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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t

Our main concerns in this paper are with the several kind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rural South Korea, in
where social exclusion is likely to be prevalent over time. Approximately, there are 2,500~3,000 social economy organ-
izations which have been set up from 1990s. Most of their operational social aims are either to offer jobs or to provide 
social services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in rural communities. They have several normative principles a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But the two principles were less supported than the others; 1) the community’s initiative and partic-
ipation, and 2) sharing surplus with community.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various types of 
business. The greatest number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doing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agro-industry.
On average, their value of asset is worth of 300 million wons. They are indebted for 130 million wons, averagely. Their 
average surplus is 110 million wons. Most of them are small businesses. It is enough to say that the social economy
is at an early stage in rural South Korea. The social economy is confronted with some challenges, as follows. Firstly,
the social economy organizers should be based on the needs of community in both setting up a new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managing businesses. Secondly, networking and cooperation betwee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h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Thirdly, the sound governance with public sector should be built. 

Key w o rd s: social econom y, social econom y organization, rural developm ent, com m unity developm en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거주 인구라고 해야 고작 3,000명 남짓한 충청남도의 어느 

면(面), 도서관 회의실에 주민 수십 명이 모였다. ‘마을버스 협

동조합’ 설립 문제를 의논했다. 군청 소재지, 여러 읍⋅면 소

재지, 배후지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던 버스가 운행 노선과 

횟수를 줄였기에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물론, 주

민들은 순전히 자력(自力)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크기가 작은 차량을 갖추고 노선을 유연하

게 운영하되 군청에서 재정 일부를 뒷받침해 준다면, 적자를 

보지 않고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을버스 협동

조합’이 이윤(profit)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다. 적자가 누적되

지 않고 계속 버스를 운행할 수만 있으면 된다. 승용차가 없어 

대중교통에만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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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즉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완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1)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에 맞서

려고 농촌 주민들이 선택한 실천 전략, ‘마을버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전형적인 사례다. 1)

사회적 경제는 “시장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서 양자

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려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영역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association)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비영리 조직, 경제활동을 

하는 재단 등을 포함한다”(Defourny, 1992)거나, “복지혼합

(welfare mix) 속에서 시장 부문과 공공 부문 그리고 비공식 

부문 등의 영역 사이에 자원과 원리들을 매개(link)하는 시민

사회의 공적 영역의 일부”(장원봉, 2007)라고도 정의된다. 요

즘 사회적 경제 논의가 활발한데, 농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논의다. “국가 실패와 시장 

실패가 현존하는 곳에서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인 거버넌스 

해법을 제공한다”(Borzaga, & Tortia, 2007; Dancause & Morin, 
2013)거나, “지역 밖에서 오는 경제적⋅지정학적⋅사회적 압력

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주민

의 욕구(needs)를 충족하려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즉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Lloyd, 2007)거나, “사

회 서비스 소비자와 시민의 ‘자율적 역량 강화(empowerment)’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

다”(Gonzales, 2007)는 주장이 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공공 서비스 및 상업적 생활 

서비스가 축소되고, 이는 지역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다시 부채질하는 악순환 구조가 한국 

농촌에 형성되어 있다(송미령, 김정섭, & 박주영, 2009: 445). 

게다가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에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확대

되고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도 복잡해지는 최근 변화는 농촌 

지역 내에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김정섭, 마상진, & 

김미복, 2012: 6). 사회적 배제란 개인이나 가구의 사회적 통합

을 보장해야 할 사회 내 중요 체계(system)가 붕괴되거나 기능 

장애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Shucksmith, & Chapman, 1998: 

230). 개인 및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확보할 수 없는, 즉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라이머(Reimer, 2004)가 구분

한 네 종류의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로 사회적 배제

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네 종류의 체계란 사적 체계

(시장 관계), 국가 행정 체계(관료제적 관계), 공동체(가족이나 

교우 관계 등 정체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사회 연결망

(network)), 결사체 체계(이익 공유에 기초한 집합적 행위 관

계)를 말한다. 이 틀에 맞춰 한국 농촌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 도 감소와 고령화

로 인한 구매력 저하는 사적 체계에서 농촌 주민의 사회적 배

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행정 체계가 사적 체계에서 

발생하는 농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려 시도하고 있

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셋째, 전통적인 공동체는 심각하

게 해체되어 있어 사적 체계나 국가 행정 체계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보완하거나 그 두 체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넷째, 

앞의 사회 체계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할 수 있

는 가능성이 결사체 체계에 남겨졌다.”(김정섭, 마상진, & 김

미복, 2012: 18). ‘사회적 배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사

체 체계에 남겨졌다’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사실 사회적 경제

를 말한 것이다.

2014년에 국회에서 관련된 ‘기본법(안)’이 세 차례나 발의

될 정도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제각기 갈래를 달리하는 법제나 정책을 계기로 수많은 사회

적 경제 조직이 설립되었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농촌

에서 사회적 경제는 이제 그 발전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뿐

이다. 사회적 경제 실천은 사회적 배제 등 농촌 지역사회 문제

를 해결하는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경험적 근거 

위에서 그 물음에 답하기 어렵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전망을 갖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실천이 농촌 지역사회가 처한 난경(難境)을 헤쳐 나가려

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를 함축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현재

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1) 요즘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어 노선버스 운행이 감축되는 일이 흔하다. 문제는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 교통약자라는 데에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범주를 따로 두었다(제3조 3호). 농어촌에 한해 사업자가 비용을 줄여 서비스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다(제50조 ①항의 2). 그럼에도 농촌 지역에는 교통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전형적인 시장 실패(market failure) 사례다. 
공공 부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제를 정비하고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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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이 글의 목적은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목표를 정하였다. 첫

째,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주로 외국에서 논의된 개념들이 한국 농촌이라는 

맥락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농촌 발전이라는 관점에

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정리한다. 둘째, 농

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설립 현황, 종류, 조직 설립 

목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수단, 조직 운영상의 규범

적 지향, 조직이 활동하는 업종, 재정,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대 및 협력 실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끝으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에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1.3. 연구 방법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국내 법제 및 정책 사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유

형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들로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저마다 다른 법

률에 근거하거나 특정 정책 사업을 계기로 출현하였다. 그런 

배경과 현재 어느 정도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현황 자료를 검토하였다.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 실태를 파악하려고 608개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5년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는데, 우편 설문조사를 우선 실시

하고, 우편으로 응답하기가 곤란한 조직들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직의 대표나 조직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임원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조직은 국내 선

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
촌 공동체회사 등이다. 각 조직 유형별로 불비례 할당법을 적

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직 설립 목적, 목적 실현 수단, 

조직 운영의 규범적 지향, 경영 지표,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

고 분석하였다. 빈도, 평균, 중위수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서

술하였다. 조직 유형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에는 교차분

석, t-검증, 변량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처리에

는 PASW Statistics(version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한 실태 조사 선행 연구

2.1.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접근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법적⋅제도적 접근인데, 이 접근 방법은 

사회적 경제를 시장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필요를 해결하려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둘째는 규범적 접근이다. 이 접

근을 따르자면 “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 조직 등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며, 이들 조직이 

견지하는 원칙은 1) 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해

(interest)를 도모하려는 목적, 2) 독립적 경영, 3)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4) 이윤 분배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

들에게 주어진 우선권 등이다”(Defourny, 1992; 장원봉 2007: 

20에서 재인용).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는 

위의 정의에서 언급한 네 원칙에다 ‘참여 및 자율적 역량 강

화’, ‘개인적⋅집단적 책임에 기초한 운영’이라는 원칙을 추가

했다(Lévesque, & Ninacs, 2000: 115). 셋째는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 접근인데, 시장 부문, 공공 부문, 비공식 부문 등의 

영역 사이에서 자원과 원리를 매개하는 시민사회의 공적 영

역 가운데 일부로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한다(Laville et al., 
2005).

