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8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 8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ニーズに応える社会起業と
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
NEEDS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접근방법(Social Work Approach)

日
場
主
共

後

時： 2010 年 11 月 27 日（土）13：00～18：00
所： 日本京都市“龍谷大学アバンティ響都ホール”
催： 財団法人 UNIVERS 財團
第 8 回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实行委員会
催：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
ソーシャルケアサービス従事者研究協議会
韓国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
韓国社会福祉士協会
援： 一般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学会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韓国社会福祉学会
韓国社会福祉協議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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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会辞

黒木 保博（くろき

やすひろ）

同志社大学社会学部教授
第８回「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实行委員会委員長

第８回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を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のご支援により、ま
た多くの関係者のご協力を得て、古都・京都で開催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うれしく思い
ます。
今回の開催準備にあたっては、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事務局、社会福祉法人こ
ころの家族（故郷の家・京都）、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の三者による京
都準備委員会を発足させ、取り組んで参りました。これまでに着实に实績と成果をあげ
てきた日韓こころの交流がさらに充实できるように願い、「シンポジウム開催」と「学生・
ソーシャルワーカー交流プログラム」を企画し、準備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まずシンポジウム開催については、テーマ「ニーズに応える社会企業とソーシャルワ
ーク・アプローチ」の下、日韓双方からの基調講演と事例発表をとおして、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ソーシャル・ファーム、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を含む、これからの社会福祉
を支える社会企業と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のあり方を模索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開催にあたり、ご多忙の中出席していただいた特別講演者 朴 寶熙様、基調講演者
炭谷 茂様、曺 興植様、またパネリストの諸先生、コーディネーターの先生方に厚く
御礼申し上げます。今回のシンポジウム会場をこころよく提供していただきました龍谷
大学にも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学生・ソーシャルワーカー交流プログラムでは、韓国で選抜された大学院生・ソーシ
ャルワーカー10 名が 11 月 21 日から 28 日までの京都滞在中に、京都市内の社会福
祉施設を中心にした施設見学と交流、また同志社大学大学院での授業、龍谷大学大
学院での共同研究発表会にての交流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施設関係者・大学院関
係者の皆様方には、こころの交流の意義をご理解いただき、ご協力ご支援を賜りまし
たことを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特に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故郷の家・京都）に
は全面的なご支援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このように、シンポジウムによる日韓の交流、また学生・ソーシャルワーカー交流プログ
ラムによる日韓の交流によって、両国が共通して直面している急速な尐子・高齢社会
での社会福祉問題解決に力を合わせて取り組むことになりました。21 世紀を迎えた世
界は、自然環境問題、食糧問題、エネルギー問題、民族・国家紛争問題、経済格差
問題等に直面していますが、その問題解決は、もはや一つの国だけではなく、国境を

- 11 -

越えた問題解決への取り組みが必要となっています。
ここに、両国の社会福祉領域实践者・研究者のトップリーダー達また将来を担う若者
達が集まり、知見の拡大とネットワーク構築ができることは、問題解決への具体的取り
組みになると確信する次第です。

プロフィール
黒木保博（くろき やすひろ）
同志社大学社会学部教授・社会学研究科教授（1993～）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副会長
日本社会福祉学会理事・副会長、日本ソーシャルワーク学会監事
学

歴
同志社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福祉学専攻修士課程修了、

経

歴
京都市社会福祉協議会事務局、福祉の風土づくり推進協議会事務局
学校法人同志社企画部長、同志社大学企画部長
同志社大学アメリカ研究所所長、
同志社大学文学部長・文学部研究科長
同志社大学歴史資料館館長、同志社大学社会部長・社会学研究科長
副学長・国際連携推進機構長・国際センター所長

主な社会的活動
日本社会事業学校連盟事務局長、副会長・常務理事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会長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養成校協会理事
日本社会福祉学会理事、日本社会福祉教育学会理事
主な著作等
単著『フロストバレーの子ども達』ミネルヴァ書房、1990
共著『社会福祉の新潮流』ミネルヴァ書房、1998
共著『グループワークの専門技術』中央法規出版、2001
編著『ソーシャルワークと实践システム』有斐閣、2002
編著『社会福祉の思想・理論と今日的課題』筒井書房、2004 他、多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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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구로키 야수히로（黒木保博）
동지사(同志社) 대학사회학부교수
제 8 회「일한 마음의 교류」프로그램」 실행위원회위원장

제 8 회 일한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을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의 지원에
의해,또 많은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옛 도시·교토(京都)에서 개최할 수
있게된 것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개최 준비과정에서는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사무국,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고향의 집·교토),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３자가
교토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준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착실한 실적과
성과를 올려 온 일한 마음의 교류가 더욱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심포지엄 개최」와 「학생·social worker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
했습니다.
우선 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는, 테마「요구에 따른 사회기업과 사회복지
접근방법(social work approach)」이라는 주제아래, 일한 양국의 기조강연과
사례발표를 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소셜·파무(social
farm),
와카즈·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를
포함하는,
앞으로의
사회복지를 유지하는 사회기업과 사회사업(social work)·어프로치의 본연의
자세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에 즈음하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
해
주신
특별강연자
박보희님, 기조강연자 스미타니시게루(炭谷茂)님,
조흥식님, 또 패널리스트(panelist)의 선생님들, 코디네이터의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 심포지엄 회장을 기분 좋게 제공해
주신 류코쿠대학(龍谷大學)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social worker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 선발된 대학원생·social
worker 10 명이 11 월 21 일부터 28 일까지의 교토(京都) 체류중에, 교토시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 견학과 교류,또 동지사대학대학원에서의
수업, 류코쿠대학( 龍 谷 大 學 ) 대학원에서의 공동 연구 발표회등의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관계자 · 대학원관계자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교류의
의의를 이해해 주시고, 협력 지원을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고향의 집 · 교토)의 전면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심포지엄에 의한 일한의 교류, 또 학생 · social worker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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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의한 일한의 교류에 의해,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소자 · 고령사회에서의 사회복지문제해결에 손을 잡고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1 세기를 맞이한 세계는, 자연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민족 · 국가분쟁 문제, 경제격차문제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해결은, 이미 하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은 문제해결에의
대처가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국의 사회복지영역실천자 · 연구자의 톱 리더(top leader)들 또
장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이 모이고, 지견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해결에의 구체적 대처가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프로필
구로키 야수히로（黒木保博）
동지사(同志社)대학 사회학부 교수・사회학 연구과 교수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부회장
일본 사회복지학회이사･부회장、일본 사회사업 학회감사
학 력
동지사대학대학원 문화연구과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과정수료
경 력
교토시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복지의 풍토만들기 추진 협의회사무국
학교법인 동지사(同志社) 기획부장, 동지사대학기획부장
동지사대학 미국연구소 소장
동지사대학문학부장·문학부 연구과장
동지사대학역사자료관관장、동지사대학사회부장·사회학 연구과장
부학장·국제연계 추진 기구장· 국제센터 소장
주요사회활동
일본 사회사업학교연맹 사무국장, 부회장·상무이사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회장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사양성교 협회이사
일본 사회복지학회이사
일본 사회복지교육학 회 이사
주요저서 등
단저『프로스트 발레의 어린이들』미네루바서방, 1990
공저『사회복지의 신조류』미네루바서방 1998
공저『그룹 워크의 전문기술』중앙법규출판, 2001
편저『사회사업과 실천 시스템』有斐閣, 2002
편저『사회복지의 사상·이론과 오늘 적 과제』筒井서방, 2004,
기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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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挨拶

伊藤 勲（いとう

いさお）

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理事長

第８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申し
上げます。
２００３年、韓国済州島から出発し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韓国と
日本、会場を交互にもちながら、年々充实して今日を迎えております。ことに、一昨年
から、日韓両国の福祉関係団体の諸先生方にご参画いただき、内容を拡大して、一
週間にわたる「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としたことで、現实に即した、より大きな成
果を挙げております。このように、拡充してまいりましたのも、関係各位の皆様方のお
力添えあってのことと、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す。
本年は、ここ京都に、日本と韓国の福祉関係者が一堂に集まり、課題を深めつつ、
韓国より社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と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招聘し、学び、交流す
るプログラムとして進めております。
ユニベール財団は、仏教教団宗教法人真如苑の開祖、故伊藤真乗教主の遺志によ
り設立いたしました。仏教では、誰もが持つ清らかな“こころ”、すなわち仏性というもの
を互いに認め合い、尊重することの大事を解いております。「人類の至福と世界平和」
を目標とする当財団では、一人ひとり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べく、本日の「日韓こころ
の交流プログラム」のように、多くのプログラムに“こころ”の言葉を入れ、活動に生かし
ております。
本年のシンポジウムは「ニーズに応える社会起業と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を
テーマといたしました。
今日、社会や環境、教育、人権、貧困などのグローバル化した課題や、地域社会が
抱える様々な問題に対して使命感を持って挑み、積極的に行動する人材の育成が急
務となっております。
人を育てていくということは、知識や技術の修得もさることながら、他人を思いやる
“こころ”やその行い、また、家族、友人、先輩、恩師など自分の周囲の人からいただく
真心、まことを、尊く感謝で受けとめる“こころ”を培っていくことであり、これが社会起業
家として非常に大事なことでないかと思います。
本年のシンポジウムと大学院生および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交流の成果、さら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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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プログラムを東アジア各国との地域の結びつきと協調を目指すべく、まず日本と
韓国が連携を深め「アジアモデル」を築いていこうというメッセージをここから発信して
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小さなプログラムですが、開催の営みを重ね、文化、習慣、言語、人種、宗教、国境
を越え、あらゆる人と人との関係に友愛の橋を架けて、融和世界を構築してまいりたい
と思います。
このプログラムを通して、世界に羽ばたく優秀な指導者が多く育まれることを心より
念願いた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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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인사말

이토 이사오（伊藤 勲）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제８회「일한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２００３년, 한국 제주도로부터 출발한 「일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하면서, 매년 알찬 결실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일한양국의 복지관계단체의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및
기획으로 내용을 심화시키고, 일주일간의 「일한 마음의 교류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실에 입각하여, 보다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관계자여러분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곳 쿄토에서 일본과 한국의 복지관계자가 모여, 당면과제를 깊게
토론하며,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는 대학원생과 젊은 쇼셜워커를
초빙하여, 배움과 교류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신뇨엔（真如苑）을 창시한 고인 이토우
신죠（伊藤真乗）교주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깨끗한 “마음”、즉 불성을 서로 인정하여,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 」를 목표로하는
본 재단은, 한사람 한사람의 “ 마음 ” 을 소중히하고 오늘의 「 일한 마음의
교류프로그램 」 처럼 많은 프로그램에 “ 마음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심포지움은 「 니즈에 따른 사회기업과 쇼셜워크 어프로치 」 를
테마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사회와 환경, 교육, 인권, 빈곤 등의 글로벌화한
과제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적극적이고 행동력있는 인재의 육성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지식, 기술의 습득은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마음”
그 행동, 또한 가족, 친구, 선배, 은사 등 자신의 주변사람으로부터 받는
참다운 마음을,
감사로 받아들이는“마음”을 배양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사회기업가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포지움과 대학원생 및 젊은 쇼셜워커의 교류의 성과,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동아시아각국과의 지역간의 교류와 협조를 목표로 하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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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연계를 깊게하여 「 아시아모델 」 을 만들어나가자는 메세지를
이곳에서부터 발신하고자 합니다.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개최를 거듭함에 따라서 문화, 습관, 언어, 인종,
종교,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속에서 우정의 다리를 놓아
융화세계를 구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에 날개를 펼치는 우수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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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辞
ムン

