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 :   경상남도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주  관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후  원 :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경남 도의회 1층 대회의실





목       차
Ⅰ. 1부 (14시30분 ~ 15시50분)

 인 사 말 § 문승욱 부지사(경상남도)

 § 정철효 이사장(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환 영 사 § 홍재우 원장(경남발전연구원)

 축 사 § 김지수 의장(경상남도의회)

§ 구영민 회장(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발 제
“경남 사회적경제에서 조례 제정의 중요성”

(기금조례와 공공구매 조례 중심으로)  
송원근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05

“경남 사회적경제에서 조례 제정과 정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정원각 상임이사(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 경남 사회성과 보상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제안
- 경남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점검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활용 제언

- 20
- 33
- 42

   휴식 (10분)

Ⅱ. 2부 (16시 ~ 17시 30분)

토론 사회 : 정원각 상임이사(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지정토론 § 구영민 회장(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 49

§ 정철효 이사장(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 51

§ 황영임 회장(경남자활기업협회) - 53

§ 김민석 회장(경남협동조합협의회) - 55

§ 이상열 의원(경상남도의회) - 57

§ 김석호 교수(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 61

§  박경훈 과장(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 63

 참석자토론 전체
 정 리 토론사회자



- 4 -



경남사회적경제관련 5대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

- 5 -

발제 1

경남 사회적경제에서 조례 제정의 중요성
(기금조례와 공공구매 조례 중심으로)

송원근 (경남과기대 경제학과)

1.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사회적경제생태계란?
○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자원을 생태계로 공급하는 자본인프라와 사회경제적 활동의 환경적 조

건들, 그리고 활동 주체인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 관계임(CASE 2008)1)

 - 자본인프라는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원 공급처로서, 자금투자처인 금융자본
과 기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인적자본’,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 공급처인‘지적 
자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지와 연대가 가능한‘사회·정치적 자본’ 등임 

 - 사회적경제 활동의 환경적 조건들은 정책 및 제도, 언론, 사회경제적 조건, 유관분야 등임
○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대부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

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정의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역동성이 강한 반면, 지속 
가능성, 연대성, 자발성이 약함(노대명 2016)2)

 - 지속성이 약해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함
 - 재정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자발성이 약함
 - 지역에서 각 조직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각 부처의 지원방식 또한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지

역 차원에서의 연대가 약함
○ 경남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적경제 단위조직들의 미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들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낮은 경쟁력, 중간지원조직의 경험 일천과 예산 부족, 사회적금융 인
프라 미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매우 허약

○ 사회적경제 기업 수나 규모면에서 전국과 대비해 매우 열악하고, 네트워크 형성도 미약하며, 
창원, 김해, 거창 중심으로 발전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시군별 격차가 심함

2)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 사회적경제 당사자 기업, 당사자연합체(협의체), 민관협의체, 광역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사

회적경제 관련 법 및 조례, 사회적 금융

 1) CASE, 2008, Developing the Field of Social Entrepreneurship, Duke University The Fuqua School 
of Business, OECD, Statistics Database.

 2) 노대명，2016,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김신양 외, 한울, pp. 2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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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기초 지자체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경상남도 ● ●

창원시 ● ● ●

진주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통영시 ●

사천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김해시 ●(협동조합) ●(사회적공동체)

밀양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양산시 ●(+마을공동체) ● ●(사회적경제 조례 포함)

함안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의령군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표 2] 경남 광역 및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 지자체의 역할
○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감도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 사회적경제 활

성화의 정도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비례
○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지역경제 재생(산업구

조 혁신), 주민협업에 의한 지역사회 형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제
를 통한 해법찾기를 활발히 전개(네모토, 2013).3)

○ 관련 조례의 제정은 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집
행에 있어서 중요(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 지자체는 정책자금
을 배분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

○ 사회적금융과 관련하여 문진수(2017)에 의하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①
촉매자본의 설치 및 운영4) ②전문 중개기관 육성 ③맞춤형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④제도적 
환경조성(사회적금융 종합지원센터 설립, 가치측정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5) 지방정
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

○ 경상남도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3) 네모토 마사쯔구. 2013.“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일본 가미야마정(神山町) 빈
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지적정보학회지』5(1), 51-64.

4) 촉매자본이란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시장 실패 등 이유로 생존이 어려운 분야나 자
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영역에 손실을 감수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자본

5) 문진수, 2017,“사회적금융 기반 &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
충 방안｣, KDI국제컨퍼런스 발표문(2017.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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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

거창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

함양군 ●(사회적기업)

합천군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창녕군 ●(사회적기업)

출처: 제6회 경상남도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자료집 일부 수정, 자치법규시스템 검색(7.15)

2. 사회적경제 기금 관련 조례

1) 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문제점, 즉 지속성, 자발성, 연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필요. 
○ 자본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는 현 금융제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자금공급 매우 열악
○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료 인하, 보증 금액 증액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2018년 

2월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경남신보 실적은 8건, 3억5백만 원에 그치고 있음.
○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조성, 이 기금은 지역의 자치

단체와 소매금융사와 연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현재 경남은 사회적금융이나 사회적기금 관련 조례 제정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①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②중앙차원의 사회가치연대기금 조성에 부응하며, ③사
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금융 관련 조
례 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로 사업을 시행,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
급하는 ‘사회성과채권(Social Impact Bond)’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도 모색해야 함.  

2) 사회적 금융
○ 사회적금융이란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자금의 중개기능을 활용

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돕거나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좋은사회
(good society)를 만들고자 분투하는 활동(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6)

○ 또한 자금수요자인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자금공급자인 사회적 투자자들을 중개함으로써 양
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활동들을 포함

○ 사회적금융 체계는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구분. 다양한 형태의 중
개기관의 존재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신뢰를 보강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금융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

6)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경남경제의 지
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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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회적금융 체계도

○ 자금공급 주체는 정부, 은행, 협동조합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개인 등이 있음
○ 여러 유형의 공급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도매형 중개기관과 소매형 중개기관으로 대별됨
- 도매형은 자금모집과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모금한 자금을 작은 규모의 중개기관
에 제공하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역할을 수행

- 소매형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축 및 사후관리에 주력하며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일
상적 접촉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 중간지원조직이라고도 함 

○스페인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Laboral Kutxa),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Emilia Romagna) 협동
단지의 협동기금과 협동신용은행, 캐나다 퀘백 데자르뎅(Desjardins)신협 등에서 보듯 금융협동조합
이 지역공동체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3) 사회적금융 현황
○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지원제도는 ① 일반대출(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② 신용보증 대출(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 보증, 사회적기업 나눔 보증, 도시재
생기금) ③ 투자(모태펀드) 등이 있음

- 이중 미소금융은 예비사회적기업,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
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된 사회적금융 
지원책임 

○ 또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의해 2019년 1월 23일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중추 역할을 
할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하여 운영 중임

○ 그리고 크레비스 파트너스 등에 의한 임팩트 투자펀드, 고용부와 사회적기업 진흥원의 크라
우드 펀딩 등이 있음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투자

○ 지역 차원에서는 권역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용 실적
이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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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은 일반적으로 인프라가 취약. 전문인력, 정보 취합 및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높은 거래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민간 중개기관은 물론 신협, 신보 같은 
금융기관도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중개기관도 역량에 맞게 역할을 세분화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서 믿을 만한 사회적 
기업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 경우 
1차 중개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당사자 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이 1차 중개기관을 설립. 1차 
중개기관은 많은 자본, 전문 인력을 요하는 금융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이 1차 중개기관이 현장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 사업적 리스크 분석
○ 1차 중개기관은 실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2차 중개기관과 연대, 이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  
○ 1차 중개기관은 지역 내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추천, 평가정보 제공뿐 아니라 프로젝트 기

획자 역할도 수행.  2차 중개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직접 투·융자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여러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함

