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基調講演

必要(Needs)に応える社会的企業と
社会福祉接近方法(Social Work Approach)

チョウ

フ ン シ ク

曺 興植
ソウル大学 社会福祉学科 教授

世界経済危機の深化に伴って、社会的企業（Social enterprise）に対する関心が
拡大されている。社会的企業は必要（needs）を土台とする社会的目標を企業ビジネス
の方式で達成する組織である。伝統的に社会的目的の遂行は公共組織と非営利民
間組織の受け持ちであった。既存政策と制度では解決の難しい新しい社会問題、特
に大量失業にともなう脆弱階層の生活問題とこれによる家族解体など社会的解体現
況が深刻化するにともない、社会的企業のような社会活動に対する期待が拡大してい
る。
社会的企業は社会的目標とビジネス目標を同時に追及する複合組織の特性を持
つ。これに対しては２つの観点が存在している。一つ目は社会的企業において“社会
的”の意味をより強調する観点である。社会的企業は社会的目的を遂行するために創
られた組織のように社会的目的がビジネス目的より優先されると見る立場である。ヨー
ロッパ、アジア、開発途上国などの多数の社会的企業の観点がこれに属する。二つ目
の観点は社会的企業において“企業”の意味を社会的目標と同じくらい同等に強調す
る立場である。社会的目標の達成はビジネス的革新活動の成功なしには不可能であ
るとみて、ビジネス革新を強調する。アメリカの社会的企業に対する主流の観点であり、
社会的企業を非営利民間組織のビジネス方式の社会的目的遂行活動として理解する。
この場合、利潤は私的資源でなく社会的資源にて使用される。韓国は前者に近いが
一部、後者の立場も存在する。どのような立場であれ、社会的企業は伝統的な組織類
型、すなわち公共組織、営利企業、非営利民間企業などとは違う独特な組織形態に
見える。
韓国において社会的企業が注目される理由は社会的企業の職場創出効果と同時
に、公共サービス分野において社会的企業の活動空間が拡大されている現实にある。
歴史的に見れば 1960 年代以後、地域社会の多様な共同組織運動、貧民運動、自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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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体の活動は社会的企業の原型に近いと見ることができる。けれども、社会的企業
に対する本格的な関心は 1997 年外換危機の直後に失業が急増し拡散された。1998
年金大中政府が登場して以後、政府の自活後見機関に対する支援が本格化され“社
会的職場”を創出する政策に対する関心が大きくなった。2003 年盧武鉉政府が登場
し“社会的職場”創出が重要な国政課題になった。社会サービス拡大と共に社会サー
ビス提供に市場化方式が導入された。2007 年より社会サービス分野にバウチャー方
式を適用し、社会サービス提供に営利企業の参与を許容した。同じく 2006 年 12 月に
「社会的企業育成法」をつくり社会的企業活動を支援している。社会的企業主務部署
である労働部は社会的企業認証企業として 2007 年に 55 の機関を認証した後、2010
年 7 月末現在、355 の期間を認証した。
しかし現在、韓国の社会的企業の抱いている根本的問題がある。一つ目、韓国の
社会的企業は公益性を追求する目的を持っていたが、实際の政策執行は依然、収益
性を強調しているほうである。二つ目、社会的企業の発展に合った徹底した戦略と企
業モデルを作るときにかなりの難しさがある。三つ目、韓国において政府の役割は福
祉の提供者から財政的支援者の役割に変化したが、このような財政的支援の関係は
未だ制度的契約関係として充分に発展できていない。
これだけではない、社会的企業育成法（第 2 条）では、職場提供と社会サービス提
供を社会的企業の重要な二つの目標として設定しているが、現在において社会的企
業を運営している社会的起業家たちの見解を見れば、この二つの目的よりも地域社会
の変化がより重要だと主張している。したがって、私たちは地域社会の変化に対する
ビジョンを社会的企業活動の一次的目標に指摘している社会的起業家たちの発言に
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社会的企業の社会福祉接近はこのような地域社会の変化
に目標を置き接近する必要がある。社会的企業の活動空間が大部分、地域社会資源
である側面から、地域社会発展は社会的企業活動の重要な根拠になる。その間、社
会的企業が脆弱階層の職場提供と社会サービス提供であるという社会的目標を遂行
するために発展してきた側面が強いが、地域社会発展という社会的目標遂行を強調
することは社会的企業の活動空間を拡大さる意味がある。
一般的に地域社会の変化と発展の様相は地域社会の規範と役割変化、地域社会
住民の主体的な生活能力の向上、地域社会弱者たちの政治的影響力の強化、地域
社会住民たちの間の信頼と意思疎通の拡大、地域社会安全網の構築、資源の再活
用、地域文化保存などと関連される。それ故に、地域社会発展と関連した社会的企業
活性化のための社会福祉接近方法として地域社会福祉接近（アプローチ）を活用する
ことができる。
その具体的方法として 1）社会的企業の資源開発のための目標の設定；地域社会
の必要（needs）を土台に開発 ２）社会的企業の資源開発計画の樹立；資源の細分
化（資源奉仕、教会資源など公共と民間の資源活用など新しい資源活用）と標的集団
（地方政府、地域企業と全国規模の大企業、地域 NGO など）の選定／標的集団に相
応しい資源開発プログラム樹立 3）社会的企業の資源開発の实行と管理；標的集団
に事業の目標、プログラムの必要性と効果などを説得（インターネット、パンフレット、印
刷物、行事およびイベント、電話、などの活動）／標的集団の管理とパートナーシッ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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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持／管理 DB 構築（管理情報は標的集団の人口学的特性、資源形態、支援金額、
支援伝達経路、支援機関などを記録）／標的集団に対する表彰などの多様な方法に
よる報償方案を講じる 4）社会的企業活動の評価など一連の過程を聞くことができ
る。
伝統的福祉国家が全国的に標準化した現金給与（支給）と社会サービスの提供と
は別に、今日の社会的企業は多様な地域社会の特定された集団の欲求を解決するこ
とのできる社会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社会的企業は社会的サービス
の提供以外においても環境の改善、文化、交通など多様な事業を通して地域社会の
統合のために寄与することができる。
それ故に、持続可能な社会的企業を作るためには、何よりも“地方政府－NGO－
企業、3 者協力モデル”を成功的に定着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地方政府は社会的企
業の設立資金を一部支援し、非営利団体は運営を受け、企業は支援する 3 者協力モ
デル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土台の上に、資源奉仕と市民参与を通して
社会的信頼を強化し、社会統合のための社会資本を創出するために社会的企業が
効果をあげようとすれば、社会福祉の地域社会福祉接近を積極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
い。

