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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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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획의 목적과 추진배경

1. 건실한 운영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적 필요성 증가

- 코로나 판데믹이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적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견
- 중앙정부에 적지 않은 부문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지방자치분권의 

기민하고도 독자적인 역량강화가 요망
-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운영체계 경쟁력 확보

2. 한국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비중이 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
며, 이의 비중 제고 요망

- 금융위기(IMF사태)를 기준으로 한국경제의 성장환경 변화
- 영미식신자유주의로 인한 고용악화, “늙은 과점＂의 상태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부분수용
- 공동체적 연대감 속에 상호협력적,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네

트워크 또는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함

3.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가 중요함

4.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공고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 달성도 가능

- 그러나 질병재난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복지의 혜택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 발생

-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지역내에 더 많이 유치해 일자리 창
출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면서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
보하는 정책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

5. 이런 목적의 연구 추진으로 타 지역 “자치분권”의 다양한 사례 분석 및 검토
를 통한 장성군에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역량과 사회적 경제의 
토대 강화를 위한 방책 제안과 점진적 로드맵을 제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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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획의 필요성 

 

1. 현재 장성군 지역에서의 주민자치 운영능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

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역량강화 로드맵 및 프레임이 

상당히 부실하게 보여짐

2. 따라서 주민자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타 지역 운영사례들의 벤치마

킹을 통해 이 지역 ‘시민-의회-자치단체’의 운영이 함께 수미일관적으로 조

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수립이 긴급 

3. 이를 위해 현 주민자치단체(주민자치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들에 

대한 상호연관된 정책적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타지역 선진 우수사례 학습

을 통하여 입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 핵심역량을 배양시킴 

4. 본 연구는 “주민자치적 역량 강화가 사회적 경제의 비중 제고로도 연결되

어 또다시 지속성장하는 선순환적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

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의회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뿌리내리게 

하는 공론적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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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기대효과

    
  1. 자치분권적 역량이 강화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여 ‘풀뿌리 민주주

의’의 정착을 구현

  2. 본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의 관련 조례입법 활동능력 강화

  3. 타 지역 우수사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주민자치/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들을 분석하여 장성군에 벤치마킹적으로 적용 가능

  4. 「자치분권 강화 연구단체(가칭)」를 운영하여 주민 자치위원회의 역량 제고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생태계 허브’ 확보 

  5.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써 장성군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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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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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주요 범위와 대상

  

1.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3년

2. 공간적 범위: 장성군과 장성군의 주민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지역 

(전국 5- 6개 사례) 

3. 연구의 주요 대상

1) 법적 제도적 범위 대상: 지방자치단체 내부 조례 및 입법내용 지역 및 

마을공동체 자치위원회 내부 규칙 

2) 실태조사 대상: 장성군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현황

3) 사례분석 대상: 타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남도 

함안군) 관내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분야별 우수사례 

4) 정책적 방안연구: 장성군 사회적 기업에의 우수사례 적용가능성 검토 및 이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방안 제시 

5) 비교분석의 범위: 현대 대한민국의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고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례분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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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개념정의

1.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의 학술적 정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것이가능해야하며,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시장경제 체제 내부의 이윤창출 행위자”

2)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정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중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에 의해 선정

2. 마을기업

1) 마을기업의 사전적 정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과구분되는 점은 지역성으로, 지역주민
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

2) 마을기업의 제도적 요건
- 2011년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함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1) 에서 규정하는 마을기업의 제도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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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제도적 한계 

- 현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할 구체적 법령 없

음.

- 마을기업의 한계: 마을기업이 일반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

요가 있고, 업종 편중과 신규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마을기업들의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창업보조금 등 성장지원을 위한 지속적 정책이 부족

-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입법시도

가 있었으나 폐기됨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등과 겹치는 부분 

존재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법과 유사한 위상의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 필요.

- 따라서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에 

어려움 과다.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마을기업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와 그 추진목

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 마을기업 육성·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요구됨. 

3. 주민자치회
  

1) 주민자치의 연원

-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

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

- 지방자치와 주민의 관계는 주로 주민자치의 차원에서 참여와 관련된 문제로 

1) 출처: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
000015&nttId=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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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앙정부(국가)에 의한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

다는 전제

- 즉,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강조

2) 대한민국 주민자치 연혁

-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

-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

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해 5월 1일부터 시행

-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

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

- 현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측면의 결합 위에 성립

- 즉 지방자치의 발전은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지방분권 수준의 적정화와 주민자

치 측면에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양대 과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

- 오랫동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현장에선 혼용되어 표현되는 문제점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행정 자치부의 “읍, 면,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시달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현 행

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제자리를 

잡게 됨

3)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2010년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목적: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의의: 시군구 통합에 따른 읍면동 차원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삽입

- 한계: 그러나 주민자치회도 내부의 필요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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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어진 것이다. 당연히 주민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채 논의가 시작2)

                 (표 2-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

.주민생활 관련 읍면동 업무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

위원구성(선출)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읍면동장이 지명

지역대표, 일반 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위원의 위촉 읍면동장 시장, 군수, 구청장

운영재원 읍면동 지원금 및 수강료
.자체 재원(사업수입, 

사용료, 회비)
.보조금, 기부금 

* 이혜경(2013), 토론회 발제문 “주민자치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에서 

인용

4) 주민자치회의 모델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기존 주

민자치위원회의 권한보다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협력형: 