가장 널리 원용되는 법적⋅제도적 접근은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나 공공경제 따위의 영역과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경

제활동 영역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특정한 제도적 형식을 갖

춘 조직을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즉 ‘사회적 경제 조직’

이라고 개념화한다.2) 한편, 규범적 접근에서는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목적이나 경영 과정에서 유지되는 규범적 

지향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을 지니는지 여부

를 식별한다. 이때 두 개의 축으로 이뤄진 좌표계 안에서 사회

적 경제 조직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한다(그림 1). 한 축은 

2) 가령, 피어스(Pearce, 2003: 35)는 경제활동 영역을 시장 주도적 상업 경제, 비상업적 계획 경제, 사회적 목적에 기초한 상호적 자조 영역 등의 
셋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경제를 ‘상호적 자조 영역’에 속하는 일부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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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접근 규범적 접근 기타

협동조합 공제조합 NPOs 재단 집단적 이해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배당 
최소화

사회적 배제에 
대응

자조

농협, 수협 ○ ○ ○ ○ ○ ○ ○
신협 ○ ○ ○ ○ ○ ○

(일반)협동조합 ○ ○ ○ ○ ○ ○
사회적 협동조합 ○ ○ ○ ○ ○ ○ ○ ○

사회적 기업 ○ ○ ○ ○ ○ ○
마을기업 ○ ○ ○ ○ ○ ○

농촌 공동체회사 ○ ○ ○ ○ ○
자활기업 ○ ○ ○ ○ ○ ○

주: 표 윗부분의 유형(농수협, 신협,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률적 형식에 따라 범주화한 것이고, 아랫부분의 유형(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자활기업)은 관련된 현행 법규 및 정책 사업을 기준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 둘은 부분적으로 상호 중첩되기도 한다.‘기타’는 이 연구의 한국 농촌의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요소들을 해당 조직 유형이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를 살펴본 것이다. 

<표 1> 제도적 형식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특징

<그림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위상 

자료: Borzaga, & Tortia(2007:34)에서 인용 및 수정

조직이 지닌 사회적 목적이며 다른 한 축은 경영체로서의 특

징이다. 결사체(혹은 연합체)의 성격과 사업체의 성격을 동시

에 지니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도 이와 비슷하

다. 이때 사회적 목적이란 조직의 근본 설립 목적을 말한다.3) 

그림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할수록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서 특성을 더 많이 갖는다고 설명된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특정한 법률적 혹은 제도적 형식을 사

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접근하는 게 간편하지만, 현

실에서 복잡⋅다양하게 전개되는 사회적 경제 실천을 충분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들 언급하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법률적 형식을 지닌다. 사회적 기업 중에는 협동조합이 있고, 
전형적인 영리 기업인 주식회사도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농조합법인도 있다. 한국 농촌의 상황에서 특정한 법률적 

형식의 조직을 지정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적실하지 않다. 개별 조직에 국한한다면 그 법률적 외피

와는 무관하게 어떤 규범 지향을 가지고 운영하는가를 기준

으로 논하는 것이, 즉 규범적 접근이 더 적절하다. 개별 조직

이 행하는 실천의 규범 지향을 유지하는가를 판별하여, 그들 

조직의 실천을 ‘사회적 경제’라고 개념화하는 게 현실에 더 부

합한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한국 농촌

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의 특징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부합한다고 표시한 것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뜻은 아

니다. 관련 법률이나 정관 등 제도가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

용만을 토대로 정리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가령 농협은 법률

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게 되어 있지만, 모든 단위 

농협이 실제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는 다른 문제다. 표에

서 보듯이 협동조합들(농협, 수협, 신협,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관련 법규들마다 ‘규범적 접근’에서 논의되

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범 지향을 고루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자

활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그런 규정이 명시적이

지 않다. 실제로는, 여러 선행 연구가 논의한 사회적 경제 조

3)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확연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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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정체성 특징을 한국 농촌의 조직들이 얼마나 유지하는

지를 경험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살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개별 조직 층위의 접근 방법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이 접근 방법으로는 공공 부문이나 시장 부문에서 다양

한 법적 형식과 규범 지향을 지닌 여러 조직이 관계를 이루어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 양상을 포착하

기 어렵다. 특정한 법률적 형식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규범 지

향을 따라 움직이는 조직들만 그런 실천에 참여하는 게 아니

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연결망을 형성하여 수행하

는 집합적 협력 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스

페인의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의 에 리아 로마냐 같은 곳의 

사례를 소개하는 글에서 그런 연결망 활동의 예로 자원 및 서

비스 공유, 공동 연구, 하청계약 공동 입찰, 조직 간 상호 구매, 

조직 간 대부 등 금융 연대, 기금 적립 및 운용, 타 조직의 실직 

노동자 고용 등이 소개되기도 한다(이강익, 2012: 98). 또는 강

원도 원주시의 협동조합 운동 사례를 들어 상호부조 사업, 교

육 사업, 공동의 금융 기반 조성,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전

달 및 홍보 등의 연결망 활동을 소개하기도 한다(김선기, 2012: 

124-125).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왜 연결망을 형성하는가?’, ‘사회적 

경제 연결망은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연결

망은 어떤 잠재력을 지니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등등

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그런 문제

에 접근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2.2.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경제 
연구 동향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는 개별 조직과 연결망, 두 층위에

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경험적 조사

를 수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여
러 유형의 조직을 망라한 것은 아니고 특정 유형의 사회적 경

제 조직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결망 

현상, 혹은 농촌 지역에서 공공 및 시장 부문의 조절 메커니즘

으로서 사회적 경제라는 현상에 접근하는 관점을 취한 것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전후로,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

합 설립 가능성을 전망하거나 협동조합 설립 실태를 기초적

인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예: 김정섭 외, 2013; 김정

섭⋅김미복, 2014; 최경식 외, 2014). 농촌을 배경으로 사회적 

기업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제언한 연구도 있다(예: 
오내원 외, 2010; 이규천 외, 2011).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농촌

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커뮤

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연구도 있다(예: 김태곤 외, 2011; 김태

곤 외, 2012; 김태곤 외, 2013; 김기태 외, 2012).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개별 조직 층위를 넘어 지역 수준에서 

