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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나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미션으로 삼는 행위자 형태는 갈수

록 다양해지며, 업무위탁, 권한부여, 재정지원, 바우처제도 등 민관협력의 형태 또한 복

잡하게 얽히면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계(social ecosystem)라는 관점에

서 정부-기업-시민섹터의 융합적 영역에 존재하는 각종 행위자나 사업 유형을 포괄적

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조사를 통해 융합적 영역

에 관한 몇 가지 특징과 경향을 도출하여, 사회생태계적 변화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함

의를 제시한다. 첫째, 봉사활동이나 생활체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융합적 영역자체가 단

체나 시민의 정책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분야에서 사업운영의 수면 하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

의 조직·사업은 사회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데 한계와 가능성의 양적 측면을 내

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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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기업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나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미션으

로 삼는 행위자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며, 업무위탁, 권한부여, 재정지원, 바우처 제도 

등 민관협력의 형태 또한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

적 가치창출을 둘러싼 복합적 실태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특히 사회생태계(social 

ecosystem)라는 관점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의 융합적 영역에 존재하는 각종 행위자나 

사업 유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연구의 현

실적 및 이론적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관련 법인제도와 서비스 방식에 관한 제도나 사업의 다

양화다. 2000년에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롯해 자활공동체 지원사업(2000년 

시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6년 시행),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2006년 시작), 사회적

기업 육성법(2007년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 시행) 등이 그것이다. 이 결과 역동적

인 정치과정이 나타남과 동시에 유사한 지원사업의 난립이나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의 혼란 등 문제도 노출했다. 보다 역동적인 움직임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강원

도 원주는 의료, 노인복지, 육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며 기존의 시

민단체, 정부,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협동조합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충남 공주는 

2007년에 ‘주민·관·학·기업·NGO가 함께하는 유구천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는 섹터 간 모범적 협동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민관협력포럼 2013). 그 결과 지방행정이

나 서비스 활동의 현장에서는 정책 의제나 사업에 관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포괄적 실태 파

악이나 발굴 작업, 그들의 상호 연계성이나 지원체계의 개선에 대한 욕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1)

  1) 2012년에 개최된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in 충남’이나 2013년에 설립된 서울사회적경제센터
를 비롯하여 전국의 다수 지자체에서 지역시민사회나 사회적경제의 포괄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센터나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며, 네트워킹이나 지역자원조사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각종 비영리법인의 실태에 대한 포괄적 연구(오영호 외 2011)나 
서울에 소재하는 다양한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에 대한 연구(신경희 2011) 등에서도 포괄적 관
점에 의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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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도나 사업의 복합성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퍼즐도 야기한다. 법인제도나 민관

협력 방식의 분화나 통합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며, 이러한 제도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동안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해서 시민섹터가 주목을 받아 

왔는데, 비정부, 비영리라는 그 핵심적 개념정의에 관해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가? 이에 따라 기존의 정부-기업-시민의 섹터 구분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생기는가? 이

러한 퍼즐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의 현실에서 섹터 간의 복합적 관계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며 어떠한 경향이나 내부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특히 이와 같은 현실적 데이터의 수집과 기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통해 제도적 및 이론적 문제에 대한 함의를 간략하게 고찰하기로 한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생태계 관점과 섹터 간 융합성에 관한  

담론 그리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요약하며 본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가치창출에 관한 

목적과 수단을 기준으로 관련 행위자·사업을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조직·시설 규모, 사

업의 재정 규모, 시민들의 참여·동원 규모의 세 가지 측면으로 이 영역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독특한 시각이다. 둘째, 이 틀에 따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관련 행위자·사

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부록]). 셋째, 각 조사 항목의 규모와 성장률을 비교

함으로써 융합적 영역의 내부적 특징과 변화의 경향을 도출한다. 동시에 각 특징들이 사회

생태계를 둘러싼 제도적 및 이론적 문제 즉, 앞서 언급한 제도 디자인의 분화·통합 문제

나 시민섹터 개념의 재정립 문제 등에 관해서 주는 시사점을 고찰함으로써 결론 짓는다.

II. 사회생태계의 관점과 융합적 영역에 대한 분석 틀

1. 생태계적 관점과 섹터 간 융합성의 내용

사회적 가치창출을 둘러싼 복합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9, 13-14)는 앞으로 10년

에서 2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2) UN은 

  2) 이 근거로 OECD(2009, 13-14)는 사회적기업의 1)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2) 시장 및 정부
섹터와 건전한 협력을 주도할 능력, 3)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
어낼 능력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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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국제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해 각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법제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 시민이나 단체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행위자를 연

계시켜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혁신이나 사회기업가정신에 관한 책은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다(Bornstein 2007; Elkington and Hartigan 2008; Schuwartz 2012). 이러한 

맥락에서 가치의 창출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 혹은 운영하기 위해 섹터 간의 유기적 연계

에 착목한 생태계적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자연환경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생태계란 ‘생물집단과 무생물적 환경을 합쳐서 하나

의 기능으로 만드는 계’를 말하며, 기후나 토양 같은 무기적 환경과 생산자(녹색식물 등), 

소비자(동물 등), 분해자(미생물, 균 등)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일정 범위 안에서 물질순

환, 에너지의 흐름, 먹이사슬과 같은 동태가 일어나는 포괄적인 생명 유지체계를 의미한다

(권재혁 외 2012, 51). 이러한 체계적 특징을 인간환경(man-made environment) 혹은 조직

사회(society of organizations)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체계의 내부적 동태를 관찰하려는 시

도가 사회생태계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Drucker 1993, 441-457).4) 

국내에서도 최근 산업 생태계나 자본주의 생태계,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관점 혹은 섹

터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정책 주제나 조직 혹은 지역사

회에 초점을 제한하여 관련 주체들의 역동적 관계나 시너지 효과를 규명한 창의적 사례연

구(오수길 2006; 은재호·오수길 2009; 은재호·양현모 2009; 강문수 2011; 김의영 2012; 

양세훈 2012; 행정안전부 2012)나 섹터 간 융합성에 유의하면서 특정 사회 분야나 지역사

회와 관련된 행위자 동태를 파악하려는 실태조사(김혜원 외 2009; 노대명 외 2010; 김혜

  3) 해외에서는 주체들의 역동적 관계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의 창출·경쟁과정과 제도화 과정의 순환구조에서 각종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
는 ‘사회변혁의 소용돌이’(vortex of social change) 모델(Goldsmith 2010)이나, 사업 아이디어
나 에너지의 해방, 재조직, 개발, 보존의 연속과정을 설명하는 ‘적응사이클’(adoptive cycle) 모델
(Westley et al. 2007), 중심적 주체와 지원자, 경쟁자, 협력자, 관리자 등 역할관계로 사업의 흐름
의 설명하는 모델(Bloom and Dees 2008; Cheng 2010) 등이다.