チャン

ジン

文 昌 珍
CHA 医科大学校 保健福祉大学大学院長

第８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こころよりお祝いします。この行事を主催され
たユニベール財団、この行事を企画し準備された实行委員会と事務局関係者の皆様
に感謝の言葉を申し述べます。私は大韓民国の保健福祉部で３０年近く勤務した経
験を基にして大学院の学生たちを教え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の福祉環境を見ればいろんな面で共通性が多くあります。人口学的に
は高齢化と低出産、科学技術的には情報化、社会的には所得両極化と失業問題、経
済的には世界化（グローバル化）の波の中に同じように身を置いています。
最近の韓国の状況を申し上げれば、第一に、貧困と不平等を解消するための様々
な対策が登場しています。社会サービスが新しい政策課題として浮かび上がり社会的
企業も重要な政策関心事になっています。福祉領域も拡大され教育福祉、住宅福祉、
文化福祉の概念が登場しています。第二に、保健福祉の情報化です。福祉対象者の
資源状況に対する情報を電算化（データーベース化）し中央政府において総合的に
管理するための機構が設置されました。福祉の死角地帯を解消し管理機関間の連携
協力を促進することが一次的な目的です。第三に、社会統合が強調されています。政
府では公正な社会をモットーに押したて、同伴成長（一緒に成長）を追求しています。
庶民と中産層を保護するための対策を講じ、大企業と中小企業の相生を強調していま
す。
私は、私たちがこれから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福祉政策の方向を四つに整理してみ
ました。第一は、選別的福祉から包括的福祉に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脆弱階層と
貧困層を主とする福祉は過去の福祉です。福祉を先進化させ国民幸福を増進させる
ためには庶民と中産層までを合わせた広い福祉を追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二つ目
は、供給者中心から対象者中心の温かい福祉に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福祉対象
者は多様で欲求も個別的です。画一的、教科書的な福祉サービスからは対象者の需
要（ニーズ）をろくに充足さ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第三は、すべての公共政策が福祉
親和的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金融、租税、住宅、道路、建設などすべての公共
政策が国民福祉を最初に考える概念と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開発計画が国民幸
福を増進させた時代は過ぎ去りました。第四は、民主的リーダーシップと民官パートナ
ーシップをしてゆかねばなりません。福祉行政を効率的で透明に成し遂げねばなら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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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と公共部門が適切に役割分担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企業と地域社会住民が
一緒に参与する時、真正な福祉を成就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のような点を勘案する時、このたびのシンポジウムの主題である“ニーズに応える
社会起業と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は、韓日両国が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福祉
の方向と大変に符合しており、時宜にも合った適切なテーマであると考えます。
今日、この行事がお互いの経験を分ち合い学び、有益な考えを整理する場所にな
る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ひいては、両国の友誼を増進させ、福祉発展を図る貴重
な機会になりますことを願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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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문 창 진（文昌珍）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제 8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유니벨 재단,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실행위원회와 사무국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서
30 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지환경을 보면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인구학적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과학기술적으로는 정보화, 사회적으로는
소득양극화와 실업문제,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같이 몸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같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한국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사회적 기업도 주요한 정책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영역도
확대되어 교육복지, 주택복지, 문화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의 정보화입니다. 복지대상자와 지원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기관간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셋째,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모토로 내세우고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취약계층과 빈곤층 위주의 복지는 과거의 복지입니다. 복지를 선진화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넓은 복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대상자는 다양하고 욕구도 개별적입니다. 획일적,
교과서적 복지서비스로는 대상자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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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든 공공정책이 복지친화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융, 조세, 주택,
도로, 건설 등 모든 공공정책이 국민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개발정책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넷째,
민주적인 리더십과 민관의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주민이 같이 참여할 때 진정한
복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필요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접근방법‟은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과 매우
부합하며 시의에도 맞는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며, 유익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두 나라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복지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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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辞

門川大作 京都市長
村井信夫 京都市社会福祉協議会会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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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카도카와 다이사쿠 교토시장
무라이 노부오
교토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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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講演/基調講演
특별강연/기조강연

- 25 -

第 8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特別講演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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変革の世紀、
そして社会的企業
パク

ポ

ヒ

朴 寶熙
韓国社会情報研究院院長

[問題提議]
21 世紀は人類社会が迎えている大変重要な変革期
物質文明から精神文化への転換の兆しは多様
長久な歳月をかけた物量的価値追求の歴史が驚異的な成果を引き出す
－ 人類全体を充分に面倒見てもあまりある富の創出、
知識および経験の蓄積、管理能力会得など
－ 科学機工学的発達をによる人間間、社会間疎通の高速化、結びつきの緊
密化；無限大宇宙までの進出、人間内腔細密組織一つ一つまでの属性究
明、進んでは多くの生命体の生成能力の掌握
これらとてつもない成就に随伴してきたとてつもない逆機能
－ 人間集団間の有無形資源および機会配分の不均衡深化
－ 民族、国家、社会階層間の葛藤拡散および激化
－ 人間の管理能力を手厳しく試される、生態系破壊とこれに起因する災いの
氾濫
－ 上に伴う各種生存資源の枯渇
－ 物量的価値追求および生存資源占有を目指す“無眼競争”の拡散
－ 既存価値体系および制度の衰退ないし崩壊と、これに伴う“力”の優勢など
すなわち、物量的価値追求の限界を知らしめ、対案的に人間社会持続戦略を追
求する現象が多く表出してい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識者たちが提示する転換方向性の概観]

Alvin Toffler の予言 (Future Shock, The Third Wave, Power Shift,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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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 Rifkin の予言 (“所有の終焉”邦題＝エイジ オブ アクセス、“仕事の終
焉”邦題＝大失業時代、Entropy 等)
其の他(Vilfredo Pareto, Sociological Writings; Kenneth Joseph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John Galbraith, New Industrial
State; Robert Boguslaw, New Utopians; 外.)

[社会的企業の時代性]
社会的企業の浮上背景
社会的企業の必要性
社会的企業の成果および現实
社会的企業の可能性

[人類社会の質的変革のための社会的企業寄与の前提条件]
時代的価値の再定立
この時代が共通的に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価値
価値实現のための対案的接近および方策の設定
今日と未来にわたり成就しなければならない具体的課題と方法
提示された価値具現のための Know-How と資源の確保
提示された価値具現のための共同体的合意と意志
上の实現とそれに根本を置いた社会的企業の日常化、普遍化
即ち、全ての企業の社会的起業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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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朴 寶 熙（パク ポヒ）
韓国社会情報研究院院長
韓国児童団体協議会創立委員長、顧問・会長・名誉会長
社会的企業振興会 創立会長
韓国社会福祉歴史博物館建立推進委員会 常務代表
学

歴
梨花女子大学校 人文學士 (社会事業学 專攻)
トロント大学校大学院 社会事業学碩士
コロンビア大学校大学院 哲學博士(社會福祉學: 社会計画及び組織 特殊専
攻)

経

歴
1956-1984 梨花女子大学校 専任講師教授
1979-1988 亜太経済社会委員会（UNESCAP）社会開発チーフ(Chief,
Social Policy & Planning; Women in Development)
1989-2004 国際連合傘下機構(UN-ESCAP, UNDESIPA, UNICEF, UNDP,
South Pacific Commission,世界銀行,アシア開発銀行)顧問/諮問委員 歷任
1992-現在 韓国社会情報研究院院長
1959-1962 社会保障審議委員会委員
1976-1979 韓国開発院社会保障諮問委員会委員
1990-1992,1995-1997 韓國政府女性政策審議委員会(國務總理傘下)委員
1996-1997 韓国女性開発研究院顧問
1997-1999 文化観光部家庭文化発展推進委員会委員
1995
第 4 回 世界女性大会(北京) 韓國政府代表団員
1999-2001 保健福祉部、議政府市、UNDP、韓国社会情報研究院 綠色協同
企業創業示範事業 操縱官

主な社会的活動
1959-1961 韓国社会福祉大学協会会長
1974-1979 韓国女性団体協議会勤労女性及び地域社会開発特委委員長
1992-現在 韓国児童団体協議会 創立委員長、顧問、会長、名誉会長
1992-2001 大韓 YWCA 連合会 理事, 实行委員
1996-1997 国際ロータリ Women in Future Society Committee 委員
1997-2000 Plan International 韓国委員会 理事
1997-1999 韓国社会福祉士協会 顧問
1999-2000 福祉改革市民連合 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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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現在 社会的企業振興会創立 会長
2010-現在 韓国社会福祉歴史博物館建立推進委員会常務代表
受 賞
1969-1973 梨花女子大学校 10 年発展 教授 fellowship
2002 国民勲章 石榴章（ソックリュウジャン)
2002 ビチュミ女性大賞（ヘリ賞）(女性部/三星生命公益財團主管)
2007 ヨンシン奉仕賞 (韓国女性団体協議会主管)
主な著書等
アジアの福祉と女性の役割 – 新しい水路を探して (梨花女子大学校社会福祉
専門大学院開院、記念公演 2006)
社会的企業 : 進む企業経営の現場 イギリス(韓国社会的企業振興会/全経連
協力セミナー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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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８회 日韓 마음의 交流 심포지음特別講演 Resume

變革의 世紀,
그리고 社會的企業
박 보희(朴 寶煕)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문제제기]
21 세기는 인류사회가 마지 한 가장 중요한 변혁기
물질문명에서 정신문명으로의 전환의 징조 다양
장구한 세월에 걸친 물량적 가치추구의 역사가 경이로운 성과 이끌어 냄
－ 인류전체를 넉넉히 보살피고도 남을 부의 창출, 지식 및 경험의
축적, 관리능력 터득 등
－과학 기공학적 발달 통한 인간간, 사회간 소통의 고속화, 연계성
긴밀화; 무한대 우주로의 진출; 인간 내공 미세조직 하나 하나까지의
속성규명, 나아가 뭇 생명체의 생성 능력 장악
이들 어마어마한 성취에 수반된 어마어마한 역기능
－인간집단간 유 무형 자원 및 기회 배분의 불균형 심화
－민족, 국가, 사회계층간 갈등의 확산 및 격화
－ 인간의 관리능력을 호되게 시험할 생태계 파괴와 이에서 기인하는
재앙의 범란
－위에 따른 각종 생존자원의 고갈
물량적 가치추구 및 생존자원 점유를 위한 “무한경쟁”의 확산
－기존 가치체계 및 제도의 쇠퇴 내지 붕괴와 이에 따른 “힘”의 득세
등
즉, 물량적 가치 추구의 한계를 알리고 대안적 인간사회 지속전략을
촉구하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표출 되고 있음을 말해줌.
[식자들이 제시하는 전환방향성 개관]
Alvin Toffler 의 예견 (Future Shock, The Third Wave, Power Shif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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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 Rifkin 의 예견 (소유의 종말, 일의 종말, Entropy 등)
기타 (Vilfredo Pareto, Sociological Writings; Kenneth Joseph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John Galbraith, New Industrial
State; Robert Boguslaw, New Utopians; 외.)
[사회적기업의 시대성]
사회적기업 부상의 배경
사회적기업의 필연성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현실
사회적기업의 가능성
[인류사회 질적변혁을 위한 사회적기업 기여의 전제조건]
시대적 가치의 재정립
이 시대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가치구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및 방책의 설정
오늘과 앞날에 걸쳐 성취해야 할 구체적 과제와 방법
주어진 가치구현을 위한 Know-How 와 자원의 확보
주어진 가치구현을 위한 공동체적 합의와 의지
위의 구현과 그에 바탕 한 사회적기업의 일상화, 보편화
모든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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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 보희(朴 寶 熙)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창립위원장, 고문, 회장, 명예회장
사회적기업진흥회 창립회장
한국사회복지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 석사
Toronto 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
Columbia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사회계획 및 조직 특수전공)
경 력
1956-1984 이화여자대학교 전임강사∙교수
1979-1988 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사회개발 주담관(Chief,
Social Policy & Planning; Women in Development)
1989-2004 국제연합산하기구(UN-ESCAP, UNDESIPA, UNICEF, UNDP,
South Pacific Commission,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고문/자문위원
1992-현재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1959-196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1976-1979 한국개발원 사회보장 자문위원회 위원
1990-1992,1995-1997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1996-1997 한국여성개발연구원 고문
1997-1999 문화관광부가정문화
1997-1999 발전추진위원회 위원
1995 제 4 차 세계여성대회 북경정부대표단원
1999-2001 보건복지부∙의정부시∙UNDP∙한국사회정보연구원
녹색협동기업창업시범사업
주요사회활동
1959-1961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회장
1974-197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 및 지역사회개발 특위 위원장
1992-현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창립 위원장; 고문; 회장; 명예회장
1992-2001 대한 YWCA 연합회 실행위원
1996-1997 국제 로타리 Women in Future Society Committee 위원
1997-2000 Plan International 한국위원회 이사
1997-199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문
1999-2000 복지개혁시민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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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현재 사회적기업진흥회 창립 회장
2010-현재 한국사회복지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상 훈
1969-1973 이화여자대학교 10 년발전 교수 fellowship
2002 국민훈장 (석류장) (한국사회발전에 공헌)
2002 비추미 여성대상 해리상
2007 용신봉사상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주요저서 등
「아시아의 복지와 영성의 역할-새 물길을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개원 기념강연 2006)
사회적기업：「앞서가는 기업경영의 현장」영국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전경련협력세미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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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基調講演