연결망을 형성하여 협력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버넌스

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확장의 주요 전략이라고 인식

되고 있다. 그 같은 연결망 혹은 거버넌스 사례를 탐색한 조사 

연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다.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가 누

적된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연결망 또는 

거버넌스를 어떤 모습으로 형성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

다(예: 정규호, 2008; 최덕천, 2011; 용정순, 2013; 김정섭, 2013a; 
오윤경 외, 2013). 이 연구들은 한국 농촌에서 협동조합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이 어떤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지역사

회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발전 전략을 실천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미시 수준의 조사 연구로서, 농촌 지역

의 사회적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에

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전국 수준은 아니지만, 농촌을 포함한 광역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조사한 연구들이 근년에 등장했다. 황영모(2013)는 전라북도

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때 사회

적 경제 조직의 범주를 상당히 넓게 보았다. 가령, 농업회사법

인이나 농촌체험관광 마을 조직까지 포함하였다. 임준홍 외

(2011)는 충청남도의 잠재적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유형화하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잠재적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주에 포함

된 것들로는 장애인보호사업장, 노인 생산공동체, 자활공동

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있다. 조직의 법률적 형식, 활동 영역,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 매출 

규모, 순수익, 종사자 수 등의 실태를 보고하였다. 

2.3. 시사점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에 관한 논의



58  김정섭⋅임지은

ⓒ 2016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비고

자활기업
전국 1,204 ＊사회적 경제＊농촌 소재 비율 27.9%＊국민기초생활보장법농촌 336

사회적
기업

전국 26 151 47 214 141 141 267 264 1,251 ＊사회적 경제＊농촌 소재 비율 23.1%＊사회적기업 육성법농촌 6 30 12 40 22 31 66 82 289

협동조합
전국 - - - - - 53 3,142 2,860 6,055 ＊사회적 경제＊농촌 소재 비율 19.2%＊협동조합 기본법농촌 - - - - - 9 557 594 1,160

마을기업
전국 - - - 140 326 230 381 172 1,249 ＊커뮤니티 비즈니스＊농촌 소재 비율 60.1%＊마을기업육성사업(행자부)농촌 - - - 94 156 153 241 107 751

농촌
공동체회사

전국 867 ＊커뮤니티 비즈니스＊농촌 소재 비율 100.0%＊농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농식품부)농촌 867

자료: 중앙자활센터(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2014).

주 1: 자활기업과 농촌 공동체회사는 설립연도를 파악할 수 없어, 빈 칸을 음영 처리하여 표시했다.
주 2: 중복 집계된 경우가 일부 있다. 예를 들면, 법인격은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거나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중복되는 경우는 전체의 10~15%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 
주 3: 이 표에서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 신고 수리된 (일반)협동조합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칭한다. 
주 4: 농촌 공동체회사 육성 사업은 새로 사업체를 설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농촌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들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한 ‘농촌 공동체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찾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표 2>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추이 

가 진행되었는데, 그 지형은 복잡하다. 법적⋅제도적 접근만

으로 한국 농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적절하게 유형화하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경제 조

직이 지향하는 규범은 사회적 경제라는 현상이 지니는 특징

을 잘 설명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지역사회 주민이 구성원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구성원의 

집단적 이해를 도모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추구하며, 잉여(또는 이익)를 처

분함에 있어 자본 배당의 원리를 최소화한다는 점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범 지향이라고 정리된다. 여기에 덧

붙여 한국 농촌이라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려는 주민

의 자조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조명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특히 경험적 조사 및 

분석에 바탕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 우선은 여러 유형을 망라

하여 등장하고 있는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를 포

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의 위

상이 어떠한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윤곽을 그리

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별 조직 수준을 넘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결망 및 거버넌스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분

석할 필요가 있다. 

3.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

3.1. 설립 현황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조직 형식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은 ‘시장에 대응하여 활동하는 사업체’인 동시에 ‘시민사회 구

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결사체’라는 이중적 정체성의 조

직이다.”(김정섭⋅조미형, 2013: 10).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

이 반드시 법률이나 정부 정책의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법제나 정책의 그물망 밖에 있는 것이 자연

스러울 수도 있다. 시민사회(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대부분 설립 과정에서 법제 및 정책 사업

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표 2에서 보듯이,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수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던 

농협, 신협, 수협, 생협 등의 조직을 제외하고 1990년대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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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빈도 비율(%) 구분 2 빈도 비율(%)

주식회사⋅유한회사 143 23.5

 영리 법인 및 비법인 사업체 198 32.6농업회사법인 11 1.8

법인이 아닌 영리 사업체 44 7.2

영농조합법인 101 16.6  영농조합법인 101 16.6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149 24.5

 협동조합법인 173 28.5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23 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0.2

비영리 사단법인 41 6.7

 비영리 법인 및 비법인 단체 136 22.4
재단법인 9 1.5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36 5.9

사회복지법인 50 8.2

합계 608 100.0 합계 608 100.0

<표 3> 법률적 형식에 기초한 조사 대상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분류

터 법제화되거나 행정적으로 정의된 조직 유형4)에만 한정해

도, 농촌 지역에서 그 수는 대략 2,500~3,000개 정도가 될 것 

같다(2014년 말 기준). 그 가운데 2012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절반 이상일 듯하다. 이처럼 갑자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

한 배경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이 있었다. 

여기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정책 사업을 추진한 것이 

촉매로 작용했다. 
이들 조직은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설립되고 있다. 현재 전국 인구 가운데 농촌 거주 인구 

비율은 약 18.5%다. 표 2에 제시한 조직 유형 각각에서 농촌에 

소재한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18.5%를 넘는다.5) 상대

적으로 농촌에서 더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음은 무엇을 시사

하는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 자활기업 육성 정책 등6)을 추진하는 중앙행

정기관이 임의로 농촌 지역에 자원을 더 많이 투입했다는 식

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배

제라는 문제 상황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해져 그에 대

응하려는 농촌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드러난 것 아닐까? 게다

가 대면(face-to-face) 관계에 기초한 사회 자본이 도시에 비하

면 농촌에서 훨씬 더 높은 도로 남아 있기 때문 아닐까? 사

회 자본이야말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

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혹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연발생적인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감 확산이 필요”(나주몽, 2012: 158)하
다거나,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이홍택⋅정성훈, 2012: 71)는 주장을 되짚어보면, 농촌

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출현 가능성이 다소 더 높을 수 있다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지역사회에 “형성된 긴 한 사회 연결망

과 그 구성원들(조직 및 개인) 사이의 신뢰는 협동 조직을 기

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자원 동원 가능성을 높여주고, 
협동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실제로 자원 동원

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김정섭, 2013a: 203).

