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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풀뿌리 조직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

진 일본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조직을 넘어선 일본 사회적경제 

영역 자체의 지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제도적 측면에 착안하여 적실성 있는 

현대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적 지형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검토해 분석 대상 조직의 전체 범위를 규명하고, 이들을 사회적경제

의 3요소인 민주성·경제성·사회성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평가한 일본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알려진 바

와 같이 NPO법인과 공익법인이 일본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2) 그

러나 영리/비영리, 공익/사익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다양한 조직

들이 등장하고 있다. 3)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전형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기

보다는 여러 유형의 조직이 제도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조율하는 형태로 

사회적경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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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일본에서�제도화된�다양한�사회조직의�법적�성격을�분석해�일본�

사회적경제의�조직�지형을�규명하는�것이다.�일본에서는�어떤�조직이�사회적경제에�포

함되며,�어떤�조직이�제외되는가?�두�영역의�중간�지대에는�어떤�조직이�존재하는가?�

이들�세�범주로�구성되는�조직�지형은�어떠한�특징을�가지고�있는가?�이들�질문에�답

하기�위해�우리는�법제도적�측면에서�일본의�관련�조직을�최대한�폭넓게�검토하고�이

들을�사회적경제와�관련되는�정도에�따라�자리�매겨보고자�한다.�

연구�동기는�다음과�같다.�첫째,�사회적경제에�대한�관심의�증대와�국가�간�비교연

구의�필요성이다.�사회적경제는�최근�정치경제적�질서의�변화나�공공서비스�거번너스

의�발전과�같은�거시적�맥락에서�전�세계적으로�학술적·정책적�관심사로�부각되고�있

다.�그러나�핵심�개념과�관련�조직�및�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정부의�지원�방향

과�시민사회의�역할�등�중요한�문제가�쟁점으로�남아�있다.�이에�대한�기본적�접근의�

하나로�국가�간�비교연구가�요청되고�있지만,�동아시아의�경우�아직�각국의�사례�연구

도�충분히�이루어져�있지�않은�상황이다.1)�이�연구는�동아시아�국가�간�사회적경제�비

교연구를�장기과제로�염두에�두고,�이를�위한�기초�작업으로�법인제도�및�관련�정책에

서�한국과�유사점이�많은�일본을�연구한다.2)

둘째,�일본�사회적경제에�대한�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시도의�필

  1)�이미�유럽에서는�개념,�제도,�실천�등�다각적인�관점에서�비교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으며,�이를�바탕으로�사회적경제의�발전�방향이�심도있게�논의되고�있다(Defourny�and�
Develtere�1999;�Defourny�and�Pestoff�2008;�EU�2012).�

  2)�일본은�조합이나�비영리조직,�기업체계�등을�아우르는�법인제도�면에서�한국과�유사성을�가
지고�있으며,�관련된�사회,�복지�정책에서도�중요한�비교대상으로�다루어졌다.�일례로�2008
년에�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일본의�개호보험(介護保険)제도를�참고해�만들어졌고
(은복주�외�2012),�그에�따라�제도의�도입과정에서부터�제도의�특징,�개선방향�등에�관한�다
수의�연구가�개호보험제도와의�비교에서�해답을�찾고�있다(이광재�2010;�은복주�외�2012).�
사회적경제의�측면에서도�한국은�상당한�영향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농협,�수협,�소

비자생활협동조합�등을�아우르는�한국�협동조합�체계의�역사는�일본�식민지�시기로까지�거

슬러�올라간다.�특히�1980년대�중반�이래�새롭게�등장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은�초기에�
일본�생활협동조합의�체계를�상당부분�벤치마킹했다(김형미�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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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다.�이�주제에�관한�연구는�양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다수는�특정비영리활동

법인(特定非營利活動法人,�이하�NPO법인)의�특징과�활동에�초점을�두고�있다(민병

로�2010;�정재욱�2010;�김학실�2011;�네모토�2011;�김용민�외�2012;�노희진·김인선�

2013).3)�그것은�한국�또는�유럽과는�달리�‘사회적경제’(社会的経済�혹은�ソーシャル・
エコノミー)라는�개념이�널리�쓰이지�않는�일본의�맥락에서�그�표현과�관련해�가장�잘�

알려진�조직이�NPO법인이기�때문이다.�그러나�후술하는�바와�같이�일본에서도�소셜�

비즈니스(ソーシャル・ビジネス),�커뮤니티�비즈니스(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마을만

들기(まちづくり),�비영리섹터,�제3섹터�등과�같은�유사�개념이�활발히�쓰이고�있다.�따

라서�특정�조직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사회적경제로�직간접적으로�지칭되는�조직�및�

활동을�폭넓게�볼�필요가�있다.�특히�이런�포괄적�관점은�향후�국가�간�비교연구를�위

한�분석틀을�마련하는�데에도�유용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각종�사회조직의�법제도적�특징을�다각적으로�평가

해�일본�사회적경제의�조직�지형을�규명해보고자�한다.�이러한�시도는�분석�대상�조직

이�포괄적이라는�점에서,�조직�설립·운영의�근거가�되는�법과�제도에�착안한다는�점에

서,�또�복합적인�조직평가방법을�도입한다는�점에서�독창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평

가�지표와�방식이�아직은�세밀하지�않고�그에�따른�분류�결과를�충분히�해석하지�못했

다는�점이�한계로�지적될�수는�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국가�간�비교연구

에�기초가�될�일본�사회적경제의�전반적인�지형을�처음으로�제시한다는�점에서�의의가�

있을�것이다.�

II장에서는�제도�분석을�위한�방법론을�간략하게�정리한다.�III장에서는�일본에서�통

용되는�사회적경제와�관련된�주요�개념을�살펴�분석�대상이�될�‘사회조직’의�모집단을�

도출한다.�IV장에서는�관련�법제도적�규정이�사회적경제의�세�가지�기본원리에�얼마나�

부합하는지에�따라�각�조직을�평가하고,�평가�결과를�바탕으로�이들을�네�유형으로�분

류한다.�V장에서는�유형별로�각�조직의�특징과�관련�제도를�검토하여�일본�사회적경

제의�지형을�논의한다.�

  3)�조직적�측면에서�포괄적으로�접근한�연구도�있으나�이�경우에도�일본의�제3섹터에�주목(노
대명�외�2010)하거나�고용·복지�연계정책에�주목(노대명�외�2013)하는�등�주제나�영역에서�
사회적경제�전체가�아닌�특정�부분에�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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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분석 방법

오늘날�사회적경제가�담고�있는�의미나�가치,�규범은�확정적이지�않다(장원봉�2007;�

신명호�2009;�주성수�2010).�이런�상황에서�행정이나�입법�그리고�실천�현장에서�‘사회

적경제�조직’을�구체적으로�규정하려는�시도가�많아지고�있다(ILO�2011;�EU�2012;�서

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3;�주성수�외�2013).�학계에서도�조직�유형화를�통해�사회

적경제�개념을�구체화하려는�시도를�자주�볼�수�있다(Defourny�and�Develtere�1999;�

Ninacs�2002;�노대명�2007;�주성수�2010;�Yu�2011).�이들�작업을�검토하면�크게�두�

가지�분류�방법�혹은�논리가�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하나는�사회적경제�개념의�

특정�측면이나�규범을�강조하면서�이것과�가장�관련된�조직군을�‘사회적경제�조직’으

로�규정하는�방법이다.4)�예를�들어�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3)는�네�유형의�조직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을�사회적경제�조직으로�규정한다.�이�방

법은�단순하고�명료하다는�장점이�있으나�특정�조직군을�선별하는�기준이�체계적이지�

않고�국가�간�제도적�차이를�고려하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다른�하나는�대상을�사

회조직�일반으로�넓게�잡고,�‘각�조직이�얼마나�사회적경제의�이상에�가까운가’라는�관

점에서�이들�조직을�평가해�수준별로�사회적경제�조직을�제시하는�방법이다.5)�주성수�

외(2013,�25)는� ‘사회적�목적(높음-낮음)’과� ‘기업가정신(높음-낮음)’을�평가�항목으로�

잡아�영리기업(낮은�사회성,�높은�기업가�정신)과�권익주장단체(높은�사회성,�낮은�기

업가�정신)�사이에�존재하는�조직군을�사회적경제�조직으로�정리했다.�이런�접근은�다

양한�유형의�조직이�난립하는�상황에서�각�조직의�성격을�고려하면서�사회적경제의�제

도적�지형을�그릴�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조직분류를�둘러싼�최근의�이론적�과제는�

  4)�유럽�사회적경제�담론의�경우�초기에는�조직�유형에�관한�고정적�관점이�중심이었다.�이�
관점에서�대표적으로�꼽히는�조직은�이른바�CMAF로�불리는�네�개�조직이다:�협동조합
(cooperative),�공제회(mutual�society),�결사체(association),�재단(foundation).�그러나�최근
에는�조직�범위를�확대하려는�시도가�늘었고,�생태계나�지형을�고찰하려는�등�포괄적�관점