  4)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태계는 생태사회론이나 환경사회학의 입장 즉, 자연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위기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시각과는 다르다. 드러커(Drucker 1993) 또한 그
의 사회생태학을 특히 토크빌(Tocqueville)에 유래하고 제도경제학과도 유사한 독특한 학문분
야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 시각은 분권화·다양화된 사회 조직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가치창출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공유하기도 한다(Bookchin 1989; 
Holling 2001; 구도완 2010).



  한국 사회생태계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 간 융합적 영역   125

연·강현민 2010; 신경희 2011; 오영호 외 2011)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는 특정 분야나 지역사회에 초점을 제한함으로써 역동성의 도출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사

회서비스 전달체계에 관여하는 각종 행위자나 사업의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포착하여 각 

구성요소 혹은 분석적 시각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이론 연구나 실태조사는 아직 미

흡한 상황이다.

사회생태계가 ‘새로운’ 관점으로 부각된 이론적 배경으로서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섹터 융합성에 관한 기존 시민섹터 이론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

양한 대안 이론들이 최근 등장한 것이다. 기존 이론으로서는 살라몬(Salamon 1994)의 연

구로 대표되는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성장과 그들이 정부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신하는 이른바 제3자 정부(third party government)에 주목하는 담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협동조합이나 공제회, 결사체, 재단 등 행위자가 만드는 대안적 

경제질서에 주목하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담론, 그리고 공론장(public sphere)이

나 공공영역에서 시민단체, 비정부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직능단체, 

동아리들이 가지는 여론형성능력이나 현장지식의 수월성에 주목하는 이른바 결사체 민주

주의 담론(associational democracy) 등이 있다. 이러한 담론을 기반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섹터’를 구별하는 이론이나 제도가 발전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섹터 간’의 영역이 저

평가되는 맹점 즉, 사회적 가치창출체계의 현실적 융합성이나 유동성, 복합적 상호작용을 

유의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5) 이 맥락에서 섹터 간 경계선상에 존재하

는 행위주체들(intermediaries)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Defourny and Pestoff 2008, 7; 

Bornstein and Davis 2010, 126),6) 다음과 같이 기존 이론의 전제 조건을 재해석하는 방향

으로 섹터 간 융합성에 착목한 대안적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첫째, 영리-비영리의 융합이다. 서비스 활동의 다양화로 인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비영리(non-profit) 활동과 이윤목적(for-profit) 활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며 새로운 이익

  5) 섹터 구분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주성수(2004, 115-140); 노대명 외(2010, 23-46); 박상필
(2011, 87-93. 118-125) 참조.

  6) 사회적경제의 주요 학자인 드푸르니와 페스토프(Defourny and Pestoff 2008, 4-7)는 정부-비정
부, 영리-비영리, 공식-비공식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공적부문, 시장부문, 공동체부문으로 사회
를 구분하여 중간영역(intermediate area)을 제3섹터로 이해한다. 이 영역에는 결사체, 협동조합,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간지원시책이나 기타 공공정책, 복권선업, 레저활동 등 다양한 
행위유형(initiatives)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담론에서는 이해 차이에 따라 일부 정부정
책이나 선업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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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fit)과 같은 개념이 등장했다. 만성적인 자금난 문제를 안고 있던 NGO와 NPO가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하거나 영리 기업이 CSR을 강화하거나 독립적 재단을 설립하는 움

직임,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마을기업 등이 참신한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고용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혼합적으로 추구하는 동향이 대표적이다. 경영학에

서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혼합적 가치사슬(HVC: Hybrid Value Chains) 등은 모두 금전적 기부 중심

인 CSR을 넘어 기업이 본사업을 직접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사회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기

업-정부-시민섹터 간에 Win-Win-Win 관계가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Gates 

2008; Drayton and Budinich 2010; Porter and Kramer 2011).

둘째, 정부-비정부의 융합이다.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분권화나 다양화가 심화

되면서 지역차원에서 민간위탁, 민간지원, 민간투자 등 지자체와 시민섹터 간에 보다 긴밀

한 협동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결과 지역재단이나 ‘OO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혹은 지역적 허브 조직이 설립되거나 그 역량이 강화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율적 활

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비정부 혹은 정부와 제3자 정부를 획일적으로 구별하기 어

려워지며, 기존의 정치적 권한이나 위계질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7) 이 맥락에

서 파트너십이나 리더십, 공공성 개념 등을 재조명하는 대안적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다.8)

셋째, 서비스-애드보커시 활동의 융합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2개 NPO를 비

교한 연구(Crutchfield and Grant 2012)는 그들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정책활동(의견표출)

과 현장활동(서비스)를 연계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스타인과 데이비스(Bornstein 

and Davis 2010, 34-41) 또한 섹터 간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사회혁신의 특징으로서 기존 

NGO나 시민단체의 운동주의(activism)와 달리 과격한 시위나 대규모 동원전략보다 현장

에 밀착한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면서 대안적 정책의 유효성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 

  7) 정부-NGO 관계에 대한 자세한 유형화가 있지만 NGO 및 정부 사업의 성격자체가 갈수록 다양
화, 개별화됨에 따라 행위자 차원의 획일적 유형화를 현실에 적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NGO-정부관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주성수(2004, 148-160)와 박상필(2011, 320-325) 참
조.