3.2. 유형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각기 다른 법제 혹은 정책 사업을 

계기로 설립되고 그 꼴을 갖추어 왔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

부의 정책 사업을 계기로 출현하였다. 농촌 공동체회사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이 규정한 조직 형식이다.7)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각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4)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농촌 공동체회사를 말한다. 
5) 농촌 공동체회사는 100% 농촌에 소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6) ｢협동조합 기본법｣이 규정한 (일반)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만을 특정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사업은 없다. 
7) 마을기업이나 농촌 공동체회사는 우선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마치 다른 형식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 아니,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곳에서 지역사회의 대응”(김정섭, 
2013b: 607)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농촌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경제는 동일한 실천인 경우가 많다. 용어의 기원을 살펴보아도 커뮤니
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경제는 동일한 실천이었음이 드러난다.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제창자인 호소우키 노부타카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착상을 영국에서 얻은 것인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 이상엽⋅정건섭, 
2011; 김선기, 2011; Gore, Powell, and Wells, 2006).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영국병으로 불리는 심각한 경제 상황과 그것에 수반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소유권을 갖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사회 협동조합(community 
cooperative)’이 출현한 것이 그 기원이라는 것이다(안혜원⋅이민규, 2010, 이상엽⋅정건섭, 2011에서 재인용)”(김정섭, 2013b: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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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리 법인⋅비법인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법인

비영리
법인⋅비법인

계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4 (2.6%) 6 (3.9%) 138 (89.0%) 7 (4.5%) 155 (100.0%)

마을기업 육성 사업 21 (17.1%) 62 (50.4%) 20 (16.3%) 20 (16.3%) 123 (100.0%)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16 (25.8%) 33 (53.2%) 6 (9.7%) 7 (11.3%) 62 (100.0%)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101(50.5%) 21 (10.5%) 14 (7.0%) 64 (32.0%) 200 (100.0%)

자활기업 지원 사업 84 (57.1%) 5 (3.4%) 9 (6.1%) 49 (33.3%) 147 (100.0%)

계 226 (32.9%) 127(18.5%) 187 (27.2%) 147 (21.4%) 687 (100.0%)

<표 4> 조직 유형별 관련 정책 사업 분포(복수응답 허용) 

다. 설문 조사 대상이었던 608개의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법률적 형식을 11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3). 

이 조직들이 수직적 계통을 따라 구조화된 정부 정책 사업 

유형별로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4), 특

정 정책 사업에 관련된 조직이 특정한 법률적 형식에 일대일

로 상응하지는 않았다. 즉,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협동조

합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주식회사 

등의 영리 목적 회사법인인 것도 아니다. 단순히 법률적 혹은 

행정상의 잣대만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유형화할 수 없음

을 보여준다. 

마을기업이나 농촌 공동체회사 가운데에는 영농조합법인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

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

는 마을 단위의 기업”(행정자치부, 2013)이라고 정의된다. 농촌

에서 설립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농업 생산 혹은 농산물 가

공⋅유통을 주된 업종으로 할 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유리한 법인 형식이 영농조합법인이다. 마을기업 가운데 영농

조합법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그런 이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농촌 공동체회사 육성 사업은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아니다. 이미 운영되는 법인 또는 비법인 민간단체 가

운데 ‘공동체회사’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정하여 

통계에 포함시키고, 그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다. 종래에 농촌에서 주민들이 함께 법인 사업체를 조

직하는 가장 흔한 형식이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 공동체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인 것도 자

연스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중에는 영리

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법인(예: 주식회사)이나 영리를 목적

으로 설립했지만 법인이 아닌 사업체가 절반 이상이다. 정책 

지원 사업을 수혜 받지 않은 조직의 대부분(89.0%)은 협동조합

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에 특정하여 보조

금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협동

조합 기본법｣이 다른 종류의 정책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제정

되었기 때문에,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이 협동조합이라는 법률적 형식을 갖출 기회가 원래부터 

없었다.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이 두 종류의 조직에 대한 

지원은 각기 관련 법률에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떤 종류

의 법인이냐를 가리지 않고8)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확보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원하기 

때문에 협동조합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협동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법인’이 아닌 것들이 많다.

3.3. 조직 설립 목적과 실현 수단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실현하려는 ‘사회적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55.0%)

이다. 그 다음으로는 ‘농가 및 농업활동 보호와 지원’(13.5%), 
‘지역의 일반 주민 지원’(12.0%) 등의 순이다. ‘영리 법인⋅비

법인’ 집단과 ‘비영리 법인⋅비법인’ 집단에서는 ‘취약계층 지

원’이 최우선 설립 목적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현저하게 높다. 
이 두 집단에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법인의 경우 

최우선 설립 목적으로서 ‘취약계층 지원’ 못지않게 높은 빈도

로 ‘농가 및 농업활동 보호와 지원’도 부각된다. 영농조합법인

과 협동조합법인에서 ‘지역의 일반 주민 지원’과 ‘낙후지역 활

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이 다른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집단

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

으로 다수가 협동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 법률적 형식

과 약간 관련이 있는 듯하다. 협동조합법인에서 ‘사회적 경제 

8) 자활기업의 경우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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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리 

법인⋅비법인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법인

비영리
법인⋅비법인

계

취약계층 지원
157

(80.1%)
28

(28.3%)
49

(29.2%)
95

(70.4%)
329

(55.0%)

지역의 일반 주민 지원
13

(6.6%)
19

(19.2%)
25

(14.9%)
15

(11.1%)
72

(12.0%)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5

(2.6%)
6

(6.1%)
10

(6.0%)
1

(0.7%)
22

(3.7%)

농가 및 농업활동 보호와 지원
10

(5.1%)
29

(29.3%)
35

(20.8%)
7

(5.2%)
81

(13.5%)

환경⋅경관⋅전통문화 보전 및 활성화
5

(2.6%)
8

(8.1%)
22

(13.1%)
12

(8.9%)
47

(7.9%)

사회적 경제 조직⋅영세기업 지원 및 제도 개선
6

(3.1%)
9

(9.1%)
27

(16.1%)
5

(3.7%)
47

(7.9%)

계
196

(100.0%)
99

(100.0%)
168

(100.0%)
135

(100.0%)
598

(100.0%)

<표 5>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최우선 설립 목적

구 분
취약계층
지원

지역의 일반 
주민 지원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개발

농가 및 
농업활동 
보호⋅지원

환경⋅경관⋅
전통문화 보전 
및 활성화

사회적 경제 
조직⋅영세 
기업 지원 및 
제도 개선

계

일자리 제공
355

(36.2%) 
212

(27.9%) 
51

(24.2%) 
99

(22.9%) 
100 

(22.8%)
212

(23.8%) 
1,029
(27.7%) 

상품 및 서비스 
제공

166
(16.9%) 

137
(18.0%) 

30
(14.2%) 

43
(10.0%) 

53
(12.1%) 

141
(15.8%) 

570
(15.4%) 

현물 지원
75

(7.7%) 
43

(5.7%) 
10

(4.7%) 
22

(5.1%) 
25

(5.7%) 
56

(6.35) 
231

(6.2%) 