日本における
社会企業の意義
炭谷 茂（すみたに

しげる）

社会福祉法人 恩賜財団済生会理事長

１ 日本社会の今日の課題
現在の日本社会は、底が抜け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感じることがある。一向に
進まない障害者の社会参加、12 年連続の 3 万人を超える自殺者、残虐な児童虐待
の増大、高齢者の孤独死など枚挙の暇がない。究極の事案は、高齢者の所在不明
である。
２ 課題の背景にあるもの
社会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その背景を分析、解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
おおよそ 20 年前から日本社会で生じ始めた構造変化である。家族・親族、地域社
会、企業における人の繋がりの弱化である。このため人は、一人の裸の人間となり、
社会的に弱い人間は、社会から排除・孤立していった。
さらに近年はこれに貧困問題が加わった。日本において貧困者は、増大・蓄積し
ている。貧困の子どもへの承継も新たな課題である。
３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の理念の確立を
ヨーロッパでも 1980 年代終わりから同様に社会的排除の問題に直面している。
若年失業者、貧困者、障害者、外国人、ホームレス等が社会から排除され、大きな
社会問題化した。このためフランス、イギリス、ドイツ等の各国は、ソーシャルインクル
ージョン（社会的包摂）の理念に基づき強力に必要な政策を遂行し、効果を挙げて
いる。
日本でも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の理念の確立が強く求められている。今年 6
月菅総理は、国会で菅政権は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を目指す旨、総理として
始めて明言したことは注目される。
４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の具現化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を社会において具現化するためには、就労と教育の
二つが決め手になる。
単なる社会啓発活動では効果がほとんど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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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厳しい日本の雇用情勢
現 在 の 日 本 社 会 の 雇 用 状 況 は 、 大変 厳 し い 。 高 止 ま り す る 完 全 失 業 率、
新卒予定者の就職内定率の低さ、非正規雇用が 3 分の 1 などに表れている。
この中にあって社会的にハンディを持った人には一層厳しく、リーマンショック後
多数の障害者が解雇されている。
６ 第３の職場が必要
日本には第１の職場として公的な職場がある。これは福祉工場のように社会的な
目的のため、税金が投入されて作られる職場であるが、予算の制約から定数が不
足し、給料も低い。
第２の職場として一般企業があるが、障害者法定雇用率を守れない企業が多
い。
そこで第 3 の職場として社会的企業が必要である。これは第１の職場のように社
会的な目的を有している。一方第 2 の職場のようにビジネス的な手法で運営する。
さらに利益を外部に出さない、就労者の状態に合った生きがいの感じる仕事を作る、
地域住民が参加するなどの特徴を有する。これによって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
が図られるのである。
７ 第 3 の職場の一つとしてソーシャルファームが重要
ソーシャルファームは、1970 年代に北イタリアトリエステで生まれたが、ドイツ、イ
ギリス、オランダ、ギリシャ、北欧諸国に広がり、現在では 1 万社以上設立されている。
障害者を対象として発展してきたが、近年対象の範囲をホームレス、刑余者、ＤＶ被
害者などに拡大している。
これは日本でも有効な方法であるので、私は 4 年前から日本で 2 千社設立すべく
活動を開始している。このため２００８年 12 月ソーシャルファームジャパンという支援
組織を設立した。
８ 日本におけるソーシャルファームの展開
（１） 未来の日本を担う分野に進出
分野は、政府の成長戦略に載せられている今後の成長産業である。
① 環境分野
－３Ｒの推進
秦野市の弘済学園の古本販売
西尾市の「くるみ会」の食品廃棄物のコンポスト化
ヨコタ東北の支援によるＮＰＯ等による廃プラスチックのリサイクル
－地球温暖化対策
玉野市の「のぞみ園」の竹を伐採し、竹炭作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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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海道芽室町の障害者の木材ペレットの製造
－生物多様性の向上
北海道のＮＰＯアウルスによるエゾシカの皮の活用
② 農業、酪農分野
日本の需給率の向上が食料安保からも必要
北海道新得町の共働学舎のチーズ作り
飯能市のたんぽぽによる自然農法等による野菜栽培
③ 福祉
高齢者等の多様なニーズの急激な増大
豊島区の豊芯会による高齢者向け宅配弁当
ワーカーズコープのホームヘルパー派遣
④ 健康
自然環境の活用
愛媛県愛南町の御荘病院のヘルスツーリズム
⑤ サービス業
労働集約で有利に
特産物の販売
芸術作品販売
ホテル、コンビニも
（２） 発展していくための要件
① 商品・サービスの開発
みなで考える
需要がある
ニッチなもの
独自性
労働集約的
デザイン力
② 販売力の強化
ソーシャルファームのネットワークの形成
アンテナショップ
商品カタログの作成
ソーシャルファームブランドの確立
今後ソーシャルファームジャパンで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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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経営資金の確保
国、地方自治体の助成
民間助成団体
探せば必ず見つかる
ソーシャルファームのスピリットは、税に依存せず、自主独立が基本
篤志家の援助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
④ 支援者の確保
資金
ボランテイア
消費者として
⑤ 健常者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
それぞれの特徴を発揮
⑥ 国際協力
９ 新しい福祉国家を求めて
これは新しい「公」の形成である。また、新しい人間の生き方を提示するものである。

プロフィール
炭谷 茂（すみたに しげる）
社会福祉法人 恩賜財団済生会理事長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推進会議代表
学習院大学法学部特別実員教授
1946 年 富山県高岡市生まれ。
1969 年 東京大学法学部卒業後、厚生省（当時）に入る。
2003 年 7 月 環境事務次官に就任。
2006 年 9 月 退任。
現在、恩賜財団済生会理事長、学習院大学法学部特別実員教授、マクドナル
ド・ハウス財団理事、朝日新聞厚生文化事業団評議員等を務める。 また国家公
務員在職中から一個人として障害者、ホームレス、引きこもりの若者などへの就労
支援、貧困地域のまちづくりなど社会貢献活動に従事している。
著書として「私の人権行政論」（解放出版社、2007 年）、「社会福祉の原理と課
題」（社会保険研究所、2007 年）等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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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日韓 마음의 交流 심포지음

基調講演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 기업의 의의
스미타니 시게루（炭谷 茂）
사화복지법인 온시재단사이새이가이 이사장

1.일본 사회의 오늘의 과제
현재 일본 사회는 바닥이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가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회참가율, 12 년 연속 3 만명을 넘는 자살, 잔혹한
고령자의 고독사 등 일일이 셀수 없을 정도이다. 그
사례가 얼마전에 있었던 고령자들의 소재 불명사건이다.

하는 생각이 들
장애자의 저조한
아동학대의 증가,
일면을 보여주는

２.문제의 배경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배경을 분석하고 해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대략 20 년 전부터 일본 사회에서 생기기 시작한 구조
변화이다. 가족·친척, 지역사회, 기업에 있어서의 사람의 연결이
약화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사람은, 모두 외톨이가 되어 사회적 약자는
사회로부터 배제·고립되어있다.
한층 더 최근에는 이것에 빈곤 문제가 더해졌다. 일본에서 빈곤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세대에 걸쳐 태물림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３.소셜인크루젼 이념의 확립을
유럽에서도 1980 년대말부터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 빈곤자, 장애자, 외국인, 노숙자등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큰 사회 문제화되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영국, 독일등의
각국은, 소셜인크루젼 존(사회적 포섭)의이념에 근거해 강력하게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에서도 „소셜인크루젼‟의 이념의 확립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올해
6 월 칸(菅)총리는 국회에서 칸(菅)정권은 소셜인크루젼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발표하여 총리로서활동을 시작하며 명언을 한 것이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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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소셜인크루젼의 구현화
소셜인크루젼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교육 이 두 가지가
결정적 수단이 된다. 단순한 사회계발 활동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
５.악화된 일본의 고용 정세
현재의 일본 사회의 고용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오랜기간
멈춰있는 높은 실업률, 금년 졸업 예정자의 낮은 비율의 취직 내정율,
비정규 고용이 3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는 것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서도 사회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리만 쇼크 이 후에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
되고 있다.
６.제 3 의 직장의 필요성
일본에는 제 1 의 직장으로서 공적인 직장이 있다. 이것은 „복지공장‟과
같이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직장이지만,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수에도 부족하고, 월급도 낮다.
제 2 의 직장으로서 일반 기업이 있지만, 법적으로 제정된 장애인
고용율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많다.
거기서 제 3 의 직장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 1 의
직장과 같이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제 2 의 직장과 같이
비즈니스적인 수법으로 운영을 한다. 더욱 많은 이익을 외부에 내지
않아도, 취업자 상태에 맞게 사는 보람이 느껴지는 일을 만드는 것이며,
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로써 소셜인크루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７.제 3 의 직장의 하나로서 „소셜펌‟의 중요성
‟소셜펌‟은 1970 년대 북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독일, 영국, 네델란드, 그리스, 북유럽전역에 퍼져, 현재는 1 만개
이상의 회사가 설립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발전해 왔으나,
근래에는 대상의 범위를 노숙자, 출소자, 가정폭력피해자 등에게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실현가능한 방법이므로, 나는 4 년 전부터 일본에서
2 천개소가 설립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 년
12 월 „소셜 펌 재팬‟이라고 하는 지원 조직을 설립했다