에�주목하는�연구가�많아지고�있다.��

  5)�니낙스(Ninacs�2002)는�규제�수준(자유-규제)과�경제�행위의�목적(상업적-비상업적)에�따라�
‘확실한�사회적경제�조직’,�‘중간�수준의�사회적경제�조직’,�‘그�밖의�조직’의�3단계로�분류하
며,�유(Yu�2011)는�조직의�성격(영리성-비영리성),�소유�형태,�세제�혜택,�잉여금�분배,�자율
성의�5가지�평가기준으로�‘이상적�사회적기업’을�개념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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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방법이�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후자의�방법을�보다�체계적으로�개선하려

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는�김의영·미우라(2014)가�제안한�사회적경제�조직의�국가�간�

비교분석틀을�일본에�적용한다.�이�틀에서�사회적경제�조직은�‘사회서비스�제공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하는�사회조직�중�조직의�목적�내지�운영원리에서�민주성,�경제성,�사

회성이�모두�또는�일부�결합된�혼종성을�가진�조직’으로�정의된다.�신명호(2009,�29)

가�사회적경제�개념을�“사회적�목적과�민주적�운영원리를�가진�경제활동�조직의�집합

이나�활동”으로�정의한�것에서�보듯이�기존�연구에서도�이�세�요소는�사회적경제의�기

본�속성으로�간주된다.�이�분석틀의�장점은�위의�정의에�비추어�각종�사회조직을�평가

해�볼�수�있는�구체적인�지침을�제시한다는�것이다.6)�여기서�우리는�첫째,�세�가지�요

소를�각각�두�가지�하위�항목으로�나눈�후�조직�설립·운영을�규제하는�근거�법을�기

초로�각�조직의�사회적경제와의�관련성을�평가할�수�있도록�했다.7)�둘째,�평가�수준으

로�이상적�제도(○),�어느�정도�이상적�제도(△),�사회적경제�조직으로�볼�수�없는�제도

(-)의�3단계�기준을�제시했다.�가령�‘민주적�소유’라고�해도�구체적인�법제도에�따라�수

준이�다를�수�있기�때문이다.�<표�1>은�평가�기준을�정리한�것이다.�

마지막으로�여섯�가지�세부�항목별�평가�수준에�따라�각�조직을�유형화하는�기준을�

제시했다.�각�조직이�항목별로�○나�△를�얼마나�가지고�있는지에�따라�요소별�혼합수

준을�평가하고,�이를�근거로�사회적경제와의�관련성을�네�단계로�평가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세�가지�요소에서�두루�○�평가를�받은�조직은�최고수준의�혼합성을�가지고�

있는�조직으로,�주요�사회적경제�조직으로�분류될�수�있다.�혼합성�수준에�따른�분류�

  6)�이�분석틀에서�분석�대상은�제도화된�조직으로�한정된다.�본�연구에서도�법이나�정책으로�
제도화된�주요�조직에�초점을�맞춘다.�여기서�제도란�법인격을�부여하는�관련�법률과�등록

이나�승인�등의�절차를�통해�관리�및�지원을�도모하는�중앙정부차원의�정책을�아우르는�개

념이다.

  7)�세�가지�요소가�같은�중요성을�갖는다는�전제�하에�요소별로�두�개의�하위�요소를�설정하였
다.�민주성은�조직�설립이�얼마나�자유롭고�자발적인지와�조직의�소유와�운영이�얼마나�민

주적인지로�구분해�평가된다.�경제성은�해당조직이�얼마나�사업성이�있는지와�이익�배당이�

어느�정도�제한되는지로�구분해�평가된다.�마지막으로�사회성은�해당조직이�어느�정도로�사

회적�가치를�지향하고�있는지와�실제로�사회문제�해결에�어느�정도�기여하는지로�구분해�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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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도적 조건

민주성

(해당�조직은�민주적�정치�질서�형성에�기여하고�있는가?)

결사의�자유·자발성 민주적�소유·자율성

○

•��자발적으로�설립되며�신고나�등록,�인증�

등�간단한�행정적�절차에�따라�법적�지위

를�얻을�수�있다.

•��1인�1표의�의사결정권이�보장되며,�구성원�스
스로가�주요�경영�주체가�된다.

△

•��자발적으로�설립되며�인가나�허가�등�행

정부의�재량적�결정에�의해�법적�지위를�

얻을�수�있다.

•��자발적으로�설립되며�간단한�행정적�절차

에�따라�법적�지위를�얻을�수�있으나,�조

직�구성을�위해서�고도의�기술적�혹은�구

조적�조건이�요구된다.

•��1인�1표의�의사결정권이�보장되지만�실질적�
조직�경영에�있어서�중앙�혹은�상위�조직이나�

정부�등�외부의�통제를�받는다.

•��1인�1표의�의사결정권이�보장되지�않지만�총
회나�대의제�등�민주적�의사결정기구를�통해�

공동으로�소유한다.

-

•��중앙정부나�지자체의�출자나�지원�혹은�

정책�집행의�일환으로�조직이�설립된다.

•��강제�혹은�특별법�제정에�의해�조직이�설

립된다.

•��조직의�설립이나�등록에�대한�규정이�미

흡하다�등.

•��투자자나�주주가�소유하며�의사결정권은�투

자금액이나�출자금액에�따라�배분된다.

•��국가�혹은�중앙정부·지자체가�소유한다.

•��소유나�의사결정기구에�관한�규정이�미흡하

다�등.

경제성

(해당�조직은�대안적�경제�질서�형성에�기여하고�있는가?)

사업성 분배·수익�제한

○
•��재화나�서비스를�생산·공급하는�경제활

동을�주된�목적으로�한다.

•��잉여금의�사회적�재투자가�구체적으로�명기

되어�있다.

•��수입사업의�제한�혹은�사업비의�사회목적�사

용에�관한�구체적�기준이나�방법이�명기되어�

있다.

△

•��사업을�촉진·지원하는�것이�주된�목적이

다.

•��정책사업�혹은�법적으로�규정된�사업의�

수행을�주된�목적으로�한다.

•��재화나�서비스를�생산·공급하는�경제활

동을�하지만�자선�사업이나�지원�사업�등�

사업�목적이�광범위하게�규정되어�있다.

•��잉여금의�분배가�부분적으로�제한된다.

•��수익사업�수행에�대한�부분적�제한�혹은�사업

비의�사회목적�사용에�관한�추상적�규정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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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및�여기에서�유추할�수�있는�조직�유형별�성격을�정리한�것이�<표�2>이다.8)

  8)�‘기타�사회조직�I’의�평가�기준으로�‘○�또는�△의�합이�네�개�이상’을�설정한�것은�그것이�여
섯�개�세부�요소에서�긍정적�평가(○�또는�△)가�부정적�평가(-)을�웃도는�최소�수준이기�때

문이다.�

<표 1> 계속

경제성

(해당�조직은�대안적�경제�질서�형성에�기여하고�있는가?)

사업성 분배·수익�제한

-

•��정치적�신념의�전파나�애드보커시,�사회

운동,�종교�보급�등�비경제적�활동을�주

된�목적으로�한다.

•��사업�목적이나�내용에�대한�규정이�미흡

하다�등.

•��잉여금은�원칙적으로�투자�수준에�따라�투자

자에게�분배된다.

•��잉여금은�모두�국가나�정부기관에�귀속된다.�

사업�예산�대부분이�정부�투자나�지원으로�

구성된다.

•��잉여금�분배나�수익사업�제한에�관한�규정이�

없거나�미흡하다�등.

사회성

(해당�조직은�사회적�가치의�창출�혹은�중요한�사회�문제의�해결에�기여하고�있는가?)

규범성 문제�해결�기능

○

•��공익이나�불특정�다수의�이익�등�사회�전체

의�이익을�지향하는�규범적�목표가�규정되고�

있다.

•��해결하고자�하는�특정�사회문제가�있으며,�

해당�문제는�일반적으로�심각한�사회�문제

로�인지되고�있다.

△

•��사업�운영의�비영리성이�명기되며�사업�범위

가�특정�분야로�제한된다.

•��조직�구성원의�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사회

적�수요나�이익�등�사회적�가치를�지향하는�

규범적�목표가�규정되고�있다.

•��해결하고자�하는�특정�사회문제가�있으나�

해당�문제의�중요성은�특정�이해관계자나�

산업�분야,�지역�등으로�제한된다.

•��다양한�사회문제의�해결을�도모하며,�개별

문제�해결�과정에서�대체로�중요한�기능을�

수행하고�있다.

-

•��공익성이나�비영리성,�사회적�가치�등�사업

의�사회적�성격을�명시한�규범적�규정이�없

다.

•��개별�조직의�이익�극대화를�주된�목표로�하

고�있다�등.

•��사회문제�해결을�도모하나�해당�문제의�심

각성이�이미�현저히�저하되었거나�대체�정

책이�부분적으로�마련되어�있다.