- 피상적으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위상과 역할 

- 기존 제도에서는 읍면동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와 

같은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한 데 반해, 읍면동장과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고 

실행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위상 및 권한을 약간 

강화한 모델

2) 이호(2014), 『주민자치회 전환의 의의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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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형:

-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하고, 읍면동 행정

을 그 산하에 두는 방안

-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읍면동 행정업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 주민조직형:

-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모델

- 기존의 읍면동 행정사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를 설

치

- 주민자치회가 독자적인 사무기구를 운용

- 주민자치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집행 기능

- 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 행ㆍ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업

무에 대해 협조

-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근린의회’와 같은 위상으로 격상

- 오랫동안 행정의 다중체계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많은 행정학자들의 이해에도 일치하는 안

- 가장 합리적인 안 

5)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 논쟁분야

○ 주민자치회 정책의 문제점

  - 지방행정체계개편위원회는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세가지를 추진하겠
다고 함. 

  -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30개 시범실시를 추진하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해
서 심사 후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공개모집 방식에 있어 일
곱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도록 공시: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 어울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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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되는 문제점:
·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의가 일선의 주민자치위원회에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상

황, 즉 정작 주민자치위원들마저 주민자치회 관련된 고민이 채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

· 이러한 사업유형별로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설치가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도의 의미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실제시범실시에 응한 다수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재원을 지원받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을 하는 현상이 발생

· 현재 장성군을 비롯한 대다수 전남시군이 시범실시를 위해 신청중이거나 개
설을 준비중인 단계

4.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간의 연계

1) 로컬 거버넌스(지역사회 민관협치)의 중요성 강화

- 현대 정치에 있어서 국가간 상호연대가 필수적인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역화
(Localization)도 동시에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

- 지역화의 여러 측면중의 하나가 기존 정치학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을 지역
에 적용시킨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 거버넌스는 국문 용어로 “협치”라 번역되며,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협치”정도로 이해 가능

- 지역사회 협치의 사전적, 실제적 의미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과 관이 개별 주체로서 일방향적 지원이나, 주와 부가 구별되는 보조적 
역할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적 관계를 전제로 상호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가는 상황 혹은 그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마을, 사회적기업 및 주민자치회와 로컬 거버넌스(지역사회 민관협치)

- 지역사회 민관협치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
- 특히 마을,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이해관계, 즉 비즈니스와 지역의 현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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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연계되어 있기에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능
- 또한 마을, 사회적기업과 함께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

자로서 기능
- 주민자치회와 마을, 사회적기업간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다양한 방식

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 가능
- 마을, 사회적기업이 주민자치를 위한 비 공공적 재원 마련 및 지원, 주민

자치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마을, 사회적기업을 지원
- 이러한 과정속에서 지방 차원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

민들의 참여여건 조성 가능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방법

1. 연구용역 수행방법 기본원칙

1) 주민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주민자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실무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설문응답 자문을 받아 본 보고서에 보

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안 능력 확보

3) 주민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 비교 검토를 토대로 행

정적 법적 틀안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본 연구의 우선적인 주안점을 중점을 두려 함

4) 의원 입법 활동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법제정하여 주민자치단체 역

량 강화를 하려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입법안 예시제안 모색 

2. 연구용역 수행 전략

 1) 비교 및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지역 다양한 실무전문가와의 인

터뷰 및 설문질의 시행 

 2) 다양한 인터뷰와 설문질의를 통하여 최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수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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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현실에 맞는 범례적 모델 구축

 3) 동모델 구축 후 정밀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사례비교 및 장성

군에 적용가능성 검토

3. 사회과학적 비교분석방법론의 활용

○ 본 연구의 사회과학적 적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논리학적 방법론

을 비판적 검토 후 ‘분석의 도구’로서 활용

1) 일치법(the Method of Agreement)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1843년 그의 저서 “논리의 구조”에서 
제시한 논증의 방법

- 조사 중인 사례들이 공통적 요인을 가질 때 이 요인을 사례의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조사연구방법-예시: 

(표 2-2) 일치법 예시

A B C D 는 w x y z 와 함께 발생한다.

A E F G 는 w t u v 와 함께 발생한다.

  ——————————————————

따라서 A는 w의 원인이거나 w의 결과이다.

2) 최대상이체계(Most Diffrent System Design) 비교전략

-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테다 스카치폴(Theda Scocpol)교수가 제안

- 상이한 정치사회/행정 시스템을 비교분석할 때 유용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 맥락적/실체적으로 상이하고 다양한 사례지역 및 그룹들 사이의 공통점을 최

대한 찾아내어 비교분석하는 방안. 

- 사례는 한정되어 있으나 변수는 다양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

- 전국 255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마을기업 사례 및 주민자치회 사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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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할 정도로 많으며, 지역별 상황은 매우 다름

- 무엇이 장성군 현실에 맞는 벤치마킹 사례인지를 구분하여, 선별적 적용하는 

것은 본 연구용역의 핵심과업임

4  비교사례 선정근거

1. 과다변수와 과소사례의 난점 극복

1) 변수(variable)는 줄일수록, 사례(case)는 많을수록 좋음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상이한 환경으로 인한 수많은 변수 발생

2) 따라서 성향공간(property space)의 축소가 요망됨

- 유사한 속성들은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함

- 주요변수에만 집중 (장성군의 특징과 공통되는 부분만을 찾아 비교)

2. 사례선정을 위해 고려한 장성군의 사회문화적/지리학적 특징

1) 장성군은 대도시 접경 기초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접경지역으로서 인구유출 및 지역성장 정체 가능성

- 그러나 대도시 접경지역이기에 대도시 인구들을 위한 교외 거주지역, 및 힐

링공간으로서의 발전가능성 상존

- 대도시 접경이라는 변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

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함

- 이에 대해서는 강화도 및 함안군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함.  

