return, he served as 
Director of Creative City Headquarters,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and directed 
the Creative City project. Mr. Kim has been serving as senior research fellow for 
Busan Development Institute since 2003. 
 
His publications include 『
Busan 』  a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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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여,
사회적 기업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라”

청년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역할청년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역할

부산발전연구원
김형균 선임연구위원
(carpedm@bdi.re.kr)

1

부산의 문제

고령화
도시

떠나가는
청년들

도시의 활력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양극화,
소외계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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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Youth Social Enterprise 

“Youth, 
Have a Vision of the World 
Through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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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부산의 오늘

부산 청년인구
(15-29세)

63만 4천명

청년(15-29세)

고용률 38.9%
data

통계청, 2014

3

비경제활동인구
(15-29세)

36만 3천명

부산 고령인구 청년(20-39세)

시도간 전출률
7.7%

13.98%
12.7%
전국평균

청년 사회적기업가

정부

제3섹터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및 지역활동,

지역공동체 SOcial LOcal

시장

제3섹터 교육,환경,인권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NGO, 비영리단체, 주식회사,
소셜벤처 등 개인사업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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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_ Hyeong K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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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s data

Busan’s
Young Population

(15-29 Years Old)

634,000

Youth
(15-29 Years Old)

Employment Rate
38.9%

dat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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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5-29 Years Old)

363,000

Elderly Population 
in Busan Youth(20-39 Years Old)

City<->Province
Move Out Ratio

7.7%

13.98%
12.7%
National
Average

Young Social Entrepreneur

Government

Third 
Culture/Art,
Community Building & Community Activities,

SOcial LOcal

Market

Third 
Sector

Community Building & Community Activities,
Education, Environment, Human Rights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Town Enterprises, NGOs, Incorporations,
Social Ventu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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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청년들은 어떤 일을 원하는가

고임금

정규직

개인의 보람

사회적 가치

산업화 시대
; 고성장

2015년 현재
; 저성장, 양극화일자리



정규직

일과 생활의 조화

사회적 가치

좋은 사람들과 일하기

소모적이지 않은 일

적정한 임금










5

청년들의 일자리 욕구와 사회적기업

적정
임금

자기주도적
기획

가치있는
일

삶과일

부산에서
살기

보람과
성취감

삶과일

6

사회적기업 창업 사회적기업에서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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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 사회적기업에서일하기

What Type of Work Does the Young Look For? 

High Wage

Full-Time Position

Doing Good

Social Value

Industrial Age
; High Growth

2015 Present
; Low Growth,
Polarization

Work



Full-Time Position

Work-Life Balance

Social Value

Good Colleagues

Adequate Wage









5

Youth’s Job Demands and Social Enterprises

Adequate

Wage

Self-Directed
Working

Valuable
Work 

Experience Work
And

Living in
Busan

Worth 
and

Achievement

And

Life

6

Establishing SEs Working in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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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왜 청년 사회적기업인가?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열정 혁신

7

사회적 기업

사명 수익 $ 시장

부산시 지정 청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83개소 (예비)사회적기업 84개소

5
23개소(추정) 

청년이 대표인 사회적기업

6% 27%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연구원(2015)

5개소
23개소(추정) 

㈜가온누리인재양성사업단,
(사복)로뎀복지재단, 미디
토리협동조합, ㈜꿈드림키
즈,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
설팅협회

국민복지잳단 국민행복공동체, ㈜테마유니
코, ㈜파머스페이스, (사)째즈클래식24, ㈜
천리배움터, ㈜이이비네트웍스, ㈜톡스타,
㈜시우이엔티, ㈜엠에스피, ㈜공정한기업,
㈜디자인디, ㈜에코인블랭크, ㈜소셜핸디
아트, ㈜리인테리어, ㈜팔짱, ㈜착한넷, ㈜
로하, ㈜다믐, ㈜세라핌 인터리브, ㈜디자
인팩, ㈜에그위즈, ㈜위드휠, ㈜키친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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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orking in Social Enterprise is Good for Youth? 

Social Enterprise

community passion innovation

7

Social Enterprise

mission Profit $ market

Social Enterprises with Young CEOs in Busan

83 Social Enterprises 84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5
23 (Approx.) 

(Preliminary)Social Enterprises designa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6% 27%

sourc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Enterprise (2015)

5
23 (Approx.) 

Gaonnuri Human Resourc
Inc., Rodem Welfare 
Foundation, Meditory
Cooperatives, Dream Kids 
Inc., Korea Sport 
Consulting Assocation Inc.

Citizen Welfare Foundation – Happy 
Community for Citizen, Theme Unico Inc., 
FARMERSPACE Inc., Jazz Classic 24, 
Cheolli Learning Space Inc., EEB 
Networks Inc., Tokstar Inc., Siwoo E&T 
Inc., MSP Inc, Fair Enterprise Inc., Design 
D Inc., ECOINBLANK Inc., Social Handy 
Art Inc., Reinterior Inc., Paljjang Inc., 
ChakanNet Inc., ROHA Inc., Dameum Inc., 
Seraphim Interleave Inc., DesignPack Inc., 
Eggwiz Inc., WithWheel Inc., Kitchen5 In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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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부산
청년 사회적기업청년 사회적기업

사례 #

9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 오래된주택의추위로잠 못드는손녀를위한
어머니의 보온텐트아이디어에착안해출발

•룸텐트10,000개보급시
1만가구난방비32억절약, 
CO2 22만kg 감소,
자활센터일자리창출45개

바이맘 www.bymom.org

난방비 평균 24% 절감, 난방효과 10℃ 상승

• 생산,유통 과정에 사회취약계층 참여
• 새터민, 장애인, 공학박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바이맘

• 부산, 전국, 몽골의 에너지빈곤가구 지원

에너지빈곤층 해소

일자리 창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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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Youth Social EnterpriseYouth Social Enterprise

Case Study #

9

Warmth Without Heating Cost

• Launched based on an idea of  warm tent,
made by mom worrying grandchild
living in an old house

• Supplying 10,000 room tents 
3.2 billion KRW heating cost reduction from 
10,000 households  
220,000 kg reduction in CO2,
Creates 45 jobs in the Self-Support Centers

ByMom www.bymom.org

Creates 45 jobs in the Self-Support Centers

• 24% average reduction in heating cost, 
• 10℃ increasing in heating effect

• Working of social vulnerable groups  in manufacturing process
• Working together at Bymom with north korean defectors,    
handicapped, and Ph.D engineering 

• Supports the energy-poors of Busan, 
Korea, and Mongolia

Solutions for 
Energy Poor

Job Creation

10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114

[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파머스페이스www.fspace.co.kr소농가의 판로를 여는

사진: 부산일보사진:국제신문

• 중소형 농가 유통단계 줄이기
• 소비자에겐 착한 가격

• 오프라인 카페 ‘열매가 맛있다’의 ‘못난이과일 주스’
• 과일 기부

농산물유통

일자리창출과나눔
11

미디토리 www.meditory.net세상을 담는 이야기공장

이미지:미디토리 웹사이트

• 업무시간의 10%는 ‘크리에이티브 타임’ 
• 아이패드 구입 비용 지원

미디어소외계층

직원 교육·재충전

• 소외계층, 지역공동체 미디어교육
• 라디오 제작지원 , 이주민 팟캐스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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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PACE www.fspace.co.kr
Opening Sales Route 

for Small Farmers

사진: 부산일보사진:국제신문

• Short supply chains for small-scale farmers
• Reasonable price to consumers

• Café ‘Tasty Fruits’ - Ugly Fruits Juice
• Fruits donation

Farm Product
Distribution

Job Creation
And Sharing

11

Meditory www.meditory.netStory Factory

Image : Meditory Website

• ‘Creative Time’, 10% of working hours, for employee
• Supports cost of iPad

Media Education

Sustainable Working 
Conditions

• Local community media education for vulnerable groups
• Radio program, Podcast for immigran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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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착한넷 chakan.net디지털에 담은 아날로그 세상

지역문화복원 사라져가는 지역 아동문학을 전자책으로 복원
- 특히, 부산 작가의 작품과 문화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취약계층문화제공
전자책과 전자도서관을 비롯,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13

로하 roadtoheaven.co.kr만인의 웰다잉을 추구하는 IT

디지털디바이드해소 대한민국 1호 디지털 추모 서비스 기업
- 죽음을앞두신분의온라인자료의정리및영상제작

지역사회공헌
•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및 영상제작, 경증치매 어르신
효 나들이
•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뮤지컬 ‘위안부 리포터’ 주관

14

201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117

[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착한넷 chakan.net디지털에 담은 아날로그 세상

지역문화복원 사라져가는 지역 아동문학을 전자책으로 복원
- 특히, 부산 작가의 작품과 문화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취약계층문화제공
전자책과 전자도서관을 비롯,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13

로하 roadtoheaven.co.kr만인의 웰다잉을 추구하는 IT

디지털디바이드해소 대한민국 1호 디지털 추모 서비스 기업
- 죽음을앞두신분의온라인자료의정리및영상제작

지역사회공헌
•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및 영상제작, 경증치매 어르신
효 나들이
•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뮤지컬 ‘위안부 리포터’ 주관

14

[Part 3] Youth and Community Problems Solving
Presentation 1 _ Hyeong Kyun Kim 

착한넷 chakan.net디지털에 담은 아날로그 세상

지역문화복원 사라져가는 지역 아동문학을 전자책으로 복원
- 특히, 부산 작가의 작품과 문화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취약계층문화제공
전자책과 전자도서관을 비롯,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13

로하 roadtoheaven.co.kr만인의 웰다잉을 추구하는 IT

디지털디바이드해소 대한민국 1호 디지털 추모 서비스 기업
- 죽음을앞두신분의온라인자료의정리및영상제작

지역사회공헌
•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및 영상제작, 경증치매 어르신
효 나들이
•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뮤지컬 ‘위안부 리포터’ 주관

14

ChakanNet chakan.netAnalog into Digital

Regeneration of  
Regional Culture

Restor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 literary works and cultural contents written by Busan authors