•��사회문제의�해결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

다�등.

출처:�김의영·미우라(20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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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개념과 분석 대상 조직의 도출

1. 분석 대상 조직의 도출

본격적�분석에�앞서�위의�방법론을�적용하는�대상�조직을�명료화할�필요가�있다.�이

에�대해서는�서두에서�밝힌�것처럼�일본과�한국에서의�사회적경제�개념에�대한�인식�

차이�그리고�일본에서�사용되는�개념이나�담론의�맥락에�유의해야�할�것이다.9)�단적으

  9)�한국과�차이가�생긴�이유에�대해서는�일본은�사회적경제�개념이�태동한�유럽�대륙�국가들보
다는�영국(커뮤니티�비즈니스)과�미국(소셜�비즈니스)의�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았다는�

점에�주목할�수�있다(Tsukamoto�and�Nishimura�2009).�각�개념의�강조점은�서로�조금씩�다
르지만�경제성과�사회성을�동시에�추구한다는�넓은�의미에서는�유사한�개념으로�보아도�무

<표 2> 사회적경제 관련성 분석에 따른 사회조직의 유형화

혼합성�수준 조직�유형 선별�기준�및�성격

높음

낮음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

기준:�3가지�영역에�걸쳐�○가�있다.
성격:���수행하는�사업�대부분이�사회적경제�촉진과�관련되거

나�그�자체이다.�사회적경제의�촉진에�있어�중심�조직

으로�역할�한다.

예비�

사회적경제�

조직

기준:�2가지�영역에�걸쳐�○가�있다.
성격:���사회적경제�촉진에�부분적이지만�중요한�기여를�한다.�

특히�개별사업차원에서�사회적경제의�촉진과�깊이�관

련된다.

기타�사회조직Ⅰ�

기준:�위�조건에�해당되지�않으며�○/△가�총�4개�이상�있다.
성격:���사회적경제�촉진에�기여하는�바가�제한적이며�낮은�수

준이다.�다만�일부�개별사업이�사회적경제와�깊이�관

련될�수도�있다.

기타�사회조직Ⅱ

기준:�위�모든�조건에�해당되지�않다.

성격:���사회적경제�촉진에�기여하는�바가�제한적이거나�부정

적이다.�일부�개별사업이�사회적경제와�관련될�수는�

있으나�부정적�요소를�내재하는�경우가�많다.

출처:�김의영·미우라(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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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국의�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최근�제정을�추진하고�있는�‘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이�사회적경제를�명시적으로�내세우는�제도를�일본에선�찾아보기�어렵다.�그럼에도�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조직이나�민관융합조직,�또�이와�관련된�제도가�발달해�있

는�것도�사실이다.�이들�조직�및�제도는�사업이나�정책�차원에서는�마을만들기나�지역

발전,�기타�민간의�활력을�활용한�고용촉진정책이나�복지정책으로�나타나며,�비영리섹

터나�제3섹터,�시민사회�등의�개념적�맥락에서�이해되고�있다.�따라서�사회적경제와�관

련된�조직을�규명하기�위해서는�이러한�유사�개념에�주목해�관련된�조직을�도출하고,��

이들의�제도적�성격을�폭넓게�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2. 소셜 비즈니스

사회서비스의�경제적�측면을�강조하는�맥락에서�‘소셜�비즈니스’는�학술연구와�정책�

차원에서�구체적�개념정의가�내려진�점과�현장에서도�널리�활용되기�시작했다는�점에

서�오늘날�일본에서�사회적경제를�대표하는�개념으로�이해된다.�소셜�비즈니스�개념을�

일본에�소개한�장본인이기도�한�타니모토�칸지(谷本�2006)는�“사업적인�방식으로�사

회적�과제를�해결하는�활동”으로�소셜�비즈니스를�정의한다.�다시�말해�소셜�비즈니스

를�수행하는�조직들은�고령화,�지역�활성화,�환경�보존과�같은�사회적�과제의�해결을�

목표로�하지만�기존의�자선·봉사�단체들과는�달리�수익을�내어�사업을�지속한다는�것

이다(谷本�2006).�정부�차원에서도�이와�유사하게�사회성,�사업성,�그리고�여기에�더해�

혁신성의�세�가지�요소로�소셜�비즈니스를�이해하는�방식이�정착되고�있다.10)��

이�용어가�부상한�시기는�2000년대�중반이다.�2007년�일본�산업경제성(産業経済省)
은�산업구조심의회�산하에�‘소셜�비즈니스�연구회’(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会)를�발족
하고,�포럼개최�및�연구보고서�발간을�통해�소셜�비즈니스를�학계와�사회에�확산시켰

방하다.���

10)�경제산업성�소셜�비즈니스�연구회(経済産業省�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会�2008)에�따르면�
각�요소의�구체적�의미는�다음과�같다.�사회성:�현재�문제가�되고�있는�사회적�과제의�해결

을�목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사업성:�알기�쉬운�비즈니스의�형태로�사업을�수행하며�지

속적으로�활동을�추진하는�것.�혁신성:�새로운�사회적�상품이나�서비스,�이를�제공하기�위

한�시스템을�개발하거나�일반�사업을�활용해�사회적�과제�해결을�위한�시스템을�개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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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8년에는�소셜�비즈니스�예산으로�총�5.7억�엔을�투입하고,�사업�지원을�위해�

지역�수준의�민관협동�조직인�‘CB/SB�협의체’(CB/SB推進協議会)와�중앙정부�수준의�
협의체인�‘소셜�비즈니스�추진�이니셔티브’(ソーシャルビジネス推進イニシャティブ)를�

조직했다.11)�2009년에는�정권교체를�이룬�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서�사회·복지서비

스�분야에서�자율성이나�민간�주도를�강조하는�이른바�‘새로운�공공’(新しい公共)�정책

이�추진되었다.12)�2013년에는�정권이�다시�바뀌었지만�정책�기조는�크게�달라지지�않

았다.�새로운�공공�정책�대신�‘공조사회�만들기’(共助社会づくり)�정책이�추진되고�있지
만�여기에서도�NPO법인,�공익법인,�주식회사,�협동조합�등이�추진하는�소셜�비즈니스

가�중시되고,�이들과�지연단체,�지역금융기관,�교육기관,�행정기관�등과의�‘연계’(つな

がり)가�강조되고�있다(内閣府�2015a).

11)�전국에�9개의�CB/SB(커뮤니티�비즈니스/소셜�비즈니스)�추진협의회가�운영되고�있으며,�소
셜�비즈니스�추진�이니셔티브는�2010년에�설립된�사단법인�‘소셜�비즈니스�네트워크’가�추
진하는�사업으로�계승되었다.

12)�2010년에�발표된�‘새로운�공공�선언문’은�주민들이�자발적·자립적으로�추진해�‘경제적�혜
택’(return)과�‘사회적�혜택’(return)을�동시에�추구하는�활동을�새로운�공공의�핵심으로�규정
하고,�노숙자가�판매하는�잡지�사업인�‘빅이슈’(Big�Issue)나�고령자가�장식용�나뭇잎을�생
산,�유통해�수익을�창출하는�‘이로도리’(いろどり)를�대표�사례로�소개했다(内閣府�2010).�

출처:�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会(2008).

<그림 1> 소셜 비즈니스의 영역적 정의 및 조직의 법적 형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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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소셜�비즈니스는�일본에서�사회적경제를�표상하는�개념으로�발전해�왔으나�

별도의�소셜�비즈니스�조직이�있는�것은�아니다.�이는�대개�활동의�목표나�특성으로�정

의되기�때문이다.�<그림�1>에서처럼�소셜�비즈니스는�일반기업이나�공익법인,�협동조

합과�같이�이미�있던�조직이나�NPO법인과�같이�1990년대에�새롭게�등장한�조직�모두

를�아우른다.