구분 사업명 내용 주체

일반
대부

미소금융 
(ʼ08년~) 

▪발전가능성이 놓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 자금 등을 지원 ▪(대출조건) 복지사업자별 상이, 한도 1억 원 이내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복지사업자별 상이) ▪(실적) 16년 6.9억 원, 17년 2.5억 원, 18년 13억 원

민간사업수행기관(1
0개소): 

열매나눔재단, 
신나는 조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ʼ10년~) 

▪사회적기업 포함 중소기업에 시증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대출한도) 60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70억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동▪(실적) 16년 106억 원, 17년 225억 원, 18년 386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
대부

사회적경
제

기업 
전용

특별보증
(ʼ12년~)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례보증 운용▪(한도) 4억 원 이내▪(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연 0.5% ▪(대출조건) 금리 약 3%, 대출기간 5년 이내▪(실적) 16년 14억 원, 17년 12억 원, 18년 145억 원▪(수행주체)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대상처: 특례보증 취급을 위해 협약 체
결한 금융회사: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본 특례보증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공통 적용되는 상품이며, 자지체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별도 보증상품 운영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기
업 

나눔보증
(ʼ12년~) 

▪정부핵심정책 분야 지원시책으로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한도) 3억 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연 0.5% ▪(대출조건) 금리 약 4%, 대출기간 5년 이내▪(실적) 16년 26.8억 원, 17년 54.5억 원, 18년 769억원

신용보증기금

도시재생
기금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서 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총 사업비의 70~80%▪(금리)  1.5%, 최장 10년▪(실적) 18년 526억 원, 19년 예산 610억 원

주택도시
보증공사

투자 모태펀드
(ʼ11년~)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13년 60억 원, 14년 40억 원, 18년 108억 원
㈜한국벤처투자

사회가치연대기
금

▪사회적경제 조직 인내자본 공급▪임팩트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한국사회가치
연대기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기업 및 개인 대출 운영 한기협공제사업단,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임팩트투자펀드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창업)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크레비스파트너스 등

크라우드 펀딩
(ʼ15년~)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조달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지원, 펀딘 교육, 펀딩 대회, 수수료 지원, 투자오

디션, 민간 투자유치 프로그램, 사회적금융 대출연계▪18년도 실적(펀딩금액) 1,151,309천원, (성공기업수/프로젝트 수) 65개, 
(최고 투자금액)후원형 142,740천원, 증권형 100,000천원, 대출형 
85,000천원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

[표 3]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자금 지원제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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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 다만 펀드 조성 시 지역에 맞는 의제를 뽑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기관보다는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1차 중개기관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차 중개기관과 협업하여 투·융자가 가능한 금
융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컨설팅이나 사회적금융 관련 인프라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협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4) 경남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과제7)

○ 이상과 같은 사회적금융의 체계와 중개기관의 역할, 지역기금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때 
경남은 당사자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의 실태, 사회적 금융기관의 부재, 그리고 이제 막 출범
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조직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적금융이 발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해 볼 수 있음

○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먼저 협동조합의 경우 
- 추가자금조달이 필요한 협동조합의 경우(129개), 이사진 차입이 41.7%, 조합원 출자 확대가 
38.6%, 조합원 차입 27.9% 순으로 내부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정부보조금 37.3%, 은행12.7% 
등 외부금융 수단도 활용 

- 추가자금조달이 필요 없는 경우(75개) 조합원 차입 50.5%, 조합원 출자 확대가 46.0%, 이사
진 차입이 38.1% 등 내부 차입에 의존하고 금융기관 이용 비중이 낮았음 

구분

추가자금조달이 필요없는 경우

사례수
이사진차

입

조합원차

입

출자금

확대
정부보조금 후원금

은행 등

금융권

금융협동

조합

전국 1,369 34.8 32.2 49.8 23.5 9.7 6.0 4.7

경남 75 38.1 50.5 46.0 4.5 5.9 4.3 -

구분

추가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사례수
이사진차

입

조합원차

입

출자금

확대
정부보조금 후원금

은행 등

금융권

금융협동

조합

전국 3,718 39.6 27.4 42.3 36.7 11.1 15.4 5.7

경남 129 41.7 27.9 38.6 37.3 10.4 12.7 5.2

[표 4]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원 구성비(단위: 개. %)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정부지원금 비중은 전체 지원금 대비 88% 수준을 보이
는 가운데8) 정부지원금 이외에 기업후원, 모기관 지원금, 일반기부금이 자금조달의 주요 구성

 7)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경남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

 8) 2016년에 비해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하면 그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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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임. 전체지원금의 평균 규모는 2017년 기준 7,100만원 수준이며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의 
지원금의 67.5%수준을 보이고 있음 

년도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전체지원금

2017
평균 70,404 25,000 - 17,230 13,140 71,374

전체 대비 비중 73.2 32.4 48.0 84.3 67.5 

2016
평균 85,775 18,750 2,750 20,788 9,115 89,364

전체 대비 비중 84.6 30.4 4.0 82.3 29.0 79.2

[표 5]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구성(단위: 천원, %)

○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다음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
- 관계형 금융상품 개발
- 조직유형 및 사업 특성에 맞는 자금배분 유도
○ 중장기 과제로는 다음을 제시
- 기금조성 및 사회적금융 플랫폼 확보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과 제도화

5) “경상남도 사회적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가칭)
○ 기금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 지자체 부담 해결 방법, 공익신탁방식*, 기부형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공익신탁제도: 기부재산을 수탁자(특정 개인, 기관)에 맡겨 관라하게 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위탁자(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법무부)

[참고] 일본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펀드(공익신탁)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의 경우에 공익신탁 방식의 기금을 조성. 구민주도의 마을만

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1992년 시작). 재원은 구민, 지자체, 지역기업의 기

부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조달하며 미츠이 신탁은행(지역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주민활

동에 대한 조성사업(마을 문고, 건강거점 조성 등 ) 시행 중

**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특정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또는 사회공익활동 등 프로젝트
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닌 기념품이나 후원자 명단 기업 등으로 보상, 지자
체는 지역민 기업의 일정액을 매칭하여 출연 혹은 다른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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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칭)경남사회연대경제기금 운영구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조례에 의한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조성시 현재 민간위탁 
금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풀어 과거에 가능했던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함.

○기금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민간 기금과 매칭으로 운용 
- 한국사회가치투자기금과 연계하여 당사자 기업 또는 사업별 융자, 공급
○ 소매금융회사 설립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사회적경제 기업에 직접 자금을 융자, 투자하는 소

매 금융사 설립 필요. 방법은 자회사, 독립법인, 민법상 법인 등 논의 필요
○ 자조 기금의 조성 ; 당사자 조직 협의회(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가 자

조 기금을 조성함
○ 기금, 금융을 운용할 인재 육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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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구매 조례

1) 필요성9)

○ 비영리 단체나 공익 활동 조직과 달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판로
는 기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사회적경제는 일반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공공구매 시장 역시 매출에 있어 중요. 