Cultural Experience for 
Vulnerable Groups

e-books and electronic libraries

13

ROHA roadtoheaven.co.krIT for Everyone’s Well-Dying

Closing the 
Digital Divide The first digital memorial service enterprise in Korea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 Taking funeral portrait pictures
• Supervise  a musical ‘Comfort Women Reporter’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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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에코인블랭크 ecoinblank.kr에코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업사이클링 B.BAG – 안전벨트, 버려지는 옷이나 천막으로 만든 가방
-파크랜드와협력, 경력단절여성대상봉제교육+제품제작

친환경 결혼식 • 친환경적으로 만든 웨딩소품(부케, 화분꽃길 등)
• 셀프웨딩교육

15

부산 소셜벤처 네트워크 소셜벤처포럼, 공유경제시민허브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관심 있는 사람

부산

사회문제 해결
+기술,경영

네트워킹
부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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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BLANK ecoinblank.krEco Communication Company

Upcycling B.BAG – Bags made from seatbelts, discarded clothes or tent
-Cooperation with Parkland, sewing training + production 
for women with discontinued careers

Eco-Friendly 
Wedding

• Eco-friendly wedding items(Bouquet, Flower Lane)
• Self-Wedding Education

15

Social Venture Forum, 
Sharing Economy Citizen Hub

People Interested in 
Social Enterprises, 

Social Ventures

Busan

Busan Social Venture Network 

Social Issue
+Technology,
Management

Networking
Busa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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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1_김형균

청년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지역사회 임팩트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

수익과 가치의
동시 추구

Social 
Enterprise

17

지역 기업과
유기적 연대

사회적 투자
촉진

커뮤니티의
다양한 문제
해결 노력

감사합니다

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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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Young Social Enterprises 
& Impact on Regional Community

New Job Model
for the Young

in SEs

Balancing 
Market and

Values

Social 
Enterprises

17

Cooperation 
with 

Regional 
Enterprises

Promotion of
Social 

Investment

Resolving 
Diverse Issues 

of Local 
Community

Thank You

18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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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2_김재경

김 재 경
(사) 커뮤니티와 경제 소장

 김재경 소장은 독일 국립 뮌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를 취득

하였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를 복원하고자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사)커뮤니티와 경제」의 설립자이며 현재 상임

이사와 소장을 맡고 있다.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지원센터장, 협동조합지원센터장도 겸임하며 사회적 경

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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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Youth and Community Problems Solving
 Presentation 2 _ Jae Gyeong Kim

Jae Gyeong Kim
Executive Director   Chief, Community and Economy Inc. 

 
Director Kim received her Ph. D in Sociology from University of Münster, the national 
university of Germany.  
 
She is the founder of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trives to restore regional 
community and society through job creation called 「Community and Economy」, 
where she holds Executive Director and Chief position.  
 
 
Director Kim is an active player in social economy sector, serving as Director of 
Daegu & Gyeongbuk Social Enterprise Support Center, Director of Village Enterprise 
Support Center, and Director of Cooperative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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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2_김재경

-대경권청년사회적경제조직을중심으로-
청년과지역개발

ㅣ(사)커뮤니티와경제김재경ㅣ

청년과지역개발

구간별청년유출의의미망

청년들이지역을떠나다

• 대구경북의 청년유출의 빅데이터분석(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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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 Youth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of Daegu and Gyeongbuk -

ㅣ Jaekyung Kim, Community and Economy ㅣ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Semantic Network of Loss of Young People b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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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Data Analysis on Daegu/Gyeongbuk’s Loss of Young People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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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of young people in Daegu/Gyeongbuk area is due to job issues (1), and it is similar to outflow to the capital 
region seen in Busan and Gyeongnam (2). Retention of young people must be accompanied by job creation, 
small business job expansion and university-level effor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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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지역개발

청년유출의 감성분석

• 대구경북의 청년유출의 빅데이터분석(2014.11.3)

 지역문제에대한현재다양한대안이제시되고있으나, 공공정책의한계를드러내
고있음

• 청년정책이 Top-Down방식으로진행되고정책틀로규격화
• Top-Down방식을자발성으로, 정책적프레임을상상력으로대체하면훨씬다양하

고참신한문제해결방법이도출

 청년들의좋은일자리‘여유로운’, ‘자긍심과자존감을주는’, ‘보람과성취감을주는’, 
‘재미있고소망하던활동의기회를제공하는’, ‘사회관계또는교류를맺을수있는’, 
‘지속가능한’, ‘자기계발의기회가있는’일자리.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2014.04.14.) 

청년과지역개발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2014.04.14.) 

 지역에서협동의방식으로서로의문제와필요를해결해가는사회적경제는‘좋은
일자리’로지역에청년이머무를수있는괜찮은‘판’이되지않을까요?

활동이이뤄지는‘장’을만들고
그장을‘움직이고’

장을통해‘서로맺게하여’
새로운무엇인가가‘생겨나도록’하는과정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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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Emotional Analysis of Loss of Youth

4/4 Quarter ~ 2013. ¾ Quarter Emotional Analysis 4/4 Quarter ~ 2014 ¾ Quarter Emo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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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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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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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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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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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Loss of Yong People in Daegu, KyeongBook(2014.11.3)

Analysis of two periods reveals many positive terms in 2012. 10. 1 ~ 2013. 9. 30. such as 
“support,” “train,” and “secure” to “prevent” the loss of young population. However, despite 
the efforts to “prevent” the loss of young population, increased negativity can be seen in 
2013. 10. 1 ~ 2014. 9. 30 with terms such as “leave,” “finally,” “concern,” “deepen,” and 
“vicious cycle.”

Lack
Prefer

Need
Promote

Expand

Hope
Leave

Effort
N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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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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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Solve

 Diverse solutions against regional problems are suggested today, 
revealing limits of public policies    

• Youth policy must be performed in Top-Down style, standardized with 
policy framework 

• Replacement of Top-Down method with voluntary motivation and 
political frame with imagination will lead to diverse innovative solutions 
to problems

 Good job for young people must ‘be leisurely,’ ‘offer pride and 
confidence,’ ‘offer reward and satisfaction,’ ‘provide opportunities for fun 
and desirable activity,’ ‘allow social relationships and exchange,’ ‘be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desirable activity,’ ‘allow social relationships and exchange,’ ‘be 
sustainabl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self-improvement”

’Youth Employment Policy, Solution Lies in the New Direction' (2014.04.14.) 

 Social economy solves each other’s issues and needs at the regi
onal level with cooperation. Isn’t it a solid ‘space’ to retain youn
g people with ‘good jobs’?

Create ‘Space’ for activity
‘Steer’ that space

‘Connect with each other’ in that space
To ‘Create’ something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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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화된 가족

“흩어지는가족, 모성의도구화”

이웃과뿌리의상실

글로벌 자본주의

“배타적 초고속경쟁사회”

협력, 연대,공생

잠식되는 ‘공공영역’의 재구성

청년과지역개발

청년들이주체로움틀거리다

사회

정치권력의비대화,

사회정의의 부재

자치, 자주,자립

돌봄, 주거,공동체

구분 해결방법 청년공동체

지역재생

문제
커뮤니티디자인중심의골목상권활성화전략

내마음은콩밭

협동조합

(마을기업지정)

문화예술
청년문화예술인양성및경제적보상체계구축

인디053 (예비SE)

소셜마켓협동조합

청년과지역개발

청년들이 지역문제해결주체로…

지역

문제

침체
청년문화예술인양성및경제적보상체계구축

소셜마켓협동조합

일자리창출 사회혁신을지향하는공익적스타트업활성화
㈜제이샤

(마을기업지정)

주거문제 사적공간을공유재로전환하는주거공동체 우리집협동조합

교육문제
입시중심의학교를

창의성과관계성을배우는장으로재구성

삼공스런협동조합(사회적
기업가육성과정)
아울러

공동체붕괴 공동의가치를공유하는공동의공간만들기
위드협동조합

(마을기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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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are reduced to tools

“Dispersing family, mothers as tools”

Loss of neighbors and roots

 Care, Housing, Community

Global Capitalism

“Exclusive Super High Speed Competitive

Society”

 Cooperation, Union, Symbiosis

잠식되는 ‘공공영역’의 재구성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Youth People in Motion as Entities

Society

Oversized Political Power

Lack of Social Justice

Self-Governance, Autonomy, 

Independence

Category Solution Youth Community

Regional 

Restoration

Issue

Street business vitalization plan with focus on community design

My Pea Patch  Mind 

Cooperative

(Designated Village 

Enterprise)

Culture & Art 
Recession

Promotion of young cultural artists and establishment of econo
mic reward system

Indie 053 (Preparatory SE)

Social Market Cooperative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Youth People as Entities of Social Issue Solution…

Regio

nal

Issues

Recession mic reward system

Job Creation Vitalized public interest startup towards social innovation

Jeisha Inc.,

(Designated Village 

Enterprise)

Housing Issue
Housing community that transforms private space into shared as

set
Woorijib Cooperative

Education Issue
Reorganization of college admission centered school into educat

ional space for creativity and relationship

3Gongsrun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Course)
Aulluh

Collapsed 

Community
Construction of joint space to share joint value

With Cooperative

(Designated Villag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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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낙후되고침체된경북대서문지역활성화를위해
경북대출신6명의지역청년들이

지역커뮤니티기반시각디자인사업, 디자이너발굴육
성,  마을공공디자인사업을운영하는마을기업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성,  마을공공디자인사업을운영하는마을기업

문화예술로지역주민들과청년들의참여로문화공동체, 
골목활성화(경대서문골목축제,  배움워크숍등진행)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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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6 young people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effort to vitalize obsolete and depressed Seomun regi
on of the university

Village enterprise for regional community based visual 
design project, designer discovery and promotion, an
d joint village design project

My Pea Patch Mind Cooperative

Vitalized cultural community and street with participation 
from locals and young people in cultural ar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reet Festival, Baeum Workshop)

My Pea Patch Mind Cooperative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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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소셜마켓협동조합

지역의예술가들에게지속가능한창작환경을,
시민들에게는다양한문화예술의기회로지역활성화를
위해

2010년중구방천시장소셜마켓에서야외예술축제형태

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2010년중구방천시장소셜마켓에서야외예술축제형태
로진행되다지역청년5명이뜻을모아

2013년11월전시, 공연, 강좌예술작품판매하는복합문
화공간운영, 소셜마켓;장날(매주토요일대우빌딩뒤,축
제형태의예술시장),SOMA(지역아티스트콜라보레이션
브랜드) Art Goods 제작및판매하는청년형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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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My Pea Patch Mind Cooperative

Social Market Cooperative
Sustainable creative environment for regional artists, 
opportunities to diverse cultural art and regional energy for 
the citizen

In 2010, Jung-gu Bangcheon Traditional Social Market’s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In 2010, Jung-gu Bangcheon Traditional Social Market’s 
outdoor art festival was transformed by 5 local young
people 

On November 2013, this young village enterprise began 
operation of complex cultural space for exhibition, 
performance, lessons and artwork sales; social market, 
market day (every Saturday behind Daewoo Building, 
festival type art market), SOMA (local artist collaboration 
brand) Art Goods production a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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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샤

대학또래친구들이지역에서하고싶은일을재미있게
하고자,디자인상품을개발및판매(문구,팬시류/패션잡
화/웹툰-문화콘텐츠)를하는청년형마을기업

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지역의양질의종이인쇄생산라인(달서구출판산업단지)
활용, 대표캐릭터‘잉여생활백서’ 저작권등록, 대구지역
포함온오프라인40여개유통망확보, 국내외박람회참가
로지속가능성을갖춰가고있으며이로인해지역청년
디자이너를추가로고용할예정

나눔플리마켓진행으로35개팀참여. 지역기업8개사참
여, 마을기업2개사, 입장객총743명참여로1,593,000원
후원금모금하여지역아동보호시설기부예정

㈜제이샤

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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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Jeisha Inc.