2) 많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장성군의 인구유출방지는 현실

적인 당면과제임

3) 남부의 평야지대가 존재하지만, 장성군 북부에는 광범위한 산악지형이 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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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만이 아니라 임업 관련 사회적/마을기업 발전가능성 높음

- 삼림지대의 힐링 및 휴양기능으로서의 보존 및 개발가능성 상존

4) 일정 규모의 타지출신 젊은 인구들이 상주

- 군 관내에 위치한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전역후 정착 및 귀촌 유

치 가능

- 이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례를 집중 벤치마킹 할 필요성 있음. 

3. 비교사례선정 근거

○ 강화군

1) 대도시 접경지역

- 수도권이며, 인천광역시에 이미 편입(합병)

2) 인구유출 및 주민고령화 난제

- 여타 농어촌 지역과 동일하게, 젊은인구의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부천 

등)으로의 유출과 주민 고령화 발생

3) 일부 간척지와 산으로 이뤄진 섬. 전방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어업 불가  

4) 해병대 주둔 

- 전역 간부들(부사관)들의 관내 정착 및 창업사례 존재

○ 공주시

1) 대도시 접경지역 

- 대전광역시 및 세종시 접경

2) 세종시로 인한 인구유출 지극히 심각

- 인구감소는 공주시의 고질적인 문제점

- 대전광역시로 인하여 인구감소; 세종시 출범이후 절대적인 인구감소 문제

3) 공주대간과 계룡산을 비롯한 험준한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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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밤, 사과/배, 버섯과 같은 농작물 유명

4) 다수의 교육기관(대학/고교)존재

- 공주사대부고, 공주고, 공주교대, 공주사대는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인재들

을 양성한 요람

○ 함안군

1) 대도시 접경지역

- 통합창원시와 인접하며, 부산광역시, 진주시와도 매우 가까움

2) 부산과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두 개 대도시(창원, 진주) 중간지점이라는 지

리적 위치로 인해 인구유출 심각

3) 여향산을 포함한 낙남정맥으로 둘러싸인 분지

4) 군부대 존재 (지역 향토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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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Governance)과정 

에서의 주민자치와 사회경제적 

기업 



20

1  거버넌스(협치)의 개념

○ 민관협치 거버넌스: 시민사회(마을/사회적기업, 주민자치회)와 공공
조직을 연결하는 매개체적 개념

1. 거버넌스(Governance)의 정의

-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성 및 자발성을 지니면서 함께 
공공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현상
-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및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2.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 현대 사회에서의 특징인 복잡성과 다양성
- 신자유주의적 흐름으로 인한 정부 역활의 축소
-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멀티플레이어화’가 요구되는 
모순
-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3.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1) 거버넌스의 행태

- 거버넌스에 대하여는 공적인 정부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정부･시
장･전문가･시민단체･언론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용
- 정부를 주요 행위자 중의 하나로 인식
- 시민사회, 시장의 민간기업, 전문가, 언론 간에 수평적, 상호협조적 파트너십을 
형성



21

2) 해외 학자들의 견해3)

- Ansell & Gash
: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공식적, 합의지향적, 그리고 심의적인 
성격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공공
정책을 수행하는 통치방식

- Emerson
  : 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조직, 중앙-지방, 공공-민간-시민사회 부문
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의사결정체제 및 관리과정
-  Rich & Stoker
  : 지역 내 정부 및 비정부 섹터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들 각각의 자원, 전문
지식, 에너지를 광범하게 조직화하여 공동체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4. 사회적 조정기제로서 거버넌스

- 국가의 ‘통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화두로서 관료제 혹은 시장만능주의와 같은 
재래식 이념에서 매우 진일보

- 공동의 필요에 따라 평등한 개인간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사회적 · 규범적 
경제력 등 정치적 권위에 의하여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 한국에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매우 낮설 수 있음
- 학술적으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한국적 현실에서는 “협치”라는 단어가 

거버넌스의 주요 특성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가능

3) Ansell, C. and Alison Gash (2007).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i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543-571., 

   Emerson, K. and T. Nabatchi, and S. Balogh(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i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 1-29. and Rich, Michael 
J. and Robert P. Stoker(2014).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Urban Revitalization: Lessons from 
Empowerment Zon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김정희(2016),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연구”, 『NGO연구』 제 11권 제2호: 77-1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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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과 주민자치

 1.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어느 학문에서 논의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의들이 있어왔으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각 주체들의 (i)상호의
존적이며, (ii)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

2)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 민과 관이 개별 주체로서 일방향적 지원이나, 주와 부가 구별되는 보조적 역
할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적 관계를 전제로 상호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가는 상
황 혹은 그 체계

 2. 주민자치와 거버넌스4)

 
- 본래 지역단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행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참여 관점에서 
주민자치가 등장
-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자율성 관점이 중요한 부분
- 주민자치는 근본적으로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를 바탕으로 하는 의
사결정 체계에 관한 것으로 지역적인 범주와 관계성을 강조한 용어
- 근린자치, 주민자치의 목적인 주민들이 영위하는 생활관점을 강조한 생활자치 
등의 용어로 사용
-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달리 행정권한의 분권이 아니라 민관협력적 관점으로 
봐야만 함

3. 주민자치회외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바람직한 참여

- 주민자치회는 로컬 거버넌스(지역사회 협치)에 있어서 여론수렴 및 공론화의 

4) 김주석(2017), 동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https://www.suwon.re.kr/board/board.php?bo_table=other_resources&wr_i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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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덫붙여 집행과정의 모니터링까지 참여가능해야함
-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과정은 
대부분 관(官)이 주도 
-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협의･결정하고,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필 사회적 요구 증가
- 주민자치회, 마을, 사회적기업과 같은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와 상호협력의 
토대위에서 네트워크화하고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함. 