현금 지원
31

(3.2%) 
20

(2.6%) 
8

(3.8%) 
11

(2.5%) 
11

(2.5%) 
22

(2.5%) 
103

(2.8%) 

투자
7

(0.7%) 
9

(1.2%) 
2

(0.9%) 
2

(0.5%) 
4

(0.9%) 
13

(1.5%) 
37

(1.0%) 

금융서비스 연계 및 지원
8

(0.8%) 
8

(1.1%) 
3

(1.4%) 
0

(0.0%) 
2

(0.5%) 
11

(1.2%) 
32

(0.9%) 

교육⋅컨설팅⋅상담
60

(6.1%) 
52

(6.8%) 
23

(10.9%) 
26

(6.0%) 
53

(12.1%) 
79

(8.9%) 
293

(7.9%) 

인력⋅기술 지원
81

(8.3%) 
64

(8.4%) 
24

(11.4%) 
26

(6.0%) 
39

(8.9%) 
78

(8.8%) 
312

(8.4%) 

마케팅⋅홍보⋅판매 중개
47

(4.8%) 
56

(7.4%) 
18

(8.5%) 
44

(10.2%) 
40

(9.1%) 
86

(9.7%) 
291

(7.8%) 

영세 생산자 상품 수탁 
판매

51
(5.2%) 

60
(7.9%) 

16
(7.6%) 

72
(16.7%) 

37
(8.4%) 

65
(7.3%) 

301
(8.1%) 

영세 생산자 상품 
원자재로 구매

60
(6.1%) 

71
(9.3%) 

13
(6.2%) 

69
(16.0%) 

38
(8.7%) 

53
(5.9%) 

304
(8.2%) 

관련 제도 및 사회 환경 
혁신 활동

39 
(4.0%)

29
(3.8%) 

13
(6.2%) 

18
(4.2%) 

36
(8.2%) 

75
(8.4%) 

210
(5.7%) 

계
980

(100.0%) 
761

(100.0%) 
211

(100.0%) 
432 

(100.0%)
438

(100.0%) 
891

(100.0%) 
3,713

(100.0%) 

<표 6>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목적과 실현 수단(복수응답 허용)

조직⋅영세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최우선 목적으로 설립

했다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협

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과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이 되어 구성

한 연합회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사회

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 연결망 형성 및 연대 활동에 적합하다

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

는 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일자리 제공’(27.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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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리에 대한 자기 평가

가장 높은 빈도로 동원되는 수단이다. 그 다음으로 ‘상품 및 

서비스 제공’(15.4%), ‘영세 생산자 상품을 원자재로 구

매’(8.2%), ‘영세 생산자 상품 수탁 판매’(8.1%) 등의 순이었다.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각기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

하는 데 활용되는지 그 상대적인 활용 빈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 제공’이라는 수단은 전체적으로 여러 종

류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활용되는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수단으로 중요하다. ‘상품 및 서비스 제공’도 비교적 널

리 활용되는 수단이다.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

을 지원하는 데 잘 활용된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 

경제적 활동을 펼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형적인 행태다. 

‘현물 지원’, ‘현금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상대적으

로 많이 동원되는 수단이지만, 여러 종류의 활동 수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투자’, ‘금융서비스 연계 및 지원’은 지

역개발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중요한 수단일 터인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은 

현재로서는 아주 드물다. ‘교육⋅컨설팅⋅상담’은 지역개발, 

환경⋅경관⋅전통문화 보전 및 활성화, 사회적 경제 조직 지

원 등을 목적으로 할 때 조금 더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수단이

다. ‘마케팅⋅홍보⋅판매중개’, ‘영세 생산자 상품 수탁 판매’, 
‘영세 생산자 상품을 원자재로 구매’ 등은 농가 및 농업활동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이 조금 더 자주 활용하

는 수단이다. ‘영세 생산자 상품을 원자재로 구매’, ‘관련 제도 

및 사회환경 혁신 활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대 또는 

협동 양상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조사 대상 조직들 

가운데 그런 수단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최근에 급증했지만 그 연결망이나 공공 

부문과의 관계 측면에서 과제가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3.4. 조직 운영의 규범 지향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리로 꼽을 수 있는 13개 항목에 

관해 자기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5점 척도로 

평가한 항목 가운데 몇 가지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와 ‘경영에 있어 이익 극대화를 지양

한다’의 두 항목 점수가 약간 낮은 편이다. 경영수지상의 불안

정한 상황, 즉 이익(또는 잉여)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

황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시민(주민)이 주도하여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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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 표준편차 F Sig.
LSD 사후검정

마을 공동체 사회 자활 무관 2이상

마을기업 4.15 0.829

2.948 0.012

농촌 공동체회사 4.04 0.955

사회적 기업 4.01 1.003

자활기업 3.96 1.037

정책 사업과 무관 4.34 0.778 ** ***

2개 이상 사업 수혜 4.18 0.817

전체(N=599) 4.12 0.920

*:p<.05, **:p<.01, ***:p<.001

<표 8> 관련 지원 정책 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민주적 운영)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Sig.
LSD 사후검정

마을 공동체 사회 자활 무관 2이상

마을기업 3.89 1.037

17.873 0.000

농촌 공동체회사 3.96 0.999

사회적 기업 4.52 0.707 *** **

자활기업 4.42 0.885 *** *

정책 사업과 무관 3.67 1.158 *** ***

2개 이상 사업 수혜 4.49 0.685 *** * ***

전체 (N=603) 4.18 0.985

*:p<.05, **:p<.01, ***:p<.001

<표 9> 관련 지원 정책 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Sig.
LSD 사후검정

마을 공동체 사회 자활 무관 2이상

마을기업 3.87 1.110

12.094 0.000

농촌 공동체회사 3.88 1.076

사회적 기업 3.07 1.198 *** **

자활기업 3.26 1.240 *** *

정책 사업과 무관 3.99 1.146 *** ***

2개 이상 사업 수혜 3.55 1.119 ** **

전체(N=599) 3.53 1.221

*:p<.05, **:p<.01, ***:p<.001 

<표 7> 관련 지원 정책 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시민 주도 설립)

설립하였다’는 항목의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다. 자활기업 가

운데에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자활지원기관의 후견하에 소수의 인원으로 

자영업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가 있다. 사회적 기업 가운데에

도 지역사회 전체의 필요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

회적 목적을 의식한 기업가가 단독으로 창업한 경우가 있다. 
‘경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항목의 점

수가 가장 낮다. 이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조직들이 어떤 지원 정책 사업을 수혜 받고 있는가에 따라 

그 운영원리의 구체적 부분에서 강조점들이 차이가 난다. 사

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은 마을기업이나 농촌 공동체회사에 

비해 설립 과정에서 주민(시민)의 주도성이 현저하게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7). 정부 지원 정책을 수혜 받지 않은 

(아마도 협동조합이 주를 이룰) 사회적 경제 조직과 비교해도 

설립 과정에서 주민(시민) 주도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

을기업이나 농촌 공동체회사는 관련 정책 사업의 지침이 ‘주

민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업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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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사업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자활기업 지원 
사업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2개 이상 해당 계