  8) 예를 들어 신공공리더십(new public leadership)이나 공공가치창출에 관한 이론이다(Morse and 
Buss 2007; Benington 2011). 모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동이나 네
트워크에 의한 공공성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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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한다. 서비스냐 애드보커시냐와 같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시민-정부섹터 간 관계

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학습, 지식 전파, 시행착오 등의 심층적 측면에 착안하면

서 공공정책 형성·집행·개선과정의 현실적 사이클을 포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2. 융합적 영역에 대한 분석적 개념정의와 연구 설계 

위에서 논의한 사회생태계 및 섹터 분류에 관한 기본 조건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정부-기

업-시민섹터 간 융합적 영역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의 범위로서 ‘사회서비스’ 혹은 이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

위자 및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9) 다음으로 ‘융합적 영역’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의 이론

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가치와 기타 가치를 혼합적

으로 추구하거나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재정, 시설, 인력 등 면에서 공적 및 사적 자원을 

혼합적으로 이용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섹터와 관련된 각종 행위양식의 집합’이다.10) 이는 

다양한 행태의 행위자·사업의 유형을 목적과 수단이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분류함으로써 

최대한 포괄적 및 체계적으로 포착하려는 분석적 의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조사항목은 

‘목적 융합형’과 ‘수단 융합형’, 그리고 이러한 분류기준에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는 기타형

으로 분류한다.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세부유형을 해설하면 <그림 1>과 <표 1> 및 

다음과 같으며, 법적 개념이나 통계상의 구체적 구분은 각주로 정리한다.

첫째, 목적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생태계에서 각종 생산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주로 경

  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며 사회서비스의 일반적 목적으로 이
해한다. 사회서비스 개념은 사회보장법기본법(제3조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
스 개념에 관한 자세한 정리는 정무성 외(2011, 23-29) 참조.

10) 행위자 고유의 성격(공식적 정부나 영리 기업 등)이 아닌 행위의 성격(융합적 또는 비융합적)에 
착목한다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섹터(혹은 출신지)와 영역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한다. 융합적 
행위양식이란 출신 섹터를 불구하고 내부적 동기나 현실적 상황, 제도나 사회구조 등으로 인해 
형성되며 다른 섹터와 연계되는 행위유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행위양식의 경향 또한 사회구조
나 제도의 현실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128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2013)

- 9 -

기업섹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개인사업자

       -기업연합체

          -기업협회 등

시민섹터

               -시민단체

             -사교모임

          -종교모임

          -단체연합체 등

융합적 영역

 목적 융합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 CSR 사업, 기업재단 등

 수단 융합형

     -공공기관(일부), 각종 법인, 

     -각종 민관협력 사업 및 정책 사업

     -각종 서비스 시설 및 지원 센터 등

 기타

     -정부위원회 및 정부기금 사업(일부)

-     정보매체, 공익광고 사업 등

정부섹터

   -정부기관(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일부) 및 정부 간 기관

다. 이는 지난 두 정권의 출범과 종료 시점이며 최근의 동향을 적절하게 나타냄과 동시에 

정권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는 1차 통계자료, 백서, 회계자료

(참고문헌 2) 통계자료 참조) 등을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조사로 보완한다. 마지막

으로 분석의 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다. 우선 2012년을 기준으로 각 행위자․사업 규모를 상

호 비교함으로서 융합적 영역의 내부적 특징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2003년-2012년의 성장

률을 비교함으로서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특징을 도출한다.

 <그림 1> 융합적 영역에 대한 분석적 개념정의: 섹터 간 관련성

<그림 1> 융합적 영역에 대한 분석적 개념정의: 섹터 간 관련성

<표 1> 융합적 영역에 대한 분석적 개념정의: 주요 조직과 사업의 세부 유형 

미션 융합성의 발생 경로 조직 및 사업 유형 세부 유형 (일부 중복)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 융합형
(사회적 가치와 경제
적 가치를 혼합적으
로 추구하는 사회경
제적 조직과 사업)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부처형사회적기업, 예비사
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 법정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 각종 노동조합

기업 사회공헌 사업 기업 CSR 사업, 기업재단 등

수단 융합형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재정, 시설, 인
력 등의 면에서 공적 
및 사적 자원을 혼
합적으로 이용하는 
조직과 사업)

공공기관(일부) 사회분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
관, 지방 공기업, 공단, 제3섹터 등 

민관협력 사업 및 각종 
정책 사업

민간위탁, 민간투자, 민간지원, 행정권한부
여, 바우처사업 등

각종 서비스 시설 및 지
원 센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고용센터, 각
종 사회복지시설, 문화·의료시설 등

각종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법지법인, 학교법
인, 전문예술법인, 의료법인 등

기타 정부위원회 및 정부기금 
사업(일부)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지방정부위원
회, 정부기금에 의한 민간지원사업 등

각종 정보매체와  광고
사업 등

언론사, 신문·잡지, 공익광고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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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가치(조직자체의 수익 등)와 사회적 가치(공동체의 이익 등)로 양분되는 경향에 기인

한다. 이 상황에서 영리와 비영리사업을 혼합적으로 추진하거나 사회적 가치창출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이익배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양식이 목적 융합형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행위자·사업유형으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11) 협동조합,12) 노동조

합, 기업재단과 기업 CSR 사업13)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조직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와 시민섹터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로 간주되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에 따라 융합적 행위양식이 생긴다. 정부섹터가 민간자

원을 활용하거나 시민섹터가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단의 내용에는 다양

한 종류가 존재한다. 재정적 자원, 인력이나 시설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 그리고 권한, 자

격, 지위 등 법적 도구 등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이나 사업에 관해서는 그 분야

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다음 부처만을 조사 대

상으로 한다. 즉, 환경분야(환경부, 산림청), 교육·문화분야(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분야(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분류한다. 수단 융합형의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

율성을 가지며 사업을 실시하는 일부 중앙 공공기관14) 및 지방 공기업의 재정이다.15) 이들

11) 현행 정책체계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 각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이외의 다른 중앙정부부처가 인증하는 부처형 사회적기
업으로 나뉜다. 예비 및 부처형사회적기업에는 마을기업도 포함된다.