８.일본에 있어서 소셜 펌의 전개
（１）미래의 일본을 담당하는 분야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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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정부의 성장전략에 해당하는 성장산업이다.
① 환경분야
－３Ｒ의 추진
가나가와현 하다노시(秦野市)의 코오사이가쿠인(弘済学院)의 헌책판매
아이치현 니시오시( 西 尾 市 )의 「 쿠루미회( く る み 会 ) 」 의 식품폐기물
콤포스트화
요코타토호쿠( ヨ コ タ 東 北 )의지원에 의한 NPO 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사업
－지구온난화 대책
오카야마현타마노시(玉野市)의「노조미원(のぞみ園)」대나무벌채-죽탄작업
北海道芽室町(홋카이도 메무로쵸)의 장애자의 목재팔래트 제조
－생물종류의 다양해짐
北海道(홋카이도의「ＮＰＯ아우루스」의 에조사슴 가죽의 활용
② 농업∙낙농 분야
일본의 수급율이 향상되는 것이 식료안보로부터 필요
北 海 道 新 得 町 (홋카이도 신토쿠쵸)의 共 働 学 舎 (쿄도우가쿠사 ） 의
치즈만들기
飯能市(한노우시)의 「단포포(たんぽぽ)」의 유기농법 의한 야채 재배
③ 복지
고령자등의 다양한 요구의 급격한 증대
토시마구(豊島区)의「호우신회(豊芯会)」고령자용 택배도시락과
「워카즈코프」의 홈헬퍼 파견
④ 건강
자연환경의 활용
에히메현 아이난쵸（愛媛県愛南町）의 미쇼오병원의 헬스투어리즘
⑤ 서비스업
노동 집약으로 유리하게
특산물의 판매
예술 작품 판매
호텔, 편의점도
（２）발전해 나가기 위한 요건
① 상품·서비스의 개발
모두함께 생각한다.
수요가 있다
틈새시장
독자성
노동집약적
디자인의힘
② 판매력의 강화
소셜 펌의 네트워크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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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숍
상품 카탈로그의 작성
소셜 펌 브랜드의 확립
향후 소셜 펌 재팬에서 검토
③ 경영 자금의 확보
정부, 지방 자치체의 조성
민간 조성 단체
찾으면 반드시 찾아진다
소셜펌의 스피릿은, 세(税)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독립이 기본
독지가의 원조
소셜 파이낸스
④ 지원자의 확보
자금
자원봉사자
소비자로서
⑤ 정상인과의 협동
각각의 특징을 발휘
⑥ 국제 협력
９ 새로운 복지국가를 바라며
이것은 새로운 「 공( 公 ) 」 의
방법이라고도 제시할

형성이다.

또,

새로운

인간의

삶의

프로필
스미타니 시게루（住谷 茂）
소셜인크루젼 존 추진 회의 대표
恩賜(온시)재단 済生会(사이세까이)이사장
学習院(가쿠슈인)대학 법학부 특별 객원 교수
1946 년 富山県高岡市(토야마현 타카오카시)출생
1969 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후, 후생성에 들어감.
2003 년 7 월 환경사무차관으로 취임
2006 년９월 퇴임、현재 恩賜財団 済生会(온시재단 사이세이회) 이사장
学 習 院 (가쿠슈인대학) 법학부 특별객원 교수 、 맥도날드 · 하우스 재단
이사、아사히신문 후생문화사업단 평의원 등、또 국가 공무원 재직중부터
한 개인으로서 장애자, 노숙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등의 취업
지원, 빈곤 지역의 마을 만들기 등 사회공헌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저서：「나의 인권 행정론」(해방출판사, 2007 년)、「사회 복지의 원리와
과제」(사회보험 연구소, 2004 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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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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経

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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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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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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 흥식（曺 興植） Heung-Seek Cho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박사
경 력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영국 Hull 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객원교수미국 Chicago Loyola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환교수
영국 Birmingham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방문교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초대 위원장
현 재
한국군(軍)사회복지학회 회장
국무총리실 농림임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단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최근 주요 저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저, 학지사, 2010)
사회복지실천론(공저, 나남출판, 2009)
인간생활과 사회복지(학지사, 2008)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공저, 나눔의집, 2007)
외환위기 10 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공저, 서울대출판부, 2007)
사회복지개론(공저, 나남출판, 2007)
가족복지학(공저, 학지사, 2006)
여성복지학(공저, 학지사, 2006)
비교빈곤정책론-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공저,
나남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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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사례발표/패널디스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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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ーディネーター/進行
牧里 毎治(まきさと つねじ)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人間福祉学部 教授
学歴・職歴
1975 年大阪市立大学大学院家政学研究科修士課程修了
1977 年阪市立大学大学院生活科学研究科博士課程退学
(旧)大阪社会事業短期大学講師を経て
1995 年大阪府立大学社会福祉学部教授
2001 年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教授
2008 年同大学、人間福祉学部教授
2002 年放送大学実員教授を兼務
主な著書など
『自治体の地域福祉戦略』(共編著、学陽書房、2007 年)
『協働と参加の地域福祉計画』(共編著、ミネルヴァ書房、2007 年)
『住民主体の地域福祉論』(共編著、法律文化社、2008 年)
『児童福祉の地域ネットワーク』(共編著、相川書房、2009 年)
『地域福祉の理論と方法』ミネルヴァ書房、2010 年 10 月
社会活動
日本地域福祉学会理事(1987 年～2005 年)、事務局長(1996 年～2000 年)、副会
長(2002 年～2005 年)を務める。2008 年より日本地域福祉学会会長に就任。
日本地域福祉学会・地域福祉計画研究プロジェクト研究代表(2004 年～2006 年)
日本社会福祉实践理論学会理事（2002 年～2005 年）・副会長（2006 年～2010
年）、日本ソーシャルワーク学会理事(2010 年～現在)
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委員会専門委員(2000 年～2001 年)、（2005 年～2006
年）(2010 年～現在) 日本学術会議 社会保障・社会福祉研究連絡委員(2000 年
～2006 年)
日本学術会議 連携委員「社会学」（2006 年～現在）
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大学評価委員会評価委員(2003 年～2005 年)
日本社会福祉学会理事(2001 年～2007 年、2010 年～現在)
日本福祉社会学会理事（2007 年～現在）
（財）社会福祉振興試験センター・社会福祉士国家試験委員会・出題委員（1994 年
～1999 年）、副委員長（2006 年～2009 年）など。また、大阪ボランティア協会理事
長(2010 年～)、その他、大阪府、大阪市、堺市、豊中市、神戸市、西宮市、芦屋市
などの地域福祉(支援)計画策定委員長,推進委員会委員長などを務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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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진행
마기사도 내지（牧里 毎治）
간사이학원(關西學院)대학
사회학부인간복지학부 교수
학력·직업 경력
1975 년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가정학연구과석사과정
1977 년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생활과학연구과박사과정
(구)오사카사회사업단기대학강사를 경과해서
1995 년 오사카부립(大阪府立) 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1 년 간사이학원대학(關西學院大學) 사회학부 교수
2008 년 동대학, 인간복지학부 교수
2002 년 방송 대학 객원교수를 겸무
최근 주요 저서
『자치단체의 지역복지전략』 ( 편저, 가구여우(學陽) 서방,2007 년)
『협동과 참가의 지역복지계획』 ( 편저, 미네루바서방, 2007 년)
『주민주체의 지역복지론』 ( 편저, 법률문화사, 2008 년)
『아동 복지의 지역 네트워크』 ( 편저, 아이카와(相川)서방, 2009 년)
『지역복지의 이론과 방법』（미네루바서방, 2010 년 10 월）
사회활동
일본지역복지학회이사(1987 년∼2005 년),
사무국장(1996 년∼2000 년),부회장(2002 년∼2005 년)을 맡는다. 2008 년부터
일본지역 복지학회 회장 취임.일본지역복지학회지역복지계획연구프로젝트
연구대표(2004 년∼2006 년)、일본사회복지실천이론학회 이사(2002 년∼2005
년),부회장(2006 년∼2010 년), 일본사회 사업(social work) 학회 이사
(2010 년∼현재)
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위원회전문위원(2000 년), (2005 년) (2010 년∼현재)
일본 학술회의 사회보장·사회복지연구 연락 위원(2000 년∼2006 년)
일본 학술회의 연계위원 「사회학」 (2006 년∼현재)、대학평가·학위수여 기구,
대학평가 위원회평가 위원(2003 년∼2005 년)、일본 사회복지학회 이사
(2001 년∼2007 년, 2010 년∼현재)、일본 복지사회학회 이사(2007 년∼현재)
(재)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 · 사회복지사국가시험위원회 · 출제위원(1994 년 ∼
1999 년), 부위원장(2006 년∼2009 년)등.
또, 오사카자원봉사 협회이사장(2010 년∼),기타, 오사카부, 오사카시(大阪市),
사카이시(堺市), 도요나카시(豊中市), 고베시(神戶市), 니시노미야시(西宮市),
아시야시(芦屋市)등의 지역복지계획 책정 위원장, 추진 위원회위원장등을
맡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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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ーディネーター/総括
ヤン オクキョン

梁 玉京
韓国社会福祉学会 会長

現職：梨花女子大学校社会福祉専門大学院 教授
学位／専攻： Ph.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社会福祉学)
主要経歴
1998 年 8 月 、1999 年 7 月 フルブライト(Fulbright) 講義 交換教授
George Warren Brown School of Social Work,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USA
2005 年 9 月 、2009 年 7 月 梨花女子大学校 社会福祉（専門）大学院 院長、
BK21 団長
社会福祉法人チュンブ사財団理事、社会福祉法人ウンピョン天使院 理事
社会福祉士１級第３次国家試験出題 委員長
韓国事例管理学会理事、韓国家族社会福祉学会 理事
韓国家族社会福祉学会会長、(社)韓国社会福祉教育協議会 副会長
委員会活動経歴
現在：国務総理室自らの評価委員会 委員、ソウル特別市女性委員会委員、ソウ
ル特別市積極行政免責審議委員会(副委員長)、ソウル市政策諮問団諮問 委員
経歴:社会福祉共同募金会ソウル市支会運営委員/配分分科 委員長、保健福祉
部健康保険紛争調停委員会 委員、ソウル市公益事業選定(評価)委員会 委員、
ソウル市精神保健審議(審判) 委員
著書および論文
『社会福祉指導監督論』2010 ソウル・洋書院
『多文化社会、韓国』2009 ソウル・ナナム出版(大韓民国学術院優秀学術図書
選定)
『精神保健と社会福祉』2006 ソウル・ナナム出版.(大韓民国学術院優秀学術図
書選定)
Yang, Ok Kyung. 2006. Family and New Governance.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家族と社会福祉』2005 ソウル梨花女子大出版部.(文化観光部優秀学術図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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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定)
『社会福祉倫理と哲学』2004 ソウル・ナムヌの家.
『社会福祉实践論』2010 (改正増補 4 版) ソウル・ナナム出版.
『地域社会精神健康』1996 ソウル・ナナム出版（文化観光部社会科学優秀学術
図書選定)
“移住労働者の精神健康に影響を及ぼす要因研究”、
『精神保健と社会事業』2010 第 35 集 pp141-175 “社会福祉機関倫理経営自
家点検指標開発に関する研究”、
『韓国社会福祉行政学』2010 第 12 冊第 2 号 pp55-94 “ソウル地域結婚移住
女性の文化適応ストレスに関する研究”、
『家族関係学会誌』2009 第 14 冊第 1 号 pp137-168 “ソウル居住女性結婚移
民者の憂鬱に影響を及ぼす要因研究”.
『精神保健と社会事業』2007 第 26 集 pp79-110 “「縮約型家族関係尺度」構成
と妥当度研究”.
『家族関係学会誌』2007 第 12 冊第 2 号 pp103-129 “ソウル居住国際結婚移
住女性の文化適応と社会的支援サービスに関する調査研究”.
『ソウル都市研究』2007 第 8 冊第 2 号 pp229-250 “「弾力的両親になること」
プログラムの効果性研究”
『韓国社会福祉学』2006 第 58 冊第 1 号 pp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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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총괄