농림축산 생산
32 11 16 4 19 15 97

(34.0%) (45.8%) (10.3%) (3.3%) (13.6%) (20.0%) (16.0%)

농림업 관련 산업
34 10 19 10 31 22 126

(36.2%) (41.7%) (12.3%) (8.3%) (22.1%) (29.3%) (20.7%)

농업 외 제조⋅도소매⋅광업
2 0 24 12 20 9 67

(2.1%) (0.0%) (15.5%) (10.0%) (14.3%) (12.0%) (11.0%)

운송⋅출판⋅숙박 등 편의서비스
10 0 13 11 19 5 58

(10.6%) (0.0%) (8.4%) (9.2%) (13.6%) (6.7%) (9.5%)

집수리 건축 환경
2 0 20 35 9 12 78

(2.1%) (0.0%) (12.9%) (29.2%) (6.4%) (16.0%) (12.8%)

의료 교육 문화서비스
11 1 49 20 27 7 115

(11.7%) (4.2%) (31.6%) (16.7%) (19.3%) (9.3%) (18.9%)

기  타
3 2 14 28 15 5 67

(3.2%) (8.3%) (9.0%) (23.3%) (10.7%) (6.7%) (11.0%)

계
94 24 155 120 140 75 6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1> 관련 지원 정책 사업별 매출 1순위 업종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Sig.
LSD 사후검정

마을 공동체 사회 자활 무관 2이상

마을기업 3.89 0.943

17.570 0.000

농촌 공동체회사 3.75 0.737

사회적 기업 4.58 0.684 *** ***

자활기업 4.33 0.882 *** ** *

정책 사업과 무관 3.69 1.229 *** ***

2개 이상 사업 수혜 4.36 0.782 *** ** ***

전체 (N=602) 4.16 0.985

*:p<.05, **:p<.01, ***:p<.001

<표 10> 관련 지원 정책 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제공)

다. 지원 정책 사업을 수혜 받은 경험이 없는 사회적 경제 조

직이 각종 사업 수혜를 받은 조직에 비해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표 8).
마을기업과 농촌 공동체회사는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에 

비할 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항목의 점수가 

낮았다.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은 정책 지원 사업을 수혜 받

은 경험이 없는 조직에 비해 그 점수가 높았다(표 9). 비슷하

게,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항목의 점수가 

마을기업이나, 농촌 공동체회사, 정책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경험이 없는 조직 등의 점수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표 10). 자

활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이에도 이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적 기업이 더 높다. 

3.5. 업종

마을 기업과 농촌 공동체회사 업종으로는 농림축산 생산

과 농림업 관련 산업이 많았다.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대상 

조직은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지만 타 유

형에 비해 업종 분포가 고르다. 자활기업 지원 사업 조직은 

집수리 건축 환경 업종에 가장 많다. 마을 기업 육성 사업 대

상과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의 경우, 마을기업 육성 사업 대상

자라고 응답한 조직과 농촌 공동체회사로 지정된 응답 조직

의 50%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앞 절의 결과와 연결하여 

볼 때 새로운 시사점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관련 결과에서는, 두 사업 

대상의 법률상 정의와 연결시켜볼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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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해당 정책 평균 표준편차 N 중위수

총자산

마을기업 육성 사업 278,780 741,133.9 78 80,500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627,441 1,027,659.1 14 302,090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528,655 1,109,451.3 106 150,000

자활기업 지원 사업 91,987 244,507.6 62 45,000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150,528 369,764.5 100 30,000

2개 이상 해당 315,008 457,530.9 46 200,000

전체 300,032 743,489.3 406 80,000

자기자본

마을기업 육성 사업 159,988 320,011.5 76 55,690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506,511 1,019,491.5 14 100,000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252,924 581,682.5 104 53,901

자활기업 지원 사업 61,896 138,408.6 56 20,000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75,928 145,468.6 98 25,000

2개 이상 해당 180,896 253,078.6 45 100,000

전체 164,381 409,672.4 393 50,000

부채

마을기업 육성 사업 98,643 492,588.7 75 0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120,930 260,776.4 14 32,500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276,504 705,187.7 104 24,250

자활기업 지원 사업 32,947 125,837.1 57 0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77,519 329,585.9 98 0

2개 이상 해당 140,623 237,007.4 45 50,000

전체 136,515 471,260.7 393 300

영업이익⋅잉여

마을기업 육성 사업 61,228 214,231.1 86 8,500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305,784 889,484.0 15 30,000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171,310 633,686.0 119 20,000

자활기업 지원 사업 89,807 467,360.6 74 10,000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124,938 549,612.2 93 0

2개 이상 해당 31,453 163,164.6 54 10,000

전체 113,836 497,979.4 441 8,000

<표 12> 관련 지원 정책 사업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영업이익⋅잉여

단위: 천 원, 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업종이 매출액이 높

은 분야다. 이는 법률 취지에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공동 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목표

로 하는 협동사회 경제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

이 농촌에서 필요한 집수리, 건축 환경 업종에서 매출을 창출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의미가 있으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해당 조직들이 매

출액 비중이 높은 해당 업종의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

다는 점이다. 

3.6. 재정

조사 대상 조직의 총자산 평균은 약 3억 원, 자기자본은 1

억 6000만 원, 부채는 1억 3000만 원, 영업이익⋅잉여는 1억 

1000만 원이다. 그러나 조직별로 편차가 심하고 규모가 큰 조

직이 중소 규모 조직에 비해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 중위수

는 평균보다 크게 낮다. 총자산, 자기자본 평균이 가장 낮은 

유형은 자활기업 지원 대상 조직이다. 그러나 중위수 기준으

로는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한 조직 유형이 가장 자산 규모가 

영세하고 자활기업에 비해 총자산 규모의 편차도 심하다.

총자산과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농촌 공동체회

사다. 설립 단계부터 별도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책 대상

이 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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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사업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자활기업 지원 
사업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2개 이상 해당 계

부채 비율 0%
46 6 30 33 65 13 193

(61.3%) (42.9%) (29.1%) (58.9%) (66.3%) (28.9%) (49.4%)

0<부채 비율≦100%
17 5 28 11 17 21 99

(22.7%) (35.7%) (27.2%) (19.6%) (17.3%) (46.7%) (25.3%)

부채 비율>100%
12 3 45 12 16 11 99

(16.0%) (21.4%) (43.7%) (21.4%) (16.3%) (24.4%) (25.3%)

계
75 14 103 56 98 45 3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4> 관련 정책 지원 사업별 부채 비율 분포

영리 법인⋅비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법인 비영리 법인⋅비법인 계

부채 비율=0%
44 40 73 36 193

(35.5%) (56.3%) (58.4%) (50.7%) (49.4%)

0<부채 비율≦100%
34 20 28 17 99

(27.4%) (28.2%) (22.4%) (23.9%) (25.3%)

부채 비율>100%
46 11 24 18 99

(37.1%) (15.5%) (19.2%) (25.4%) (25.3%)