○ 또한 사회적경제 내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거래 시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모화를 이룰 수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이루기 위한 시장조성을 위해 공공시장, 
민간시장, 상호거래 등의 세 영역의 시장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

○ 2019년 4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은 
3,584억 원으로 총 구매액 6조 1,481억원 의 5.83%임

구분

2018년 실적 2019년 계획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B)
비율(B/A)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국가기관 8,654,886 84,391 0.98 7,752,857 77,101 0.99 

자치단체 6,148,119 358,398 5.83 6,135,112 395,144 6.44 

교육청 6,845,858 113,494 1.66 6,995,049 107,448 1.54 

공기업 12,924,569 285,096 2.21 13,779,827 372,267 2.70 

준정부기관 4,362,641 140,335 3.22 4,300,183 132,566 3.08 

기타공공기관 5,216,394 32,516 0.62 5,271,106 43,488 0.83 

지방공기업 2,350,182 39,766 1.69 1,918,754 30,706 1.60 

지방의료원 163,120 4,751 2.91 157,569 4,131 2.62 

특별법인 89,699 802 0.89 90,704 234 0.26 

합계 46,755,468 1,059,549 2.27 46,401,161 1,163,085 2.51 

[표 7] 공공기관 유형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단위: 백만 원, %) 

○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남은 2017년 지자체 총 구매액 700억 원의 2.35%인 16억 원에서 
2018년 6억8천만으로 감소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8%로 감소10)

* 경남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포함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비율 2018년 목표는 4%임.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우선구매 비율 3.94%를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목표는 아님

 9) 정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과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
선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
를 통해 전국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총 832개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도 포함된다.“사
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장을 잡아라”④지역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시장 현황“, 이로운넷(http://www.eroun.net) 2018.7.23

 10) 2017년도 기준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212억 원)였고, 총 구매액 대비 사
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제주도(전체 구매액 1,180억원 중 105억원, 8.86%). 세종시(33억원, 6.52%), 충남(27억원, 3.44%) 
순이었음. 동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0.83%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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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2017년 구매 실적 2018년 구매 실적 2019년 구매 계획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1 제주특별자치도 118,476,466 10,493,837 8.86 135,801,079 10,803,295 7.96 134,261,435 11,883,996 8.85 
2 서울특별시 315,393,733 21,157,872 6.71 309,732,140 26,812,527 8.66 310,041,873 26,893,064 8.67 
3 세종특별자치시 50,335,690 3,282,533 6.52 80,567,099 2,769,524 3.44 60,235,456 3,308,823 5.49 
4 충청남도 77,382,732 2,658,238 3.44 81,554,787 1,012,427 1.24 81,962,561 1,017,489 1.24 
5 대전광역시 45,367,354 1,466,574 3.23 48,018,297 2,056,025 4.28 48,000,122 2,056,025 4.28 
6 부산광역시 59,630,152 1,764,565 2.96 56,141,238 301,681 0.54 56,149,600 279,090 0.50 
7 인전광역시 61,269,391 1,797,816 2.93 60,230,010 1,086,459 1.80 60,230,010 1,160,000 1.93 
8 경상남도 70,046,343 1,646,600 2.35 76,959,077 679,490 0.88 79,883,522 5,432,080 6.80 
9 경상북도 82,836,931 1,794,688 2.17 91,413,021 2,178,173 2.38 91,500,000 987,000 1.08 
10 울산광역시 53,719,959 874,577 1.63 60,129,724 1,671,255 2.78 60,211,000 1,672,930 2.78 
11 광주광역시 45,289,668 707,203 1.56 49,175,408 2,517,893 5.12 50,718,007 2,773,702 5.47 
12 경기도 140,563,256 1,857,471 1.32 182,144,908 2,225,197 1.22 187,609,256 2,558,977 1.36 
13 전라북도 60,912,294 779,886 1.28 57,233,492 440,722 0.77 57,300,000 450,000 0.79 
14 대구광역시 60,803,243 740,741 1.22 74,585,613 1,653,682 2.22 74,585,613 1,680,076 2.25 
15 충청북도 52,264,155 598,415 1.14 57,551,557 1,807,923 3.14 57,800,000 5,375,000 9.30 
16 전라남도 72,037,007 677,119 0.94 68,304,203 1,886,756 2.76 67,642,000 1,952,700 2.89 
17 강원도 143,058,410 1,182,704 0.83 102,242,481 2,781,489 2.72 102,240,000 2,796,000 2.73 
　 합계 1,509,386,784 53,480,839 3.54 1,591,784,134 62,684,518 3.94 1,580,370,455 72,276,952 4.57 

[표 8] 지자체별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구매액(단위: 천원, %)

○ 기초지자체 중에는 2018년도 구매실적 기준 하동동이 가장 높고(9.88%), 거창군(7.09%), 한
안군(5.24%), 사천시(3.65%), 통영시(3.56%), 산청군(3.34%, 창원시(3.24%)임

○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구조를 통해서 공공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경우 매출은 일
반개인들로부터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43.3%), 조합원(20.0%), 일반기업(16.7%), 정부 및 공
공기관(14.2%) 순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일반개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고 정부 및 공공기
관으로부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개) 조합원 일반개인 일반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기타

전체 3,744 19.8 36.1 13.9 19.8 5.2 3.0 2.3

경남 122 20.0 43.3 16.7 14.2 1.4 2.2 2.1

[표 9] 협동조합의 고객별 매출 비중(단위: 개, %)

○ 2018년 기준 공공기관들의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중 공공구매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지류(복사용지 및 휴지)였고, 우선구매 총 금액은 5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음
(50.0%)  

○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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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공구매의 의의

로는 판로개척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경제 판로개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우
선구매가 구입가능한 물품의 한계 등으로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가운데, 안테나숍, 숍인숍, 
B2C, C2C, O2O, 공식 off-line 매장 등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이 필요함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구매 촉진하는 조례를 통해 제도화 하고 있어 경남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다른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한다는 의미가 있음
○ 공공구매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기업 사회책임(CSR)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기

업들이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

3) 조례의 내용
○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 등을 포함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

품, 서비스 우선 구매,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품질 개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
련,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함(창원시 조례 참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시책 수립
○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우선구매 관련 기준과 대상자 선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인력양성

4. 조례 제정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공무원 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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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치단체들의 기금 운영 현황

=>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초기 운영을 할 때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겼으나 그 이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민간위탁이 금지되고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광역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기금 운영 현황

기초 자치단체 기금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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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2.27 조례 제11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  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

로사업단 및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

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
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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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
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
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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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

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
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
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174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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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1

경남 사회성과 보상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제안

정원각 상임이사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1. 영국 피터버러 시의 재소자 재범률 낮추기 프로젝트의 사회성과 보상 사례

 1) 배경
  - 이 교도소에서는 많은 단기 수감자가 있었는데 이들 수감자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범

죄를 저질서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범죄자의 재범률을 60%가 넘었음.
  - 단순히 이들 수감자들이 되돌아오는 문제가 다가 아니었음. 이들을 다시 수감하기 위

해서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음. 
 
 2) 시행 방법
  - 3년 동안 남자 퇴소자 3000명의 재범률을 7.5% 이하로 낮춘단 목표를 삼고 이를 달성

할 경우 민간투자자에 13% 수익률을, 달성 못하면 한 푼도 안 준다는 조건
  - 록펠러재단을 비롯해 17개 기업에서 500만파운드(약 70억 원)를 투자받은 소셜 파이낸

스는 HMP 교도소 출소자 300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 각각의 사연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관리 서비스가 설계됨. 경제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

지른 이에게는 취업 알선이, 정신질환자에게는 의료 지원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에게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제공됨.

 3) 결과
  - 3년의 중간 평가 ; 2013년 중간점검에서 이미 재범률을 11%나 감소시켜 많은 사람들

의 주목을 받았고(같은 기간 다른 영국의 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이 10%가 상승)
  - 7년 뒤 HMP 교도소의 재범률은 영국 전체 교도소의 평균 재범률보다 9.02%나 낮아져

서 목표였던 7.5%를 훌쩍 뛰어넘음. 

 4) 보상  - 투자한 17개 기업은 연간 3%의 수익률을 받게 됨.
    - 영국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영국의 모든 교도소에 도입하기로 함.

 5) 성공요인   - 프로그램을 재소자가 출소할 때에 한 것이 아니라 입소할 때 시작함.
               - 재소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함. 