Young Village Enterprise founded by college friends to 
conduct local missions in fun way, developing and selling 
design products (stationary / fashion accessory / webtoon
– cultural contents)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Utilization of local quality paper printing production line 
(Dalseo-fu Printing Industry Complex), copyright 
registration of key character “Loser Life Encyclopedia,” 40 
online/offline distribution networks including Daegu area, 
sustainable operation via participation in domestic/foreign 
exhibitions, plan to additionally hire local young designers

Operation of Shared Flee Market resulted in participation 
from 35 teams, 8 local enterprises, 2 village enterprises, 
and 743 guests. Profit of 1,593,000 KRW planned for 
donation to local child protection facility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Jeish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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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샤

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우리집협동조합

지역에서청년이독립하여살기에주거비용이
높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동과공유의방식
으로주거비용을낮추고지속가능한주거생활문
화를만들고자‘함께살기’를하고있는

청년과지역개발 협동조합사례

화를만들고자‘함께살기’를하고있는
우리집협동조합.

2012년1월우리집공동체라는이름으로남구봉덕동의한주택2층을빌리면서시작

4개의방을각자개인공간으로갖고, 거실및부엌, 욕실, 베란다등은공동생활공간으
로사용하며생활, 3호집까지생겨총10명이공동주거, 생활비도함께공유, 의료비도
적립하여누가아프면의료비를지원하는자체무상의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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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Jeisha Inc.

Woorijib Cooperative strives for ‘co-habitation’ to 
create low-cost sustainable housing culture via 
cooperation and sharing in order to solve issues 
with housing cost that is too high for local young 
people to afford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Cooperative

Woorijib Cooperative

people to afford

On January 2012, the operation began with renting 2 floors of a house in Nam-gu
Bongdeok-dong under the name Woorijib Community

4 rooms are allotted to private spaces, and kitchen, living room, bathroom, and balcony 
are used as community living space. 3 houses, 10 co-habitants, shared living expenses, 
and unique free medical system in which accumulated medical cost is used to support a 
member in case of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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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스런협동조합

교육을통한지역청소년의행복과청년일자리창출

경산시남부동은사회·문화·예술적으로의미있는교육자원을지님
그러나, 비교적높은비율의교육소외계층이거주함

청년과지역개발
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사례

그러나, 비교적높은비율의교육소외계층이거주함

교육학, 수학교육학, 심리학, 건축학, 연극등다양한전공분야를가진
청년들로구성사회, 과학, 진로, 예술분야에서다양한교육경력을가짐

○생각발전소30-청소년의‘느낌, 생각, 소통’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걸음가게-청소년의작품전시·판매및표현의장운영
○수업위탁운영-타교육기관에서의창의·인성프로그램운영
○캠페인-청소년의행복을위한캠페인실행

청년과지역개발
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사례

아울러

사람도서관은개인이살아온삶의이야기를들
려주는프로그램

청소년을사회문제의대상으로만인식하는기청소년을사회문제의대상으로만인식하는기
존접근방식과달리혼자해결하기어려운문
제에봉착한젊은이들이스스로문제해결과정
에참여해문제를해결하게함은물론고통받
는다른젊은이들을도와주는역할

현재아울러에소속된‘사람책’은115명. 이가
운데40여명이걸어다니는책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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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of happiness and job for local young people via 
Education
Gyeongsan-si Nambu-dong possesses meaningful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resource. But significant portion of residents are of 
education alienated class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Social Entrepreneur Promotion

3Gongsrun Cooperative

education alienated class

Consists of young people with diverse expertise such as education, math 
education, psychology, architecture, and acting. Possesses diverse 
education career in social, science, career service, and art sector. 

○Think Tank 30-Education program for young people’s ‘feeling, thought, 
communication’

○Walk Store – Space for exhibition, sales, and expression of 
young people’s artwork
○Deputy Class Operation – Creativity/personality program from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Campaign – For the happiness of young people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Social Entrepreneur Promotion

People Library is a program to tell stories on 
individual lives

In contrast to existing approach which views 
young people as social issue targets, Aulluh

Aulluh

young people as social issue targets, Aulluh
encourages young people to face their 
difficulties with direct participation on problem 
solving process for themselves and others

There are currently 115 ‘People Books’ that are 
affiliated with Aulluh. 40 of them are active as 
Walking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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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위드협동조합

청년공동체12명설립, 협동조합
2007년사회적가치를지향하는청년들이모여공익적
가치실현을위한복합문화공간운영마을기업

새터민1명을4대보험가입한정규직근로자로새터민1명을4대보험가입한정규직근로자로
2014.08.이후로지속적으로고용, 공동의가치를실현
하기위해카페운영을위한경비를제외한19,940천원
을지역사회공헌기금마련및후원

지역NGO를위해공간을제공하고, 지속적인커뮤니
티가형성할수있는토대를마련

청년과지역개발 마을기업사례

위드협동조합

매월둘째주일요일외국인근로자

2014. 11. 22. 카피라이터정철특강

2014. 10. 3 나눔플리마켓

2014. 11. 26 청년토크쇼‘경청’

매월둘째주일요일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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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Young people’s community founded by 12 people, 
cooperative
In 2007, young people who strive for social value 
created this village enterprise ad began operation of 
complex cultural space for public interest value 

With Cooperative

realization

In August 2014, hired first North Korean defector as 
regular employee with 4 major social insurances. 
Number of employment has constantly increased. –In 
order to realize joint value, 199.4 million KRW, total 
profit minus café operation cost, is sponsored as 
regional social contribution fund 

Provides space to local NGO and constructs 
foundations for formation of sustainable community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Enterprise 

Every second Sunday, 

With Cooperative

2014. 11. 22. Special Lecture 
–Copywriter Jung Chul

2014. 10. 3  Shared Flee Market

2014. 11. 26 Youth Talk Show ‘Listen’

Every second Sunday, 
free clinic for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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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을 수혜자로 놓고,위로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넘어

·청년간,세대간「사회적신뢰」구축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함

·우리법인은 마당의 오너가 아니라,진정성 있는 링커(linker)역할에 집중

○ 사회적신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경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청년과지역개발

사회적경제청년양성프로젝트“위로너머”

○ 사회적신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경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느끼고,말하고 최종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경험을 제공

위로너머, 대안을 찾는 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진정성 주도성 신뢰

1. 청년이 대구를 떠나지 않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마당만들기

2.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구축

목 표

청년과지역개발

일과삶을연결하는촘촘한
청년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

2.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구축

3. 혼자 살아가는 청년에게 비빌 언덕을 제공하는 사회적관계망 형성

세부사업

[‘때’가 다른 학교]

청년품평단
[사경을 경험한다]

청년포럼
[작심+∞]

토크콘서트
[구강기 어]

201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145

[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2_김재경

○ 청년,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을 수혜자로 놓고,위로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넘어

·청년간,세대간「사회적신뢰」구축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함

·우리법인은 마당의 오너가 아니라,진정성 있는 링커(linker)역할에 집중

○ 사회적신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경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청년과지역개발

사회적경제청년양성프로젝트“위로너머”

○ 사회적신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경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느끼고,말하고 최종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경험을 제공

위로너머, 대안을 찾는 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진정성 주도성 신뢰

1. 청년이 대구를 떠나지 않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마당만들기

2.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구축

목 표

청년과지역개발

일과삶을연결하는촘촘한
청년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

2.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구축

3. 혼자 살아가는 청년에게 비빌 언덕을 제공하는 사회적관계망 형성

세부사업

[‘때’가 다른 학교]

청년품평단
[사경을 경험한다]

청년포럼
[작심+∞]

토크콘서트
[구강기 어]

[Part 3] Youth and Community Problems Solving
Presentation 2 _ Jae Gyeong Kim

○ 청년,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청년을 수혜자로 놓고,위로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넘어

·청년간,세대간「사회적신뢰」구축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함

·우리법인은 마당의 오너가 아니라,진정성 있는 링커(linker)역할에 집중

○ 사회적신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경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청년과지역개발

사회적경제청년양성프로젝트“위로너머”

○ 사회적신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경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느끼고,말하고 최종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경험을 제공

위로너머, 대안을 찾는 청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진정성 주도성 신뢰

1. 청년이 대구를 떠나지 않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마당만들기

2.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구축

목 표

청년과지역개발

일과삶을연결하는촘촘한
청년사회적경제네트워크구축

2. 사회적경제 관련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구축

3. 혼자 살아가는 청년에게 비빌 언덕을 제공하는 사회적관계망 형성

세부사업

[‘때’가 다른 학교]

청년품평단
[사경을 경험한다]

청년포럼
[작심+∞]

토크콘서트
[구강기 어]

○ Young people no longer requires consolation!