4.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현실적 한계

- 정책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
제발생
- 정책추진의 가시적 성과 확보는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관 차원의 공고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
- 일반시민에게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신뢰를 제공해야 함
- 민관협치선언 등의 형식적 과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설명하는 실질적 
과정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야만 함 

5. 민관협치의 단계

1) 정보제공
- 다양한 정보를 공유 

2) 협의
- 설명회, 설문조사 등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렴
-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중요시됨

3) 개입
- 토론회, 원탁회의 및 공청회의 실질적, 내실적 운용
- 민관이 함께 만나 토론하고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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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을 연결하는 역할로서의 의회

4) 협업
- 실행단계에서 민과 관이 가지는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야함.
- 민간조직의 장점: 상황에 따른 유연성 및 신속성,
- 공공조직의 장점: 업무진행에 대한 절차준수 및 거시적 측면에서의 관리 및 통
제 

5) 권한부여
- 단순참여나 의견제시가 아닌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상호간 긴밀히 협엽
- 이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민간/공공 양측에 필요함
- 제도적 보장: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수준의, 최종결정권까지 보장

3  민관협력과 마을, 사회적기업

1.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역경영5)

- 지역경영의 본래적 의미: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선진국 지역에서의 구도심 활
성화 사업연구에서 등장한 개념

 - 기존 도심의 경쟁력 강화, 기존 중심시가지 활성화 등에 있어서 전적인 민간
주도 혹은 행정주도의 계획이행에는 명확한 한계와 부작용이 있음
- 전적인 민간, 전적인 행정주도의 단점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의 주체인 민간조
직과 행정조직이 파트너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 이 과정에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계획, 사업화 및 실행, 유지관리 과정

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지역주도형의 비영리기구가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활
동자금 등 조직운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행정기구에 의지해야 함. 

5) 이와 관련해서는 김주석(2017), 앞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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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며, 사회경제적 목표가 있는 마
을,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야 
- 지역경영에 있어서 행정조직부터의 자율성 유지와 비용의 자립이 지역의 필요
성 대응과 파트너 획득의 용이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

2. 지속가능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1)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 사회적 합의 수준 이상의 구체화되고 실증적인 목표제시 필요
- 추상적인 계획 수립이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한 공동의 계획수립
- 주민참여 과정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존재함
-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의 3대 분석대상인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사회적기
업의 중요성 증대
-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득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가 가능
-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로서 기능함
-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계자로 이뤄진 모
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참여 기제 마련
- 견제와 감시 기능 효율적 작동

2) 민관협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확보

- 중장기 사업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
의 인력 및 예산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민자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의 제도화 필요

3)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간 협조적 관계 제도화 및 공
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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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라는 면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대표성은 무엇보다 존중
받아야 하는 요소임이 분명
-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회의 각 의원들은 민관협치의 훌륭한 
소통창구임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상화라는 차원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사
회적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좋은 매개체이자 중재자
-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4) 협력적 거버넌스의 궁극적 목표: 지역사회의 자치역량강화

-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민주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적 기술과 조직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
- 마을, 사회적기업은 이를 위한 하나의 학습네트워크와 실행공동체로서 기능
- 서구의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사례 지역들을 살펴보면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각 부문 행위자들이 실용적인 학습과정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갈
등해결과 협상의 기술을 터득 

3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상향적 발전전략

1. 신지역주의 개념의 대두

- 지역발전과 관련해 마을자치의 의의는 지역경제(regional economy)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관점을 통하여 논의 가능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지역발전모형으로 주목
- 국가단위에서 하향식으로 부과된 제도적 장치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와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내생적 원동력에 의한 지역발전을 강조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집적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와 같은 경제논리만큼 그 지역의 결사체적 인프라와 포용적문화
와 같은 비물질적이고 관계적 측면, 즉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
- 신지역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region)의 규모는 마을 단위를 넘어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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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광역의 발전 잠재력이 마을과 같은 하위단위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마을자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이론

2. 지방주도형 지역균형발전론과 관련한 논쟁

- 우리사회에서 중앙주도형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반성으로부터 도출된 의제
-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의 관점은 균형발전을 경제적 격차보다도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 또는 행복도 제고에 무게를 두고, 환경, 문화, 생태, 건강 등의 새로운 
가치를 강조함
- 이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발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지방정부로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모습을 스스로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분권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
한과 자원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3. 적극적 의미의 지역거버넌스 강화 전략으로서의 마을자치