 6) 장단점   - 정부의 (복지) 예산이 부족할 때 민간의 자본을 끌어 들임.
             - 사업의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할 때 장점
  - 복지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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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연구원)

2. 외국 사례

 1) 영국의 씽크포워드 ; (해외 선진 사례 결과 보고서 – 경기도)
  - Think Forward에서 추진한 SIB 사업은 세계 최초의 고용과 관련하여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 런던에서 저소득 청년계층 중 1,000명 이상을 근로활동을 하도록 함으
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Think Forward SIB 사업에 투자한 투자
자들도 일정 수준의 금융 수익을 얻게 됨

  - 대상은 만13세~만18세 사이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체 참여자의 91%가 교
육 및 직업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85%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이 변화되었으며, 21%는 
Think Forward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을 하였으며, 24%는 대학에 진학.

  - Think Forward SIB 사업에 총 45만 파운드가 투자되었으며, 2012년 시작 당시 대부
분의 재원은 DWP의 혁신자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3년간 운영결과 1,050의 학생들
이 설정된 성과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미국 유타주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저소득층 아이 595명에게 조기교육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에 460만달러(약 50억)를 투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 투자로 골드만삭스는 
26만7000달러(약 3억)의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3) 2011년 미국에서 시행한 SIB사업은 뉴욕 라이커스교도소 청소년 수감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성공시 뉴욕시에서 사업비+이자를 지급하고 실패시에는 
블룸버그 재단에서 사업비의 75%를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자의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
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4) 기타 해외의 사회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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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진행 현황

 1) 지방정부
  (1) 서울 :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성지능 아동 100여명의 지능과 사회성을 높이는 일
   ① 개요
    - 이 사업은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 SIB 사업.
    - 사 업 명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경증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 사업기간: 2016년 8월 30일 ~ 2019년 8월 29일 (3년간) 
    - 사업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경증․경계선지능 아동(만7~16세, IQ64~ 84) 100명
    - 사업내용 : 대상아동을 3년간 교육하여 사회성, 지능 등 일정수준 개선을 목표
    - 참여기관 : 팬인팩트코리아(운영), PPL 등(투자), 대교문화재단(수행), 성균관대 산학

협력단(평가)
   ② 목표와 방법
    - SIB로 이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게 

사업 목표
    - 대상아동 중 33% 이상이 목표한 성적으로 개선되면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42% 이

상을 개선시키면 원금에 추가 인센티브 받음. 
    - 수익률로는 연 8% 정도이고 3년 누적으로 최대 26% 정도다. 다만 이는 원금이 보

장되지 않는 방식. 
    - 현재 진행 중임.

  (2) 경기도 ; ‘해봄 프로젝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복지 사업
   ① 개요
    - 사업목표 ; 일반수급자에게 1:1 맞춤형 밀착 서비스와 복지고용통합서비스로 근로역

량을 강화시키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진입, 탈수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 : 일반수급자 800명 (400명 X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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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총 3년 (서비스기간 2년 + 평가기간 1년) 2017.2 ~ 2020.2
    - 수행기관 : 한국사회혁신금융
   ② 목표와 방법
    - 사회성과 - 일반수급자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
    - 성과지표 | 참여자의 20%(160명) 중위소득 43%이상 1년간 탈수급 유지     
     - 이번 해봄프로젝트 목표는 도내 기초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진되며 

참여자의 20%인 237명을 탈수급 시키는 것이 성과 목표
    - 경기도는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을 때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 
    - 총 사업비는 18억7천여만 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금은 15억 5천여만 원이며 사

업이 종료 시점에서 투자자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14.2%의 투자수익금.
    - 운영기관은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는 사회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인데  

한국사회혁신금융은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솜이재단, 이지무브 등으로부터 15억원을 
조달했고 부족한 자금은 크라우드펀딩으로 개인들에게서 7000만원을 모았음.    

    - 지난 2019년 2월로 사업기간 2년이 끝났고 현재 평가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2년간의 사업 평가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20년 6월에 성과 지급.

  (3) 그 외 지방정부 ; 제주, 수원, 광주, 성남 등에서 진행

 2) 일반 기업
  (1) SK ; SK는 그룹 회장의 주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① SK의 진행 경과

   

   ② 사회성과 인센티브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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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비료와 부자재, 고형연료 등을 만드는 기후변화대응기술 전문 중소기업 ‘포이
엔(4EN)’은 3년째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
음. => 커피 찌꺼기로 숯을 만들어 친환경 사업

    - SPC 프로그램에 참여한 130개 사회적 기업이 2017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사
회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개 분야에서 만들어낸 사회성
과가 3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액만 73억 원.

4.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이해(1) ~ 4)는 서울시 중심으로)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2) 추진 배경
  (1)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 필요
  (2) 사회적 투자자(공익재단, 기부자 등)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대상 필요
  (3)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 증진 

 3) 개념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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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
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

  (2) (구조)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금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며 성과 달성시 정부로부터 보상 획득

  (3) (효과) 정부 예산 효율 증가 및 사회적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
   - 정부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 효율이 증가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

이디어를 활용하여 민관 협치문화 확산과 사업 효과 제고 가능
   - 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수익 창출 가능
   -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시도 가능

 4) 주요 개념
  (1) 사회성과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증진된 

사회적 편익

  (2) 사회성과보상 
    -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민간사업자)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

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자치단체가 운영기관과 계약한 기준에 따라 성과보
상금(사업비,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행위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민간투자자에

게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SIB(Social Impact Bond)는 채권(bond)인가요? 】

▸ SIB는 성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 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정금리부 증권인 ‘채권(bond)’과는 
차이가 있음

▸ 해외에서도 SIB는 통상적인 채권으로 발행되지 않고 계약을 통해 이행됨. 
▸ ‘사회성과연계채권’에서 ‘채권’은 향후 SIB가 거래 가능한 매개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성

을 나타내는 단어임

 5) 공공복지와 차이
  (1) 사전 집행 VS 사후 집행 - 공공복지는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예산을 집행

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는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집행. 
  (2) 사후 대응 VS 선제적 예방 - 공공복지는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대응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며, 사회성과연계채권(SIB)는 사전예방적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회적비용
의 감소 효과를 창출.

  (3) 책임 집중 VS 책임 분산 -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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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책임져야 하며, 사회성과연계채권(SIB)는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사회공헌
의 기회를 부여하며,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도 분산.

  (4) 정부 중심 VS 민관 협치 - 공공복지는 정부 중심의 관료적 사업수행 체계 속에서 진
행되며, 사회성과연계채권(SIB)는 정부, 민간투자자, 사업수행자, 성과평가자 등이 함
께 참여

5. 사회성과 보상에서 측정 원칙과 보상 분야

 1) 측정 원칙
  (1) 기업 활동의 ‘결과(Outcome)’ 중 기업의 미션과 핵심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성과를 

측정.
  (2) 시장에서 가격기구와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는 ‘미보상 사회성과’를 측정.
  (3) 수혜집단이 얻은 편익(Benefit)의 가치를 현실적 시장가격으로 추정, 화폐가치로 환산

하여 측정.
  (4) 정부, NPO, 영리기업 등의 대안(Alternative) 대비 부가적으로 창출한 성과를 측정.

 2) 사회성과 보상의 영역
  (1) 사회서비스 성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의미.
  (2) 고용 성과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성과를 의미.
  (3) 환경성과는 자원소비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 성과를 의미
  (4) 사회생태계 성과는 지역/산업/시민사회 등 사회생태계를 지원, 강화한 성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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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성과 보상에 관련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필요성
  - 영국, 미국 등 선진국 가운데 사회성과 보상에 대한 성공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많은 방식
  -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므로 근거가 필요함.
  