소셜�비즈니스와�유사한�개념으로�기업시민정신(コーポレート・シチズンシップ,�

corporate�citizenship),�사회기업가정신(ソーシャル・アントレプレナーシップ,� social�

entrepreneurship),�사회혁신(社会イノベーション,�social� innovation)�등도�있다.�이들

은�모두�2000년대�초반부터�활발히�사용되기�시작한�용어로,�이들�또한�형식적�조직�

유형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활동의�성격을�강조하는�표현이다.�비교적�일찍이�주목

받은�기업시민정신은�1980년대에�유행한�기업�메세나(企業メセナ,�mecenat)나�기업의�

자선활동�개념에서�유래했다.�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이하�경단련)가�1990년에�발족

한�1%클럽이�대표�사례다.�유사한�맥락에서�90년대�이후에는�기업의�사회적�책임�개념

이�발전하였다(김명중�2006;�Tanimoto�2008;�김병로�2012).�경단련(2004)은�2004년�

기업행동헌장을�개정해�사회와�환경에�대한�기업의�책임을�명시하고,�구체적인�행동

방침까지�제시했다.�마지막으로�사회적기업가정신은�사회적�가치를�적극적으로�구현

하려는�기업가�개인의�자질을�가리키는�말로�2000년대�초기에�등장했다.�2002년에는�

NPO법인�ETIC(Entrepreneurial�Training�for�Innovative�Communities)나�주식회사�가

오(花王)�등이�사회기업가�육성사업을�시작해�청년들의�창업을�도왔으며,�이들�프로그

램을�통해�NPO법인이나�주식회사,�개인사업체�등�다양한�형태의�조직이�설립되었다.�

이러한�흐름에서�2000년대�중반에는�사회기업가정신�개념이�현장이나�언론에서�자주�

쓰이게�되었다.�

3.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만들기

소셜�비즈니스와�함께�사회적경제와�관련해�통용되는�또�다른�개념으로�커뮤니티�비

즈니스(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CB)도�있다.�소셜�비즈니스�개념이�2000년대�초반�보

급된�것이라면�커뮤니티�비즈니스는�1990년대�중반부터�사용되기�시작한,�보다�널리�

알려진�개념이다.�특히�이�개념은�지역사회재생정책과�관련된�비영리조직�실무자�및�정

책입안자들�사이에서�많이�사용되었다(Tsukamoto�and�Nishimur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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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이�개념을�일본에�처음�소개한�호소우치(細内�2006,�15)에�따르면�커뮤니

티�비즈니스란�“지역�커뮤니티를�기점으로�주민이�친밀한�유대관계�속에서�주체적으로�

운영하는�사업”을�뜻한다.�산업구조심의회�위원이기도�했던�가네코(金子�2010,�30)는�

이�개념을�“(로컬�또는�테마)�커뮤니티에�기반을�두고�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벌이

는�활동”으로�정의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특정한�지역사회가�주체가�되고�지방자치단체와�전문가,�각종�

중간섹터,�민간섹터가�연계하여�진행하는,�소프트와�하드가�일체된�거주환경의�향상을�

추구하는�활동의�총체”(佐藤�1995,�128-129)로�정의되는�마을만들기�사업의�연속선상

에서�이해할�수�있다.�1970년대부터�시작되었지만,�중앙하달식�지역발전정책에�대한�

비판과�반성이�커진�1980년대로�접어들면서�확산된�마을만들기�운동은�기존의�지역운

동과�결합해�도심공동화,�농촌�황폐화,�환경오염�등의�문제를�주민들이�주체적으로�해

결하려는�움직임으로�자리�잡았다.�이에�정부도�제도적�지원을�강화해�1980년대에�전

국�지자체별로�마을만들기�전담부서가�설치되고�조례가�제정되었으며,�1990년대에�들

어와서는�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관련�기금도�조성되었다.�1998년에는�‘마을만들기�3

법’이�제정되고,13)�2003년에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정관리자제도(指定管理者制度)

가�도입되면서�법적�기반까지�마련되었다.14)�이러한�발전과정에서�커뮤니티�비즈니스�

주체들은�주민참여의�통로이자�사업추진의�수단으로�기능하며�마을만들기�사업의�기

본�조직으로�자리�잡았다.�결론적으로�지역민이�주체가�되어,�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

사업의�방식으로,�지역사회의�요구와�문제를�해결하려는�활동으로서의�커뮤니티�비즈

니스는�넓게는�오늘날�마을만들기를�포괄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소셜�비즈니스와�마찬가지로�커뮤니티�비즈니스�또한,�활동의�목적과�수단으로�정의

되기�때문에,�조직�형태나�활동�분야에서�특별히�정해진�것이�없다.�NPO법인의�비중

이�상대적으로�크지만�영리기업이나�조합�조직�등�다양한�조직�형태가�존재하며,�활동�

13)�‘3법’이란�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중심
시가지활성화법(中心市街地活性化法)을�의미한다.�

14)�지정관리자제도란�개정된�지방자치법을�근거로�도입된�것이며,�도서관,�복지관,�문화회관,�
공원,�도로,�수도시설�등�공공시설에�대해서�영리기업이나�NPO법인,�공익법인�등�민간법인
의�행정대행을�승인하는�제도이다.�지자체가�지정한�민간�관리자는�해당�공공시설을�어느�

정도�자율적으로�관리,�활용함과�동시에�지자체와의�협의를�통해�이용�수수료를�징수할�수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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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도�마을만들기뿐만�아니라�환경,�간호,�복지,�IT,�관광,�지역�자원�활용,�농업,�

취업�지원�등�거의�모든�분야로�확대되고�있다.�즉�조직형태와�활동분야에서는�커뮤니

티�비즈니스와�소셜�비즈니스의�영역이�다르지�않다고�볼�수�있다.��

4. 비영리섹터와 제3섹터

앞의�두�개념이�비교적�최근에�등장한�것인�데�반해�비영리섹터,�제3섹터,�시민사회

는�전통적으로�국가와�시장을�제외한�영역을�지칭하는�개념으로�사용되어�왔다.�그러

나�기존의�삼분�구분이�흐릿해지면서�이들�개념에�대한�재조명이�이루어지고�있다.�비

영리섹터는�일반적으로�국가,�시장이�아닌�제3의�시민활동공간으로,�“국가의�비영리성

과�민간�시장의�비공공성이�부분�조합된�민간공익활동�영역”(이혜경�2001,�6)으로�인

식된다.�제도적으로는�1998년에�제정된�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營利活動促進法,�

이하�NPO법)과�2004년에서�2007년에�걸쳐�개혁된�공익법인제도에�의해�오늘날�비영

리섹터의�윤곽이�그려지고�있다.�여기에는�위�법에�따라�제도화된�법인단체와�자치회�

등의�지연조직이�일차적으로�포함되지만�비영리섹터에�속하는�조직이�어디까지인지

를�구획하는�기준은�1990년대�이후�진행된�제도�개혁에�맞춰�지속적으로�수정되었다.�

NPO법인�제도가�도입된�시점에�내각부가�조사대상범위를�설정하기�위해�고안한�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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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제정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營利活動促進法, 이하 NPO법)과 2004년에서 

2007년에 걸쳐 개혁된 공익법인제도에 의해 오늘날 비영리섹터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위 법에 따라 제도화된 법인단체와 자치회 등의 지연조직이 일차적으로 포함되지

만 비영리섹터에 속하는 조직이 어디까지인지를 구획하는 기준은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제

도 개혁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다. NPO법인 제도가 도입된 시점에 내각부가 조사대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고안한 틀과 일본 NPO 연구에서 권위 있는 야마우치(山内 2004)의 

분류 방식을 종합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비영리섹터의 범위와 조직분류

[

 

출처: 내각부(2001)

 위 그림에서 비영리섹터를 구획하는 핵심기준은 비영리성이다. 그 중에서도 NPO법인이나 

공익법인과 같이 공익을 추구할 경우 비영리섹터에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 자리매겨진다. 그

러나 최근 영리-비영리의 혼종적 조직이 늘어나고 영리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국가, 시장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비영리섹터의 경계도 예전만큼 분명하지는 않다(미우

라 2014).

 이러한 추이는 비영리섹터와 유사한 맥락에서 쓰이는 제3섹터 개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이 개념은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비영리섹터로서의 

제3섹터이지만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이후 사용된 것으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제1섹

터)와 민간기업(제2섹터)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사단 및 재단법인 혹은 사업체를 의미한다. 

구별을 위해 후자는 때로 제3섹터기관(第３セクター機関) 혹은 3섹(3セク)이라고 불리며, 

전자는 “サード・セクター”(third sector)로 표기되기도 한다. 일본의 third sector에 속하

는 조직을 도출한 연구는 관련 조직을 주로 <표 3>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5) 이를 바탕으

15) 국내 연구를 보면 노대명 외(2010, 140-141)의 경우, 공익사단ㆍ재단법인, 인증NPO법인, 인정NPO법인의 

세 가지 유형을 일본의 제3섹터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내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출처:�내각부(2001).

<그림 2> 비영리섹터의 범위와 조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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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NPO�연구에서�권위�있는�야마우치(山内�2004)의�분류�방식을�종합하면�<그림�

2>와�같다.