양 옥경(梁 玉 京, Yang, Ok Kyung)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현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학위/전공: Ph.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복지학)

주요경력
1998 년 8 월 - 1999 년 7 월: 풀브라이트(Fulbright) 강의 교환교수
George Warren Brown School of Social Work,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USA
2005 년 9 월 - 2009 년 7 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BK21 단장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이사;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이사
사회복지사 1 급 제 3 차 국가시험 출제위원장
한국사례관리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부회장
위원회 활동경력
현재: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부위원장);
서울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경 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지회 운영위원/배분분과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지도감독론』. 2010. 서울:양서원.
『다문화사회, 한국』. 2009. 서울:나남출판.(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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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 . 2006. 서울:나남출판.(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Yang, Ok Kyung. 2006. Family and New Governance. Seoul:Ewha
Womans University Press.
『가족과 사회복지』. 2005. 서울:이화여대출판부.(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004. 서울:나눔의 집.
『사회복지실천론』, 2010(개정증보 4 판)서울:나남출판.
『 지역사회 정신건강 』 , 1996, 서울:나남출판. (문화관광부 사회과학
우수학술도서 선정)
“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2010,
제 35 집, pp.141-175; “ 사회복지기관 윤리경영
자가점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0, 제 12 권제 2 호, pp.55-94; “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가족관계학회지 』 2009, 제 14 권 제 1 호, pp.137-168; “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2007, 제 26 집, pp.79-110; “ 「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 가족관계학회지 』 2007, 제 12 권 제 2 호, pp.103-129; “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2007, 제 8 권 제 2 호, pp.229-250;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6, 제 58 권 제 1 호, pp.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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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１―日本側

ニーズに応える社会起業と
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
伊藤静美（いとう

しずみ）

社会福祉法人一麦会（麦の郷）執行理事

○「ほっとけやん」（放っておけない）～知ってしまった責任
１９７７年から８０年代前半にかけて私たちは草の根運動で障害のある人のニーズに
応えた共同作業所の運営を始めた。その中で、家庭崩壊によって地域から追われた
二人の姉弟（当時１７歳と１６歳の統合失調症）と出会い、今日の麦の郷づくりへとつな
がっていくが、当時は、わが国で精神障害者の福祉制度はなにもなかった。地域での
居場所を失った二人に対する精神保健行政の対応は、暮らしの場として精神科病院
への入院の選択だった。これは終生にわたる収容を意味した。これこそ合法的な虐待
なのか、犯罪的ではなかろうか、措置入院患者として人権の剥奪かとも思われる対応
に、私たち市民の見方からすればただただ驚かされ大きな疑問を抱いた。
○精神科病院在院日数長期化の全国ワーストワンの和歌山県
当事者のニーズをよりインパ
１９８４年当時 平均在院日数 措置入院率
クトのある形で広めようと、麦の
郷の運動で生まれた家族会、
和歌山県
９３５．３日
３３．０％
当事者クラブとともに１９８９年
岡山県
３２２．１日
１１．２％
和歌山県下一円に７日間にわ
たるキャンペーン「精神障害者
全国平均
５２９．８日
１１．２％
の社会復帰を進めよう」を行っ
（措置入院とは自由の制限を最大限に受ける入院の形
た。地域ごとに医療、家族、当
態：自傷他害の恐れありと診断）
事者、福祉関係はじめ市町村
役場、市民を巻き込んで病気の理解、社会への参加の理解を広げる講座や映画上映、
関係機関へも働きかけるものだった。
まずは、和歌山市で働く場と,住まいの場づくりと,地域理解のためのまちづくりを同
時並行して進めながら,１９９５年精神障害者福祉工場「ソーシャルファームピネル」を
開所した。精神障害者福祉工場は当時全国初の事業で、さまざまな事情で就労に結
びつきにくい人たちと地域社会の人たちとがともに支えあいながら働ける場を目指した。
そうした意味でのソーシャルファーム＝社会的企業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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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ーシャルファームピネル概略
1998 年 障害者自立工場設立（リネンクリーニング）
1991 年 有限会社となる
1995 年 精神障害者福祉工場「ソーシャルファームピネル」設立 定員３０名
（リネン・白衣クリーニング、印刷業）
2008 年 就労継続支援事業Ａ型として 3 事業所に分化
ソーシャルファームピネル（クリーニング）20 名
けいじん舎（食品製造・店舗）20 名
麦の郷印刷（印刷全般）20 名
雇用契約
ソーシャルファーム
ピネル

障害別

１０名
全員フルタイム労働
（am8:30～pm5:00）

給料

精神障害９名
知的障害１名

けいじん舎

１８人
精神障害５名
うち４時間／日の短 知的障害１２名
時間労働１４名
身体障害１名

麦の郷印刷

１３名
精神障害１０名
うち４時間／日の短
身体障害３名
時間労働８名

最高額
月１５万円
（賞与２か月分）
最低時間給６７４円
（和歌山県最低賃
金参考）

3 事業の中の高齢者雇用 現在 10 名を雇用して配送業務などに、また就労に困難を
抱える母子家庭の母の雇用もある。
○仕事づくりとまちづくり
工場の主な仕事は、リネン・白衣などのクリーニング、印刷事業、食品製造・店舗経
営を行い、年間売上高は約 2 億 2 千万円になる。従来の福祉施設のみで完結しがち
な紋切り型事業を廃し、地域業者と結びつき一般市民の生活に入り込んで事業を行
っている。クリーニング工場では夏場には 43℃に気温が上がる中で汗まみれで働く当
事者の仕事は、電話聞きや伝票切り、トラックでの配達などにもかかわっている。その
一例の雑賀義彦さん（男性 52 歳）は、自らが 18 年間の長期の社会的入院患者であっ
たその精神科病院へ、今はピネルの従業員としてクリーニングされた基準寝具の納入
を車で片道 30 分運転して行なっている。彼は同じ障害を持つ当事者と結婚して 13 年
を迎えた。麦の郷のソーシャルファームで働く人たちは「保護された人たち」という名に
そぐわない。普通の市民生活の中に自然に溶け込み町の零細企業で働く工員さんと
いうところである。まちづくりは福祉関係者だけが手を組んだだけでできるというもので
はない。麦の郷づくりで特に力を入れてきたのは地元の自治会の活動への参加とコミ
ュニティーの拠点といわれる小学校関係者、NPO 団体へも積極的に働きかけてきたこ
とである。今後、この中に行政は言うに及ばず企業、学識経験者、政治家なども巻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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込んでいくことが麦の郷の課題であろう。誰をも排除しない社会をめざすインクルージ
ョンの理念と实践を麦の郷から発信していく努力が求められる。

- 61 -

プロフィール
伊藤 静美（いとう しずみ）
社会福祉法人一麦会（いちばくかい）（麦の郷）執行理事
1933 年 12 月 16 日生 和歌山市在住
経 歴
1951 年 和歌山赤十字病院看護師
1977 年 障害者共同作業所「たつのこ共同作業所」（未認可）にボランティアで
関わり、後に職員になる
1985 年 社会福祉法人希望福祉会「くろしお作業所」と改称、職員（後に一麦会
と合併）
1986 年 精神障害者の居場所「いこいの家」（未認可）職員
1990 年 社会福祉法人一麦会理事 精神障害者援護寮「麦の芽ホーム」寮長
1999 年 同法人退職
2004 年 麦の郷障害者地域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所長
現在に至る
役 職
元 全国きょうされん副理事長
和歌山市西和佐地区自治会長
現 社会福祉法人一麦会（麦の郷）執行理事
麦の郷障害者地域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所長
和歌山県障害者計画策定委員
和歌山市障害者計画策定委員
和歌山県障害者施策推進協議会委員
和歌山県森永砒素ミルク被害者救済対策委員
和歌山市西和佐地区社会福祉協議会理事
和歌山市西和佐地区人権委員
和歌山市西和佐地区老人会役員

- 62 -

사례발표１－일본측

니즈에 따른 사회기업과
쇼셜워크 어프로치
이도우시즈미 (伊藤静美)
사회복지법인 이치바꾸카이(一麦会)
무기노사토（麦の郷）집행이사

○「내버려둘 수 없는」（방치할수 없는）～알아버린 책임
１９７７년부터 ８０년대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은 일반시민운동으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니즈에 따른 공동작업소의 운영을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정붕괴에 의해 지역에서 소외된 두사람의 자매（당시１７살과 １６살의 정신
질환）와 만나, 지금의 麦 の 郷만들기로 연결되었지만 당시는 일본에 있어서
정신장애자의 복지제도는 전혀없었다. 지역에서 살 곳을 잃은 두사람에
대해서 정신보건행정의 대처는 삶의 장으로서 정신병원의 입원선택이었다.
이것은 수용을 의미했다. 이것이야말로 합법적인 학대인가, 범죄적인 행위는
아닐까, 조치입원환자로서 인권박탈로까지 생각되는 대응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놀랍고 큰 의문을 갖게되었다.
○정신과병원재원일수장기화의 전국 워스트원의 와카야마켄
당사자의 니즈를 보다 확실한
형태로서 넓히고자,麦の郷의 운동에서
１９８４년당시 평균재원일수 소치입원율
탄생한 가족회,당사자크럽 과 함께
와카야마켄
９３５．３일
３３．０％
１９８９년 와카야마켄지역에서７일간의
캠페인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를
오카야마켄
３２２．１일
１１．２％
추진합시다」을 실시하였다.
지역별로의료,가족,당사자, 복지관계를
전국평균
５２９．８일
１１．２％
시작으로 시정촌약소, 시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이해, 사회참가의 이해를 넓히는 （소치입원은 자유의 제한을 최대한 적용한
강좌, 영화상영 관계기관에 알리는 입원의 형태：자상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
기회였다.
먼저, 와카야마시에서 일할곳과 살곳을 마련하는 것과 지역이해를 위해
마을 만들기를 동시병행해 나가면서 １ ９ ９ ５ 년 정신장애자복지공장
「 쇼셜팜피넬 」 을 개소하였다. 정신장애자복지공장은 당시 전국에서 최초의
사업으로, 다양한 사정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이들과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지지해나가면서 일하는 장소를 목표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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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팜＝사회적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쇼셜팜피넬 개요
１９８８년 장애자자립공장설립（린넨크리닝）
１９９１년 유한회사로
１９９５년 정신장애자복지공장「쇼셜팜피넬」설립 정원３０명
（리넨・흰옷크리닝, 인쇄업）
２００８년 취업계속지원사업Ａ형으로서 ３사업소로 분화
쇼셜팜피넬（크리닝）２０명,케이진사（식품제조・점포）２０명
麦の郷인쇄（인쇄전반）２０명
고용계약
장애별
급료
１０명
정신장애９명
쇼셜팜
최고액
전원풀타임노동
지적장애１명
피넬
월１５만엔
（am8:30～pm5:00）
（상여２개월분）
１８명
정신장애５명
게이진사 그중 ４시간／日의
지적장애１２명 최저시간급６７４엔
（와카야마켄최저임금참고）
단시간노동１４명
신체장애１명
１３명
정신장애１０명
麦の郷
그중４시간／日의
신체장애３명
인쇄
단시간노동８명
３사업중에서 고령자고용 현재１０명을 고용하여 배달업무등 또는 취업이
곤란한 모자가정의 모친 고용의 경우도 있다.
○일만들기와 마을 만들기
공장의 주요한 일은 린넨・흰옷등의 크리닝, 인쇄사업, 식품제조・점포경영을
통하여 연간매상고는 약 2 억 2 천만엔이 이르고 있다. 종래의 복지시설로서만
완결하는 사업형태를 벗어나 지역업자와 결합한 일반시민의 생활에 밀착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 크리닝공장에서는 여름에는 ４ ３ ℃ 의 기온속에서 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당사자의 일은, 전화받기, 전표발행, 트럭배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나의 예로서 사이카요시히코 （ 雑 賀 義 彦 ） 씨 남성 ５ ２ 세는,
본인이 １ ８ 년간의 장기사회적입원했던 바로 그 정신병원에서 지금은
피넬종업원으로서 크리닝한 기준침구의 수납을 차로 편도 ３ ０ 분거리를
운전하고 있다. 그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결혼하여 １３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麦の郷의 쇼셜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 이라는 표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보통의 시민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는 복지관계자만이 아니라 조직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다. 麦 の 郷
만들기에서 특히 힘을 써왔던것은 지역의 자치회의 활동에의 참가와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불리워지는 소학교관계자, NPO 단체에의 적극적인
홍보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행정은 말 할 것도 없고 기업, 학식경험자,
정치가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麦の郷 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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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이 사회를 향한 인쿠루젼의 이념과 실천을 麦 の 郷 로 부터 발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료에게 용기 붙이고 싶다
장애자의 5 명이서 밴드 （결성）
쿠라우디하트가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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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도우 시즈미(伊藤 静美)
사회복지법인 이지바쿠가이 (社会福祉法人一麦会) 무기노사토（麦の
郷）집행이사
경 력
１９３３년１２월１６일생
와카야마시재주(和歌山市在住)
１９５１년 와카야마 적십자병원간호사
１９７７년 장애자공동작업소「다츠고노공동작업소」（미인가）자원봉사,직원
１９８５년 사회복지법인 희망복지회「구로시오작업소」로 개칭, 직원（그후
이지바쿠가이와 합병）
１９８６년 정신장애자의 집「이고이의 집」（미인가）직원
１ ９ ９ ０ 년 사회복지법인이지바쿠가이이사 정신장애자간호료 「 麦 の 芽 홈 」
료리더
１９９９년 동법인 퇴직
２００４년 麦の郷장애자 지역리하비리테이션연구소장
현재에 이름
역 직
전) 전국교사렌부이사장
와카야마시 니와사(西和佐)지구 자치회장
현) 사회복지법인이지바쿠가이（麦の郷）집행이사
麦の郷장애자지역리하비리테이션 연구소장
와카야마켄 장애자계획 책정위원
와카야마시 장애자계획 책정위원
와카야마켄 장애자시책추진협의회 위원
와카야마켄 모리나가(森永) 비소(砒素)밀크 피해자구제대책위원
와카야마시 니와사(西和佐)지구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와카야마시 니와사(西和佐) 인권위원
와카야마시 니와사(西和佐) 노인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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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2－日本側