- 지방자치를 중앙정부가 부여하는 재화 수준으로 취급하는 국가중심의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좀 더 적극적 관점의 지방자치의 의미는 특정 지역(장소)을 매개
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정치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정체감을 형성하는 역량’이라는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지역정체성의 반영으로서의 지방자치는 특정한 법적 또는 다른 제약과 관련된 
자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정치적·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의식(sense of place)을 반영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상향적 현상에 초점을 둠
- 지방차치는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관계에 관한 것
으로 지역 스스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empowering)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소의식과 지역정체성을 형
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이처럼 지역정체성에 초점을 두는 지방자치의 해석은 자치를 정의하는데 있어
서 해당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게 되면서 주어진 지역의 지방
자치의 수준은 그 지역공동체 스스로 달성하려는 것 또는 자율적이 되려고 시도
하는 것에 의해 좌우
- 지역정체성의 반영으로서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정체성이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장소에 기초한 정체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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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형성해나가려는 의식적 노력이 그 지역의 대외관계를 형성하고 경쟁력
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마을자치는 그러한 지역정체성
과 장소의식이 마을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철학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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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종합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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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의 특성, 필요성, 제도적 근거

1. 사회적기업의 개념적 정의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기업
을 뜻하고, 그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임 

 -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종부가 정한 7개의 인증요건 중 4~5개 요건을 갖
춘 사회적기업에 지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예비단계의 사
회적기업을 말함

<표 4-1: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자료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간한 ‘사회적기업 안내’ 책자)

6) 유급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인정되며,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일자리제공형일 경우 신청월 직전 6개월 간 평균 3명 이상 고용되어야 함 

7) 취약계층은 저소득자, 성매매 피해자, 탈북민, 가정폭력 피해자, 고령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대상자, 장애인, 1년이상 장기실업자, 노숙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기타인(난민, 약물·알
콜·도박 중독자 등), 보호종료 아동으로 구성됨

8) 사회적 서비스란 교육, 사회복지,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서비스, 가사지원, 보육, 환경,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 보건, 문화예술과 관광 및 운동 서비스,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그리고 기타 비슷한 성격의 서
비스들을 포함함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요건

⓵ 조직형태 ⓵ 조직형태

⓶ 유급근로자6) 고용, 영업활동 수행 ⓶ 영업활동 수행(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⓷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7) 고용, 사회  
   서비스8) 제공 등)

⓷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계획서 확인(취
약     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없음
⓹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매출액이 노
무     인건비의 50% 이상) 없음

⓺ 정관과 규약 보유 ⓺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과     규약 등을 갖출 것

⓻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⓻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신청 상시 접수 연중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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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적 특성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아래의 예시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함 

<표 4-2: 사회적기업의 예시적 조직형태>

3. 사회적기업의 기능적 특성: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영리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주 기능적 목적으
로 삼음

<표 4-3: 기능 유형별 특성>

형태 법인 1 회사 법인 2 조합

종류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합명 
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유형 조건적 특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전체 종업원 중 해당지역 거주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20% 이상
·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받는 지역 취약계층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부문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우선추구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
는 경우: 해당부문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수입 또는 지
출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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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보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
추어야 하며,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가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됨

-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도 인정가능함

- 신청기업은 정관에 의거해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인정
된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 이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
우 이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가치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정관9)상 해당규정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배분가능한 이윤은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이 확인되어져야 함

4. 사회적기업의 존재 필요성

1)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정책수단

- ‘98년 IMF 금융위기를 변곡점으로 하여 한국의 고도성장 추세는 종식되고 완
만한 성장이 유지되다 ’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겪고는 저성장의 침체기
가 일상화 됨

 - 이 시기에 이명박정부는 늘어나는 미취업 청년과 실직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
출이 초미의 정책과제가 되자 이의 해결책을 정부주도의 사회적 경제권 활성
화를 통해 찾으려 함

 - 이러한 기조는 후임인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재의 문재인정부에까지 이어져 

9) 정관은 필수적인 법정 기재사항 10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⓵ 목적, ⓶ 사업내용, ⓷ 명칭, 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⓹ 기관의 의사결정방식, ⓺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⓻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⓼ 종사자
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⓽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
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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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며 질보다 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시행착오10)를 겪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한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됨

 
2)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제고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

- 국민의 복지정책을 대부분의 현대국가들은 정부주도로 펼쳐왔었지만, 행정인력
이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방기할 수 밖에 없었
음 

- 관료주의11)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정부기관보다 물적·인적자원을 경쟁과 
생존의 법칙 속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 즉 사회경제적 기
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들에 국가의 복지예산을 일정부분 배분 

- 영리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좆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일정수준 이윤을 추구하지만12), 배분가능 이윤의 2/3를 사회적 
가치실현 목적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성과 공공성’ 양자의 균형적 기능을 
수행

- 결과적으로 정부행정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만할 수 있는 복지예산 집
행을 이윤추구적 원리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며 배분받은 지
원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정부역할을 우월하
게 대체

5. 설립과 지속가능을 위한 법적 근거

1) 총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 2012. 2. 1, 시행일 
2012. 8. 2):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우리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10) 2010~11년 기간 일자리 창출에 목마른 MB정부의 관대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배분책에 따라 수많은 좀비기
업들이 지원금만 노리고 ‘페이퍼 워크’에 의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뒤 최대 7년(마을기업 2년+예비사회적기업 2
년+인증사회적기업 3년)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동안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채 그럭저럭 기업활동을 하다가 지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의)도산하는 경우가 속출함

11) 행정적 전문성을 가진 관료집단에 의해 유럽적 근대국가를 합리적 행정처리로 현대국가화 하는데 일정부분 기여
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민민복 보다 자신들의 체제유지성에 더 몰두하며 비능률적 무사안일·보수경직성·책임
전가성·특권적 비밀주의·파벌성을 불사함으로써 적지않은 비판을 받고 있음