· Beyond placement of young people as beneficiaries and targets of consolation

· Requires “Space” to establish 「Social Trust」 among young people and generations

· Our enterprise is not the owner of this space, but focuses on the role of true linker

○ Social trust can be established on ‘task’ and ‘experience’ of social economy sector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Social Economy Young Talent Promotion Project “Beyond Consolation”

○ Social trust can be established on ‘task’ and ‘experience’ of social economy sector
· Provides joint-task experience in which one can feel, talk, and work together in social economy

Beyond Consolation, establishment of young social 
economy network to seek solutions

Truth Initiative Trust

1. Create space through social economy to prevent loss of young people

2. Establish platform to train young talents of social economy

Goal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Close Young Social Economy N
etwork to Connect Job and Life

2. Establish platform to train young talents of social economy

3. Form social relation network to provide cushion for young people living alone

Particular Business

Young School
[School with 

Different ‘Time’] Young Evaluation 
Agency

[Experience Work]

Young Forum
[Determination+∞]

Talk Concert
[Or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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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2_김재경

분야

청년과지역개발

청년학교[‘때’가다른학교]

주거복지
대안학교

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커뮤니티
디자인

도시재생
학교

사회적
경제

주관 우리집협동조합 인디053
내마음은콩밭

협동조합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커뮤니티와경제

교육내용

청년주거실태

대안적주거

사는공간?

문화기획 공동체디자인
도시재생

학교

사회적경제이해

실습

교육

일정

공통교육2주(청년과지역을고민하는도구: 사회적경제)

4~6주커리큘럼(개별분과별커리큘럼작성)

청년과지역개발 청년들이잘살아남도록…

지역별, 업종별, 세대간네트워크구축으로
청년을키우고, 경험과일할기회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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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Young School [School with Different ‘Time’]

Housing 
Welfare  

Alternative 
School

Culture
Planner

Promotion
Course

Community
Design

City 
Restoration
School

Social
Economy

Supervision
Woorijib

Cooperative
Indie 053

My Pea Patch Mind 

Cooperative

Nam-gu City Creation 

Support Center

Community and 

Economy

Education

Contents

Issues with housing 

for young

Alternative housing

Living space?

Cultural planning Community design
City restoration

school

Hands-on study on

Understanding of

Social economy

Education

Schedule

2 Years of Common Education (Tool to Think about Young People and Region, Social Economy)

4~6 week curriculum (curriculum for individual sub-department)

Youth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Survival of the Young…

Establish network among regions, occupations, and generations to 
train young people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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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발표 2_김재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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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Part 3] Youth and Community Problems Solving
Presentation 2 _ Jae Gyeong Kim

고맙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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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좌장_이정현

이 정 현
명지대학교 교수

 

이정현 교수는 미시건주립대학교
 

노사관계/인사조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발전전략 연구(2014)에 참여하였
고, 2014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한국 사회적기업의 주
요 현황」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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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Trend in Korea’s Social 

[Part 3] Youth and Community Problems Solving
Moderator _ Jung Hyun Lee

Jung Hyun Lee
Myongj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rofessor Lee received his Doctorate degree in Industrial Relations / Personnel 
Organization from University of Michigan.   
 
He participated in Research on Social Enterprise Vitalization Network Development 
Strategy (2014), and delivered keynote speech 「
Enterprises」 in 2014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Forum.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152

[3부] 청년과 지역문제 해결
패널_김형미

김 형 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형미 소장은 2013년 메이지 대학 정치경제학 연구과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당시 작성한 논문은『한국생활협동

조합운동론: 경제에서의 윤리적 가치와 협동조합』이었다. 성공

회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로 지내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경

영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아이쿱생협연합회(현 아

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국제팀장.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

지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를 거쳐 현재는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공저와 참여작을 포함한 최근 저서로는 2014년 12월에 출간

한 『협동조합키워드 작은 사전』과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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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Cooperatives Keyword Small 

Korea Daily 

[Part 3] Youth and Community Problems Solving
Panel _ Hyung Mi Kim

Hyung Mi Kim
Director, iCoop Co-operative Institute

Ms. Kim obtained her Doctorate degree in Economics from Meiji University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in 2013. Her graduation thesis was 『
Cooperatives Movement Theory : Ethical Value and Cooperatives in Economy』. 
Having served as visiting professor at Sungkonghoe University in the past, she is now 
an adjunct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university.  
 
In addition, she served as the International Team Leader of iCoop Daily Cooperatives
(currently iCoop Consumer Cooperatives) from 2005 to 2011, the Executive Director 
of iCoop Co-operative Institute from 2012 to 2014, and now serves as the Director of 
iCoop Co-operative Institute.  
 
Her recent publications, including co-authorship, are 『
Dictionary』 and 『 』 that were published on 
December 2014.  

 



[4부]

청년고용과 창업

[Part 4]

Youth Employment and 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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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청년고용과 창업
발표 3_도현명

도 현 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도현명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임팩트스퀘어, 한국임팩트평가 대표로 있으며 임팩트허브

서울 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과거 NHN에서 근무하며 시스템 기획 담당하였고 NHN 

games에서는 전략기획을 담당하였다. 

 그는 IT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임팩스 비즈니스 영역의 씽크

탱크인 임팩트 스퀘어를 설립하였다. 

 

 사회적기업, NGO, CSV, 사회공헌, 코즈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사회책임 논문 공모전과 소셜벤처 

컨퍼티션 코리아 대상을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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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Youth Employment and Start Up
Presentation 3 _ Hyun Myeong Do

Hyun Myeong Do 
CEO, ImpactSquare

 
Mr. D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Bachelor and Master’s degree 
in Business Management. Currently, he serves as CEO of ImpactSquare and Korea 
Integrated Impact Analytics, and he also serves as a Director of Impact Hub Seoul.  
 
In the past, he worked in NHN and was in charge of system planning, and he also 
worked strategy planning in NHN games. After gaining experience in the IT company, 
Mr. Do established ImpactSquare, the think tank of impact business sector.  
 
Expert of social enterprise, NGO, CSV, social contribution and cause marketing, Mr. 
Kim w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aper Contest Award and Social Venture 
Competition Korea Grand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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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청년고용과 창업
발표 3_도현명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사회적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

2015.07.032015.07.03
T. 070-4256-0916
E. timothydho@impactsquare.com
A. 28-19 3F, Seoulsup 4-gil, Seongdong-gu, Seoul, Korea

사회문제 해결 관심의 실천 커다란 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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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a Social Enterprise Mean to the Youth of 2015 Korea

2015.07.032015.07.03
T. 070-4256-0916
E. timothydho@impactsquare.com
A. 28-19 3F, Seoulsup 4-gil, Seongdong-gu, Seoul, Korea

Resolve Social Issues Interest to Activism Enormous Opportun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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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청년고용과 창업
발표 3_도현명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3

소셜 하우징

4

소셜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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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7.032015.07.03
본 문서에는 (주)임팩트스퀘어의 지적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
다.
제공된 목적 외에는 활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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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청년고용과 창업
발표 4_이지영

이 지 영
E3Empower Founder & CEO

 이지영 대표는 UC 버클리(UC Berkeley) 대학교를 졸업하고 웨

스턴 대학원(Western Seminary)에서 교차 문화 석사를 취득하였다. 

 

 2003년 내전의 상처에 신음하는 르완다 난민교육 사역을 시작

으로 현지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마이크로 융자, 마이크로 사업

을 주창해오던 중 2010년 E3Empower사를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에 설립하여 적정기술로 제작된 제품 발굴, 개발, 보급을 통

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인 M.O.M을 이끌면서 마이크로 융자와 마이크

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

며 건전한 재정관리, 상호보조, 팀워크, 독립성 등의 개념을 깨닫

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수기, 태양열 충전기, 전등, 스마트 PC 공유 장치 등 

적정기술을 훈련시키고 보급하여 현지인들이 직접 문제해결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주는 일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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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Young Lee
E3Empower Founder & CEO

 
Ms. Lee graduated from UC Berkeley and received Master’s degree in Cross Culture 
from Western Seminary.  
 
Ms. Lee began her duties in 2003 with refugee education in Rwanda, which at time 
was suffering from wounds of civil war. While advocating micro-loan and 
micro-business to enhance local people’s self confidence, she founded E3Empower 
in Silicon Valley, California. She is now a social entrepreneur who solves social issues 
through discover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made with 
appropriate technology.  
 
Also, she leads non-profit organization M.O.M and provides local people with means 
of self-reliance through micro-loan and micro-business. She focuses on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concepts of healthy financial management, mutual support, 
teamwork, and independence.  
In particular, she provides education and distribu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such 
as water purifier, solar charger, electric lamp, Smart PC interface so that the locals 
can become problem solvers themselves and establish foundations of self-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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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Impact that lasts” 

ICT 적정기술을 이용한 자립지원 및 청년창업 

이지영,  E3Empower 대표 

 

지속성 있게 하고, 사회운동처럼 퍼져가게 하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의존성에 젖어 있거나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하던 안목에서 청년들이 총체적 그림 안에서의 자아의 발견과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기업은 가능한가? 

 

우리가 같이 지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면 사회적 자본이 생긴다.이 사회적 

자본은 바로 창의력과 존엄성이 회복된 개인과 가정, 지속적으로 배움과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의 

기회들, 정직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는 시스템, 접근 가능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룹들, 그리고 자본의 흐름 등이라고 하겠다.사회적 자본이 있으면  없었던 새로운 시장/ 

마켙이 생기게 하고 더 나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바탕이 된다.   다른 문화와 오가는 

교류가 생기고,   높낮이 없이 문화의 교류가 생긴다.르완다 종족 전쟁의 과부들의 노력-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고, 교회 부엌을 빌려 비누 제작을 하는 등… 고독한 생산자들, 다음 단계의  코우치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익이나 조직의 극대화 (maximize) 를 기대하기 보다, 세워주려는 그룹이나 계층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를 제시함으로 “작은 성공”을 맛보게 (만족)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주인의식과 창의력이 발휘된다.최선을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시작이 지연이 될 수 

있다.  잘 되지 않으면 자기회의에 빠지게 된다.  