みんなが働き、
楽しく暮らす
松藤 聖一（まつふじ せいいち）
ＮＰＯ法人こむの事業所

１ 仕事を得にくい人達に仕事を
・ ＮＰＯ法人こむの事業所は、兵庫県宝塚市（人口 22 万人）において、今年
（2010 年）1 月 22 日に法人登記をし、4 月から知的障害者 3 人を雇用して事
業を開始しました。
・ 現在は、宝塚市社会福祉協議会が運営する市民の福祉活動拠点施設の掃除
と障害者通所施設の昼食調理を受託しています。
・ 来年（2011 年）4 月から規模の大きい福祉施設の総合的なビルの管理、駐車場
の管理と 5 月以降になりますが、高齢者などへの宅配・配食サービス、ふれあ
い食堂（コミュニティレストラン）を始めます。
・ 来年は、障害者自立支援法に基づく就労継続支援事業Ａ型事業にし、10 人の
雇用、3 年目には 20 人の雇用を目標にしています。
・ そのほか生鮮野菜などを販売する「こむの市場」も開き、いろんな人達が仕事に
就けるよう取り組んでいます。
・ こむの事業所の原則は、最低賃金の保障と民間就労の優先、つまり民間企業
で働く力を持つ人は、雇用しません。
２ 阪神淡路大震災から
・ 1995 年 1 月 17 日阪神淡路大震災では、宝塚市民 218 人が亡くなり約 2 万戸
が全壊・半壊の被害に遭いました。
・ ある企業家が震災救助ボランティアを体験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財団プラザ・コ
ムを設立し、市民による福祉活動の拠点「福祉コミュニティプラザ」を造りました。
・ その一角はこれからの福祉コミュニティへのリザーブ用地としてあり、その活用
のために宝塚市で福祉活動をする人達による福祉文化研究会を設けました。
・ 3 年半の研究活動の結果、社会的排除のない地域社会を支える仕組みとして、
特に「働く」ことをキーワードの事業を起こすこととしました。
・ 障害者をはじめ仕事を得にくい人達の仕事を創出するとともに生活支援も併せ
て行うことと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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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事業を支える 3 つのキープラスワン
・ 民間企業には就労が難しい人達が働き、最低賃金以上を得て自立生活をする
ためには、補完が必要です。
・ 本来は、国の制度とすべき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今はない訳ですから、3 つの
ことを必要としています。
・ まず寄付や助成など企業や個人の経済的支援です。こむの事業所の拠点施
設は、財団法人プラザ・コムが建築工事をしており、来年 4 月に完成後無償で
ＮＰＯ法人こむの事業所に貸付けます。
・ 2 階建て 1,700 ㎡の施設には、厨房、レストラン、売店、工房、教室、トレーニン
グルーム、成年後見センター等の事務所に加えて一時的使用のための住居が
3 戸あります。
・ 財団は、施設以外の運営費は提供しないルールなので、特に今年度の運営費
赤字約 600 万円は、無利子、無担保、保証なしで 3 年間お借りし、その後 3 年
間で分割して返済する条件で事業に賛同いただく個人に呼びかけ、627 万円
が集まりました。
・ その他公的私的助成金もいただいています。
・ もう一つは、ボランティアのサポートです。2 人ではこなしきれない事務の支援、
イベントの支援、特にこれからは専門的な能力を提供いただくことを考えていま
す。
・ 3 つ目は公的な仕事の受注です。事業を安定的に継続していくためには欠か
せません。
・ これらのサポートに加えて重視しているのは、仕事のありかたの変革です。
・ 福祉コミュニティプラザ全体の駐車場管理の準備をしていますが、当初は全自
動の機会管理が予定されていました。それを人的管理に戻して障害者の仕事
と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４ 社会的課題を突き詰めるとそこには社会起業
・ 個人的な出発点は、宝塚市の障害者施策・計画で出来なかった宿題を今年 3
月の定年退職後の仕事として手がけることに。
・ 1991 年に描いた知的障害者のニーズ体系で出来なかった就労の場づくりが課
題として残りました。
・ 福祉文化研究会の結論もソーシャルファームを作ろうという結論であり、研究会
のメンバーが共有する社会的課題（ソーシャルアジェンダ）に
・ 社会が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としてコミュニティが認識すれば、解決する
ための社会起業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を实感しています。
・ イベントでアルバイトをしてくれた不登校やひきこもりの生徒・青年が社会との関
係を回復するてがかりにもな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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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松藤聖一（まつふじ せいいち）
1949 年福岡県に生まれる。
経 歴
大学卒業後（株）ダスキンに勤務後
1974 年宝塚市役所勤務。福祉部門、企画部門、環境部門などを経て
2010 年 3 月定年退職、ＮＰＯ法人こむの事業所を立ち上げ代表に就任。
現在、神戸学院大学、龍谷大学非常勤講師（福祉行財政と福祉計画）を兼る。
宝塚市役所在職中に、長寿社会福祉計画、高齢者保健福祉計画、障害者計画、
児童育成計画、健康長寿のまちづくり基本計画策定等に従事したほか、兵庫県
地域安心拠点構想策定委員、大阪人間科学大学非常勤講師（地域福祉計画
論）、厚生労働省委託研究「障害者計画のあり方研究会」委員など務める。
著 書
「わがまちの地域福祉計画づくり」中央法規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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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２－일본측

다같이 일하고,
즐겁게 산다
마쯔후지 세이지（松藤 聖一）
NPO 법인코무노사업소

1 일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을
・ NPO 법인코무노사업소는, 효고현 타카라즈카시(인구 22 만명)에서
금년(2010 년) 1 월 22 일에 법인 등기를 하여 4 월 부터 지적장애자
3 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개시 하였습니다.
・ 현재는 타카라즈카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시민의 복지활동
거점시설의청소와 장애자 통소시설의 중식조리를 수탁받고 있습니다.
・ 내년(2011 년) 4 월 부터 큰 규모의복지시설의 종합적인 빌딩 관리,
주차장의관리와 5 월 이후가 되지만, 고령자등에게 택배, 배식서비스,
식당 (커뮤니티레스토랑) 을 시작합니다.
・ 내년에는 장애자자립지원법에 기하여 취로계속지원사업 A 형사업으로
해서, 10 인의 고용, 3 년째는 20 인의 고용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그외에도 생선, 야채등을 판매하는 {코무노시장}도 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코무노사업소의 원칙은, 최저임금의 보장과 민간취로의 우선, 즉
민간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２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에서
・ 1995 년 1 월 17 일 한신대진재에서는, 타카라즈카 시민 218 명이
사망하고 약 2 만호의 주택이 전괴 또는 반괴의 피해가 있었읍니다.
・ 어떤 기업가는 진재구조 볼런티어를 체험한 것을 계기로 재단 프러자
컴을 설립해서, 시민에 의한 복지활동의 거점 「복지 커뮤니티
플라자」를 만들었읍니다.
・ 그 일각은, 앞으로의 복지 커뮤니티의 리져브 용지이고, 그활용을 위해
타카라즈카 시에서 복지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복지문화연구회를
만들었읍니다.
・ 3 년 반의 연구활동의 결과, 사회적 배재가 없는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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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서, 특히 「일 한다」는 것을 키워드로 사업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 장애자를 비롯하여 일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창출하는 것과
생활지원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３ 사업을 지지하는 3 가지의 키 플러스 원
・ 민간기업에서는 취로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고, 최저임금이상을 얻고,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본래는 나라의 제도로서 해야할지 모르나, 지금은 없기 때문에
3 가지의 것이 필요 되고 있습니다.
・ 먼저
기부와
조성등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지원입니다.
코무노사업소의 거점 시설은, 재단법인 플라자 컴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4 월에 완성후 、 무상으로
NPO 법인 코무노사업소에
대부합니다.
・ 2 층건물 1,700 ㎡ 시설에는 주방, 레스토랑, 매점, 공방, 교실,
트레이닝룸, 성년후견센터 등의 사무소에 더하여 일시적 사용을 위해
주거가 3 호 있읍니다.
・ 재단은, 시설이외의 운영비는 제공 안하는 룰(규칙)이므로, 특히
금년도의 운영비적자 약 600 만엔은 무이자, 무담보, 보증없이 3 년간
빌리고, 그후 3 년간 분할해서 갚는 조건으로, 사업에 찬동해 줄
개인에게 부탁하여 627 만엔이 모여졌읍니다.
・ 그외의 공적 사적 조성금도 받고 있읍니다.
・ 다른 하나는 볼런티어의 서포트입니다. 둘이서 하지 못하는 사무의
지원, 이벤트의 지원, 특히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능력을 제공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 세번째는 공적인 일의 수주입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해가기
위해서는, 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것들의 서포트에 더하여,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일에 있어서의 변혁
입니다.
・ 복지 커뮤니티 플라자 전체의 주차장 관리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당초는 전자동의 기계관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인적관리로
되돌려, 장애자의 일로서 하고 있읍니다.
４ 사회적 과제를 밝혀내는 것과 거기에 있는 사회기업
・ 개인적인 출발점은, 타카라즈카 시의 장애자시책, 계획에서 되지
않았던 숙제를 금년 3 월에 정년퇴직 후의 일로서 다루게 되고.
・ 1991 년에 그린 지적 장애자의 니즈체계에서 되지 않았던 <취로의 장>
만들기가 과제로서 남았읍니다.
・ 복지 문화 연구회의 결론도 소셜 팜을 만들자는 결론이고, 연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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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가
공유하는 사회적 과제로서 커뮤니티가 인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의
・ 사회기업이 필요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읍니다.
・ 이벤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준, 부등교와 외출않고 집에만 있는 학생,
청년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서로 되고 있습니다.