계
124 71 125 71 391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9.900 p=0.003

<표 13> 조직 유형별 부채 비율 분포

영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듯하다. 평균 부채액은 사회적 기

업 지원 사업 조직에서 가장 크고 부채의 편차도 심한데, 비교

적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는 만큼 조직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

문일 것이다. 정책 사업과 무관한 조직의 영업이익⋅잉여 평

균은 1억 2000만 원으로 복수의 정책 사업에 속한 조직이나 

마을기업 육성 사업 대상, 자활기업 지원 사업을 받는 조직보

다 높지만, 절반 이상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하다고 응답한 조직의 89%가 협동조합법인인 만

큼, 이러한 조직은 대부분 협동조합일 것이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영리 법인⋅비법인에서 가장 

높다. 타 유형에서는 부채 비율 100% 이상인, 즉 부채액이 자

기자본보다 많은 조직의 비율이 15.5~25.4% 수준이었는데, 

영리 법인⋅비법인에서는 37.1%에 달한다. 부채가 없는 조직 

비율은 협동조합에서 가장 높은데(58.4%), 신생 조직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조직과 자활기업 지원 사업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리 법인⋅비법인이었다. 표 14에
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대상 조직에서 부

채 비율 100% 이상인 조직이 43.7%였다. 사회적 목적이 명확

한 조직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조직의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일수록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적 목적

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조직의 주된 재원은 상품⋅서비스 판매 수익이다

(63.3%). 특히 농림업에 특화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상

품⋅서비스 판매 수익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비율이 평균 

76.1%로 타 유형에 비해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 위탁⋅대행 수익이 12.6%로 

높은데, 영리 법인⋅비법인에서 이 비율이 21.4%로 타 유형에 

비해 높다. 정책 사업별 조달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활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업 위탁⋅대행 수익 재원의 비

율이 각각 25%, 15.6%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활기업이 국가

나 지자체 실시 사업을 우선 위탁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

이다.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세 번째의 주 재원조달 수단이

며 평균 11.9%의 재원이 이에 해당된다. 비영리 법인⋅비법인

은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7%
로 영리 법인⋅비법인(9.7%)과 협동조합(9.6%)에 비해 높다. 

정책 사업 대상 유형별로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2개 이

상 사업에 해당되는 조직이 자활기업이나 정책 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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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서비스 판매 
수익

사업 
위탁⋅대행 

수익

금융기관의 
융자⋅대출

정부⋅지자체 
보조금

민간 기부금
관련 기관의 
투⋅융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지원

일반 기업 
지원

금융소득 기타

마을기업 육성 사업(N=92) 74.5 3.1 2.3 15.2 0.9 0.3 0.1 0.5 0.0 3.0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N=24) 80.9 2.5 2.1 7.7 1.9 0.0 0.0 0.0 0.0 5.0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N=154) 56.5 15.6 1.9 15.9 1.1 0.7 1.1 0.2 0.8 6.2 

자활기업 지원 사업(N=120) 59.9 25.0 1.0 7.3 1.3 0.5 1.8 0.3 0.1 2.8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N=140) 62.8 8.0 1.7 8.0 1.6 0.9 0.3 2.4 0.2 14.0 

정책 사업 2개 이상 수혜(N=75) 64.1 10.0 1.4 15.8 1.5 0.4 0.1 0.3 0.5 5.9 

전체(N=605) 63.3 12.6 1.7 11.9 1.3 0.6 0.7 0.8 0.3 6.8 

<표 16> 관련 정책 지원 사업별 재원 조달 비중

단위: %

　
상품⋅
서비스 

판매 수익

사업 
위탁⋅대
행 수익

금융기관의 
융자⋅대출

정부⋅지자
체 보조금

민간 
기부금

관련 
기관의 
투⋅융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지원

일반 기업 
지원

금융소득 기타

영리 법인⋅비법인(N=198) 59.9 21.4 1.3 9.7 1.5 0.8 0.7 0.1 0.2 4.3 

영농조합법인(N=100) 76.1 3.3 2.3 12.6 0.4 0.1 0.1 0.1 0.1 5.0 

협동조합법인(N=173) 64.0 7.8 2.1 9.6 1.4 0.9 0.2 2.3 0.2 11.5 

비영리 법인⋅비법인(N=134) 57.9 12.8 1.2 17.7 1.4 0.2 2.0 0.4 0.7 5.6 

전체(N=605) 63.3 12.6 1.7 11.9 1.3 0.6 0.7 0.8 0.3 6.8 

<표 15> 법률적 형식별 재원 조달 비중

단위: %

<그림 3>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단위: % 

되지 않는 조직에 비해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활

용하는 비율이 높다. 자활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직접 보조금보다는 위탁⋅대행 수익의 비중이 높다. 부채 비

율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업 위탁⋅대행 수익

과 보조금 재원의 비중이 타 유형보다 다소 높다. 농촌 공동체

회사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또한 타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지

만,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체 재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비영리 법인⋅비법인은 영

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법인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지원

금의 비율이 높다.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일반 기업 지원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협동조

합에서 유의하게 높은데, 일반 기업 지원을 받는 7개소 가운

데 4개소가 50% 이상을 일반 기업 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

기 때문이다. 

한편, 영업이익⋅잉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

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체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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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리 

법인⋅비법인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법인

비영리
법인⋅비법인

전체

연대 기구에 가입함
110

(55.6%)
58

(57.4%)
78

(45.1%)
69

(50.7%)
315

(51.8%)

연대 기구에 가입하지 않음
88

(44.4%)
43

(42.6%)
95

(54.9%)
67

(49.3%)
293

(48.2%)

<표 17> 법률적 형식별 연대 기구 가입 여부

구 분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정책 사업과

무관
2개 이상
사업 수혜

전체

연대 기구에 가입함
57

(60.6%)
8

(33.3%)
103

(66.5%)
36

(30.0%)
52

(37.1%)
59

(78.7%)
315

(51.8%)

연대 기구에 가입하지 않음
37

(39.4%)
16

(66.7%)
52

(33.5%)
84

(70.0%)
88

(62.9%)
16

(21.35)
293

(48.2%)

χ2=76.117, p<0.001

<표 18> 관련 지원 정책 사업별 연대 기구 가입 여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조사 대상 조직들은 사업 

재투자에 영업이익⋅잉여의 45.2%를 사용하고 직원 인센티브

에 15.2%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환원에 사용되는 

비율은 12.5%이며, 이는 일반 기업보다는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으나, 충분히 높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 조

직 지원에 사용되는 비율은 2.3%로 비교적 낮아, 적어도 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타 조직과의 연대⋅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3.7.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대와 협력

‘협동’ 또는 ‘연대’라는 언표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핵심 작

동 원리를 표현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내용으로 협

동하고 연대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농촌에서 사회적 경

제의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체중심 연결망 분석(egocentric 
network analysis) 결과를 정리한다.