12) ‘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서 판매관리비(제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무직 
인건비, 판매촉진비, 사무실 관리비 등)를 공제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중 30%를 사회에 환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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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명시

 ·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란 용어들에 대해 정의를 내림
 ·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

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언명
 · 제7조와 8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과 인증절차에 대해 명시함

2  마을기업의 특성, 필요성, 제도적 근거

 

1. 마을기업의 특성

- 개념적 정의: 마을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내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벌여 자신들과 타 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
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복원과 지역자생력 확보에 기여를 하는 마을단위
의 기업

 
<표 4-4: 마을기업 관련 용어의 정의>

(자료원: 행정안전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20. 1)

 -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점은 ‘지역성’으로, 지역주
민의 공동참여와 자발적 활동을 통해 기업활동을 영위한다는 데 있음

 
- 기업성: 본 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춰 수익을 내야하는 경제

용어 의미적 정의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류하
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지역내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지역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
게 되는 편익(benefit)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내에
서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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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직이기에 단순히 공익만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과는 차별됨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영업활

동에 의한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어야하며, 순이익13)의 10% 이상을 사업추진
시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함 (지원금을 받은 해는 30% 이상 적립) 

 · 기업으로써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의한 회사, 협동조합기본
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리고 농어촌경영체법에 의한 영농조합의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본 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고, 기업회원 모두는 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의 일
원으로써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참여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10인 이
상 권장)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기업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등 지역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며, 지역순환경제계 구축에 힘써야 함

- 공공성: 본 기업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적 이익도 
동시에 실현해야 하기에 개인의 최대출자지분은 30% 이하로, 특정 1인과 특
수관계인14)의 지분 합이 50% 이내로 제한됨

 · 출자금액이라 하면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
해 출자한 금액 합계를 말함

 · 마을기업은 법인의 한 형태로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본 기업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며, 사업계
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원단이 스스로 결정함

- 지역성: 본 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내에 소재
하는 자원을 활용해야 함 (지역 간 유동성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대상

13)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의 차감액’과 일회성인 특별수익과 특별손실의 차감액‘의 합
을 더한데서 법인세를 뺀 금액으로 산출함(당기순이익) 

14) 특수관계인은, ⓵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⓶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⓷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되어있는 비영리
법인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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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적합)
 · 기업 사업자금의 일정부분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일정부

분이란 보조금의 20% 이상 금액을 자체조달해야 함을 의미함 (우수마을기업
으로 선정시에는 이 조항이 면제)

 · 본 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출자자가 5인일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존재 필요성

- 자원봉사와 행정서비스의 한계 극복: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
지대를 단기적인 자원봉사와 가성비 낮은 행정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
예산의 한 꼭지를 지원받아 가성비 높은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최적격 조
직임

 · 기업원리에 따라 일정의 이익을 획득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주
민과 역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공동체성과 공공성, 
그리고 수익성을 최적적으로 조합합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 제고에 일등공
신임

-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초창기에는 농산물의 제조판매 등 1차산업 
중심사업에 치우쳤으나, 시간이 가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가면서 지역
사회구조의 악순환 시스템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는데 막대한 기여를 함

 · 다양화의 형태는 육아·불우청소년·장애인·다문화·고령자 돌봄의 복지사업, 물·
식량·자원·에너지·환경재생 등의 환경사업, 주택·공공시설 개보수와 폐가 및 유
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생태 및 지역문화 관광사업 등으로 확장됨

- 풀뿌리 민주주의와 행정의 탄력성 제공: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
여 공동 의사결정을 하며 마을기업을 꾸려가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여타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적 대립을 조정하며 풀어가는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의식을 
배양함

 · 정부행정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복지요구에 재정악화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
황에서 의욕과 좋은 가성비(효율성)를 갖춘 민간영역이 일정부분 역할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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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줌으로써 행정 운용에 있어 훨씬 유연하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
게 됨  

3. 설립과 지속가능을 위한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준하는 구체적인 법령규정의 미비: 2012년 행정안전부
가 밀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노
동부와 농수산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뒤 ‘20년 현재까지 관련법령
이 없음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운영목표와 정부의 지원대상 사업단체의 요건 및 선
정절차 등이 내용상 실질적으로 동일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준용한다면 
따로 ‘마을기업 육성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눌려 입법화 되지 못
함15)

 · 대신 ‘11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
거하여 전국의 마을기업들이 선정·지원·관리 운영되고 있음   

15) 독자적인 ‘마을기업 육성법’의 입법화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발상이 나라 전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방점이 있는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와 현지화에 의한 지역맞춤형 문제해결에 더 몰두하
는 마을기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이에 놓여있는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동의 소치이거나, 일자리 
창출실적을 놓고 벌이는 소관 행정부처간 이기적 경쟁심의 발로라고 비판함. In: 양세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의 거버넌스’, 이담북스, 2012, pp. 55-101, 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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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구분과 역할적 차이

1.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구분기준

1)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구분기준: 서빙 대상, 문제해결 대상, 운영주체와 수
익자 관계, 기업목표

<표 4-5: 양 기업의 구분기준에 의한 비교>

2) 소관부서와 지정 구비요건,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에 의한 구분

<표 4-6: 양 기업의 여타 기준에 의한 비교>

(자료원: 양세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2012)