- 45 -

プロフィール
曺 興 植（チョウ フンシク） Heung-Seek Cho
ソウル大学校 社会福祉学科／ソウル大 大学院 社会福祉学 修士、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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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洲大学校 社会福祉学科 副教授
英国 Hull 大学校 社会福祉学科 実員教授 米国 Chicago Loyola 大学校
社会福祉大学院 交換教授
英国 Birmingham 大学校 社会福祉学科 訪問教授
ソウル大学社会科学研究院 院長
韓国社会政策学会 会長
韓国社会福祉研究会 会長
韓国学校社会福祉学会 会長
参与連帯 社会福祉委員会 初代委員長

現 在
韓国軍社会福祉学会 会長
国務総理室 農林林業人暮らしの質向上委員会 委員会
保健福祉部 障害者長期療養保障推進団 団長
女性家族部 政策諮問委員
国防部 軍人福祉委員会 委員
国家人権委員会 政策諮問委員
最近の主要な著書
- 人間行動と社会環境(共著, ハッチ社[학지사], 2010)
- 社会福祉实践論(共著, ナナム出版[나남출판], 2009)
- 人間生活と社会福祉(ハッチ社[학지사], 2008)
- 韓国社会福祉の現实と選択(共著, ナヌムの家[나눔의집], 2007)
- 外為危機 10 年,韓国社会はどれくらい変わったか？(共著, ソウル大学出版部,
2007)
- 社会福祉概論(共著, ナナム出版[나남출판], 2007)
- 家族福祉学(共著, ハッチ社[학지사], 2006)
- 女性福祉学(共著, ハッチ社[학지사], 2006)
- 比較貧困政策論- 貧困と貧困政策の動向に関する国際比較(共著, ナナム出版
[나남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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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日韓 마음의 交流 심포지음