12) 개별법에 따른 8개 법정조직(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
마을금고, 생활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존재하며 2012년에 시행된 협
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조직 중 
규모가 큰 4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13) 이 유형에 관한 가장 포괄적 지표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는 『기업·기업재단 사회
공헌백서』를 활용한다. 국내 주요 기업(202~222개사)의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액(기부액 및 직접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과 주요 기업재단(64~75개)의 분야별 사회공헌 사업비가 조사되고 있다. 

14) 2012년 시점에서 총 286개의 공공기관 중 사회 서비스과 관련된 137개 기관의 연도별 사업비(고
유사업 및 기금사업)를 조사한다. 주요 분야는 환경분야(10개 기관), 교육·문화분야(81개 기
관), 사회복지분야(46개 기관)로 분류한다. 연금·보험과 관련된 정책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자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제외하며 병원기관은 사회복지분
야로 분류한다.

15) 지방 공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412개가 존재하며 정부출자비율이 100%인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 197개, 공영개발 33개, 지역개발기금 16개)과 지방공단(79개), 50~100%인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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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의 출연·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식, 조직구조에 있어 제

한적이지만 자율성을 가지면서 시민·기업섹터와 협력한다. 또한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

에 융합적 영역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2) 사회서비스의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설립·운영 면에서 민간자원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주요 시설과 센터의 조직 및 시민동원 규모이다.16) 3)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에 해당

되는 정부 재정 및 사업이다.17) 재정은 구체적으로 민간투자,18) 민간위탁 및 민간지원19) 사

업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민간지원은 정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상의 세출항목을 지표로 활

용한다. 개별 정책에서 실시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대부분 이에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정책 사

사(도시철도 7개, 도시개발 16개, 기타 31개), 50% 미만인 제3섹터(33개)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사업의 성격 및 통계상의 이유로 도시철도, 도시개발, 제3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대상으
로 한다.

16) 일반적 행정 및 통계상의 구분에 따라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주민회관, 자치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
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아시설, 결핵 및 한센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노
인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문예회
관, 문화원,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교육시설(각종·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 사설학원, 독서실)이다.

17) 민관협력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의가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 유형화를 위한 행
정적 이해 즉, ‘정부와 민간 간의 계약행위의 일체’라는 기능적 관점에 입각한다. 민관협력의 유
형구분은 강문수(2011, 42-53) 참조. 최근에는 정부가 감독·관리의 역할을 하는 바우처사업과 
같은 혼합적 유형도 등장했다.

18) 민간위탁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의 건
설·운영을 위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과 학교, 복지·의료시설, 환경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분류된다. 본 연
구에서는 BTL의 전체 민간투자비와 민간투자법(제2조)의 분류에 따른 교육분야(학교시설), 문
화분야(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등), 복지분야(노인의료복지시설 등), 환경분야(하수
도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19) 두 유형은 개별적 성격에 따라 재정상 다양한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
기 어렵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지표로서 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
자본보조의 연도별 결산액을 이용하여 주요 분야별 실태를 조사한다. 지자체의 경우 민간지원
과 위탁을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에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의 결산액을 민간위탁
으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의 합산 결산
액을 민간지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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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있다. 등록·인증 단체와 같은 조직 및 시민동원 규모에 관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운영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관련 기본법이나 진흥법에 근거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공익적 활동에 관한 지원정책이나 기회, 권한, 자격의 부여, 사업의 위탁 

등과 관련된다. 4)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 등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인증된 각종 법인의 

규모이다.20) 이들은 융합성에 관해서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와 

달리 위에 열거된 정부사업이나 시설의 설립·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라는 점에

서 융합적 영역의 중요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분류의 유의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복성의 문제이다. 이 분류에서는 동일 단

체나 개인, 재원이 복수의 항목에 등장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섹터 간 융합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별 단체가 중복 등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활발한 중복적 활동을 통해 융합성이 심화되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둘째, ‘기타형’의 문제이다. 이 분류방식에 명확히 해당되지는 않는 융합

적 행위양식이 있다. 1) 중앙 및 지방의 정부위원회와 정부기금 사업이다. 자문위원이나 위

촉위원의 설치 혹은 기금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은 수단 융합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이 대부분은 개별 정부부처의 정책 사업이나 민관협력사업 등과 중복된다. 2) 언론·신

문·잡지 등 정보매체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행위양식이다. 이는 정보라는 자원을 활용해 

각 섹터를 연결한다. 이러한 기타 행위양식을 적절하게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이

고 복합적인 분석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정보의 발생과 유

통구조나 위원회와 정부부처의 관계 등은 상당히 복합적이며 다른 행위자들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조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행위자·사업의 실

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지표인 ‘규모’에 주목한다. 이를 관련된 단체나 시설 수와 같

은 양적 규모를 나타내는 ‘조직·시설 규모’와 내부적 역량을 나타내는 ‘재정규모’, 그리고 

조직운영이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 규모를 나타내는 ‘시민 참여·동원 규모’의 세 가지 측

면으로 나누어 각 현황을 조사한다. 세 가지 조사 항목은 각각 사회생태계를 흐르는 자원

20)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인통계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지표로서 국세통계에서 이용되는 세법상 비영리법
인(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과 사업의 목적유형(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예술문화, 의료목적, 학술장학자선, 기타)도 파악할 수 있는 세법상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6조 등에서 규정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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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에너지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03년, 2008년 및 2012년을 기본적 기

준연도로 설정한다. 이는 지난 두 정권의 출범과 종료 시점이며 최근의 동향을 적절하게 

나타냄과 동시에 정권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는 1차 통계자

료, 백서, 회계자료(참고문헌 2: 통계자료 참조) 등을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조사

로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다. 우선 2012년을 기준으로 각 행

위자·사업 규모를 상호 비교함으로서 융합적 영역의 내부적 특징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2003~2012년의 성장률을 비교함으로서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특징을 도출한

다.

