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例発表４―韓国側

より良いマウル（村・地域）を
デザインする社会的企業
チェ

ジュン

崔 濬
共に働く財団
マウル（村・地域）型社会起業 設立支援団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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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細部 企業名

活動 内容

住民リーダーシップ開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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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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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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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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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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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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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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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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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５．仕事場創出およ びサ
ービス提供事業（有・無料
サービス含む）

生活および安全便益サー
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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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教育、文化サー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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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休暇中の親環境給食サー
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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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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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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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８．弘報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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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事業別地域協力および
業種別協力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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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国際交流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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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９．協力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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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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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 歴
1983 ソウル芸術専門大学文芸創作科中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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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사례발표３－한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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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지역 관리형
일자리 창출

4. 주민 일반 서비스
제공 사업 (무료
서비스)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

주민 리더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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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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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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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 생활과 관련한
상담소 설치
2) 주민 아이디어 접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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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 노인돌봄, 야간 아동 돌봄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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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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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 교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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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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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하고 동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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