 

학교시스템, 훈련 과정 들이 높은 점수나 취업만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 배우는 자의 임파워링이 

목적이라면 프로젝트의 결과의 극대화보다는  서로가 몰두하게되는  배움과 그를 통해 같이 디자인하게 

되는 서비스업이나 제품의 요소들로 인해 소망이 일어나는 것 – 바로 만족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룹의 다이내믹을 일으킨다.   극대화 보다는 지속되는 소망이나 

성장의 만족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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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그룹들, 그리고 자본의 흐름 등이라고 하겠다.사회적 자본이 있으면  없었던 새로운 시장/ 

마켙이 생기게 하고 더 나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바탕이 된다.   다른 문화와 오가는 

교류가 생기고,   높낮이 없이 문화의 교류가 생긴다.르완다 종족 전쟁의 과부들의 노력-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고, 교회 부엌을 빌려 비누 제작을 하는 등… 고독한 생산자들, 다음 단계의  코우치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익이나 조직의 극대화 (maximize) 를 기대하기 보다, 세워주려는 그룹이나 계층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를 제시함으로 “작은 성공”을 맛보게 (만족)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주인의식과 창의력이 발휘된다.최선을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시작이 지연이 될 수 

있다.  잘 되지 않으면 자기회의에 빠지게 된다.  

 

학교시스템, 훈련 과정 들이 높은 점수나 취업만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 배우는 자의 임파워링이 

목적이라면 프로젝트의 결과의 극대화보다는  서로가 몰두하게되는  배움과 그를 통해 같이 디자인하게 

되는 서비스업이나 제품의 요소들로 인해 소망이 일어나는 것 – 바로 만족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룹의 다이내믹을 일으킨다.   극대화 보다는 지속되는 소망이나 

성장의 만족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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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That Lasts” 
Self-Reliance Support and Youth Startup through ICT Appropriate Technology  

Ji-Young Lee, E3 Empower CEO 
 
 
 

What is the core of sustainable, social movement-like dispersion? Is it possible to create 
an enterprise that allows the young to abandon dependence and selfishness to discover 
themselves in the large framework and contribute to the society? 
 

 
When we create social value that we can pursue and share together, we generate social 

capital.This social capital here refers to individuals and families with restored creativity and 

dignity, opportunities to new and continuous learning and attempt, system in which honest 
efforts are acknowledged, accessible knowledge and information, groups that strive for 
community-wide benefits, and the flow of capital. Existence of social capital creates previously 
non-existing new markets and forms the foundation of more positive and healthier social 
community. There will be exchange among different cultures without ranks or discrimination. We 
see numerous widows of Rwanda tribal war, lonesome manufactures who procure their own 
fund and manufacture soaps at the church kitchen, and young people who are looking for next 
step coaching…  

 
A social enterprise does not expect to maximize profit or organization. Its ownership mind 

and creativity work to relieve the most difficult problem for targeted groups or class and provide 
the next step, offering the satisfaction of “small success” and desire for the next level. Pursuit of 
the best is good, but perfect plan and best decision may require enormous investment or delayed 
start. Failure will lead to self-doubt.   

 
Let’s say that school system and training procedures aim to empower the learners rather 

than offering employment opportunities or giving preference to high scorer. Then the start to 
satisfaction comes not from maximized project results, but from hope – hope is born within 
learning experience from mutual focus, designing new service business, or producing new 
products. And hope leads to confidence and group dynamics. We strive for sustainable hope or 
satisfaction of growth, not max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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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청년고용과 창업
발표 4_이지영

이런 정신으로 e3empower 는 2010 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다 (2012 년 한국 사무실 오픈). 개발 

도상의 나라들에 묶여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여 자신의 고장을 변화케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이다.  현지에 가장 필요한 빛, 전력 (솔라에너지) 제품을 공급하고 위생에 꼭 

필요한 깨끗한 식수를 위한  정수필터,그리고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카페,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 프리스쿨등, 청년들 창업을  incubation 하고있다.D.light 솔라 램프, 핸드폰 충전기, 

정수 필터, 가상 컴퓨터, 프리스쿨 도구 등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을 향상시키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적정기술 ( 사용, 유지가 쉽고, 저렴, 견고함)이나 

디바이스와 함께 적정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개발하여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하게 한다.    

E3 Empower 는 지금까지 전세계 20 여 나라에적용하고 있다.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 

 

2013 년에탄자니아의 전기가 없는 마을에 다목적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 그 센터내에 

여섯개의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시작케 하고 서로 돕게 하도록 하였다.   마을 최초로 솔라 패널이 

설치되어 1000 와트 전력이 공급이 되고, 이곳에서 마을 최초의 인터넷 카페가 생겼다.  인터넷 센터뿐 

아니라, 복사, 화일 작성등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고객이 줄을 서고 있다.   카트리지를 갈지도 

못했던 ‘냔다’, 이 청년이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카피 머신을 돌리고 손님을 대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매니지 하면서 매달 보고를 하고 있다.  존엄성이 회복되었고,일에 만족도 하여 싱글벙글 한다. 

 

2014 년 탄자니아 곤갈리에 세운두번째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는 현지기관이 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휴대폰 충전, 식수 제공 사업, 어린이 프리스쿨 사업, TV 를 통한 미디어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이곳을 바탕으로 이곳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의 기회를 삼겠다는 

프로젝트로 여러가지 자금도 타게 되었고, USAID 를 통해 식수 사업을 더 크게 낼 예정이다.미국 2 세 

전문인들이 나가서 그 곳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는 등 서로에게 배우고, 인정하며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운동처럼 퍼지게 하는가? 새로운 프로세스와 패러다임들이 더 보편화되고확장되도록 

각 지역에 또 각 분야에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야겠다.몇명의 챔피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뿌리내리기 위해 그룹의 다이내믹과 적절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사회적 기업운동의 다음 단계의 필수 사항은온라인 교육 (이러닝)을 통한 운영 훈련및 모니터링 

제도이다.  단순한제품이고간단한서비스 위주이기에훈련이많이필요하지않을것같아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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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신으로 e3empower 는 2010 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다 (2012 년 한국 사무실 오픈). 개발 

도상의 나라들에 묶여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여 자신의 고장을 변화케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이다.  현지에 가장 필요한 빛, 전력 (솔라에너지) 제품을 공급하고 위생에 꼭 

필요한 깨끗한 식수를 위한  정수필터,그리고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카페,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 프리스쿨등, 청년들 창업을  incubation 하고있다.D.light 솔라 램프, 핸드폰 충전기, 

정수 필터, 가상 컴퓨터, 프리스쿨 도구 등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을 향상시키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적정기술 ( 사용, 유지가 쉽고, 저렴, 견고함)이나 

디바이스와 함께 적정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개발하여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하게 한다.    

E3 Empower 는 지금까지 전세계 20 여 나라에적용하고 있다.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 

 

2013 년에탄자니아의 전기가 없는 마을에 다목적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 그 센터내에 

여섯개의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시작케 하고 서로 돕게 하도록 하였다.   마을 최초로 솔라 패널이 

설치되어 1000 와트 전력이 공급이 되고, 이곳에서 마을 최초의 인터넷 카페가 생겼다.  인터넷 센터뿐 

아니라, 복사, 화일 작성등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고객이 줄을 서고 있다.   카트리지를 갈지도 

못했던 ‘냔다’, 이 청년이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카피 머신을 돌리고 손님을 대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매니지 하면서 매달 보고를 하고 있다.  존엄성이 회복되었고,일에 만족도 하여 싱글벙글 한다. 

 

2014 년 탄자니아 곤갈리에 세운두번째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는 현지기관이 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휴대폰 충전, 식수 제공 사업, 어린이 프리스쿨 사업, TV 를 통한 미디어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이곳을 바탕으로 이곳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의 기회를 삼겠다는 

프로젝트로 여러가지 자금도 타게 되었고, USAID 를 통해 식수 사업을 더 크게 낼 예정이다.미국 2 세 

전문인들이 나가서 그 곳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는 등 서로에게 배우고, 인정하며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운동처럼 퍼지게 하는가? 새로운 프로세스와 패러다임들이 더 보편화되고확장되도록 

각 지역에 또 각 분야에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야겠다.몇명의 챔피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뿌리내리기 위해 그룹의 다이내믹과 적절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사회적 기업운동의 다음 단계의 필수 사항은온라인 교육 (이러닝)을 통한 운영 훈련및 모니터링 

제도이다.  단순한제품이고간단한서비스 위주이기에훈련이많이필요하지않을것같아보이지만, 

[Part 4] Youth Employment and 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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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신으로 e3empower 는 2010 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다 (2012 년 한국 사무실 오픈). 개발 

도상의 나라들에 묶여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여 자신의 고장을 변화케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이다.  현지에 가장 필요한 빛, 전력 (솔라에너지) 제품을 공급하고 위생에 꼭 

필요한 깨끗한 식수를 위한  정수필터,그리고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카페,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 프리스쿨등, 청년들 창업을  incubation 하고있다.D.light 솔라 램프, 핸드폰 충전기, 

정수 필터, 가상 컴퓨터, 프리스쿨 도구 등 적정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을 향상시키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적정기술 ( 사용, 유지가 쉽고, 저렴, 견고함)이나 

디바이스와 함께 적정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개발하여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하게 한다.    

E3 Empower 는 지금까지 전세계 20 여 나라에적용하고 있다.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 

 

2013 년에탄자니아의 전기가 없는 마을에 다목적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 그 센터내에 

여섯개의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시작케 하고 서로 돕게 하도록 하였다.   마을 최초로 솔라 패널이 

설치되어 1000 와트 전력이 공급이 되고, 이곳에서 마을 최초의 인터넷 카페가 생겼다.  인터넷 센터뿐 

아니라, 복사, 화일 작성등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고객이 줄을 서고 있다.   카트리지를 갈지도 

못했던 ‘냔다’, 이 청년이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카피 머신을 돌리고 손님을 대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매니지 하면서 매달 보고를 하고 있다.  존엄성이 회복되었고,일에 만족도 하여 싱글벙글 한다. 