 2) 입법취지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증세 없는 복지확대’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서비스 영역 

중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사회성과연계
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소득편차와 부의 편중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안
전망 구축차원에서 복지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실
제 적용까지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 

  -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SIB를 서울시정에 도입,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서 비용절감, 사회

적투자,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의 사업을 사회성과보상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 함 
  - 사회성과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운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 의무사항 등을 정함  
  -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 내용과 사회성과 평가방법, 평가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등을 정함 
  - 중간운영기관과 체결한 사회성과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함 
  -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중간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근거와 방법을 정함

 4) 입법효과
  - 시는 이를 위해 총괄운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완료하고, 2015년 10월 21일에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갖추었다고 발표
  - 서울시는 최초 SIB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실시
  - 서울시는 향후 더 많은 주제로 SIB사업을 추진할 계획

 5) 제정, 개정
  - 2014년 2월 16일 제정
  - 2015년 1월 2일 1차 개정
  - 2018년 5월 3일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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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18. 5. 3.] [서울특별시조례 제6871호, 2018.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
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

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

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
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
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

제3조(적용범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
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
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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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시보와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8.5.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
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
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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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
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5.1.2>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

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

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
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2.]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
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
게 할 수 있다. 



경남사회적경제관련 5대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

- 31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
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
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
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

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
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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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업무) ①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
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 타당성 분석 및 보상체계 수립
    2.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3.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5.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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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도의회가 조정한 내용 요약

1. 사회적경제기업에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농협, 신협, 생협 등)

발제 2-2

경남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점검

정원각 상임이사(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1. 조례 제정과 개정 과정

 1) 법률적 효력 
  - 2018년  6월 28일 조례 제4478호 공포 
  - 2019년  3월 26일 조례 제4555호 공포(일부 개정)
 2) 진행 과정
  - 2018년 8월 ;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2018년 9월 ; 추진단 실무위원회에서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만들고 추진단에서 통과

개정을 위한 내용 요약

1. 사회적경제기업에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농협, 신협, 생협 등)
2.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포함(자활기금이 있었으나 전 지사 시절 폐지)
3.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1) 도지사 직속으로 둔다.
 2)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공공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민간은 민간위

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에 청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위원에 당사자 조직 협의회 또는 연합 조직 대표 포함
4.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민간 각가 간사 1명을 두되, 공공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사회적경제 실무추진단 설치와 운영 조항 신설
6. 사회정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설치 운영해야 한다.

  - 2018년 10월 - 12월 ; 도청, 도의회와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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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1) 도지사 직속으로 둔다.
 2)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공공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민간은 민간위

원 중에서 호선
3.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민간 각가 간사 1명을 두되, 공공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사회적경제 실무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항 신설

 
- 2019년 1월 ; 위 내용으로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함.
- 2019년 3월 ; 개정안 통과 

추진단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 중에 빠지거나 변경된 부분

1.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자활기금이 있었으나 전 지사 시절 폐지)
2.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에서
 1) “위원에 청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위원에 당사자 조직 협의회 또는 연합 조직 대표 포함
3. 위원회의 운영 ; “실무추진단”을 “실무추진위원회”로 수정
4. 사회정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설치 운영해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존치

2. 이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

 1)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내용으로 강화 ; 법안의 핵심 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

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
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 참조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

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보완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

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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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동체회사 추가 보완 검토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 반영됨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반영됨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반영됨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반영됨

  아. 시ㆍ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반영됨

  자.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
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차.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
하기 위하여 시ㆍ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 반영됨
  카.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ㆍ지역단위, 업종ㆍ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보완 필요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음)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반영됨
  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 추가 보완 검토.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 조례에 조금 반영되어 있으나 별도 조례 필요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

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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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네트워크 수준으로 되어 있으나 강화 보완 필요

 2) 조례 자체 내부의 보완
  (1) 제3조(기본원칙)의 제1항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 막상 조례의 목

적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음. 
  (2) 사회적가치에 대해서는 목적보다 오히려 제2조(정의) 1항에 나와 있음.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 하면서 사
회적 가치를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음.

  (3) 그러므로 예를 들면 
   ① 제3조에서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

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개인의 삶의 질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 사회

의 지속가능성,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배제가 아닌 포용을 성장하고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와 철학이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민간이 요청한 부분이 2019년 3월 개정에서 빠진 부분 추가 검토
  (1)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자활기금이 있었으나 전 지사 시절 폐지)
  => 별도의 조례로 보완
  (2)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에서
   ① “위원에 청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이후 추가 다시 검토
   ② 위원에 당사자 조직 협의회 또는 연합 조직 대표 포함 ;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단체

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 검토

3. 제안
 
 1) “경남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2)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계층을 참여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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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남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
(2018.6.28.제정 / 2019.3.28.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

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
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
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19.3.28>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

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
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
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
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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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사회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
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
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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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
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그 소
속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4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9.3.28>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8>

  ② 공동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개정 2019.3.28>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실·국·본부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사회적경제기업 단체의 대표
   4. 경상남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도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기
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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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사무관
이 된다. <개정 2019.3.28>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3.28>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9조의2(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신설 2019.3.28> ① 위원회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 및 심의·조정과 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

성 및 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0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
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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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육
   9. 경영·노무·회계·마케팅·교육·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자·출연
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
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경상
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
상남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또는「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행한 지정 및 지원 등 행정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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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활용 제언

정원각 상임이사(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1. 공유 경제 조례 제정

 1) 과정
  - 2018년 9월 ; 도지사님 공유경제 활성화를 사회적경제과에 제안
  - 2019년 10월 ; 시민 대상 공유경제 소개 교육
  - 2019년  1월 ; 조직개편에서 사회적경제과 내에 공유경제 계 신설
  - 2019년  2월 ; 도의회에 조례 입법 추진,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회의에서 논의
  - 2019년  5월 ;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 조례 제정 목적
  - 공동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과 나눔의 문화 필요
  -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대비 및 육성방안 마련

 3) 조례 개요
  - 제정목적 : 협업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1장 총칙(1~4조) ∙목적, 용어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2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5~10조)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시･군 공유사업 지원 및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
∙공유경제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3장 공유경제촉진위
원회(11~17조

∙위원장(일자리경제국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심의･자문사항】
  - 공유경제 시책 수립, 평가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
  -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시･군 지원
  -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 개선 등

4장 공유경제정보관
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무위탁(18~20
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 출자･출연기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
  - 시책 개발 및 보급, 창업 및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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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뒤로

 1) 조례에 대한 설명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 조례 제정을 하면서 공청회 등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으므로 필요함
  - 공유를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임.
 
 2) 사회적경제 기업, 협의체, 중소기업 등과 협업 방안 논의 필요
  - 공유경제가 가장 필요한 조직은 사회적경제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 역으로 이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훈련이 필

요함.
  - 이를 위해서는 관의 역할이 결정적임. 정보의 공유가 출발임

 3) NGO,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방안 
  - 공유경제는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일반 NGO, 시민

사회단체를 포괄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들과 협력,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
  -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고려.
  - 이를 위해서는 협치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수임.

 4) 경남도의 사회혁신추진단과 협력
  - 도청 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력이 중요함. 그 중에서 특히 사회혁신추진단과 공유경제의 

협력은 필수적임.