基調講演

필요(Needs)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접근방법(Social Work Approach)

조 흥식（曺 興植）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계경제위기의 심화와 함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필요(needs)를 토대로 한 사회적 목적을 기업
비즈니스 방식으로 달성하는 조직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목적 수행은
공공조직과 비영리민간조직의 몫이었다. 기존 정책과 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 특히 대량 실업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문제와
이로 인한 가족해체 등 사회적 해체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비즈니스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조직의 특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서 ‘ 사회적 ’ 의미를 더 강조하는 관점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사회적 목적이 비즈니스
목적보다 우선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유럽,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의 다수
사회적 기업 관점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관점은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
의미를 사회적 목적만큼 동등하게 강조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목적 달성은
비즈니스적 혁신활동의 성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즈니스 혁신을
강조한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며,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민간조직의 비즈니스방식의 사회적 목적수행 활동으로 이해한다.
이 경우 이윤은 사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사용된다. 한국은
전자에 가깝지만 일부 후자의 입장도 존재한다. 어떤 입장이든, 사회적
기업을 전통적인 조직 유형, 즉 공공조직, 영리기업, 비영리민간조직 등과는
다른 독특한 조직형태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동시에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 년대 이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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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 빈민운동, 자활 공동체의 활동은 사회적 기업의 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97 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이 급증하면서 확산되었다. 1998 년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이후 정부의 자활 후견 기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를 창출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03 년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 사회적 일자리 ’ 창출이 주요 국정 과제가 되었고, 사회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제공에 시장화 방식이 도입되었다. 2007 년부터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바우처 방식을 적용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또한 2006 년 12 월에「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으로 2007 년에 55 개 기관을 발표한 후,
2010 년 7 월말 현재 355 개 기관을 인증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여전히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맞는 적절한 전략과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 정부의 역할은 복지의 제공자에서 재정적 지원자의 역할로
변화했지만,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관계는 아직 제도적 계약관계로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 2 조)에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두 가지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 두 가지
목적보다 지역사회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비전을 사회적 기업 활동의 일차적 목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복지접근은 이러한 지역사회 변화에 목표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 공간이 대부분 지역사회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은 사회적 기업 활동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동안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발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면,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 양상은 지역사회의 규범과 역할 변화,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적인 생활능력 향상, 지역사회 약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신뢰와 의사소통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자원 재활용, 지역문화 보존 등과 연관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접근방법으로 지역사회복지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1) 사회적 기업의 자원개발을 위한 목표의 설정;
지역사회의 필요(needs)를 토대로 개발 2) 사회적 기업의 자원개발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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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자원의 세분화(자원봉사, 교회자원 등 공공과 민간 자원 활용 등
새로운 자원 활용)와 표적집단(지방정부, 지역기업과 전국 단위의 대기업,
지역 NGO 등)의 선정/ 표적집단에 알맞은 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 3)
사회적 기업의 자원개발 실행 및 관리; 표적집단에게 사업의 목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득(인터넷, 팜플렛 등 유인물, 행사 및
이벤트, 전화 등 활용)/ 표적집단 관리와 파트너십 유지/ 관리
DB 구축(관리정보는 표적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지원형태, 지원금액, 지원
전달경로, 지원기간 등을 기록)/ 표적집단에 대한 표창 등 다양한 방법의
보상방안 강구 4) 사회적 기업 활동의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들 수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현금급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정한
집단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이외에도 환경의 개선, 문화, 교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지방정부-NGO-기업 3 자 협력 모델 ’ 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비영리단체는 운영을
맡고, 기업은 지원하는 3 자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자원봉사와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자본을 창출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효과를 내려면 사회복지의
지역사회복지 접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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