 

2014 년 탄자니아 곤갈리에 세운두번째 임파워 커뮤니티 센터는 현지기관이 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휴대폰 충전, 식수 제공 사업, 어린이 프리스쿨 사업, TV 를 통한 미디어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이곳을 바탕으로 이곳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의 기회를 삼겠다는 

프로젝트로 여러가지 자금도 타게 되었고, USAID 를 통해 식수 사업을 더 크게 낼 예정이다.미국 2 세 

전문인들이 나가서 그 곳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는 등 서로에게 배우고, 인정하며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운동처럼 퍼지게 하는가? 새로운 프로세스와 패러다임들이 더 보편화되고확장되도록 

각 지역에 또 각 분야에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야겠다.몇명의 챔피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뿌리내리기 위해 그룹의 다이내믹과 적절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사회적 기업운동의 다음 단계의 필수 사항은온라인 교육 (이러닝)을 통한 운영 훈련및 모니터링 

제도이다.  단순한제품이고간단한서비스 위주이기에훈련이많이필요하지않을것같아보이지만, 

In this spirit, E3 Empower was born in Silicon Valley in 2010 (Korea branch opened in 2012). 
Our project is to awaken the potentials that are hidde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o allow 
people to start their businesses to change their home. We provide light and electric (solar energy) 
products, which are most needed in local environment, water purifier that is essential for 
hygienic lifestyle, computers and Internet café to obtain information and knowledge, pre-schools 
for children and incubation service for youth startup. Utiliz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such 
as D.light solar lamp, cellphone charger, water purifier, virtual computer, and preschool 
equipment enhances daily lives. Computers allow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Appropriate technology (easy to use and maintain, low cost, sturdy) and devices are used to 
develop appropriate process and strategy, and we start with adequate workload that can be 
handled by the local people. E3 Empower is now applied to over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Empower Community Center 
 
In 2013, multipurpose “Empower Community Center” was established in a Tanzania village 

with no electricity. Six micro-businesses were started within that center and local people were 
led to help each other. Solar panel was installed for the first time in the village and supplied 
1000-Watt electricity. The first Internet café of the village was born in this location as well. In 
addition to the Internet center, copy and file organization tasks began to be vitalized, and now 
the center enjoys long line of customers. Young man “Nyanda,” who couldn’t even change the 
cartridge in a printer, is now confidently in charge of copy machine, handles customers, manages 
the center with ownership mind and sends in monthly reports. His dignity and smile were 
restores with satisfaction from work.  

 
In 2014, the second Empower Community Center was established in Gongali, Tanzania. Under 

periodic monitoring of local agency, this center conducts businesses including cellphone charging, 
purified water distribution, preschool for children, and media business via TV. This project aims 
to create jobs and provide education opportunities to local young people to realize their self-
reliance.  It won several funds and establishe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drinking water 
business through USAID. American-born experts visited the center, conversing with local 
university interns, materializing feasible tasks and establishing business plans. They formed 
mutually educational, respectful and encouraging relationships.  

 
How do we disperse these achievements like a social movement?There should be more of 

these attempts in various regions and sectors so that new processes and paradigms could 
become more generalized and expanded. We see a few champions, but at this point, we need 
better group dynamic and adequate operation system in order to solidify these strategies.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176

[4부] 청년고용과 창업
발표 4_이지영

더많은청년들의참여를위해  제품에 대한 훈련과, 창업,운영에 대한훈련과정과모니터링과정이 꼭 있어야 

하고, 훈련내용을 도구화하여야한다.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현장에맞게사용,판매,순환과정이확실하게훈련이되고진행하게해야한다.  외부의 훈련자는 

늘함께할수는없기에적절한사업수행을위해도구화 (툴)가꼭필요하다.  이 프로세스들이 현지의 

사업자/직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이나 모바일 앱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소프트웨어들이나와있는데, 상당히어렵고비싸서소규모사회기업이나센타운영에필요한 간단한 

툴들이 요구된다.이것들은자주바뀌기때문에온라인훈련이 적합한데  여기에 "이러닝" 

툴이최적이다.모바일앱을사용, 새로운깨달음, 

새로운시도등에대한소통이새로운능력과배움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갖게한다.  이번 아프리카 IT 교육 

프로젝트에  e3 의파트너인 이엠캐스트의 샴뱌 이러닝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IT 교육 프로젝트 

 

2015 년 2 월, 우선 급속도로 변해가는 디지털 문화와 지식 정보 Access 를 위해, 그리고 소외된 학생 

(탄자니아 학생의 90%가 컴퓨터가 없음) 들을 주류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이 퍼져야하는 

임파워링  문화의 주인공들을 훈련하기 위해 IT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현지의 학교에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매월 수강료를 납부하여 그 비용을 매달 갚아나가는 형태인데, 늘 무료로 

공급을 받던 문화에서 리스 프로그램은 생소하였지만 한  두 학교가 움직였고, 학생들은 최상의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되었다.  “샴바” 이러닝 프로그램 (파트너 이엠캐스트 회사 제공) 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게 공부 하고 있다.   

 

2015 년 가을부터는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편성이 된다.  현재 30 개 이상의 학교들이 신청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E3 현지사무실을 차리고 현지인 교사를 훈련중이다.더 많은 학교들이 열리고 더 

많은 고장들이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학교 클라스와 각 학생 개개인의 진도를 샴바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은 개인 상담을 통하여 맞춤지도를 한다. 

 

결국은 그들이 장차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에게는 파트너, 동역자가 된다.우월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고장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에게는 한 도시가 연결이 된 것이다.IT 교육을 통해 

닫혔던 학교와 도시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E3 는 이들의 창문이 되고, 코우치가 되어 묻혔던 잠재력을 

일으키고 자유로운 창의력을 계발하고자 한다.  미국이나 한국의  

청년들이적극참여를위해큰시스템의어느 한부분을맡기보다, 독립적인서비스업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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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element for the next stage of this social enterprise movement is operation training 
and monitoring system through online education (e-learning). It may appear that such simple 
products and services do not require much training, but there must be training and monitoring 
process on product management, startup, and operation to draw more participation from the 
young people. The training contents must be offered as tools. Regardless of its size, a business 
must be conducted appropriately at its site. Sales and circulation process must be trained and 
processed. Because external trainer cannot be there at all times, there must be a tool to conduct 
appropriate business. These processes must be a software tool or mobile application that can 
easily be used by local business operators/employees.  

 
There are great softwares today, but they are much too difficult and expensive. We require 

simple tools that are needed in small social enterprise or center operation. Because of their 
volatile nature, online training is the adequate form, and “e-learning” tool would be optimal. 
Communication on new understandings and new attempts based on mobile application will 
implement positive attitudes towards new skills and learning experience. The new Africa IT 
education product began utilizing Shamba E-Learning System from EM Cast, a partner of E3.    

 
IT Education Project 
 
On February 2015, we began IT education project to allow access to rapidly changing digital 

culture and knowledge information, connect neglected students (90% of Tanzanian students do 
not have computers) with the mainstream world, and train the heroes of empowering culture 
that must be spread further. In our system, computer facility is installed in local schools, and 
students pay monthly tuition to pay back that fee. This lease program was unfamiliar in the 
culture that was used to receiving everything for free. Two schools finally made their decisions 
and their students began receiving computer education of the highest quality. “Shamba” E-
Learning Program (provided by EM Cast, partner of E3) was incorporated so that each student 
can study at his/her own pace.  

 
The program will become a regular school curriculum in Fall 2015. There are currently over 30 

schools showing their interests through applications, so local E3 office was established and local 
teacher training is currently taking place. We expect more schools to open and more towns to 
connect. School class and individual student progress report can be accessed via Shamba System, 
and student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are given custom training through individual sessions.  

 
They will eventually become the owners of their country, and also our partners and 

colleagues. It is not a superior relation. It is a way to love back one’s home for them, and 
connection to a city for us. Schools and cities began opening up with IT education. E3 plans to be 
their window and their coach to awaken sleeping potentials and develop free creativity. In order 
to promote active participation among American and Korean young people, we would allow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15178

[4부] 청년고용과 창업
발표 4_이지영

프랜차이즈컨셉을통하여 자기 소유의 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하고,  

운영이러닝의툴을사용하여늘손안에있는도우미역활을하게하고,흘어져있는다른 

센터와가게들이최상의진행을하게해야할것이다. 

 

곳곳에 이미 다양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독한 생산자들이 있고, 마켙플레이스의  한 

부분들을 맡아서 성실히 일하고 그 주위의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기적이고 다이내믹한 

이러닝으로 훈련과 이벤트의 소셜 커뮤니티가 형성, 새로운 적정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현장에서 

일어나고사회적기업 투자가들과 연결되어  투자와 개발이 일어나게 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자본이 형성이 된다.   일어나는 청년들 자체가 자본이고, 개발된 

적정기술들, 연결되는 네트워크들, 임파워 센터, 기관들의 직업 훈련소들이 총체적으로 사회를 

안정케하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창업될 것이다. 

 

지난 15 여년간 20 여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였다.  나 자신 

힘들때  내 가슴속에서 반짝 반짝 빛나는 얼굴들이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힘이난다.그것을 알기에 소망이 

없는 곳에 가면 더 소망을 갖게 되고 먼저 소망한다.그들의 잠재력이 묻혀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 

학생들에게 진한 사랑을, 배움의 즐거움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할 일들이 있다고 먼저 소망하고, 같이 

꾸려 나가면서 소망의 실체가 꽃을 피울때, 우리는 바톤을 넘겨준다. 

 

“네가 할 수 있어.  이 곳에서는 네가 주인공이야.”” 이제는 이것이 바로 너의 사업이야.  우리의 

파트너 – 네가 있어서 이곳은 잘 될 거야.”침울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이면서 끄덕일때 

우리는 안다.  우리가 오히려 임파워 된 것을.그동안의 갭이 없어지고, 새고장이 내 세계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만큼 총체적으로 커졌다는 것을.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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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 네가 있어서 이곳은 잘 될 거야.”침울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이면서 끄덕일때 

우리는 안다.  우리가 오히려 임파워 된 것을.그동안의 갭이 없어지고, 새고장이 내 세계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만큼 총체적으로 커졌다는 것을.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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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to run independent service business, operate one’s own center via franchise concept, and 
use operation e-learning tool as one’s mobile helper rather than working them as a part of one 
big system. And different centers and stores at varying locations must be operated in optimal 
condition.  

 
There are people in various fields who already give their best efforts. There are lonely 

manufacturers, and we hope that they become a part of the market place, work diligently and 
become a model to nearby juniors. Using periodic and dynamic e-learning, we plan to form a 
social community of training and events, promote new appropriate technology and service at 
needed sites, and connect social enterprise investors to build foundation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This will ultimately form social capital. Participating young people are capitals themselves. 