III.   융합적 영역의 실태적 특징과 경향 그리고 한국 사회생태계에 

대한 함의

1. 융합적 행위자·사업의 기본적 규모와 변화 추세

 2003년에서 2012년 동안 관련 행위자·사업의 전체적 현황을 정리하면 [부록]과 같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특징이나 경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림 2>는 

조직·시설 규모의 관점에서, <그림 3>은 시민 참여·동원 규모의 관점에서 각종 행위자와 

사업에서 중요한 몇몇을 추출하여 비교한 것이다.21) 이는 융합적 영역의 실태에 관한 다양

한 특징을 말해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적 측면에서 가

장 규모가 큰 것은 약 8만 개 단체와 700만 명의 시민이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이며, 사업적 

측면에서는 생활체육동호인클럽사업, 시설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과 교육

시설이다. 양 시설과 관련된 인력(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및 각종 교원·교사)은 똑같

이 약 50만 명 수준이다. 2) 각종 정책 사업의 등록단체나 조직규모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

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단체 규모와 비교하면 자원봉사섹터 등록단체(7.2배), 생활

체육관련 등록단체(6.8배)가 비대칭적으로 크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정 훈련기관(0.6배), 

21) 이론적으로는 분석적 틀에 따른 모든 세부유형을 융합적 행위양식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 운영
상 단순한 상업적 성격이 강한 사례가 있다. 모든 예금주가 회원(조합원)으로 간주되는 새마을
금고나 신협, 사설학원(수강생)이나 독서실(등록자) 등이며, 이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 과정에서 
제외했다.



  한국 사회생태계에서 정부-기업-시민섹터 간 융합적 영역   133

<그림 2> 주요 행위자·사업의 조직·시설 규모(2011~2012년 기준, 단위: 개)

<그림 3> 주요 행위자·사업의 시민 참여·동원 규모(2011~2012년 기준,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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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록단체(0.4배), 사회적기업(0.2배)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비영리법인(1.9배) 및 공익법인(2.6배)은 양 그룹의 중간 수준이 사업의 인적규

모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전반적으로 비교해 봐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확인된

다. 사회복지지설(생활시설) 이용자보다 봉사활동 등록자(40.2배)와 생활체육관련 등록

자(17.5배)는 상당히 많다. 이러한 특징들은 드푸르니와 페스토프(2008, 4)가 지적한 것처

럼 융합적 영역에서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시민의 레저활동 등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융합

적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섹터, 정부섹터, 공공기관의 재정규모를 비교한 것이 <그림 

4>이다. 지출비중의 전체적 현황을 보면 정부섹터(44%), 공공기관(41%), 기업섹터(15%)

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정부섹터(54%), 공공기관(20%), 기업섹터(23%)로 나

타났다.22)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과 지방, 정부와 공

공기관의 차이에 유의하면 지방정부 민간이전(지원+위탁, 33%)은 지방 공공기관 사업비

(11%)의 3배이며, 이와 정반대로 중앙 공공기관 사업비(30%)는 중앙정부 민간이전(11%)

의 2.7배에 해당한다. 세부 분야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현황을 봐도 유사한 관계를 볼 

수 있다. 중앙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비중이 높다. 요컨대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지방 및 정부섹터-공공기관 간에 어떠한 역할분담, 다시 말해 융합적 상호

작용의 특정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업섹터가 각각 15%와 23%라는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기업재단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단독으로 14%를 차지할 만큼 그 존재는 충분히 의미 혹은 영향력 있는 수준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재단의 세부 실태를 보면 2010년 기준 75개 재단의 총사업비(2조 

7000억 원) 중 아산사회복지재단(1조 5000억 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9800억 원) 두 개 재

단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재단은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

다. 한편, 사회복지분야의 46개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대한적십자사(5900억 원), 한국산업

인력공단(5300억 원), 서울대학병원(3300억 원)의 재정규모가 크다. 두 부문을 비교해 봐

도 두 개 기업재단의 재정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는 융합적 영역의 행위자·사업 규모의 성장률을 산출하여 주요 성장부문을 

22) 민간투자는 행정적 구분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민관협력 사업에 해당되지만 재원지출의 측면 
즉, 실질적인 민간투자액은 기업섹터에 의한 지출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지방 공공기
관의 대부분은 환경(상·하수도)이나 지역개발(공사·공단)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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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트렌드 I(2003~2012년)은 장기적 관점에서, 트렌드 II(2008~2012년)는 최

근의 단기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규모에 관한 비교가 융합적 

영역의 기본적 특징이라면 <표 2>는 이 영역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의 특징을 

말해준다. 성장률을 조직, 재정,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섹터의 대표적 행위자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록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총지출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

징이 도출된다. 1) 조직적 측면에서는 트렌드 I에서 자활기업(485%), 사회복지시설(생활시

설, 426%),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407%),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285%) 등이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 등록단체(120%)보다 2배에서 4배 수준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트렌드 II

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록단체(281%), 사회적기업(19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9%)가 비영리민간단체(40%)의 3배에서 7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2) 재정적 

측면에서는 기업섹터(기업재단 사업비 및 기업 CSR 총지출)와 지방정부(민간지원 및 민간

위탁 사업비)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비가 트렌드 I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총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향 역시 융합적 영역의 재정적 상호작용 패턴을 유추

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준다. 3) 시민 동원의 측면에서는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

(669%),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465%), 자원봉사센터 등록자(376%), 건강가정지원센

터 이용자(165%) 등 시설이나 센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밖에 트렌드 I에서는 생협 조

                           4-1. 전체적 현황                                               4-2. 사회복지분야 현황 

<그림 4> 주요 행위자·사업의 재정규모 비교(2010~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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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256%)을 제외하고 노동조합 조합원(11%), 농협 조합원(3%) 등 전통적인 융합적 회

원 조직의 저성장을 볼 수 있으며, 개별 분야에서는 환경분야 지방정부 민간위탁(541%), 

환경분야 중앙 공공기관 사업비(533%), 사회복지분야 기업재단 사업비(508%) 등이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 한국 사회생태계와 사회적 가치창출의 복합성 대한 함의

마지막으로 앞에서 도출한 융합적 영역의 몇 가지 특징이나 경향이 서론에서 지적한 한

국의 사회생태계를 둘러싼 제도적 및 이론적 문제에 대해 어떤 함의를 제공할지 고찰해 본

다. 사회생태계의 연구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포괄적 관점에 입각하면서 특히 의미 있는 

세부적 변화의 징후를 감지하는 일이다(Drucker 1993, 453).