앞의�그림에서�비영리섹터를�구획하는�핵심기준은�비영리성이다.�그�중에서도�NPO

법인이나�공익법인과�같이�공익을�추구할�경우�비영리섹터에�가장�가까운�조직으로�자

리매겨진다.�그러나�최근�영리-비영리의�혼종적�조직이�늘어나고�영리기업의�사회공헌

<표 3> 일본 제3섹터(third sector)의 조직 유형 

우시로(後�2011) 츠지나카�외(辻中�外�2013) 세법상�분류

조

직�

유

형

1.�법인격�있는�단체
(1)���비영리�또는�공익법
인

��*��특례민법법인(사단,�

재단)

��*��일반사단법인,�일반

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공익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의료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직업훈령법인

��*경생보호법인

(2)�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중소기업사업협동조

합

��*농업협동조합

(3)�기타�단체
2.�법인격�없는�단체
(1)�지연단체
(2)�기타�임의단체

1.���이익단체,�NPO,�NGO의�영역
(1)�특정공익증진법인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

인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경생보호법인

(2)�공익법인�등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

인�

��*종교법인�*노동조합

��*상공조합

(3)�협동조합�등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신용조합

��*소비자협동조합�*기타�조합

(4)�인격�없는�사단�등
(5)�특정비영리활동법인
(6)�지연단체
��*지연단체�*인가지연단체

(7)�기타�법인
2.�기업법인(일부)
3.�공공법인(일부)
(1)�특수법인�(2)�공공법인�

[법인세법상�분류]

공공법인

��*��독립행정법인�등�25개�유
형

공익법인�등

��*각종�법인�등�110개�유형
협동조합�등

��*각종�조합�등�34개�유형

[소득세법상�분류]

특정공익증진법인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

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갱생보호법인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자동차안전운전센터,�일본

사법지원센터,�일본사립학

교진흥공제사업단,�일본적

십자사

�*기타�특례민법법인의�일부

출처:���세법상�분류는�법인세법�별표(法人税法別表)�및�소득세법�시행령�제218조(所得税法施
行令�第218条)�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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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활발해지는�등�국가,�시장과의�경계가�흐려지면서�비영리섹터의�경계도�예전만

큼�분명하지는�않다(미우라�2014).

이러한�추이는�비영리섹터와�유사한�맥락에서�쓰이는�제3섹터�개념에서도�발견할�수�

있다.�일본에서�이�개념은�두�가지�용례로�쓰이는데,�하나는�유럽에서�사용되는�비영리

섹터로서의�제3섹터이지만�다른�하나는�1980년대�이후�사용된�것으로�국가�혹은�지방

공공단체(제1섹터)와�민간기업(제2섹터)이�공동출자로�설립한�사단�및�재단법인�혹은�

사업체를�의미한다.�구별을�위해�후자는�때로�제3섹터기관(第3セクター機関)�혹은�3섹
(3セク)이라고�불리며,�전자는�‘サード・セクター’(third�sector)로�표기되기도�한다.�일

본의�third�sector에�속하는�조직을�도출한�연구는�관련�조직을�주로�<표�3>과�같이�정

리하고�있다.15)�이를�바탕으로�주요�조직을�분류하면�크게�법인격이�있는�조직과�그렇

지�않은�조직으로�구분되며,�전자는�비영리�또는�공익법인과�협동조합이,�후자는�지연

단체가�주를�이룬다.�경우에�따라서는�공공법인,�기업법인�등�영리를�추구하는�조직들

이�포함되기도�한다.�이렇게�정리하면�third�sector의�영역은�비영리섹터의�그것보다�넓

다고�볼�수�있다.

5. 시민사회

마지막으로�살펴�볼�시민사회�개념은�학자에�따라�상이한�의미를�지닌다(岡本�1997;�

山口�2004;�주성수�2004,�辻中�外�2012).�그�중에서�츠지나카�외(辻中�外�2012,�23-

25)는�시민사회를�‘비정부성,�비영리성,�그리고�인간관계에�있어�비공식성의�논리가�지

배하는�공간’이라고�규정한다.�여기서�시민사회는�국가와�시장�밖에서�그것들과�관계

를�맺으며�공익을�구현하는�주체들과�그�활동을�포괄한다.�여기에�속한�조직들은�시장

조직과�달리�맹목적으로�영리를�추구하지�않고,�정부처럼�권력을�추구하지도�않으며,�

그렇다고�해서�전적으로�사적인�관계로�구성되어�있지도�않다(辻中�外�2012).�시민사

회를�이처럼�정의할�경우�NPO법인을�비롯해�비정부·비영리적�성격을�지닌�다양한�조

직들이�포함될�수�있다.�구체적으로�일본�시민사회조직에�대한�제도적�틀을�제시한�대

표적�연구자인�페카넨(Pekkanen�2006)에�따르면�일본�시민사회는�NPO법인,�사회복지

15)�국내�연구를�보면�노대명�외(2010,�140-141)의�경우,�공익사단·재단법인,�인증NPO법인,�
인정NPO법인의�네�가지�유형을�일본의�제3섹터로�평가하고�있는데,�이는�일본�내�연구와�
상당한�차이가�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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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공익법인,�경제단체(협동조합�등),�종교단체,�지연단체�등을�포함한다.�이러한�범

주는�앞서�살펴본�제3섹터의�범위와�겹친다.

IV. 사회적경제 관련성에 관한 포괄적 제도 분석

1. 조직평가 결과

지금까지�사회적경제와�관련된�개념으로�소셜�비즈니스와�커뮤니티�비즈니스에서부

터�비영리섹터와�제3섹터,�시민사회까지를�정리하고�각�영역에�포함되는�조직�유형을�

광범위하게�개관했다.�이�예비조사를�바탕으로�현재�일본에서�제도화된�‘사회조직’�혹

은�사회적경제와�관련해�분석할만한�조직을�정리하면�총�28개가�도출된다.�여기에는�

공익법인,�NPO법인뿐만�아니라�사회복지법인이나�의료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갱

생보호법인�등의�비영리법인과�노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제조합�등의�조합조

직,�그리고�지연단체가�포함된다.�또�관민협력조직인�독립행정법인,�특별민간법인,�특

수법인,�제3섹터기관이�포함되며,�주식회사나�합동회사�형태의�기업도�포함된다.�마지

막으로�단체들의�네트워크로�이루어진�TMO(Town�Management�Organization),�중심

시가지활성화협의회(中心市街地活性化協議會)도�포함될�수�있다.16)�이처럼�포괄적으

로�도출한�사회조직들을�앞에서�제시한�분석틀에�따라�평가한�결과가�<표�4>이다.�

2. 요소별 분포와 요소 간 결합 패턴

먼저�평가요소별�분포를�살펴보자.�NPO법인,�공익법인,�일반법인�등의�민간비영리

16)�특정�법제도를�근거로�한�법인격을�기준으로�앞�장에서�검토한�주요�개념들과�관련해�언급
된�조직�유형을�정리한�결과이다.�<표�3>에서�츠지나카�외(辻中�外�2013)가�제3섹터�영역에�
속한다고�밝힌�조직�범위와�거의�일치한다.�다만�개별�법제도로�유사한�법인격을�부여하는�

경우,�이를�예외적으로�정리했다.�일례로�협동조합법인은�법�구조와�사업�내용에�따라�‘각종�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어업협동조합�삼림협동조합�등)’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구분

했다.�각종�개별법으로�설립되는�개별�공제조합법인은�‘각종�공제조합’으로�유형화했다.�한

편�TMO나�중심시가지활성회협의회는�단일�조직이�아닌�협의체적�성격을�갖지만,�일본�사
회적경제�영역에서�독특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평가대상에�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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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종 사회조직의 사회적경제 관련성 평가

조직/제도�명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

민주적�

소유·

자율성

결사의�

자유·

자발성

사업성

분배·

수익�

제한

규범성

문제�

해결�

기능

1
NPO법인

인증NPO법인 ○ ○ △ ○ ○ ○

2 인정NPO법인 ○ △ △ ○ ○ ○

3
일반법인

일반사단법인 ○ ○ - △ - -

4 일반재단법인 ○ ○ - △ - -

5
공익법인

공익사단법인 ○ △ △ ○ ○ △

6 공익재단법인 ○ △ △ ○ ○ △

7 사회복지법인 △ △ ○ △ △ ○

8
의료법인

의료법인 △ △ ○ △ △ -

9 사회의료법인 △ △ ○ △ △ ○

10 학교법인 △ △ ○ △ △ -

11 종교법인 △ ○ - - △ -

12 갱생보호법인 △ △ ○ - △ -

13 노동조합 ○ ○ - - △ △

14 협동

조합

생활협동조합 ○ △ ○ △ △ ○

15 각종�협동조합 △ △ ○ - △ ○

16 각종�공제조합 △ △ ○ - △ △

17 지연

단체

지연단체 - - - - - △

18 인가지연단체 ○ △ △ △ △ △

19
독립행정

법인

특정독립행정법인 - - △ - ○ △

20 일반독립행정법인 - - △ - ○ △

21 지방독립행정법인 - - △ - ○ △

22 특수법인 - - △ - ○ △

23 특별민간법인 - - △ - △ △

24 제3섹터기관 - - ○ - △ ○

25 TMO - - ○ - △ ○

26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 △ ○ - △ ○

27
기업

주식회사 - ○ ○ - - -

28 합동회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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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각종�조합�조직이�높은�수준의�민주성을,�사회복지법인이나�의료법인,�학교법