 5) 일부 공유경제 플렛폼(우버, 배달앱, 타다, 에어비엔비 등)의 부정적인 모습 극복 방안
  - 공유경제, 플렛폼 사업을 바탕으로 본질적 이해보다는 이윤 추구를 위한 플렛폼으로 이

용하는 자본에 대한 경계 필요.
  - 공유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유만 아니라 책임의 공유 나아가 성과의 공동, 공유가 이루어

져야 함.
  - 공유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의 공유만 아니라 Public에 대한 

공유를 함께 고민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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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과 [시행일 : 2019-05-02] 

(제정) 2019-05-02 조례 제 4566호 

관리책임부서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과
부서연락처 : 055-211-378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과 보
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

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
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
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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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

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
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시･
군과 적극 협력하여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
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

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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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홍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간 협력
3.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운영
4.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행사(축제･박람회 등)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

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유경제 시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3.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시･군 지원에 관한 심의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

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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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
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
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제1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특정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경남사회적경제관련 5대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

- 48 -

활동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무위탁

제18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출자･
출연기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시책 개발 및 보급
2. 공유경제 관련 창업 및 컨설팅 지원
3. 공유경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4.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남사회적경제관련 5대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

- 49 -

토론문 1

마     을     기     업

 구영민 회장(경남마을기업협회)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태동

          -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실시됨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작
            (희망근로후속사업)
          - 2010년 마을기업 시범사업으로 시작
          - 2010년 12월 “마을기업육성계획”을 수립
          - 2011년 본격추진되어 현재에 이름

마을기업로그

⇒ ⇒

    (2011년)    (2014년) (2018년)

마을기업의 성과

          - 마을공동체회복및 활성화기여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는 모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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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3대축의 하나로 발전
            사회적기업,자활기업에 비해 시작은 늦었으나 사회적경제의 3대축중 하나로 
            자리매김 지역경제 기반의 중심으로 성장지역 일자리와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등 마을기업이 안정적인 지역 경제 기반으로 성장

          -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기업
            마을기업 3년(5년차)생존율 = 86%
            소상공인 (3년) = 39.1 % (통계청 2017년)
            사회적기업(자립3년) = 75.4 % (고용부 2017년)

2018년10월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마을기업육성사업”성과분석및 향후발전방향 인용)

위와같이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상위 로그를 보듯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다른 조직과 달리 마을기업은 관련법령이 없고 경남에서는 작년에야 지원조례가 사회적경
제육성지원조례에 의해 지원이라는 단어에 들어갈수 있다

마을기업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조금 다른부분은 마을기업지정과 동시에 법인이 되어있
어야 하고 신규법인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로인해 사업을 하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처음 마을기업지정을 받을때의 초심을 
잃게 된다.

마을기업도 기업이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마을이라는것과 지역에 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수 있다
그럼에도 처음기업이 설립때 지원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들어 어떤기업이 처음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소득
을 올려야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품이 완벽하지않다 그러면 연계상품이나 제품개발이 들
어가야하는데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 그상태에서 손을 놓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잠정파악으로 전국에 50%가 넘는다 우리 경남에도 예외는 아닐것이다
이런 실상이 현재 마을기업에 직면되어 있다

그럼에도 경남은 지원조례에 생겼다 
이 지원조례가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할것인지 강력한 지원의 드라이브를 걸어 최대한 마
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숨통이 터일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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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경남 사회적경제 조례 입법과 당사자 조직의 역할과 기대   
                           

                                   정철효 회장(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1.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례 입법의 필요성
  
  경남은 2019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번 달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조례
에 의하여 민간거버넌스의 첫발을 디뎠다. 그동안 관 주도로 사회적경제의 지원중심으로 이
루어진 것이 경남의 현실이고,  당사자 조직도 지원에 의한 육성에 익숙해져 있다. 10여 년 
동안 경남의 사회적경제의 육성은 타 시도에 비하면 하위에 속하고 민간 인프라와 관과의 
거버넌스도 미약했다. 이제 미약하지만 기본조례를 만들고 민관 거버넌스의 기틀을 마련하
여 경남의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무
엇 보다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의 당사자로서 기업 활동에서 초기에는 개발비와 인건비지원
과 같은 직접지원에 의존하여 기업을 성장시켰다면, 5년 후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와 성장에
서 아주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육성에서 아직 토대가 미약하고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공공구매의 확대는 아주 중요하다. 제품구매에서 부터 용역, 행사, 공
연,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 다양하게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산을 사회적경제와 결합하여 활용의 가치를 높이자. 이는 열려 있는 관의 역량
에 많은 비중이 있겠지만 조례를 정비하여 실시하면 좋겠다. 
  

2. 사회적금융 조성과 당사자 조직의 역할
  
  지난 해 부터 사회적금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당사자 조직에서는 사회적연대기금, 
신협, 사회혁신기금, 사회연대은행, 노동자공재기금 등과 논의 중에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
의 당사자들이 소매금융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법등의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 금융 등 공공 영역에서도 참여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
겠다. 그동안 신보, 중기청의 자금 대출은 아직도 금융의 제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회적경제의 규모화와 성장에 있어서 금융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도약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송원근교수의 발제의 사회적금융의 체계도에
서 당사자중심의 사회적금웅중개기관에 대한 논의를 당사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
떤 법인 형태가 좋을지, 기존 조건을 갖춘 법인에서 수행 할 수 있는지를 논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노력해도 자금과 역할의 한계가 있을 것인데 조례제정으로 다
양한 방법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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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구매와 당사자 조직의 역할
  
  이제는 공공구매는 당사자 조직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
다. 당사자들도 지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사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제품의 질, 서비
스의 질, 활동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당사자 조직의 활동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사업
의 결합을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광역 단위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
도 좋겠고,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를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 할 필요가 있겠다. 당사자 
조직들의 노력과 더불어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에서는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의 법
적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변화가 있어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4. 공유자산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경남
은 혁신타운을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것이 반가운 일이다. 신축으로 가면 좋을 듯 하지만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지자체와 공공영역에서 소유하지만 활용을 하지 
않거나 좀 덜 하고 있는 건물이나 부지를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무상이나 저임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기업활동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진안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사
회적경제, 시민단체10여개에 임대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사회
적경제 활동이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의 광역 단위는 혁신타운이 그나마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기초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회적경제 영역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가보는 것도 좋겠다.  사회적경제영역에서 공간과 
자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지자체나 공공영역에서는 인적자원과 운영주체를 못 찾는 경우
가 있을 것이다. 도 단위에서 플렛폼을 만들어서라도 정보의 공유와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무리  말
  
   사회적경제가 규모화와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금융, 공공구매 활성화, 공유자산활용에 대
한 조례제정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지혜를 모으고 참여를 통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
란다.  경남이 출발이 늦고 미약하지만 당사자 조직에서 역량을 모아가고 있고, 학계와 중
간지원조직에서 전문적인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새롭게 거버넌스를 하고
자 하는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경남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니 조
금은 서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협력과 연대의 경남사회적
경제를 꽃피워 갈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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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3 

경남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의 필요성

황영임 회장(경남자활기업협회)

[사회적경제의 자활기금 조례 정책 제안]

1. 자활기금 설치 필요
  - 경상남도는 2015년 자활기금을 폐지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기금이 

없음. 타 지역의 경우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가 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
고 있음. 

  -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는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 경상남도는 복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
하여 자활기금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자활기금 설치 및 적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도 필요
  -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

정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등을 조성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경남사회적경제관련 5대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

- 54 -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7.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8.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지원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3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
례로 정한다.

  -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만들고 세
부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이 자활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노력 필요 

  - 사회적경제 조례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재정지원, 시설물설치, 시설비
지원사업에 자활기업도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상남도의 행정체계
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자활기업을 주관하는 부서
가 달라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추진시 자활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사업 평가등에 자활기업도 포함될 수 있
도록 개선 (구매계획, 구매실적관리, 공공기관 우선구매, 생산/유통/판매지원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 예산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도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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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

경남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의 필요성

김민석 회장(경남협동조합협의회) 

송원근 교수님의 지적처럼 경남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적경제 단위조직들의 미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낮은 경쟁력, 중간지원조직의 경험 일천과 예
산 부족, 사회적 금융 인프라 미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매우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2018년 12월27일  조례 제1174호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경남은 사회적경제 기업 수나 규모면에서 전국과 대비해 매우 열악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 미약하며, 경남 시군단위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가)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 나)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 다) 공유경제 활성화으로 나누어 보면 창원시, 양산시 
등이 시 군 단위에서 모두 제정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2020년에는 경남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을 시군단위로 확산시키
는 작업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쳬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
조합니다.