<표 2> 융합적 영역의 주요 성장부문

트렌드 I: 2003~2012 트렌드 Ⅱ: 2008~2012

측면 조직 및 사업의 세부 유형
성장률

(%)
측면 조직 및 사업의 세부 유형

성장률

(%)

조직

동원

조직

재정

조직

동원

동원

조직

재정

동원

동원

재정

재정

동원

재정

조직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기업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기업재단 사업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정 훈련기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등록자
청소년관련 자격증 보유자
자원봉사센터 협력·등록단체
사회분야 공공기관(중앙) 사업비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민간위탁(지방)
기업 CSR 지출액
고용센터 구직자
민간지원(지방)
공익법인

485 
465
426
409
407
376
288
285
281
256
244
197
188
170
163
161

동원

조직

조직

동원

동원

조직

동원

동원

조직

재정

동원

조직

조직

동원

동원

동원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록단체
사회적기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문화바우처사업 이용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종사자
청소년관련 자격증 보유자
문화기반시설

사회분야 공공기관(중앙) 사업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등록자

669
281
197
165
134
129
124
105
91
84
83
83
80
79
65
61

(참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총지출

120
89

(참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총지출

4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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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융합적 영역의 전체 규모에 관해서는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시민과 단체에게 영

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본적 규모가 큰 조직·사업 중 시민·기업섹터 단체가 직접 관여하

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센터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클럽사업

과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이 있다. 공공정책으로서 추진된 이 5개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

로 관여하는 총 인원수(등록자 및 이용자)는 2011~2012년 기준으로 약 1600만 명, 관련 단

체·시설 수는 약 21만 개에 달한다.23) 물론 중복된 인원이나 단체도 다수 있겠지만 이만

한 규모의 단체와 시민 그리고 정부정책이 결합되는 양상은 사회생태계차원에서도 중요

한 부분적 동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정부-비정부, 영리-비영리로 구별할 수 없

는 경계선상에서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그 자체가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손색없을 만큼 의미 있는 규모인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봉사활동이나 생활체육, 청소년

활동 등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적 담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시민참여나 결사

체 민주주의와도 깊이 관련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융합적 영역에서 섹터 간 상호작용에 관한 몇 가지 패턴 즉, 거버넌스나 섹터 간 

시너지의 구체적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이론적 퍼즐 즉, 제도 디자

인의 분화와 통합의 설명에 관해서도 함의를 준다. 앞에서 언급한 5개 조직·사업도 지역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다층적 네트워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기본법 혹은 진

흥법이라는 유연성 있는 법체계 하에서 중앙정부부처-공공기관-지자체-지역허브센터-시

민·기업섹터 단체 및 시설-일반 수혜자라는 유기적·다층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24) 중

앙 및 지방정부의 민간지원과 민간위탁 또한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포함한 각종 바우처사업은 이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이른바 시장형의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이 경우 수많은 가맹점이나 비영리단체, 시설의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상황, 

신뢰성 등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가 공공기관이나 중앙센터를 통해 구축되는 점이 특징이

23) 각 조직·사업의 관련 인원수 및 단체·시설 수의 구체적 내역은 자원봉사센터(봉사활동 등록자 
및 등록단체), 생활체육동호인클럽사업(등록 동호인클럽 및 등록동호인), 건강가정센터(이용자 
및 보건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사업(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및 청소
년활동 정보서비스 등록단체), 고용센터(고용센터 구직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정 훈련기관)
이다.

24) 생활체육동호인클럽사업의 경우 지역생활체육센터가 있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의 경우 지
역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다. 두 사업의 경우 중앙차원의 정보 시스템이 발달되며 이를 관리
하는 중앙 공공기관의 역할이 비교적 부각되지만 각 지역섹터도 시민섹터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나 교육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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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내부적 경향은 제도의 분화나 통합 혹은 재구축의 동향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업별의 민간조직에 대한 내부적 인증제도나 등록, 관리

제도의 성과가 법인제도와 같은 외부적 제도의 개선 논의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

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방침이나 운영방식이 결국 제도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실질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는 물론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25) 다만, 개

별 조직·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요한 실천적 과제는 이미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의도

와 시민·기업섹터의 자율성을 조화시켜 상승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나 획일적이지 않

고 개별 정책분야의 차이를 고려한 체계나 심의기구 구축의 필요성(오수길 2006, 285-286; 

노대명 외 2010, 217-218; 김의영 2012, 207-208),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시스템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오수길 2009), 정부 보조금 지급체계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적 

절차의 개선 필요성, 행위주체 간의 신뢰관계 구축(강문수 2011, 122-128), 그리고 등록·

협력 단체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상호간의 교류확대, 시민·주민참여의 지평확대(정광호 

2010, 340-343; 신경희 2011, 130-133) 등이다. 요약하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자와 

사업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동시에 융합적 영역의 수면 하에서는 몇 

가지 거버넌스 모델이 형성되고 있으며, 실천과 시행착오 속에서 건강한 사회생태계를 위

해 필요한 협력, 공생, 시너지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융합적 영역 내 성장부문의 중심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사업은 사회생태계적 

변화의 징후로서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시민섹터의 개념 재수립에 관해서도 

함의를 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

지고 있는 것은 주지한 바이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융합적 행위양식의 대표 선수

처럼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트렌드 I과 트렌드 II 모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의 높은 성장률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이러한 배경적 사회현상을 경험적으로 뒷받침

한다. 그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정부계획 대로 2017년까지 협동조합 8000개에서 1만 

개, 사회적기업 3000개가 추가적으로 육성된다면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는 세상의 이목을 

끌 것으로 생각된다.26) 그러나 융합적 영역의 전체 모습에서 그들의 결과적 규모를 평가한

25) 융합적 거버넌스의 유형화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 신경희(2011, 71-81)가 있다. 그녀는 제3섹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사업이 융합되는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 유형에 착목하여 이를 자조마을
공동체형, 지역운동형, 주민자치위원형, 기관부설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26) 관련 정부계획에 대해서 각각 기획재정부(2012)와 고용노동부(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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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상황이 다르다. 2012년 시점에서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2402개, 자활기