Developing appropriate technology, connecting networks, Empower center, and training centers 
of various agencies will come together to stabilize the society and allow more social enterprise 
startups with creative mind.  

 
In past 15 years, I saw how diligently people were living in 20 countries. Even when I face 

difficulties, their shining faces give me power to rise up again. Because I know this, I see more 
hope in hopeless, and I hope before anyone.It is sad to see their potentials buried. We deliver 
deep love, joy of learning, and the hope that there is something we can do together. And when 
our joint hope gives birth to tangible results, we pass the baton.  

 
“You can do it. You run the show here.” “This is your business now. I know it will be successful 

thanks to you, our partner.” When their grim faces turn into vibrant glitter, we realize. We realize 
it is us that were empowered. That another gap was gone, a new home came into my world, and 
that we grew by that much. I hope our young people participate in the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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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현 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현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학과장, 국제개발

협력연구원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 미국 일

리노이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UCLA대학교 경영학(마케팅) 박

사를 취득하였다. 

 공군사관학교 교관, 삼정회계법인(現 삼정KPMG) 회계사, 뉴욕 

롱아일랜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 브릿지(프

로보노 단체) 이사, 이윰액츠(사회적기업) 고문, MYSC(사회혁신 

컨설팅 및 임팩트투자 전문기관)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KOICA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Management Science, Management Decis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등의 국제저널에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관심 

분야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임팩트측정, 마케팅전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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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구원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 미국 일

리노이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UCLA대학교 경영학(마케팅) 박

사를 취득하였다. 

 공군사관학교 교관, 삼정회계법인(現 삼정KPMG) 회계사, 뉴욕 

롱아일랜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 브릿지(프

로보노 단체) 이사, 이윰액츠(사회적기업) 고문, MYSC(사회혁신 

컨설팅 및 임팩트투자 전문기관)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KOICA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Management Science, Management Decis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등의 국제저널에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관심 

분야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임팩트측정, 마케팅전략 등이다. 

[Part 4] Youth Employment and Start Up
Moderator _ Hyun sang Shin

Hyun sang Shin
Professor of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Hyunsang Shin (Dean of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stitute) receiv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sequently, he obtained Master’s degree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USA, and Doctorate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from UCLA, USA.  
 
He served as an instructor at Air force academy and worked as an Accountant for Samjong 
Accounting Firm (currently Samjong KPMG).  
He also served as a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Professor Shin is currently a Director of Bridge (pro bono organization), serves as Advisor 
for social enterprise IUM Acts, Consultant for MYSC (social innovation 
consulting/incubation/impact investment agency) and participates in the project on 
Management of Development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in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Professor Moon published his paper on ‘Management Science’, ‘Management Decision’ 
and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a globally renowned scholarly journal on business 
administration.  
His fields of research interest are Social Enovation, Impact Measurement and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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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 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

 강주현 대표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경력자 행정학 석사(Mid-Career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KOTRA 해

외 CSR 자문위원,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운영위원,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대표 역서, 공역서로는 『CSR 3.0』와 『지역과 상생하는 기

업핵심전략』이 있으며 공저를 포함한 저술 책으로는 『혁신 리

더의 글로벌 경쟁력:CSR 전략과 CSV 인재』,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동향과 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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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and Strategy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SR 3.0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Part 4] Youth Employment and Start Up
Panel _ Joo hyun Kang

Joo hyun Kang
Founder / Executive Director, 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Inc.

 
Ms. Kang graduated Yonsei University with Bachelor’s degree in English Literature 
and obtained her Mid-Career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degree at Harvard 
Universit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She is active in diverse fields, currently serving as a member of Regulatory Reform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TRA foreign CSR advisor, 
oper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and 
central operation committee member of Social Entrepreneur Promotion Project of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Her key works in book translation and public translation include 『 』 and 
『 – The Definitive Guide To Maximizing Your 

Business’ Societal Engagement.』 Her authorship, including co-authorship, includes 
『 : CSR Strategy and CSV Human 

Resource』 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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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5_심상달

심 상 달
융합경제연구소 소장

 심상달 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 경제

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융합경

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SEN(Social Enterprise Network) 

이사장, 사랑의줄잇기온누리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연구 실적으로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사회적경제

와 주류경제의 융합(2014)」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2010)」을 저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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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Vitalization of social Finance
Presentation 5 _ Sang Dal Shim

Sang Dal Shim
Director, SHCLab Limited Partnership

 

 Director, Sang Dal Shim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 Degree in Economics from University of Minnesota.

 He served as a director at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He is currently a director of SHCLab Limited Partnership, chief director of SEN(Social
Enterprise Network and serves as an executive director of  Line of Love Onnuri.

 His recent publication is 「Integrated Social Economy and SHC: Integration of Social 
Economy and Mainstream Economy (2014)」, He published 「Capital Market Financing
for Social Enterpris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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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INANCE VITALIZATION THROUGH SHC  

     Shim, Sang-Dal 

 Director, SHCLap /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ief Director, 
Social Enterprise Netrwork  

 
1. Poor Investment Attraction of Social Economics Enterprise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Forum at Busan. Today, we see 
interests on social finance accompanied by considerable concerns on social economy and social 
finance. There has been bipartisan discussion regarding the framework on Basic Social Economy 
Bill. The government understands the necessity of social finance as means to support social 
economy and insists on the installation of social economy promotion fund.  

  
Some conservatives misunderstand this concept, thinking that growing social economy would result in 
socialist economy. Increase in social economy means increase in society, not planned economy. It 

of social finance is 
Society, the conservative party enjoyed clean sweep and formed uniform government.  
There are questions and criticisms :  social finance promote inefficient social economy by 
means of nation tax?  Or  social finance use corporate tax to reduce corporate activities in 
mainstream markets?  
There are of course concerns that social economy enterprises may not be able to form efficient social 
welfare finance as service suppliers. There are other concerns that efficiency in social economy 
enterprises would result in private sector corporate establishment. But these concerns will only come 
true if social economy enterprises undergo innovation to create social values as well as financial values.  
 

investment, donation, or endorse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social economy related 
businesses to improve soc  
 
 
In terms of demand, there are ample demands for operating funds, facility funds and growth fund in 
social economy enterprises (proposed/certified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community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social funds from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as the 
government support was terminated. There are also demands for startup, initial and growth capital from 
social ventures with social purposes.  
  
Suppliers include supportive fund, including government personnel expenses, Smile microcredit fund, 
Seoul city social investment fund, and social venture capitals from corporate and private foundations. 
While there are quest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and public funds, private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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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much difficulty in finding their investment market. The reason is primarily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n’t many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at are prepared to receive investment.  
 
While it is true that social economy enterprises exhibit weak financial knowledge, the main reason for 
this deficiency is inadequate economic profit generation resulting in reduced investment attractiveness. 
The market does not award social values that are created by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the 
additionally generated financial profit is not enough to return financial investment.  

  
2. Investment Attractiveness Enhancement Plan 
a.Catalytic Capital 
The following people would serve as water pump, investing in social enterprises and helping them to 
create profit. This system is also called venture charity or charity fund. While this fund does not ensure 
profit for investors, the main goal is to collect the invested amount and re-invest this fund to another 
project. Non-profit venture capital investments such as Acumen Fund belong in this category.  
  
b. Social Impact Bond 
SIB is an agreement between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consortium including the investors. In this 
system, the public institutes agree to pay for social results/impact that are created by a project. The City 
of Seoul is currently (2015) undertaking SIB project to enhance social relations and IQ in children of 
neglected class with reducedlearning ability. Gyeonggi-do Province is planning to execute SIB so that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o longer would need the support. SIB is designed in such 
way that the investor suffers loss if the promised impact is not created, or receives additional rewards 
based on achievements.  
 
SK’s SPC(Social Progress Credit) is a policy that provides incentives on social impacts created by social 
ventures. The purpose is to reflect social value creative by a social venture on the company value to 
enhance investment attractiveness on social enterprises. SIB and SPC both reflect values that are only 
created in the medium-term.  
 

 
c. Servant Holding Company Based on Open Sharing Service 

 
Another method is to create sharing value via cooperation. Within the value chain that creates 
integrated value, a social economy enterprise would cooperate with a profit-making enterprise or 
another social economy enterprise. This system provides consulting and aids in marketing and back 
office function. Such investment readiness service ultimately strives for the successful business 
operation of service recipient.  The open sharing service company that provides such business service 
would transform into a limited partnership, and the partnership would receive investment based on its 
sales and future profits that are created by tasks and services. The members of this partnership, called 
Servant Holding Company, would receive business services that cannot be obtained individually to 
enhance their business capacity and expand sales via open internal market. Several companies with high 
growth potentials can combine their shares and receive direct investment from the capital market.  
 
Profit distribution within the partnership is based on performance. The partners establish and operate a 
corporation in which the members possess 100% of shares in order to receive external investments or 
trade with th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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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C Based Open Sharing Economy  
 
a.Creation of Additional Value and Securitization of Value  
 
SHC generates profit by creating values through formation of significant economy and internal market 
based on union among all concerned enterprises, and allows reception of capital investment by 
advancing future profits generated by such union.  Although cooperatives can also generate 
considerable economy and create internal market, they are forced to use internally amassed savings as 
their main capital source and are highly exclusive in nature.  
  
b.Distribution Based on Independence and Contribution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enterprises, each enterprise is operated independently and allotted to 
immediate and future profits based on contribution to SHC’s sales and profit. The external investor 
receives its share based on its fixed share, but a member’s share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pre-
determined principles such as contribution.   
 
SHC is managed in such way that only 30-40% of invested fund is distributed to the members based on 
achievements up to that point, and 60-70% of fund is managed based on value creation among the 
members. Therefore, the investment fund is utilized more heavily by well-operating enterprise, and the 
investor can expect stable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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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SHC capital market properties allow social economy enterprises, which face significant 
difficulty in securing investment individually, to receive investments and grow continuously.  
And since the open sharing service is able to create and distribute new value, the system mitigates 
conflicts generated by new innovations and allows mutual growth between existing enterprises and 
innovative enterprises.  
 