프로필
마쓰후지 세이이치（松藤 聖一）
1949 년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 출생.
경 력
대학졸업후 (주) 다스킨에 근무후
1974 년 다카라즈카시(寶塚市) 관청근무. 복지부문, 기획 부문,
환경부문등을 경과했다.
2010 년 3 월 정년퇴임, NPO 법인 고무의 사업소를 시작해 대표에게 취임
다카라즈카시(寶塚市)관청 재직중에, 장수사회복지계획,
고령자보건복지계획, 장애인계획, 아동육성계획, 건강장수의 마을조성
기본계획 책정 등에 종사한 것 이외에、효고현(兵庫縣)지역
안심 거점구상 책정 위원, 오사카(大阪) 인간과학대학비상근강사(지역
복지계획론), 후생 노동성 위탁 연구 「장애인계획의 본연의 자세
연구회」위원등 맡았다.
현재, 고베학원대학(神戶學院大學), 류코쿠대학(龍谷大學) 비상근강사
(복지행정재정과 복지계획)을 겸한다
저 서
「우리도시의 지역복지계획만들기」 중앙법규（中央法規）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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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３―韓国側

サムソンの
社会的企業事例
チャン イン ソン

張 仁成
三星社会奉仕団

サムソンは過ぐる 1990 年より社会的疎外階層のための多様な社会福祉事業を展開
して来ており、このような努力はサムソンがグローバル企業市民として成長するうえで
大きく寄与しました。私たちはここで満足することなく、より体系的で長期的な視角で社
会の変化を主導するために社会的企業の設立を推進しており、その代表的事例に“ム
グンファ（無窮花）電子”と社会サービス提供型“希望ネットワーク”があります。
（１） 無窮花電子
サムソンは 1993 年 234 億ウォンを投資して“障害者と共により良く暮らす事ができる”
障害者作業場を建立しました。ムグンファ電子は障害者専用生産施設と、生活および
福祉空間などが完備されている韓国で最初の障害者勤労施設です。現在 178 名の
従業員の中で障害者が 128 名で、この中で重症障害者が 79 名で全体障害者の
69％を占めていますが、この方々が作業をするときに、全く支障のないように施設が完
備されています。
ムグンファ電子は設立初期から 20001 年まで、単純組立て作業を主に、サムスンの
支援に全的に依存してきましたが、以後、経営革新を通じた自立基盤構築に邁進し
2003～2004 年の 2 年間、連続黒字を記録しました。最近では自社のブランドを開発
し販売しており、自社研究開発および営業部門強化を行なっています。 主要生産品
としては、浄水器／血圧計／携帯電話充電器／掃除機／扇風機／セラミックヒーター
／ヘヤードライヤー／加湿器等であり、サムソン電子 LCD TV も組立て生産していま
す。
（２） 希望ネットワーク
サムスンは 2010 年“貧困の世襲防止”のため貧困地域の勉強班（学童保育）に指導
教師を派遣する社会的企業設立を推進中です。勉強班は貧しい小中学生たちが放
課後に滞在する空間を言います。これは過ぐる 1989 年貧困住居密集地域（タルトン
ネ＝スラム街）保育事業（サムソン子どもの家）を始まりに 2000 年代、貧困児童教育環
境改善事業（希望の勉強班）および貧困児童事例管理（あつらえ型ケア）の経験とノウ
ハウを社会的企業として発展させたものです。
希望ネットワークは毎年、約 25 億ウォンの事業予算をもって、600 余名の指導教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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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貧困地域]勉強班に派遣する社会的企業です。指導教師は教師経歴、女性人力、
地域文化芸術分野専攻者、社会福祉士など、既に全体プログラムはその間サムソン
児童福祉事業の経験とノウハウを通じて定立されたパッケージが適用さています。勉
強班教師派遣を通じた地域サービスと別に、务悪な教育環境改善のためのインフラ支
援も平行して行なってゆきます。
サムソンは希望ネットワークを所得格差と教育格差間の悪循環防止モデルを提示す
ることのできる専門企業として育成してゆく計画です。

プロフィル
張 仁成（チャン インソン)
三星 社會奉仕團 常務理事
学 歴
1985 年
2003 年
2009 年

ソウル大学 外交学科 卒業
高麗大学 經營大学院 卒業(MBA)
成均館大学 經營学科 博士課程 修了

経 歴
1988 年
1994 年
1995 年
2007 年
2010 年

三星グループ入社 (三星物産 企劃チーム)
三星石油化学 經營革新擔當
三星戰略企劃室 企劃調査擔當
三星經濟研究所ゴロバル研究室 常務理事
三星社会奉仕團 常務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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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３－한국측

三星의
사회적 기업 사례
장 인성（張 仁成）
삼성 사회봉사단 상무이사

三星은 지난 1990 년대부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三星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일자리 제공형 “무궁화 전자”와 사회서비스
제공형 “희망네트워크”가 있다.
(1) 무궁화 전자
三星은 1993 년 234 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장애인 사업장을 건립하였다. 무궁화 전자는 장애인 전용 생산시설과 생활
및 복지 공간 등이 완비되어 있는 한국 최초 장애인 전용 근로시설이다.
현재 178 명의 종업원 가운데 장애인이 128 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79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들이 작업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무궁화 전자는 설립초기부터 2001 년까지 단순 조립작업 위주로 三星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나 이후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 기반 구추에
매진하여 2003~2004 년 2 년 연속흑자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 및 영업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생산품으로는정수기/혈압계/핸드폰／ 충전기/청소기/선풍기/세라믹히터/
헤어드라이기/가습기 등이며 三星전자 LCD TV 도 조립 생산하고 있다.
(2) 희망네트워크
三星은 2010 년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빈곤 지역 공부방에 지도
교사를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공부방은 가난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머무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지난 1989 년
빈곤주거밀집지역(달동네) 보육사업(三星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00 년대
빈곤 아동교육환경 개선사업(희망의 공부방) 및 아동사례관리(맞춤형 케어)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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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네트워크는 매년 약 25 억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600 여명의
지도교사를 빈곤 지역 공부방에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도교사는
교사경력 여성인력, 지역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사회복지사 등 이며 전체
프로그램은 그 동안 三星 아동복지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립된
프로그램 패키지가 적용된다. 공부방 교사파견을 통한 직접서비스와 별도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三星은 희망네트워크를 소득격차와 교육격차間 악순환 방지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필
장인성 (張仁成)
삼성 사회봉사단 상무이사
학력
1985 年
2003 年
2009 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MBA)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1988 年
1994 年
1995 年
2007 年
2010 年

삼성그룹 입사 (삼성물산 기획팀)
삼성석유화학 경영혁신담당
삼성전략기획실 기획조사담당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 상무이사
삼성사회봉사단 상무이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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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４―韓国側

より良いマウル（村・地域）を
デザインする社会的企業
チェ

ジュン

崔 濬
共に働く財団
マウル（村・地域）型社会起業 設立支援団長

１． 社会的経済活動は市民権的社会権の拡張と、それを不足なく万人が享受できる
ようにすることです。
私たちはどのように暮らしていますか？ どのように暮らしたいですか？
生活に必要な労働をして、休む時は楽しく憩い、子どもたちは自由に生きられるように
教育を受け、病める人がいれば充分に治療を受け保護され、食べ物を安全に食べ、
自動車より人間が先に道を往来することができ、良い自然環境で息をし、万人が自分
たちの幸福をデザインして創ってゆく世の中、そんな夢を見ることです。
それなのに、国家と市場はこれを満たしてくれ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もちろん、お
金のある人たちはこれを市場で購入し（一緒に住む地域の共同体性などは購入でき
ないでしょう）、特に私たちの社会は、これを満た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もちろん、意志
すらないように見えます。国の中長期社会政策とビジョン、そしてそれを後押しする租
税政策と分配政策、そして、時代を反映した積極的労働市場政策を包含した労働政
策が無いように見えるからです。
このような点を充足させるための努力の一環が、連帯会議が創ろうとしている社会的
経済の部分です。その姿は現在多様な社会的職場として、自活事業のプログラムとし
て、社会サービスの事業として、制度化された社会的企業の姿として、そして制度化さ
れてはいないが消費者生活協同組織の活動として、地域貨幣（通貨）活動の姿として、
農業の回生のための努力として、再生可能なエネルギーを作ってゆく活動として、地
域農業と健康な食べ物を補助するためのローカルフード活動として、地域と対象を考
慮した文化活動として、障害者等の社会的排除と他の（障害を持つこと以上の）不自
由がないように生きてゆける環境を作る活動として、交通権の伸張のための活動、そし
て、市民社会団体の情熱的な姿、等々の市民権的社会権の拡張のための活動が生
まれています。同じく、これを地域的にネットワークし連帯する姿のことです。
この危機の時期を経ても、いやむしろ、この危機を私たちの生活の質を変える機会
にできる活動をしようとしています。株価が上っても変わることがない多くの人々の暮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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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をどのように幸福にしてゆくか、不動産の価格が反騰しても変わることのない万人の
生活の質をどのように楽しくしてゆかということを連帯会議は創ろうとしています。それ
は即ち、万人の社会権（健康権、交通権、環境権、生態権、教育権、女性権、労働権、
エネルギー権、文化権、障害者などの社会的排除撤廃のための権利など、私たちの
暮らしを構成する重要な全ての権利）を広げてゆく道ともいえます。その結果として制
度化を成し遂げれば、その制度化の木陰の下で、不足し及ばないところを見つけ出し
創意的想像力で対案を喜びながらつくりだしてゆくことがその道ではないでしょうか。
２．マウル型社会的企業の構想背景
1) 社会的企業は業種と創業の中心に地域と人を中心にして確定させなけなけれ
ばならない。
2) 解体した村を復元の社会的課題と（社会的）価値にしてゆ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マウルにおいては何をするのか
成果 目標

細部 企業名

活動 内容

住民リーダーシップ開発

－住民教育事業
－地域住民若干名の労働参与を
窺い、地域住民が好感し感動する
コンテンツを構成

２．社会的企業の自己診
断指標
Social Accounting と 社
研究・ワークショップ進行
会的効果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づくり

－マウル型社会的企業の自らの使
命と持続可能性のための活動点
検、および社会的価値の計量化を
通じた社会的位相の付与および弘
報

３．地域における管理型職 賃貸団地を中心に一つの
場の創出
管理事業（総合管理）

－緑地空間管理、建物維持、住居改
補修、共同住居空間管理、ゴミおよび
妨害物質整理、地下室および駐車空
間管理、建物清掃、防疫、賃借人負
担修理等

１．社会的企業主体づく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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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住民一般サービス提供 １）住民生活と相談所設置
事業（無料サービス）
２）住民アイデア受付所