업 1370개)의 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허브센터들의 사업규모(약 21만 개 단체·시설)나 공

익법인의 규모(약 3만 개 단체)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계획대

로 그 규모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2017년 시점에서 이러한 절대적 규모의 차이에 큰 변화

가 생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융합적 영역 및 사회생태계에서 의

미 있는 변화의 징후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며, 그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

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규모나 실태가 아닌 다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결국 시민섹터의 개념 재구성에 관해서도 ‘영리-비영리’ 융합의 중요성보다 전

통적인 ‘정부-비정부’의 융합성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한다. 수 천 개에 달하

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급성장보다는 20만 개 이상에 달하는 정부-비정부 융합의 등록·인

증단체의 성장을 시민식터의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 중 기업 CSR과 기업재단의 성장은 이와 또 다르다. 그들은 높은 성장

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정규모의 측면에서 정부나 공공기관과 비교할 만한 충분한 영

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재정 면에서 그들이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보다 높은 성장률을 장기간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단순 예측하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미 23%를 차지하는 기업섹터의 기여도는 향

후 보다 높아질 것이며 특히 기업재단의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지역허브센터, 정부의 민간지원·위탁, 수많은 등록단체 등으로 형성된 거버넌스 

모델에 어느 정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사회생태계를 복합 시스템의 관점에서 연

구한 웨슬리 등(Westley et al. 2007, 93-100)은 기존에 대립적이었던 세력 간의 관계가 협력

적 형태로 바뀌는 순간에 중요한 시스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

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대기업과 시민·정부섹터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긍정적인 협력방식이 정착된다면 이는 시스템 변화의 중요한 징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 재정규모와 10년 동안의 변화 추세, 그리고 정부와 시민섹터와의 비교를 

근거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섹터의 현실적 기여도와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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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미션으로 삼는 행위자와 사업유형의 다양화 및 

이와 관련된 이론이 혼재하는 현황을 배경으로 복합적 정치현상의 핵심이자 특히 연구가 

부족한 정부-기업-시민섹터 간 융합적 영역에 관한 각종 행위양식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조사결과로서 도출된 특징들이 포괄적 시스템인 사회생태계에 어

떤 함의를 주는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거버넌스나 사회적경제, 결사체 민주주의 등 관련

된 기존 연구들의 연결거리나 발전적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사를 통해 한국의 융합적 영역의 실태에 관한 특징과 경향을 몇 가지 도출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봉사활동이나 생활체육, 사회복

지 분야에서 융합적 영역자체가 단체나 시민의 정책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분야에서 사업운영의 수면 하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거버

넌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험

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조직·사업은 사회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와 

가능성의 양적 측면을 내포한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사회생태계의 제도적 및 이론적 퍼즐

에 대해서도 함의를 준다. 사회생태계의 제도 디자인에 관해서 거버넌스의 허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운영·관리 방법이 제도변화에 관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시민섹터 개념의 재구축에 관해서는 ‘영리-비영리’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적경제의 아이디어나 비전보다는 ‘정부-비정부’ 융합이 특징인 공공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나 비전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의 사회공헌사

업의 성장이 ‘영리-비영리’ 융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문제제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와 도출된 특징만으로 융합적 영역의 모든 양상을 밝힐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행위양식이지만 정책 사업이나 재정과 중복되는 각종 정부위원회

나 정부기금 사업의 실태 그리고 언론, 잡지, 광고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정보·지식 

자원의 생산과 유통실태를 제외했다. 이러한 행위유형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복합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심층적 문제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조직·사업의 세부유형 설정에 있어서 임의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 도시개발이나 대중교통, 국방안보와 관련된 조직·사업을 포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민간투자사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융합적 영역의 특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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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요컨대, 사회적 가치창출과 관련하여 누가 관련되며 누가 관련

되지 않을지에 대한 설정기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진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요 행위자와 사업의 실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거나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한 발

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근본적 한계인 관련 행위자 설정기준의 어려움은 사

회적 가치나 서회서비스,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실태를 분석하는 거의 모든 연구가 공통적

으로 부딪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어려울 것이며 지속적인 지적 노력과 창의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해서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가 부족한 융합적 행위양식이라는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 중심 부분에 대한 연구

를 진전시킬 수 있으면 사회적경제나 거버넌스, 결사체 민주주의 등 유사하지만 흩어져 있

는 담론을 연계시켜 사회생태계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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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종 조직과 시설 및 사업 관련 단체의 규모 비교(단위: 개)

유형 세부 유형 및 내역
2003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1년)

(**2010년)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인증, 부처형, 예비)
법정 협동조합 조합수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노동조합 조합수

-
-

1,335
1,086
1,671
6,257

810
-

**1,181
**982
1,518
4,886

2,402
-

1,185
*955

*1,448
*5,120

각종 법인

비영리법인(세법상)
공익법인(합계)
 종교보급
 사회복지
 교육사업
 예술문화

13,132
11,177
3,881
1,970
1,512
367

18,023
27,811
17,586
2,693
1,745
572

*20,673
*29,170
*17,753
*3,028
*1,681
*658

각종 정책 사업
(등록·지원·협력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단체
자원봉사센터 협력·등록단체
생활체육동호인클럽사업 등록단체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정 훈련기관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록단체

4,941
182

**20,433
64,665
1,391
234
146

-

7,749
117

53,872
95,075
5,154
1046
183

*1,274

10,860
293

*78,692
*74,784
*7,049
*1,370

207
*4,850

각종 서비스 시설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합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015
351
225
275

2,921
2,081
347
347

*5,340
*4469
*49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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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 유형 및 내역
2003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각종 서비스 시설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보건·의료시설