조사 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유사한 종류의 조직이 

모인 협의체 또는 연합회 등 ‘연대 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

는 조직과 미가입 조직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표 17). 608개 

중 연대 기구에 가입한 조직은 315개(51.8%)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협동조합법인의 경우 연대 기구에 가

입한 조직보다 그렇지 않은 조직의 수가 조금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 내 신규 조직이 설립될 때 협동조합의 연합회 등 연

대 기구가 다층위에서 지원하고 그 결과 신규 사회적 경제 조

직은 자연스럽게 연대 기구에 소속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농촌

에서의 연대 기구 가입률은 그 같은 외국의 사례에 비해 연대 

기구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편,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의 연대 기구 가입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지만, 관련된 정

책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한 조직 유형 간의 연대 기구 

가입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표 18).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경우 각기 ‘한국마을기업협회’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라는 연대 기구가 존재한다. 각각 

해당 정책 지원 사업을 수혜 조직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

직이며,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마

을기업)나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와의 협조 관계 제도화 과

정과 관련이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 전국 수준에서는 중앙자

활센터가 있고 그 우산조직으로 14개의 광역자활센터와 247

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조직되어 있다. ‘자활센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 기구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자활

기업 사이의 교류 및 협력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활

기업들이 상향식으로 참여한 연대 기구라 보기는 어렵다. 농
촌 공동체회사는 정책 지원 사업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조

직을 설립하게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의 법률적 형식

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의한 ‘농촌 공

동체회사’의 특징에 맞는 조직이라고 확인될 경우 ‘농촌 공동

체회사’라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이 실행된다. 지정

된 농촌 공동체회사 가운데 극히 일부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의 특정한 지원 정책 사업이 여러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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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연대 기구 참여 여부
전체

(N=608)
χ2가입

(N=315)
미가입
(N=293)

(1) 원료⋅중간재 구매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105

(33.3%)
40

(13.7%)
145

(23.8%)
32.4

***

(2) 서비스 및 제품⋅원료 판매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122

(38.7%)
51

(17.4%)
173

(28.5%)
33.9

***

(3)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119

(37.8%)
48

(16.4%)
167

(27.5%)
34.9

***

(4) 자금 지원 및 동원(기부 포함)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109

(34.6%)
41

(14.0%)
150

(24.7%)
34.7

***

(5) 현물 지원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100

(31.7%)
40

(13.7%)
140

(23.0%)
28.0

***

(6) 기술 및 정보 지원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138

(43.8%)
52

(17.7%)
190

(31.3%)
48.0

***

***: p<.001

<표 19> 타 조직과의 협력 관계 여부 교차 비교(연대 기구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걸쳐 추진될 때 그 수혜를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회’ 

등을 조직하여 정부 부처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려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처럼 정책 사업 계통에 따라 형성

된 연대 기구는 그 자체로 지역 수준에서 설립된 다양한 형식

의 사회적 경제 조직 연대 기구로 자리 잡기가 어렵다. 멤버십

(membership), 즉 연대 기구에 소속될 자격 자체가 처음부터 

제약되기 때문이다. 

연대 기구에 가입한 조직이 실제로 경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직과 협력하고 있는지 여부는, 연대 기구가 협력⋅연대의 

원칙을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하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간접

적인 지표다. 세부 활동 6개 항목 모두에서 연대 기구에 속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각 항목별로 다른 조직과 협력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빈도

는 최저 23.0%에서 최고 31.3% 수준이었다. 앞에서 연대 기구

에 가입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율이 51.8%라는 점과 비교하

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즉,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각종 협의회 등 연대 기구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다른 조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경우는 그보다 못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목별로 협력관

계 여부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술 및 정보 지원’과 관련된 협

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31.3%로 다른 항목보다 가장 높았

다. ‘자금’이나 ‘현물 지원’과 관련된 협력 관계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 연대 기구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사이에 ‘타 조직과의 협력 관계 여부’의 빈도는 모든 항

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미흡하나마 연대 기구의 활동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을 촉진한 결과인지, 아니면 타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 조직들이 성향상 

연대 기구에 더 많이 참여한 결과인지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 기구가 추진하는 활동이 조

직들 간의 실질적인 경영상의 협력 관계를 뒷받침해야 하리

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4. 결  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중첩되는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공적⋅사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계층이 농촌 

지역사회에 늘어나고 있다. 즉,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농촌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고 경제활동

을 조직하는 자조적 실천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관심을 끌

고 있다. 

오래 전부터 농촌에 있던 농협, 신협, 수협, 생협 등의 협동

조합을 제외하고도,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종류의 제도적 

기반을 갖고 출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대략 2,500~3,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 지역의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들

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4만 5,000명~5만 5,000명 정도

일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업 종사자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취

업자 수가 약 400만 명을 조금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 

지역 고용의 1.1~1.4% 정도를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감당

하는 셈이다. 여기에 종래의 농협이나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 

조직 종사자 수까지 고려하면, 고용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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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낮은 비율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양한 법률적 형식을 지

닌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
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조직의 절

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생겨났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

율을 고려할 때, 농촌에서 더 활발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즉 해결해야 할 지

역사회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된 것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단순한 시장경제 조직

이 아니라 일정한 규범적 지향을 품고 움직이는데, 여러 가치 

지향 가운데 ‘지역사회 주민의 주도성과 참여’, 그리고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실현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는데, 농업 생산 및 농

업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농촌이라

는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조사 대상 조직들의 총자산 

평균은 약 3억 원, 자기자본은 1억 6000만 원, 부채는 1억 3000
만 원, 영업이익⋅잉여는 1억 1000만 원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것에서부터 영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는 아주 크다. 

절반 정도는 부채가 없는 상태고,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

은 조직이 전체의 1/4정도이다.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처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입이다. 평균 63.3%의 비중을 차지한

다. 공공 부문의 사업 위탁이나 대행을 통해 얻는 수입도 전체 

재원의 12.6%를 차지한다.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다. 

이익이나 잉여의 45% 이상을 재투자하고 있으며 사회 환원에 

사용하는 비율이 12.5%였다. 평균적으로 사업체당 18.3명을 

고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영세한 규모라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초기 단계라 평가할 수 있다. 

경영 지표상으로도 리스크가 크고 영세한 경우가 많다. 사회

적 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 공공 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

와의 거버넌스가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의 심화와 확장에 중

요한 과제로 노정되고 있으나 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사회

적 경제 조직의 연결망 안에서 협력 활동은 다각도로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조직 간의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거래나 사회

적 금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

로 도움이 되는 협력 활동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촌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례 등의 법제를 정

비하여 사회적 경제 부문과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

초를 마련한 곳이 불과 10% 남짓이다. 조례 제정 등의 법제 

정비 현황이 미흡한 데다, 실제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거버넌

스가 형성된 곳을 꼽기는 더욱 어렵다. 사회적 경제 부문의 

실천이 때로는 공공 부문이 수행해야 할 정책을 대리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농촌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와 사회적 경제 부문의 협력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다. 거버

넌스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을 돕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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