変革の世紀、
そして社会的企業
パク

ポ

ヒ

朴 寶熙
韓国社会情報研究院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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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識者たちが提示する転換方向性の概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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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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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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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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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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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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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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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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