The government must create rules so that such platforms could be operated in fair manner, and invest a 
portion of water pump fund. The process can begin with allotting a portion of government’s fund of 
funds to be invested in SHC.  
 
 
 
As in the case of UK’s Big Society Capital, there is need for social economy promotion fund as a 
wholesale social fund that could lead the development of social finance market, measure social value, 
develop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and support intermediate supporting agencies. Utilization of SHC 
can lead to significant access to funds that cannot discover adequat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capital market, which would enable the vitalization of the social finance market and mainstream capital 
market without establishing large-scale social develop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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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마드하반
CEO 임팩트 인베스팅 오스트레일리아 

 대니얼은 전략적 사상가 사람들의 리더이자, 노련한 금융전문가

입니다. 

 

 그는 2014년 임팩트 인베스팅 오스트레일리아에 CEO로서 합

류했습니다. 회사 합류 전 대니얼은 JBWere에서 12년간 근무하

며 투자고문, NSW 과장, 최고운영책임자를 거쳐, 가장 최근엔 

임시 CEO를 맞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JBWere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이자 대표적인 개인재무관리회사

로서 10,000명 이상의 호주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고객으로 보유한 회사입니다.  

 

 기업환경을 떠난후 대니얼은 자신의 금융시장 경험과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고 그는 초기단계의 임팩트 투자 분야를 찾아냈습니다. 

젊은 호주인 재단 (Foundation for Young Australians)에서 일한 

경험과 더불어 젊은 사회적 창업인들의 멘토 역할을 자청하면서, 

대니얼은 자본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사회적 기업분야의 개인, 단

체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니얼은 특히 이들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이 많으며 젊은층

을 대상으로 한 단체들에게 그의 경험을 전수해줍니다. 

또한 그는  ShareGift Australia, Sanfilippo Childrens Foundation

과 YGAP(Y-Generation Against Poverty)의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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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Madhavan
CEO  Impact Investing Australia

 

Dan is a strategic thinker, people leader and experienced finance professional.   
 
He joined Impact Investing Australia as the organisation’s inaugural CEO in 2014.   
Prior to joining Impact Investing Australia, Dan spent 12 years at JBWere across a 
range of different roles including as an Investment Advisor, Head of NSW, Chief 
Operating Officer and most recently, Acting CEO. JBWere is Australia’s oldest 
investment firm and one of the leading private wealth management organisations in 
Australia, servicing over 10,000 of Australia’s wealthiest individuals and families.  
 
After leaving the corporate space Dan went in search of an intersection between his 
experience in financial markets and his passion for contributing to social change and 
found this in the nascent field of impact investing.  His work with the Foundation for 
Young Australians and mentoring roles with young social entrepreneurs has provided 
a strong understanding of how capital can help translate the energy of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in the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sector into positive social 
outcomes.   
 
Dan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ssues affecting young people and lends 
his experience to a number of youth focused organisations. He also sits on the board 
of ShareGift Australia, Sanfilippo Childrens Foundation and YGAP (Y-Generation 
Against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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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Madhavan
CEO
임팩트인베스팅오스트레일리아

@ImpactInvestAus #impinv

호주의사회적기업
• 호주의사회적기업수 20,000여개

• 사회적기업의수는지난 5년간 37% 증가

• 73%는최소 5년간활동중 ; 62%는창립된지최소 10년.

• 비영리분야전체수익의 39%는교역에의해발생,연간 22억달러에해당함

• 사회적기업활동이 GDP의 2-3%에해당한다고추정

출처 : Finding Australia’s Social Enterprise Sector (FASES), 2010
Jo Barraket, Nick Collyer, Matt O’Connor and Heather Anderson
FASES는 Social Traders and th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와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비영리학과의공동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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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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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 in Australia
• There are an estimated 20,000 social enterprises in Australia. 

•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had grown by 37% over the previous 5 years.

• 73% had been operational for at least five years; 62% are at least 10 years old. 

• 39% of all income in the Not for Profit sector is generated through trading activity, 
equating to $22 billion annually.equating to $22 billion annually.

• Estimated that social enterprise activity constituted 2-3% of GDP.

Source: Finding Australia’s Social Enterprise Sector (FASES), 2010
Jo Barraket, Nick Collyer, Matt O’Connor and Heather Anderson
FASES is a joint initiative of Social Traders and the Australian Centre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Studi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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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지원
1. 기업문화의조성

2. 사회적기업의자원효과적인역량계발지원

3. 열린시장과조달루트

4. 전사업라이프사이클에대한재정지원,융자,투자4. 전사업라이프사이클에대한재정지원,융자,투자

5. 연구,벤치마킹,임팩트측정에대한투자

출처: Social Enterprise Manifesto
Social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erprise Alliance 
http://www.socialenterprises.com.au/sites/default/files/resources/sieeamanifesto.pdf

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

호주에서의 3가지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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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Social Enterprise
1. Foster an enterprising culture 

2. Resource effective capacity building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3. Open markets and procurement channels 

4. Enable funding, finance and investment across the business lifecycle 4. Enable funding, finance and investment across the business lifecycle 

5. Invest in research, benchmarking and impact measurement 

Source: Social Enterprise Manifesto
Social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erprise Alliance 
http://www.socialenterprises.com.au/sites/default/files/resources/sieeamanifesto.pdf

Financing Social Enterprise 

3 Experiences from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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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발전및투자기금

• 사회적기업의자본접근성을개선시키기위해설계된계획

• 2012 -세가지투자자금형성

전체 4천만호주달러($40 million AUD)가세가지투자기금으로분배• 전체 4천만호주달러($40 million AUD)가세가지투자기금으로분배
• 호주정부가 2천만호주달러($20 million AUD)를제공
• 민간자본 2천만호주달러($20 million AUD)

2. 투자준비성펀드
• 보조금발생펀드

• 투자준비성에중점

• 공동신청절차

• 광범위한권한• 광범위한권한

• 배움의기회

• 역량구축의확장

• 70/30 & 3 strikes (3번의기회)

• $20,000,000 대상펀드규모

•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의
$1,000,000초기투자

• 2015 5월최초보조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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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정부가 2천만호주달러($20 million AUD)를제공
• 민간자본 2천만호주달러($20 million AUD)

2. 투자준비성펀드
• 보조금발생펀드

• 투자준비성에중점

• 공동신청절차

• 광범위한권한• 광범위한권한

• 배움의기회

• 역량구축의확장

• 70/30 & 3 strikes (3번의기회)

• $20,000,000 대상펀드규모

•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의
$1,000,000초기투자

• 2015 5월최초보조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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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nds

• Initiative designed to improve access to capital for social enterprises

• Three investment funds established in 2012

• Total pool of of $40 million (AUD) spread across three investment funds 
• Australian Government provided $20 million 
• Private capital of $20 million

2. Investment Readiness Fund
• Grant making fund

• Investment readiness focus

• Co-application process

• Broad mandate • Broad mandate 

• Learning opportunity

• Capacity building amplification

• 70/30 and 3 strikes

• Target fund size $10-20 million

• $1 million seed investment by 
National Australia Bank

• First grant made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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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발표 6_대니얼 마드하반

3. 인큐베이터프로그램

• 전국적운동• 전국적운동

• 1000 아이디어

• 기업스폰서
• 문제의선택
• 스트림에대한후원
• 멘토링
• 첫번째옵션
• 네트워크

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

호주에서보고싶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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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스폰서
• 문제의선택
• 스트림에대한후원
• 멘토링
• 첫번째옵션
• 네트워크

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

호주에서보고싶은 3가지

3. Incubator Programs

• National campaign • National campaign 

• 1000 ideas

• Corporate sponsors
• Choose an issue
• Sponsor a stream
• Mentoring
• First option
• Networks

Financing Social Enterprise 

3 things I would like to see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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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사회적임팩트펀드

2. 3부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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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사회적임팩트펀드

2. 3부접근방식

1. Australian Social Impact Fund

2. Three tier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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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많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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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Vitalization of social Finance
Presentation 6 _ Daniel Madhavan

3. 더많은전환 3. More con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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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사회와 금융 활성화
좌장_이희진

이 희 진
연세대학교 교수

 이희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사회학과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1997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박사학위(정보시스템)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Brunel 대학을 거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호주 

멜본 대학에서 재직하고, 2007년부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연구 및 교육을 통해 한국-호주 관계 증진을 위해 2008

년 호주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고, 2014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국제개발협력 패널토론을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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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Vitalization of social Finance
Moderator _ Hee Jin Lee

Hee Jin Lee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Professor Le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ster’s 
degree in Soci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further pursued his education 
in England and received Doctorate degree in Information System from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in 1997. Upon completion of his education, 
he started his career at Brunel University in UK and served in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ilia, from 2002 to 2006. He’s been serving as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from 2007.  
  
He founded Australia Research Center in 2008 to enhance Korea-Australia 
relationship through research and education, and he presided ov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at 2014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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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사회와 금융 활성화
패널_전상경

전 상 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상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교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에서 MBA를, 그리고 뉴욕주립대학

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경영학(재무금융)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그는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증권학회지, 재무관리 연

구 등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최근 

학술논문 연구실적으로는 『Can derivatives information predict 

stock price jumps』 와 『IPO 저가발행의 저주』가 있다. 

 그는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 금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

단 이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등 다양한 곳

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경영학회 이사, 한국금융공

학회 부회장, 한국기업경영학회 상임이사,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편집위원 등의 다양한 학회 활동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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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Vitalization of social Finance
Panel _ Sang Gyung Jeon

Sang Gyung Jeo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rofessor Jeon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Bachelor’s degree in 
English Literature. He then proceeded to obtain MBA from Ohio State University and 
Doctorate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inance)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 published several scholarly theses on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including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Journal of Korean Securities Association, and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His recent scholarly thesis research achievements 
are 『Can Derivatives Information Predict Stock Price Jumps』and『Curse of IPO 
Discount Emission』.  

 
Professor Jeon conducts social activities in diverse fields, serving as Director of Smile 
Microcredit Bank, Director of Dormant Deposit Management Foundatio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External Evaluation Committee Member for Financial 
Investment License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 also engages in diverse 
scholarly activities, serving as Director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Vice chairman for Korean Association of Financial Engineering, 
Senior Director of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and Editor f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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