인,�종교법인�등의�중간단체�성격을�가진�조직들이�중간�수준의�민주성을,�마지막으로�

특별법에�근거해�정부�주도로�설립된�각종�특별�법인이�낮은�수준의�민주성을�가지고�

있다.�여기에서�설립의�자유는�있지만�공식적인�조직운영�체계가�민주적이지는�않은�

주식회사는�예외적인�자리에�속한다.�즉�설립에서는�민주성이�담보되지만�소유�및�운

영에서는�주주가�투자금액에�비례해�중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민주성의�일

부�요소만�가지고�있는�경우이다.�

수익을�내지만�수익�자체가�목적은�아니라는�의미로�정의되는�경제성에서는�앞서�민

주성에서�볼�수�있는�것과�같은�결합�수준이�약하다.�즉�경제성의�하위�요소�중�하나인�

사업성의�수준이�높으면�또�다른�하위�요소인�수익분배제한의�수준은�낮고,�반대로�일

부�사례이긴�하지만,�수익분배제한�수준이�높으면�수익성�수준이�낮다.�사업성에서는�

대부분의�조직이�중간�수준�이상이지만,�수익분배제한�요소에서는�비영리조직으로�알

려진�NPO법인과�공익법인을�제외하면�수준이�낮다.�이�영역에서�비교적�균형을�갖추

고�있는�조직은�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등�중간단체�성격의�조직

들이다.�마지막으로�사회성에는�가장�고른�분포를�보인다.�일반법인과�기업,�학교법인,�

종교법인,�갱생보호법인을�제외한�조직들�모두가�두�하위�요소에서�중간�수준�이상의�

사회성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각�요소�간�결합�패턴을�살펴보자.17)�민주성과�경제성이�높은�수준으로�결

합되어�있는�조직은�기업뿐이고,�민주성과�사회성이�높은�수준으로�결합되어�있는�조

직은�없다.�경제성과�사회성이�높은�수준으로�결합되어�있는�조직은�사회복지법인과�

사회의료법인,�각종�협동조합,�제3섹터기관�등이다.�마지막으로�세�요소�모두�높은�수

준으로�결합되어�있는�조직에는�NPO법인과�공익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있다.�사

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등은�경제성과�사회성은�있으나�구성원의�1인1표�제

도와�같은�조직지배구조의�측면에서�민주성이�약한�경우가�많다.�이는�정부�주도로�설

립되는�각종�특별법인들에서도�마찬가지이다.�반대로�기업은�경제성과�부분적인�민주

성은�갖고�있으나�사회성은�약하다.�정리하면,�조직수준에서�볼�때�국가가�설립�및�운

17)�각�요소가�결합할�수�있는�네�가지�경우의�수(민주성-경제성,�민주성-사회성,�경제성-사회
성,�민주성-경제성-사회성)를�생각해�볼�수�있고,�이에�따라�조직을�묶어볼�수�있다.�이를�

통해�각�요소의�선택적�친화성을�살필�수�있고,�그에�따라�분류되는�조직군의�특성을�살펴�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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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주도하는�조직은�대체로�사회성은�강하나�경제성은�중간수준,�민주성은�약하다.�

시장이�주도하는�조직은�대체로�경제성은�강하나�민주성이�약하거나�사회성이�약하다.�

반면�시민사회�영역이�주도하는�조직은�민주성과�사회성은�강하나�경제성이�약한�경우

가�많다.

3. 혼합성 수준에 따른 각종 사회조직 유형화

다음으로�<표�4>의�평가�결과에�기초해�사회적경제와의�관련성이라는�관점에서�세�

요소의�결합�수준에�따라�각�조직을�네�집단으로�분류한�결과가�<표�5>이다.

먼저�‘주요�사회적경제�조직’은�민주성,�경제성,�사회성�모두�높은�수준에서�결합되기�

때문에�사회적경제의�대표�조직으로�판단할�수�있다.�여기에는�NPO법인과�공익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속하는데�내부의사결정과정이�민주적이며,�다양한�분야에서의�

수익사업을�통해�공익을�추구한다는�공통점을�갖는다.�‘예비�사회적경제�조직’은�일부�

요소에서만�수준이�높아�혼종성의�영역이�제한적이다.�사회복지법인이나�사회의료법

인은�대체로�설립하기가�더�까다로우며,�여러�분야에서�공익�활동을�전개하기�보다는�

특정�분야�-�대표적으로�의료·복지�분야�-�에�국한해�활동한다.�한편�주식회사와�합

동회사는�기본적으로�영리를�추구하는�기업법인이지만�현실에서는�구성원들의�의지에�

따라�사회적�가치를�위해�수익을�활용,�투자하기도�한다.�앞서�소개한�CSR나�소셜�비

즈니스�활동이�대표적이다.�민관출자회사인�제3섹터기관도�활동�면에서�비슷하게�평

<표 5> 혼합성 수준에 따른 각종 사회조직의 분류(사회적경제와의 관련성 수준)

유형 조직

주요�사회적경제�조직

(5개�조직�유형)
인증·인정NPO법인,�공익사단·재단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예비�사회적경제�조직

(8개�조직�유형)
사회복지법인,�사회의료법인,�각종�협동조합,�제3섹터기관,�TMO,�중
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주식회사,�합동회사

기타��사회조직Ⅰ

(6개�조직�유형)
의료법인,�학교법인,�갱생보호법인,�노동조합,�각종�공제조합,�인가

지연단체�

가타�사회조직Ⅱ

(9개�조직�유형)
일반사단·재단법인,�종교법인,�지연단체,�특수법인,�특별민간법인,�

특정독립행정법인,�일반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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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있다.�재개발�사업,�공공시설�정비사업,�교통시스템�정비사업과�같이�소규모�

NPO법인이�할�수�없는�대규모�프로젝트의�주체로�활동한다.�TMO나�중심시가지활성

화협의회와�같은�조직들도�설립은�자유롭지�않지만�활동의�내용이나�목적에서는�경제

성과�사회성을�두루�갖추고�있다.�이런�점에서�예비�사회적경제�조직은�특정�분야나�특

정�활동�혹은�개별적�사례를�통해�사회적경제에�기여하는�조직군으로�판단할�수�있다.�

마지막으로�‘기타�사회조직’은�각�요소별�수준이�낮아�사회적경제와의�관련성이�그리�

크지�않다고�판단되는�조직들이다.�I과�II의�차이라면,�전자에�속하는�조직군은�요소별�

수준이�낮지만�어느�정도�혼합성이�있으며�후자는�혼합성을�볼�수�없는�조직군이다.

V. 유형별 특성과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 지형에 관한 고찰

1.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먼저�주요�사회적경제�조직을�살펴보자.�NPO법인은�1998년에�제정된�NPO법에�근

거한�조직으로,�마을만들기에서부터�관광과�복지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사회

공헌활동을�수행한다.�NPO법인은�공익성의�실현이라는�본래의�목적에서�벗어나지�않

는�선에서�영리활동이�허용되며�까다롭지�않은�인증(認証)�절차에�의해�법인격이�부여
된다.�인증을�받은�NPO를�인증NPO법인이라�부르는데,�1998년�관련법이�처음�제정되

었을�당시�스무�개�남짓에서�2015년�4월�기준�총�5만147개에�이르는�거대한�규모로�성

장하였다(内閣府�2015b).�한편�PST(Public�Support�Test)를�거쳐�공익�증진에�기여하

는�바가�크다는�것을�증명한�인증NPO법인은�인정(認定)NPO법인으로�승격되어�세제�

해택�등�보다�광범위한�정부지원을�받는다.18)�2001년에�처음�등장한�인정NPO는�2015

년�4월�기준�718개로�가파른�성장�추이를�보이고�있다(内閣府�2015b).�이�같은�조직의�

양적�증대는�공공성의�확장에�있어�NPO법인에�대한�일본�정부와�시민사회의�높은�기

18)�PST란�대중으로부터의�지지도를�의미하여�인정NPO법인이�되기�위한�필수�요건�중�하나이
다.�구체적으로�다음�세�가지�기준�중�하나를�충족해야�한다.�1.�상대적�기준(실적판정기간�
내�단체의�총수익�대비�기부금�비율이�20%를�넘는다).�2.�절대적�기준(실적�판정기간�내�연
간�3000엔�이상�기부한�사람의�수가�연평균�100명을�넘는다).�3.�개별조례기준(단체가�속한�
지자체가�정한�기준을�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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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다시�말해�NPO법인은�사회의�다원화와�고령화에�맞서�

효과적인�정책�서비스�전달을�위한�파트너로�인식되는�동시에�참여민주주의�확대의�도

구로도�평가받고�있다.��

공익사업을�하는�공익법인�또한�일본의�사회적경제를�논할�때�빼놓을�수�없는�조직

이다.�이들�조직은�2015년�5월�기준�9383개로,�인정NPO법인과�동일한�세제�혜택을�

받으며�부분적인�수익사업도�허용된다.�또�구성원의�1인1표에�의한�민주적�운영을�원

칙으로�한다.19)�약�200개�공익법인만이�세제�혜택을�받은�2008년�상황과�비교하면�5년�

동안�공익성과�사업성을�동시에�추구하는�조직�수가�급증한�것인데,�그�배경에는�2008

년에�시행된�‘공익법인제도�개혁관련�3법’이�있다.20)�개혁�이전에는�민법상의�재단·사

단법인이�존재해�왔는데,�이들의�설립�절차에서�공익성�기준이�명확하지�않았다.�그�결

과�재단·사단법인�중에는�영리�조직도�다수�포함되었으며�공익성을�인정받아�세제�혜

택을�받은�조직은�소수에�불과했다.�오늘날�공익법인이�되기를�희망하는�단체는�공익

성�추구�여부와�상관없이�잉여금의�분배를�목적으로�하지�않는�일반법인의�지위를�우

선�획득하고,�이후�공익성�심사를�받아�중앙정부부처나�지자체로부터�공익법인으로�인

가�받을�수�있다.�결과적으로�공익성을�인정받은�조직이�늘었는데�이는�민간을�활용해�

공익을�도모하려는�정부의�의지와�시민사회의�참여에�대한�의지가�결합된�결과로�이해

할�수�있다.21)

마지막으로�살펴�볼�주요�사회적경제�조직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협동조합은�

19)�개혁�이전에는�민법상의�재단�및�사단�법인이�약�2만2000개�존재했으며,�이들이�5년간의�개
혁을�통해�공익법인�약�9000개와�일반법인�약�1만1000개로�분류되었다.�일반법인을�공익법
인으로�전환하려면�정부의�위탁을�받아�민간�전문가에�의해�운영되는�공익인정위원회의�심

사를�받아야�한다.�공익법인의�개요와�공익인정현황에�관해서는�내각부(2015c)를�참조.
20)�3법은�공익사단법인�및�공익재단법인의�인증절차�등에�관한�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
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一般社団法人及
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그리고�공익사
단법인�및�공익재단법인의�인증절차�등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등에�

관한�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及び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
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을�뜻한다.�

21)�NPO법인과�공익법인�사이에는�출자기준과�조직운영에�관한�차이가�존재한다.�그럼에도�정
부는�공익�증진이라는�기능적�차원에서�이들을�유사한�것으로�간주하며(内閣府�2015b),�기
존연구도�이들이�기존�법인제도가�포괄하지�못했던�비영리�영역을�담당한다는�점에서�유사

하다고�본다(최성경�2008;�배원기�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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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설립의�자율성,�조직운영에서의�민주성이�다른�어떤�조직보다�강조된다.�그와�함

께�경제성을�추구하고,�일부는�사회적�문제�해결에�기여하기도�한다.�그러나�일반적인�

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이해를�우선시한다는�점에서�사회성이�높다고�보기�어렵고�중

앙조직의�지배력이�크다는�점에서�민주성�또한�높다고�볼�수�없으나,�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은�중앙조직이�분산되어�민주적�소유수준이�높고�조합원�이해를�넘어�지역사회�전

반의�복지에�기여한다는�점에서�주요�사회적경제�조직으로�분류될�수�있다.�소비자생

활협동조합의�수는�1990년�1082개에서�2000년�860개,�2013년�577개로�감소하였으나�

조합원�수나�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였으며(日本生活協同組合聯合會�2014),�활동�또

한�다원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22)

2. 예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사회적경제와의�관련성을�고려했을�때�예비�조직들�가운데�가장�주목해야�할�조직

은�사회복지법인이다.�1951년에�제정된�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에�근거한�사회복지법

인은�전국에�약�6천개가�있으며,�생계유지가�어려운�이들에�대한�생활보호,�아동복지,�

노인복지,�장애인�지원�등의�사업을�수행한다.�특히�이용자�입소가�이루어지는�1종�사

회복지사업은�NPO법인이나�일반�공익법인이�할�수�없는�분야로,�사업�수행�권한을�가

진�사회복지법인의�역할이�크게�부각되는�영역이다.�개호분야에서�사회복지법인이�차

지하는�비중도�크다.�NPO법인이�이�분야에서�활동을�확대하고�있다고는�하나�그�비율

은�전체의�10%에�미치지�못하며,�조직�대부분이�사회복지법인이다.23)�사회복지법인은�

정부�규제의�대상이면서�지원의�대상이다.�사회복지법인에�부과되는�잔여�재산의�국고�

귀속,�자산요건�규정,�자금용도제한�등의�규칙은�평가표에�제시된�경제성�부문에서�주

요�사회적경제�조직과�차이를�보이는�지점이다.�하지만�이러한�제약에도�불구하고�사

회복지법인은�안전한�서비스�이용�명목으로�국가로부터�시설�정비비,�민간시설�및�급

22)�이를테면�생활클럽소비자협동조합은�도쿄생활클럽을�중심으로�1980년대부터�지역선거에�
후보를�내는�정치적�운동을�펼쳤으며,�1990년대부터�생태적,�사회적�가치를�구현하는�사회
적기업�및�워커스콜렉티브와�같은�조직을�설립·지원해왔다(이시재�1995;�佐橋�2004;�박현
숙�2007).

23)�이를테면�2013년�기준�전국�4만6380개소에�달하는�고령자대상사업소�중�절반�이상인�2만
6778개가�사회복지법인이었다(全国社会福祉施設経営者協議会�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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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선비,�세제상�특혜,�퇴직수당공제�등의�혜택을�받는다(全国社会福祉施設経営者
協議会�2013).�그러나�복지부문�진입장벽�철폐�움직임이�커지는�상황에서�사회복지법

인이�누리는�특권이�유지될지는�미지수이다.

다음으로�사회의료법인은�의료법인�중�공익성이�높은�의료를�담당하는�조직으로�

2009년�제도가�도입된�이래�2014년�기준�215개가�있다(厚生労働省�2014).�한편�의료

법인은�사회의료법인과�사업범위가�다르다.�즉�의료법인은�병원�경영�외에�기타�수익

사업에�대해�규제를�받는�반면�사회의료법인은�공익사업의�명목으로�보다�폭넓은�수익

사업을�할�수�있다.�사회의료법인을�예비�조직으로,�의료법인을�기타�조직�Ⅰ로�분류한�

근거도�여기에�있다.�

TMO는�2006년�이전까지�중심시가지활성화(中心市街地活性化)�사업에서�중심�역할

을�수행한�단체로�2014년�현재�151개가�활동하고�있다.�그러나�정부가�사회서비스사

업을�하청화하고�그에�따라�사업�효율성이�하락하면서�TMO를�대체할�새로운�지역개

발�플랫폼이�모색되었다.�그�결과�2006년�중심시가지활성화법�개정을�통해�중심시가

지활성화협의회가�탄생했다.�협의회는�지역�활성화의�종합적�추진이라는�목표�하에�지

역�실정에�정통한�주민,�NPO�및�기타�비영리법인,�기업,�그리고�지자체�등�다양한�행

위자들�간의�연계의�장을�제공하고,�정부는�지역사회가�자체�수립한�계획을�지속적으

로�평가한다(経済産業省�2012).

지역�활성화�사업과�관련하여�1980년대�이후�‘민간�활력의�도입’이라는�슬로건�하에�

도입된�제3섹터기관�또한�사회적경제�영역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이�기관은�지

자체가�출자·설립한�민간법인으로,�주로�조례에�의해�특별권한이�부여된다.�형식적으

로는�주식회사나�사단법인,�재단법인,�특례민법법인�등의�형태로�존재한다.�그�규모는�

2013년�현재�7000개에�육박한다.�제3섹터기관은�사회적�편의가�넓은�지역에�적용되는�

사업,�사업수입이�일정수준�지역사회에�환원된다고�판단되는�사업,�민간자본�중심이지

만�지자체가�자본참여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사업을�대상으로�설립되는데,�특

히�사회성의�확대�측면에서�이해할�수�있는�지역�및�도시�개발에서�중요한�역할을�수

행해왔다.�TMO를�전신으로�하는�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나�제3섹터기관과�같이�정

부가�일정�부분�운영에�개입하는�조직들이�사회적경제�영역에서�수행하는�역할이�점차�

커지고�있다는�점은�현대�일본�사회적경제의�중요한�특징�중�하나이다.