3)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역할적 차이

서빙 대상 문제해결 대상 운영주체-수익
자 간 관계 기업 목표

사회적기
업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과제 분리 취약계층 고용창출

마을기업 지역주민 지역문제 동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즈니스 유형 소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관 부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구비 여건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정관이나 규약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 지역문제를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자치단체,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공동체
· 읍·면·동·주민센터와 농업기술센터가 
관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형태의 단체
· 2년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형태로 전환 필수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지원 내용

1. 경영지원: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2. 재정지원: 인건비, 세제 인센티브, 
시설·운영비 대출
3.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4. 기타지원: 우선구매, 지자체 연계, 기업 
연계

1.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최장 2년간  
   총 8,000만원)
2. 금융지원
3. 운영관련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추가로 
자가부담없이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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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목적, 문제해결방식, 지역발전 영향력, 주요 역할에 있어서의 근원적 차이

<표 4-7: 양 기업의 주요 관점 상 차이>

4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1. 높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쌍두마차

 - 질보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용창출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2007~2017년 기
간 55개에서 1,741개(‘20년 현재 2,704개)로 증가해 ’17년 30배, ’20년 49배
의 성장세를 보임17)

16)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은, ⓵ 주민주체의 지역밀착성, ⓶ 이익추구를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규모와 적
정이익 추구, ⓷ 영리극대화 기업과 자원봉사활동의 비영리단체 사이 중간적 위치, ⓸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가
치실현 관점에서 사업활동은 로컬(지역) 맞춤형 추구로 나타내어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추구 목적 · 지역을 넘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

· 지역문제(읍·면·동)를 감지하고 
이의 해결책을 커뮤니티 
비즈니스16)적 관점에서 해결 
모색

문제해결 방식
· 지역을 떠나 누군가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해결

· 지역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이것이 사업의 계속성을 
담보함

지역발전 영향력

· 소재지 지역을 살피기는 하나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전국구적 속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는 제한적
· 미션이 ‘공익적 사회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임

· 거의 절대적
· 기업의 미션이 ‘자립적 
주체성’과 ‘마을단위의 지역성’ 
추구임

주요 역할

· 혁신성을 갖춘 수익성 추구 
속에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
· 정부 대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 기존 공공영역이 맡아왔던 
사회적 책무를 대행하는 대안적 
민간조직
· 일반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의무를 고취시키는 마중물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공동체 복원
· 지역주민 역량강화
· 지역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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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기간 고용자수는 ’07년 2,539명에서 ‘17년 38,146명, 취약계층은 ’07년 
1,407명에서 ‘17년 23,399명으로 각각 14.7배와 16.6배로 증가함

 - 마을기업의 경우18) ‘16년 기준 총 1,446개소가 운영되며 연도별 증가세는 사
회적기업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지만 ’14~‘16년 기간 연평균 8.9%를 기록했고, 
기업당 평균 고용자수는 같은 기간 9,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고취

-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사회적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보이자 고무적으로 뛰어들며 시행착오적 실
패도 있었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긍정마인드 획득 

- 마을기업 역시 운영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자립적 주체 마
인드를 심어주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생적 학습을 하게 해줌으로써 자
기존재에 대한 고양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만족감을 부여함  

3. 공익추구적 사회 운동의 자립능력 강화

- 사회적 공익목적 추구를 위한 단체들의 자체 재원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서 자
립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강화

- 이를통한 시민사회의 성장, 지역사회의 경우 주민자치능력의 강화 유도

5  마을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쟁 및 운영상 개선점

1. 문제제기

1) 질적인 성장의 한계 봉착: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 정책 속에 양적인 성장은 현저했으나, 주관부처 간 경쟁적 알
력 과잉으로 방만한 보조금 예산집행과 좀비기업들의 등장으로 문제점들이 점

17) 미상(se365company), ‘숫자로 보는 사회적기업 1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9/20.
18) 일자리위원회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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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커짐
 · 정상적인 기업가 정신보다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가짜 사회적기업들로 인해 정

부예산의 누수증대는 물론이고, 정부 인증제로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혁신적 
경쟁력 확보 동기가 소홀해져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19)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함  

 2) 안이한 기업운영 마인드: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치열한 일자리 창출실적 
경쟁을 벌이던 행정안전부는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마을기업들을 사회
적기업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설립을 독려했는데 함량미달 마을기업도 상당수 
포함됨

 -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마을기업 가운데 10%가까이가 매출이 0원; 또한 6% 이
상의 마을기업들은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매출과 고용에 관계 없이 간판만 걸
고 있는 곳도 상당수

 -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으나, 시중 타 사 제품들과의 차
별성이 부족하며, 홍보와 마케팅 관련 노하우 부족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
지 못하

 -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 운영 이후에는 여전히 재정적인 부분과 인건비 등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게 현실

 - 관할 지자체와 긴밀한 네트웍 속에 초창기 매력적인 지원 인센티브에 혹해 
마을기업 설립에 손쉬게 뛰어든 주민들은 지역내 전문인력 기반이 약해 기업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행착오기를 넘어 정착기까지 가는 것이 요원함을 
절감함 

2. 정책적 문제점20)

1)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정부주도의 정책 기획

19) 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
을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의 자생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을 뜻함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금융지원이라
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줘야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함) 

20) 변형석(2107), 당사자 입장에서 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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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은 민관 협력 거버넌
스 주체들이 존재함