 보건시설
 병원 및 의원
문화·예술·체육시설

 문화기반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연시설
교육시설

 각급·각종 학교
 평생교육기관
 사설학원(교과·직업교육)
 독서실

77,687
52,934
24,142
**895
369

49,188
3,416

45,772
8,216
1,083
6,723
**410
86,634
19,258

-
63,724
3,652

96,590
59,422
33,499
3,013
414

57,165
3,448
54,165
14,815
1,741

12,342
732

98,722
20,251
3,567
70,359
4,575

*107,882
*63,375
*39,842
*3,985
*433

*61,944
*3,448
*58,496
*19,067
*2,072
*16,127

*868
105,926
20,569
4,774
75,695
4,888

각종 지원 센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용센터

*1,759
247
**3

-
*60
155

2,605
246
83

**96
*57
82

2,699
248
149
220
6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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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직 및 사업의 재정 규모 비교(단위: 10억 원)

유형 세부 유형 및 내역
2003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1년)

(**2010년)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 CSR 지출(합계)
 사회복지·의료보건분야
 교육·학교·학술연구분야
 문화·예술·체육분야
 국제구호분야
기업재단 사업비(합계)
 사회복지·의료보건분야
 교육·학교·학술연구분야
 문화·예술·체육분야

*1,086.6
*189.7
*383.5
*168.5
*7.9
531.0
411.0
35.6
79.7

2,160.0
822.2
329.7
197.4
51.3

2,218.3
2,076.3

75.4
46.6

*3,124.0
**920.8
**276.4
**240.6
**130.6

**2,702.3
**2,499.7
**116.2
**116.2

각종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총지출(합계)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오락문화
 기타

9,683.1
1,691.0
2,711.0
380.0

4,659.0

14,893.3
3,338.0
3,923.0
589.0

6,600.0

*18,311.3
*4,784.0
*4,652.0
*774.0

*7,569.0

공공기관

사회분야 공공기관(중앙) 사업비
 교육·문화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 공공기관(지방) 사업비
 상·하수도
 공영·지역개발
 지방공단(시설·환경·경륜)
 기타공사

**4,841.9
**2,813.2
**1,686.7
**341.1
4,278.4
2,677.6
401.0
583.1
616.7

10,032.5
6,107.2
2,510.7
1,414.6
6,075.9
3,684.8
744.2

1,192.0
454.9

*18,467.8
*12,731.1
*3,409.2
*2,327.5
**7,087.5
**3,965.8
**653.6
**981.6

**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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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 유형 및 내역
2003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각종 민관협
력 사업

민간투자(BLT, 합계)
 환경분야
 교육·문화분야
 복지분야
민간지원(중앙정부, 합계)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문화·분야
민간지원(지방정부, 합계)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문화분야
민간위탁(지방정부, 합계)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문화분야

-
-
-
-

4,716.5
26.1
115.7

1,351.2
5,165.4
1,915.4
319.5
581.4

2,242.7
1,460.4
281.1
166.0

3,424.4
552.8

2,764.7
0.2

10,992.3
375.0
85.2
890.5

11,475.2
5,038.6
543.5

1,216.6
4,988.3
1,814.6
1,477.8
394.4

*3,602.7
*1,189.6
*773.9
*60.2

*6,996.9
*689.0
*58.3

*1,050.7
*13,562.9
*6,507.4
*425.9
1,452.3
*6,663.1
*2,820.7
*1,802.6

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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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직 및 사업에서 시민 참여·동원 규모 비교(단위: 명)

유형 세부 유형 및 내역
2003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1년)

(**2010년)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종사자
협동조합 조합원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
-

2,386,562
4,670,000
13,733,000

167,302
1,550,000

8,329
-

**2,451,045
**5,200,000
16,115,000

389,318
1,666,000

18,689
-

2,453,177
*5,860,000
*15,989,000
**595,277
*1,720,000

각종 서비
스 시설 및 
관련 정책 
사업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이용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종사자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보건·의료시설 관련
 보건시설 종사자
 병원 및 의원 종사자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련
 문화바우처사업 이용자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참여자
 생활체육동호인클럽 등록자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교육시설 관련
 각급·각종 학교 교원
 사설학원(교과·직업학습) 교사
 사설학원(교과·직업학습) 수강자
 독서실 등록자

-
82,877
24,743

-
-

83,981
85,449

-
8,698

300,741
-
-
-

2,176,221
87,783

-
466,916
171,001

4,411,753
403,477

-
133,576
51,562

*357,000
*36,000
70,489
269,073

-
20,181

390,800
-

217,898
364,007

2,985,253
145,303

-
518,666
187,375

4,698,701
291,640

-
*175,910
*85,023
*655,000
*56,000
*83,710

*482,807
-

*20,038
*488,770

-
*508,807
*464,031

*3,081,448
*182,898

-
560,975
236,105

4,828,535
28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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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 유형 및 내역
2003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각종 지원 
센터 및 
관련 정책 
사업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등록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사업 이용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동인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청소년관련 자격증 보유자
고용센터 관련
 고용센터 구인자
 고용센터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 

-
1,489,009
**11,740

-
-

861,142
-

9,328
-

489,168
932,826

-

65,435
4,396,633
486,167
49,263

-
2,547,397
2,165,760

17,693
-

1,112,341
2,093,557
**47,789

66,551
7,085,162
*1,290,645

*85,675
-

*2,649,290
*2,148,400

36,189
-

1,778,519
2,517,515
*3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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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mediary Sphere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Civic Sectors in South Korea’s 

Social Ecosystem: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Fusion Agencies and Programmes

 Hiroki Miura | Kyung Hee University

 Joohee Han | Kyung Hee University

Various types of social agencies are pursuing a creation of social values in South Korea. 

The  means and goal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and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civic sectors have also evolved in many directions and have become more 

complex than b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ose fusion 

organizations and the intermediary sphere among the three sectors from a perspective 

of the social ecosystem. Evidence from the statistical survey suggest several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the sphere and some important implications as follows: 1) The size of 

the sphere itself has grown  to a significant level due to the development of public-private 

collaborative programmes in sports policies, volunteer policies, welfare policies, and so on. 

2) Multi-level and open system pattern of governance is emerging in these policy reams. 3)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indicates 

both the limitation and the potential of the social economy based on profit and non-profit 

fusion activities.  

Keywords: Social Ecosystem, Governance, Social Economy, Associational Democracy,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