마지막으로�기업의�역할도�점차�커지는�추세다.�정부는�기업의�사회적경제�참여를�

장려하기�위해�세제�해택을�제공하는�한편,�2006년�5월�회사법�개정을�통해�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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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월해지도록�제도를�정비했다.�기존에�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로�

구분되어�있던�체제도�주식회사/합동회사�체제로�간소화되었다.�이에�따라�사회적기업

에�준하는�위상을�지닌�마을만들기�기업�및�다양한�소셜�비즈니스�조직들이�합동회사

라는�형태를�빌어�사회적경제�영역을�양적으로나�질적으로�확장시키고�있다.��

�

3. 기타 사회조직(Ⅰ, Ⅱ)의 특성

기타�사회조직�I에는�의료법인,�학교법인,�갱생보호법인과�같이�민주성은�있으나�경

제성,�또는�사회성이�부족한�조직과�경제성이�없는�노동조합,�경제성과�사회성이�낮은�

인가지연단체가�포함되며,�기타�사회조직�II에는�경제성이�거의�없는�일반법인과�종교

법인,�또�특수한�목적으로�설립되어�민주성이�매우�낮은�독립행정법인,�특별민간법인,�

특수법인이�포함된다.�이�가운데�일본의�특수성을�보여주는�조직은�지연단체와�특수법

인이다.�

지연단체로는�정내회(町內會),�자치회(自治會)�등이�있는데,�특정�지역에�주소를�두

고�지역사회의�유지와�발전을�위한�지역협력�활동을�하는�단체를�통칭한다.�지방행정

기구상의�법적지위는�없지만�90%�이상의�주민들이�참여하며,�2013년�기준�29만8700

개에�달한다(総務省�2013).�지연단체의�조직특성으로는�첫째,�가입단위가�개인이�아니

라�세대라는�점,�둘째,�자동적·강제적�가입이라는�점,�셋째,�활동목적이�포괄적이라는�

점,�넷째,�행정의�말단보완기능을�수행한다는�점이�꼽힌다(이시재�1993).�이�중�1991

년에�개정된�지방자치법에�따라�법인격을�부여받은�단체를�인가지연단체라고�한다.24)�

2000년에�2만2050개가�인가받았으며,�2013년에는�4만4008개로�증가�추세에�있다(総
務省�2013).�인가지연단체는�단체�명의로�부동산�등기를�할�수�있어�좀�더�안정적으로�

활동할�수�있다(이시재�1993).�이들�활동은�청소,�미화,�방재,�집회소�관리와�같은�일

상적�활동에서부터�다른�형태의�조직들과�연계하여�지역�행사를�조직하는�활동까지�다

24)�일본의�인가지연단체는�한국의�주민자치위원회와�달리�다음과�같은�법적�성격을�가진다.�첫
째,�지역사회에서�자생적으로�생긴�조직이며�민간단체로서의�지위가�법으로�명기되어�있다.�

둘째,�지방자치법에�의해�단체의�성격과�역할이�상세히�규정되어�있다.�인가지연단체는�민

주적으로�운영되며�자발적으로�활동하는�조직으로,�일반사단법인과�동일한�민법상의�지위

를�부여받는다.�또한�세제에�관해서는�‘공익법인�등’의�유형에�해당되어�세제�혜택을�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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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영역에�걸쳐�있다.�

특수법인은�“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또는�법률에�의한�특별한�설립목적을�가

지고�설립된�법인”으로�주로�시장의�원리에�따른�운영이�불가능하거나�어려운�사업의�

수행할�목적으로�설립된�조직이다.�특수법인에는�공단,�공사,�사업단,�특수은행,�금고,�

특수회사�등이�있다.�독립행정법인은�이�중�일부가�2001년�행정개혁계획에�따라�전환

된�조직으로,�“국민생활과�사회경제의�안정�등�공공상의�이유로�반드시�실현되어야�할�

필요가�있는�업무”를�독점적으로�수행하는�법인을�의미한다.�특수법인은�설립의�자유

가�없고�운영원리도�민주성에�근거하지�않는다.�‘공공상의�이유로’�경제적�사업성이�낮

은�경우도�많다.

기타�사회조직�I에�속하는�조직은�인가지연단체를�제외하고는�모두�전후�비교적�일

찌감치�법인격을�획득한�조직들로,�의료법인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변화의�폭이�크

지�않다.�일찌감치�제도화된�노동조합이나�각종�조합조직도�규모면에서�큰�변화가�없

다.�기타�사회조직�II에�속하는�조직도�2000년대�초반�이래�등장한�특수법인들을�제외

하면�상대적으로�전통적인�조직들이다.�지난�30년간�규모가�일정했던�지연단체가�대표

적이다.�이러한�양상은�앞서�살핀�주요�사회적경제�조직들의�가파른�성장�추이와�대조

된다.�

이러한�성장�추이는�비영리�또는�공익과�사업성의�결합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

해�그동안�임의단체나�‘인격없는�사단’(人格なき社団)�등으로�알려져�있던�여러�조직들
이�제도화되고�있는�것과�관련�있다(노일석�2004;�민병로�2010;�배원기�2012).�전통적

으로�민법에�의해�인정되지�않았던�동창회나�동호회,�봉사단체,�부인회,�어린이회,�소

규모�모임�그리고�각종�지연단체들이�일반법인이나�NPO법인,�인가지연단체라는�법인

격을�부여받게�되었다.�새로운�조직의�등장은�개별�조직수준에서의�변화로�그치지�않

는다.�새로운�성격의�조직이�등장함에�따라�이들�조직과�기존�조직들과의�조정�문제가�

발생하고,�이들이�서로�관계�맺는�과정에서�기존�조직들도�조직구성�원리나�활동목표

에서�일정부분�변화를�모색하게�된다.�이러한�과정은�기존의�비영리섹터·제3섹터·시

민사회�부문의�지형에�상당한�변화를�가져왔으며,�앞으로�그�변화의�폭은�국가-시장-

시민사회의�경계가�모호해진�만큼�더욱�커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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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연구에서는�사회적경제�관련�개념�및�제도�분석에�기초해�일본�사회적경제의�조

직�지형과�그�특징을�도출했다.�먼저�사회적경제와�관련된�여러�개념이나�담론에�등장

하는�조직�모두를�포함하는�사회조직의�영역을�구획했다.�둘째,�이들�조직의�법제도적�

성격을�민주성,�경제성,�사회성의�측면에서�평가하여,�사회적경제와의�관련성�수준에�

따라�네�유형으로�묶었다.�마지막으로�각�유형의�특징을�정리하여�일본�사회적경제의�

조직�지형을�논의했다.

이러한�구분을�토대로�평가한�일본�사회적경제의�특징은�다음과�같다.�알려진�바와�

같이�NPO법인과�공익법인이�일본�사회적경제의�주요�주체로�자리�잡고�있다.�그러나�

다른�한편으로는�아직은�주요�사회적경제�조직으로�분류하기�어렵지만�영리/비영리,�

공익/사익으로�분명하게�구분되기�어려운�성격을�가진�다양한�조직도�등장하고�있다.�

이들�상당수는�신생�조직이라기보다는�정책�변화나�조직내부의�요구에�따라�활동의�목

표나�성격을�바꾼�조직들이다.�기존에�순수비영리조직으로�인식되었던�조직들이�재화�

및�서비스의�생산이라는�경제활동을�수행하고,�반대로�영리조직으로�인식되었던�조직

들이�비영리재단�설립이나�공익사업�수행을�통해�사회적�목적을�추구하기도�한다.�다

른�한편으로는�기존에�국가의�역할로�인식되었던�영역에서�여러�민간�조직들이�공공서

비스�전달역할을�수행하는가�하면�정부가�반민반관�형태로�설립,�운영하는�조직�또한�

늘고�있다.�이런�맥락에서�일본에서는�전형적인�사회적경제�조직이�있다기보다는�여러�

조직들의�활동이�제도적,�정책적�네트워크를�통해�조율되는�형태로�영역을�형성하고�

있고,�이�영역은�여전히�형성중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한국에서도�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사회적경제의�경계와�성격을�규명하려는�시도

가�많아지고�있다.�일부에서�사회적경제�조직을�네�종류(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

기업,�협동조합)로�한정해�이해하는�경우가�있으나�이러한�시각이�사회적경제를�이해

하고�발전시키는�데�얼마나�적절한지�평가하기�위해서는�조직의�유형화에�대한�분석적�

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본�연구에서�일본을�사례로�독창적인�분석�방법을�적용

한�결과,�기존의�NPO법인�중심의�이해와는�차별화되는,�다양한�조직으로�구성된�사회

적경제�지형을�그려볼�수�있었다.�이러한�새로운�시도를�거듭하면서�비교연구의�틀을�

다듬는�것이�일본의�사회적경제�뿐만�아니라�한국의�사회적경제�현황�이해에도�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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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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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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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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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the concepts and institutions concerning the social economy 

in Japan and explores its organizational terrain. We have identified twenty-eight 

organizational types and categorized them into four levels: major, semi major, semi 

minor, and minor organ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according to their institutional 

hybridity. Specifically, we applied to each organizational type the three criteria which 

were generally considered as the basic conditions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They are namely “democratic operation,”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purpose.”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shows that 1) NPO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Consumer Co-operatives play significant roles within the social economy sector. But 

at the same time, 2) other types of organizations, especially ones which nullify profit-

nonprofit and public-private interest distinctions, or the “trans-boundary” organizations, 

are rising rapidly. Finally, such a development within the organizational terrain tells 

us that 3)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al economy is comprised of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Some can be identified by the ideal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others by their individual business or social motives.

Keywords:�social economy, social business, democratic operation, economic activity, 

social purpose,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