그리고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조례에는 실질적 실효성이 미약한 공공구매라는 용어보다는 
창원시처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내용(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처럼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용어로 접근할 필요를 
느키며, 조례를 참고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다음으로 본 토론자는 정원각 상임이사님이 제시한 사회성과 보상에서 측정 원칙과 보상 

분야가 사회적경제의 SROI 의 역할을 충분히 구현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측정 원칙
   (1) 기업 활동의 ‘결과(Outcome)’ 중 기업의 미션과 핵심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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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2) 시장에서 가격기구와 제도를 통해 보상되지 않는 ‘미보상 사회성과’를 측정.
   (3) 수혜집단이 얻은 편익(Benefit)의 가치를 현실적 시장가격으로 추정, 화폐가치로 환

산하여 측정.
   (4) 정부, NPO, 영리기업 등의 대안(Alternative) 대비 부가적으로 창출한 성과를 측정.

2) 사회성과 보상의 영역
  (1) 사회서비스 성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의미.
  (2) 고용 성과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성과를 의미.
  (3) 환경성과는 자원소비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 성과를 의미
  (4) 사회생태계 성과는 지역/산업/시민사회 등 사회생태계를 지원, 강화한 성과를 의미



경남사회적경제관련 5대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

- 57 -

토론문 5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입법 토론자료

이상열 의원(경상남도의원) 

□ 사회적경제 개념
  m 삶의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함
    -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이 유사개념

□ 배경 및 의의
  m 근대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폐해를 시정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 

등장한 개념
  m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대량실업과 복지국가의 후퇴는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
  m 지역사회 연대가치의 확산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고용위기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 제공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

 ① 정부 및 입법 동향
  m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되었고 2008년 11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

획이 발표된 이후 10여년이 경과되었음
  m 최근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 따라 사회적경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금

융‧판로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등 사회적 경제 중장
기 종합계획을 수립중임

  m 사회적경제 3법안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2016.8.17.(윤호중의원 대표발의)/2016.10.11.(유승민의원 대표발

의)/2019.3.6.(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3건, 소관위원회 접수〕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7.10.26.(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6.8.17.(김경수의원 대표발의) 의안2건 소관     

위원회 접수〕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6.8.18.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소관위원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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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

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으로 투자자(운영기관)에게 원금

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하는 계약방식

 ② 도의회의 역할
  m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도 일찍이 사회적 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m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근간인 입법을 담당하고 있고,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
적인 권한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m 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m 현재 우리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시행중이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공공구매 촉진
과 판로 지원 조례의 제정,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원 조례 제정, 공유경제활성와 지원 조
례 개정 등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각 조례에 대한 도의원으로서 해석과 입장 

 ①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조례」 제정 검토
  m 현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

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촉진 및 지원하고 있음
  m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정부도 사회적기업, 사

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 및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음

  m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판로 확보는 여전히 제약적이며, 
역부족임

  m 현재 8개 시도(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전남, 충북, 충남)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중이며, 

  m 경남에서도 의무구매 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위
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②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검토
  m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을 활용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회적과제 해결과 행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민관협력방식의 공공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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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민간위탁사업은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해당사업 및 행정서비스를 위탁 처리하고 그 비
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나,사회성과보상사업은 투자자와 공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시 성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기
존사업방식과 차이점이 존재함 

  m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문제를 사전에 예방 또는 차단하는 
선제적 사업방식이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의 투자와 성과를 연동하
는 사업방식은 사회혁신의 수단이 되며, 사회적으로 효과가 기대되면서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적합할 것임

  m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조례를 시행중임
  m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

께 달성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 추진을 위해서는 그 근거마련인 사회보상
사업 조례제정이 필수요건이 될 것임

  m 조례 제정 시 의회동의 및 보고, 평가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됨

    - (의회동의 및 보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도의 의무부담행위가 될 것을 고려해 도지사
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상계약의 중요내용이 변
경되거나, 사업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 필요

    - (평가기관의 선정) 상호 이해 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
하도록 해야 함

     
 ③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m 현재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6월 제

정되어 시행중임
  m 경남의 경우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보았을 때, 제정 시기가 비교적 늦어 타 시도 조

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경남만의 
특색있는 사항이 부족한 것 같아 다소 아쉬움

  m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와 
우선구매 연구개발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나 사회적경
제 민간네트워크가 민간주도로 설립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m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비 지원에 관
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음

  m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활동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
동가 아카데미 설립‧운영이라든지,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m 경남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항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지
원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립기반 강화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진
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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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정착을 위한 노력 검토
  m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공유경제 촉진 및 공유문화확산을 통해 자원

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9. 5. 2. 제정‧시행되었음
  m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m 공유경제가 단순한 공유가 아니고 그 이상의 관계이자 나눔이기에 사회적경제에서 얘

기하는 호혜와 연대의 마음과 다르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공동체
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만들기 위한 문제의식도 사회적경제와 닮아있음

  m 따라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곧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연결되므로 공유경제의 사업
추진 및 조례 개정 시에도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각 조례에 대한 의원발의 또는 집행부발의 여부에 대한 의견
  m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는 사업대상, 평가기관, 평가계획 수립 설계 등 입안단계에서 

보상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화, 제도, 예산 등 다각도의 사전준비가 필요
    ⇒ 사회적경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m 그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지원 

조례 제정, 공유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의 경우는 굳이 집행부의 발의가 아니더라도 
자료수집 및 전문가의 자문, 토론회 진행 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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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6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필요성

김석호 교수(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1. 도시화 성숙과 지역자원의 필요성
·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화가 완전히 성숙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존의 영리기업이 

주도하는 자원투입형 지역발전은 어렵게 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활동을 촉발하거나 생산적 

및 생활적 경제활동, 지역자원의 활용과 순환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

2. 지역발전과 자본유치
· 지역의 자본유치는 결과로서의 기여에 초점을 맞춤. 대규모 주식회사에게 특정지역의 

주민은 많은 소비자 중의 일부에 불과함
· 설령 공장이나 본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의 동원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소유와 지배의 문제가 그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함
· 영리기업은 지역발전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일부 지역발전에 기여함

3.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 1970년대 도시화율 50%, 90년대 75%, 2019년 현재 84%
· 자원투입형 경제발전이 아닌 지역자원 활용과 순환이 필요한 시기
· 또한 대규모 외부자본의 장단점을 고려(외부불경제도 존재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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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발전은 정책 우
선순위에 밀려나 있고, 자치단체장의 성향과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사회적경제조
직 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음.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에 진입한 경우도 많아 지역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 내부의 공동활
동에 대한 동의도 미흡함

· 당위적으로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를 핵심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이 부족한 실정임

· 2018~2019년을 거치면서 경남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관점과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됨. 오늘 이야기 되는 사회적경제 조례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 공공구매 
촉진, 판로지원은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좁은 시각이 아
닌 우리가(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조
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고, 가
능하다면 빠른 시간안에 제정이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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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7

「경남 사회적경제 5대 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

박경훈 과장(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검토

□ 시도 기금조례 제정 현황

 m (타 시도) 2개 시도<서울, 경기>는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별도 설치, 5개 시도<대구, 광주, 울산, 전
북, 전남>는 사회적경제조례에 관련 조항만 설치, 10개 시도는 조례 미설치 ※ 기금적립 
및 운용 : 서울 700억원, 경기 140억원   ※ 조례 미설치 10개시도 :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m (우리도) 지난 3월 28일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기금 설치 사항 반영을 추진하
였으나, 도의회에서 관련법 미 제정 등의 사유로 제외

□ 기금설치 필요성 검토

 m (필요성)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과 각종 포럼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 
기금수요,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추가 논의 필요

     ※ 경남도 기금설치 및 조례운영 현황 : 6개 기금
     - 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의료급여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m (기금수요) 279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자금 대출 및 금융지원
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았음 → 기금 활용방안 검토필요 

     ※ 사회적경제육성 5개년 계획수립시 설문결과(18.11.1～19.1.18)  
     - 향후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 7.2%(20개), 2순위 11.2%(29개), 3순위 11.4%(27개)가 응답  

 m (예산반영 애로) 조례제정 추진이후에 예산요구 가능하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예산(동남전시
장 매입비)과 함께 기금예산 확보 어려움 예상 