①仕事相談、地域社会サービス案内
および受付、マイクロクレジット案内
②住民創案アイデア受付および問題
受付所－興味がわくように暮らすため
のアイデア受付／安全および危険管
理受付
③共同婦業場連携支援

保護サービス（地域児童
看病、老人保護（託老）、夜間児童保
センターおよび老人亭と
護（託児）サービス等
の連携）

５．仕事場創出およ びサ
ービス提供事業（有・無料
サービス含む）

生活および安全便益サー
ビス

通学路秩序安全、児童夜道守り、自
転車修理サービス、再活用売り場作業
場、廃資源再活用作業所、洗濯およ
び修繕作業場等

教育、文化サービス

住民の多様な要求と必要を基盤にし
た教育文化サービス提供、地域住民
祭り開催

休暇中の親環境給食サー
ビス

地域児童センターおよび独居老人な
どの親環境給食事業を支援し、これら
の基盤と連携した事業を住民企業団と
して育成するようにする

①既存文庫を地域児童センターに転
換および支援
文庫および勉強班の転換 ②地域児童センターの空間を活用し
を通じた地域児童センタ た多用なプログラム開発運営
ー運営
③地域メンター（（社会的教師システ
ム）：保護、治癒、健康、教育、文化、
支援体制構築
地域を基盤に設立した社会的企業人
のように地域の特性を反映した事業開
６．地域特性を反映した特 地域の特性を反映した事 発および推進
化事業準備实行
業計画および推進
－实例１：地域パーマカルチャー学校
設立
－实例２：緑色代案暖房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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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創業支援事業

①賃貸団地の需要と供給による創業
アイテム発掘を通じた創業支援
事業過程を通じて発掘さ ②既存の社会的企業、自活、公正貿
れた住民と業種を繋げて 易（フェアトレード）の成果の伝授を受
創業を支援するようにする け創業する方法につなげた創業支援
③新規団地の場合フランチャイズ共同
入店推進

８．弘報事業

①地域新聞およびその他弘報手段を
地域社会の多様な方法を 通じた弘報および地域連携
通じた弘報および地域資 ②ホームページおよびブログを通じた
源の連携構築
弘報および疎通
－ソーシャルショッピングと連携

１）事業別地域協力および
業種別協力事業

①事業関連地域単位（市民社会、企
業、自治体、大学等）との協力活動
②事業業種別に連携および全国的協
力活動

２）国際交流事業

①団体の日常活動として衣類等の再
活用物品集め等を通じ、アフリカ、ラテ
ンアメリカ、等の住民に提供等
②その他政策および事業関係の連携

９．協力事業

* 資源の動員は市場／非市場／非貨幣部門を有機的でありかつ柔軟であるように
地域を中心にして組織し動員するようにする。
4) マウルにおいては如何なる経験と過程を創ってゆくのか
○ 第１歩
－住民組織化、仕事の経験、それを通じた地域の好感、そしてそれを基盤とした
地域の疎通基盤固め。
○ ２歩目
－地域を基盤とする仕事の設計と社会資本の再構成の必要を確認すること。
（社会サービス、自活、福祉プログラム、マイクロクレジット、政府社会的企業職場
など）
○ ３歩目
－地域循環はどのように可能かの感動とその主体の形成
○ ４歩目
－地域の自主管理住民企業として伸展させる。（LH 管理費－厳格には国民の
税金で国民の財産である賃貸団地を管理することです。－住民管理費、市場お
よび再活用の資産等を住民が自ら管理し大切に使うようにすれば、思いもよら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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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資産と財源を持つことになります。）
○ ５歩目
－地域の環境を反映した事業の方向（地域ごとの地域発展戦略、あるいは、今回
一部の教育監の当選で準備中である無償給食事業－食資材栽培、加工、近隣
貧農の契約栽培組織、地域にある家に隣接した農地を組織、パーマカルチャ学
校設置、子どもたちと農家の連携、逆動的なプログラム思考－のように環境変化
に従った地域でなすべきことなどを調節して配置する）と賃貸団地の自主管理を
束ねてゆくことと共有が進む道だと考えます。この結果として再び地域に再投資
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プロフィール
崔 濬（チェ ジュン）
共に働く財団町型社会的企業設立支援団長
韓国社会的経済連合会議 幹事

学 歴
1983 ソウル芸術専門大学文芸創作科中退

経 歴
1990-1993 韓国民族芸術人総連合ソウル労働者文化芸術団体協議会事務処長
1994-1997 韓国民族芸術人総連合労働芸術委員会執行局長、企画部長
1999-2000 忠州地域失業克服市民団体協議会企画室長
2001-2003 忠州再活後見機関室長
2003-2007 韓国再活後見機関協会政策局長
2008
マイクロクレジット シンナヌン組合
2009
社会投資支援財団
2010-現在 共に働く財団町型社会的企業設立支援団長
韓国社会的経済連帯会議幹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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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３－한국측

더 나은 마을을
디자인하는 사회적기업
최 준（崔 濬）
함께일하는재단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지원단장
1. 사회적경제 활동은 시민권적 사회권의 확장과 그것을 오롯이 만인이
누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생활에 필요한 노동을 하고, 쉴 때 즐겁게 쉬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고하도록 교육 받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치료 받고 보호 받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고, 자동차 보다 사람이 먼저 길을 다닐 수 있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 숨쉬며, 만인이 우리의 행복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는 세상,
그런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시장은 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서 모두 구매해서 (함께 사는 지역의 공동체성 등은
구입 못하겠지요.)
특히 우리사회는 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라의 중장기 사회정책과 비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조세 정책 및 분배정책,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포함 한 노동정책이 부재해 보이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이 연대회의가 만들어가려는
사회적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그 모습이 현재 다양한 사회적일자리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서비스의 사업으로, 제도화된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지역화폐활동의 모습으로, 농업의 회생을 위한 노력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지역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조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동으로, 지역과 대상을 고려한 문화활동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배제와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활동으로, 교통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열정적인
모습 등등의 시민권적 사회권의 확장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지역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지나도, 아니 이 위기를 우리 삶의 질을 달리 하는
기회로 삼는 활동을 해보려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변하지 않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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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까, 아파트 값이 반등해도 변함없을
만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것인가를 연대회의는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만인의 사회권(건강권, 교통권, 환경권, 생태권, 교육권,
여성권, 노동권, 에너지권, 문화권,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의 철폐를 위한
권리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모든 권리)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 결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그 제도화의 그늘에서 다시
부족하고 빈 구석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해 대안을
신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 길일테니까요.
2. 마을형 사회적기업의 구상 배경
1)사회적기업은
업종과
창업
중심에서
지역과
사람
중심으로
확장되어져야합니다.
2)해체된 마을을 복원의 사회적 과제와 가치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3)마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성과 목표
1. 사회적기업 주체
만들기
2. 사회적기업의
자가진단 지표
Social Accounting
과 사회적 효과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만들기

3. 우리지역 관리형
일자리 창출

4. 주민 일반 서비스
제공 사업 (무료
서비스)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

주민 리더십 개발

－주민 교육 사업
－지역주민 몇몇의 노동참여를
넘어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컨테츠를 구성

연구·워크숍 진행

－마을형 사회적 기업의 자기
사명과 지속 가능함을 위한 활동
점검 및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를
통한 사회적 위상 부여 및 홍보.

임대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리 사업

－녹지공간 관리, 건물 유지, 주거
개보수, 공동 주거 공간 관리,
쓰레기 및 방해 물질 처리, 지하실
및 주차 공간 관리, 건물 청소,
방역, 임차인 부담 수리 등

1) 주민 생활과 관련한
상담소 설치
2) 주민 아이디어 접수 처

①일자리 상담, 지역 사회 서비스
안내 및 접수, 마이크로크레디트
안내, 어르신을 위한 심부름 센터
운영 등
②주민 창안 아이디어 접수 및
문제 접수처
재미나게 살기위한 주민 아이디어
접수 / 안전 및 위험 관련 접수
③공동부업장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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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정
연계)

간병, 노인돌봄, 야간 아동 돌봄
서비스 등

하교길 질서 안전, 아동 밤길
지킴이, 자전거 수리 서비스,
생활 및 안전 편익 서비스 재활용 매장작업장,
폐자원재활용작업장, 세탁 및 수선
작업장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 문화 서비스
교육, 문화 서비스
5.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서비스 제공 사업 (유,
지역 주민잔치 개최.
무료 서비스 복합)
지역아동센터 및 독거노인의
등에 친환경 급식 사업을
방학 중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계되는
친환경 무료 급식 서비스
사업을 주민 사업단으로
육성하도록 함.
① 기존 문고를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및 지원
문고 및 공부방의 전환을 ②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한
통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지역 멘토 (사회적교사
시스템) : 돌봄, 치유, 건강, 교육,
문화 지원체계 구축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하는 사
회적기업인 만큼 지역의 특성을
6.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반영한 사업 개발 및 추진
특화 사업 준비 실행 계획 및 추진
- 사례 1: 지역 퍼머컬쳐 학교
설립
- 사례 2: 녹색 대안 난방 사업
① 임대단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창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창업 지원
사업 과정을 통해 발굴되는
② 기존의 사회적기업, 자활,
7. 창업 지원 사업
주민과 업종을 연계해서
공정무역의 성과를 전수 받도록
창업을 지원하도록 함.
하는 창업 방법을 연계하도록
하는 창업 지원
③ 신규 단지의 경우 프렌차이즈
공동 입점 추진
① 지역 신문 및 기타 홍보
지역 사회에 다양한 방법을 도구를 통한 홍보 및 지역 연계
8. 홍보 사업
통한 홍보 및 지역 자원
② 홈페이지 및 블러그를 통한
연계 구축
홍보 및 소통
- 쏘셜 쇼핑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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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별 지역 협력 및
업종별 협력 사업

① 사업 관련 지역 단위(시민사회,
기업, 지자체, 대학 등)와의
협력활동
② 사업 업종별로 연계 및 전국적
협력활동

2) 국제 교류 사업

① 단지의 일상 활동으로 옷 등의
재활용 물품 모으기 등을 통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주민에 제공 등.
② 기타 정책 및 사업 관련 연대

9. 협력 사업

* 자원의 동원은 시장 / 비 시장 / 비 화폐부문을 유기적이고도 유연하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도록 함.

4) 마을에서는 어떤 경험과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 첫 걸음
- 주민 조직화, 일의 경험, 그를 통한 지역의 공감.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지역의 소통 기반 닦기
○ 두 걸음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의 설계와 사회자본의 재구성 필요
확인하기(사회서비스,자활,
복지프로그램,
마이크로크레디트,
정부
사회적기업일자리 등)
○ 세 걸음
- 지역 순환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감동과 그 주체로 서기
○ 네 걸음
- 지역의 자주 관리 주민기업으로 진전시키기(LH관리비-엄격하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자산인 임대단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민
관리비, 장터 및 재활용의 자산 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잘
쓰여 지도록 하여도 엄청나 자산과 재원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 다섯 걸음
- 지역의 환경을 반영한 사업의 고리(지역마다의 지역 발전 전략
내지는
이번에
일부
교육감의
당선으로
준비
중인
무상
급식사업-식자재 재배, 가공, 인근 빈농의 계약 재배 조직, 동네 텃밭
조직, 퍼머컬쳐학교 설치, 아이들 농가 연계 등 역동적인 프
로그램 사고- 의 과 같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일감 등을 조절하고
배치하는)와 임대단지의 자주 관리을 묶어가는 일과 공유가 갈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 결과로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지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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