  ⇒ 예산부서, 도의회 설득을 위해 기금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 필요

    ※ 동남전시장 매입비 : 도비 연간 3,572백만원 예산편성(2019～2022년)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비 : 도비 84억원(2019년 16.8, 2020년 33.6, 2021년 33.6)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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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사회적경제기금 타당성 검토 및 조례 제정 추진  : 2019. 하반기～

 m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 2020.～

 사회성과 보상사업 관련 동향 및 운영사례  

□ 개념 및 목적

 m (사회성과)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
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함.

 m (사회성과보상 : SIB)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른 사업비 또
는 인센티브 제공 

     ※ SIB :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 

 m (목적 및 효과) 민관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 국민복
리 증진에 기여, 민간 참여와 투자 촉진

   - (공공기관) 행정비용 낭비 최소화, 성과극대화, 복지예산 부담 완화
   - (민간기업) 사회공헌 실천,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  

□  법규 제정 동향

 m (관련법 제정) 
   - 2019. 4. 1. 채이배 국회의원(대표 발의)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정안 발의

   - 2019. 4. 2. 제윤경 국회의원(대표발의)『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안* 발의 * 사회
성과 보상 내용 신설  

 m (조례 제정) 전국 5개 지자체(서울, 경기, 광주, 제주, 수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

      <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및 소관부서 현황 >

지자체명 조례명칭 소관부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운용 조례 사회적경제담당관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
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제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수원시 사회성과보상사업운용 조례 성과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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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례

1. 제도운영 목적

 m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 달성시 공공기
관이 성과를 구매하는 공공예산 집행모델임.

 m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며, 복지예산 부담 완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

2. 대상 업무범위

 m 사업범위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도정의 전 분야 해당

3. 소관부서 역할

 m 기본계획 수립(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 선정기준, 방법,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

 m 보상사업 동의안 의회 승인,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 사회성과 평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기관 지도, 감독 등

 m 경기도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제도 총괄부서(위원회 운영, 제도개선ㆍ정책개발, 홍보 등 담당)와 운영부서
(보상계약 체결, 운영기관 등 선정ㆍ평가 등)를 분리(’19. 1월)

4. 기존 지자체 운영사례

 m 조례가 제정된 5개 시도
 ⇒ 초기에 도입한 서울시(사회적경제담당관)ㆍ경기도(복지부서→미래전략담당관 총괄)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주관
   - 최근 도입 지방정부는 예산부서(광주ㆍ제주ㆍ수원 등) 주관경향

 ▶ 도정 전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예산 효율증가(성과 달성시 예산 집행+민간 아이디어 활용) 및 사회

적 투자 활성화(사회공헌+수익창출)에 기여가 가능 

 ▶ 제도운영 효과 측면에서 사회문제 사전예방, 해결 등의 기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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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타 시·도 사회적경제 기금조례 제정현황

시도명 조례명 주무부서 제정연도 비고

▶별도 조례 제정 2개 시도  ▶사회적경제조례 포함 5개 시도  ▶ 미제정 10개 시도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2.7.30. 별도제정

부산 없음

대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

2015.9.30.
제12조(기금의 

설치)

인천 없음

광주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경제문화국장
일자리경제과

2013.8.1.
제22조(기금의 
설치)~제28조  

대전 없음

울산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국

지역공동체과
2018.7.12.

제11조(기금의 
설치)

경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2016.7.19. 별도제정

강원 없음

충북 없음

충남 없음

전북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과

2018.10.5.
제14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전남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본부
사회적경제과

2014.10.10.
제19조(기금의 

설치)  

경북 없음

경남 없음

제주 없음

세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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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명 개  념 근거법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4규정에 의거 국
가보훈처장이 지정하고 승인한 생산품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
나(중기업은 30%이상 고용)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마을기업 생산품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
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처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
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의거 일자리 창출
과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대상으로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
품(물품․ 노무용역) 구매 확대를 통해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 시행령  제10조

시부 도부
구 분 목표

서울특별시 13.0%
부산광역시 14.0%
대구광역시 14.0%
인천광역시 13.0%
광주광역시 14.5%
대전광역시 15.0%
울산광역시 13.0%

세종특별자치시 15.0%

구 분 목표
경기도 15.0%
강원도 13.5%

충청북도 14.5%
충청남도 14.5%
전라북도 15.0%
전라남도 13.0%
경상북도 14.0%
경상남도 13.0%

제주특별자치도 15.0%

참고2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정부합동평가 지표매뉴얼 

○ 산식
  - 사회적경제 구매율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시설을 인증(확인
     및 지정 포함)받은 기업에서 구매한 사회적경제 구매액) / 총 구매액｝× 100
○ 산식설명  
  - 사회적경제 구매율

 * 총 구매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 공사, 용역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사회적경제 구매액 : 사회적경제(9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물품 구매 인정 :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마을기업 
   - 물품+용역 구매 인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물품+노무용역 구매 인정 : 중증장애인 
   - 물품+용역+공사 구매 인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2019년 목표 : 총 구매액 대비 비율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평가기준일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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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ㅇ 설립목적 : 경남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사회발전,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제반과제
에 대한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
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역할
- 지역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대안 모색
- 산업경제, 제도개선 및 경제·사회 현안과제의 조사·연구
- 지역경제·사회에 관한 통계 및 정보자료 수집제공
-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출연기관 및 타 기관단체의 연구의뢰 사업 및 원가계산업무
- 지역발전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조사 연구내용의 발간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ㅇ 주요기능
-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개발
-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연구
- 도시계획·교통·환경·관광·농어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 지역개발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공급
-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학술 및 정보교류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ㅇ 연혁
- 1992년 07. 18. 재단법인 설립허가
         12. 10. 개원
- 2018년 10. 31. 홍재우 제15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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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목적 : 경남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당사자 조직들의 경영 컨설팅, 
자금 지원 상담, 시장 조사, 판로 개척,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 등을 위
함.

ㅇ 설립과정
 - 논의 ; 2018년 10월부터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논의를 시작
 - 창립 ; 2019년 1월 22일
 - 인가 ; 2019년 3월 19일 기재부 인가
  
ㅇ 조직현황
 - 조합원 ; 재적 설립동의자 : 24명(법인 14개, 개인 10명)
  * 법인 ; 영농조합법인합천효심푸드(이상 마을기업 1개), (유)경남간병센터, ㈜블

루인더스, (유)하나온, ㈜늘푸른자원, ㈜좋은환경,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이상 사회적기업 6개), (유)김해늘푸른사람들, 에스제이미
래하우징(이상 자활기업 2개) 경남고복사람들협동조합연합회. 김해아이
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창원도우누리, 창원아이쿱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국제이주무역협동조합 (이상 협동조합 5개), 등 14 개의 
법인 조합원

  * 개인 ; 정원각 이상 개인 생산자조합원 1인, 김진수, 정철효, 황인열(이상 경남
사회적기업협의회 추천 개인 3인), 김미득, 이은선(이상 경남협동조합협
의회 추천 개인 2인), 구영민, 유재하(이상 경남마을기업협회 추천 개인 
2인), 김민영, 황영임(이상 경남자활기업협회 추천 개인 2인) 이상 개인 
후원자조합원 9명 등 10명의 개인 조합원

 - 임원 : 이사장 - 정철효(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이사 – 구영민(경남마을기업협회 회장), 황영임(경남자활기업협회 회장), 김진수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노재하(경남마을기업협회 부회장), 김민
영(경남자회기업협회 부회장), 이은선(경남협동조합협의회 이사), 김미득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정원각(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
추진단 단장), 이규철(사외이사,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사)

          감사 – 황인열(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박일현(사외감사, 경남광역자활센터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