- 그러나 대부분의 이사진이 학계 혹은 관계 인사만으로 채워져 현장감있는 결
정이 어려운 상황

- 현장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는 매우 중요: 현장성이 취약한 정책은 신뢰성 
및 정책의 효용도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음

- 민관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은 정부 정
책과 예산의 독점 제공자로서 관료화를 면하기 어려우며, 광역의 통합지원기
관은 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만 기능

2) 인증제도의 유효성 및 신뢰성 약화

- 오직 대한민국만이 사회적기업 정부 인증제가 존재
-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정부 차원에

서의 강한 지원의지의 표현이며, 초기 사회적기업의 확장에 큰 기여
- 확장보다 통제가 우선되며, 다양성의 약화와 더불어 효용성은 떨어지게됨 
- 형식 요건만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인증에 통과하지만, 질적 요건을 충족하

고 있는 기업은 오히려 인증을 통과할 수 없는 사례 다수 발생
 
 3) 취약계층 고용 모델에 적합한 인증제도의 편향성

-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반영
되어있음 

- 그러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해결만이 사회적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님 

 4) 자의적 법해석과 적용

 - 법령 중 “우리 사회”라는 표현에 대한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
 - 국제교류, 공정무역 등 글로벌 분야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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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한국 사회”라고 해석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불허하는 웃지못
할 판결들이 존재

 5) 지원제도의 유용성 약화

- 지원제도의 왜곡과 훼손 문제
-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 정책 이외의 다른 “사회적 경제”의 맥락에 맞는 지원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움
- 현장 실무자들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인건비 지원이라 이해하고 있음
- 신규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유용성 없음
- 사업개발비 부분이 있으나, 3개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하고, 사용용도도 제한되

어 있음
- 아울러 이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기에, 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은 불가능함. 
- 지자체 입장에서도 한정된 사업개발비를 몇 기업에 집중지원하기 어렵기에, 실

효적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나눠주기식이 되는 경우가 많음 

6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

1.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사업비전의 명확화

 1) 지속가능한 ‘계속기업’을 위한 적정 수익성 추구: 정부의 초기지원금을 종잣
돈으로 하여 자생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층의 고
용창출이나 지역문제 해결이 목적자체가 아님을 자각한 기업경쟁력 확보에 최
우선화

 2)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복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차별화된 경쟁우위 요인들을 발견하고 이들
을 진화발전시키는 경영전략적 마인드를 대표를 비롯한 전 구성원들에 심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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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제품경쟁력을 지원기간 동안 장착한다
는 의지로 퇴임한 전문경영인과 기술 및 디자인 인력, 실패경력이 상당한 스
타트업 운영자들을 고용하여 시장친화적인 적정기술21)을 적용한 ‘제품+서비
스’22) 개발에 매진

 4) 이들 전문인력들에게는 무료봉사를 시키지 말고, 정부지원금과 특별임금체계
를 적용해 일반기업의 50% 안팍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혼합한 보수 
제공으로 해당기업의 지속가능 생존여부에 특별한 책임감을 기대한다는 열정 
주입

2. 차세대 지역사업가 양성

1) 정부·지자체·기업·주민들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차원에서 접근: 마을기업의 입
장에서 차세대 지역사업가의 양성 프로그램은 특히 중요하기에 이론 및 실무
교육진행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상기 주체들이 유기적인 협업 속에 구축해야 
함

2)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합동예산으로 설립해 행정이 
하기 어려운 해당기업의 신용평가와 대출알선, 신뢰할만한 경영컨설팅사 소개, 
그리고 전략경영, 마케팅, 회계, 기술경영 등 경영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함 

3) 차세대 지역경영자 후보룰 주대상으로 하되 일반종업원들에게도 상기 교육기
회를 열어놓고, 선배사업가들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실전적 현장경험들을 공유
하는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함

4) 해당기업들은 우수교육생들의 실무경험 배양을 위해 인턴근무의 기회를 긍정
적으로 제공하되, 보조 잉여인력을 잠깐 머물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
의 차세대 지도자감을 함께 양성한다는 마인드로 가능한 한 그들이 배운 이론
적 지식을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실습장이 되어준다는 열린 자세로 임
해야 함

21) 적정(適正)기술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이 거액의 R&D 비용을 투입해 장기간 개발한 ‘최첨단기술’이 아니라, 첨
단기술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표준화된 기술, 즉 가성비 좋고 시장친화적인 맞춤형 ‘중위권 기술’을 의미함

22) 마케팅에서 말하는 ‘확장된 제품’ 개념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제품에다 소프트웨어적인 ‘추가적 서비스’(A/S, 배
송, 판매자 신용)가 합해진 제품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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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에서 원거주자들과 이주자들의 바람직한 공존공생 촉진

1) 최근 사회적 트랜드로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외지
출신들이 지역사회에 무난하게 융화되는 것은 논란이 있는 부분임.

2) 따라서 이들 두 집단들이 확고하게 동화 및 융화되는 것이 어렵다면, 마을기
업/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외지출신 청장년 이주자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뿌리내
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공주시 사례를 검토할 때,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은 외지출신과 원거주자들간의 
평화로운 공생이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

4) 원거주자들은 지역 농축산 특산품을 생산하며, 외지에서 온 청장년층은 상품
개발 및 유통, 마케팅등을 통해 사회적/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임

4.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의 복원

1) 마을/사회적기업의 육성 전략은 철저하게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함

2) 마을/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곳에
서 시너지가 나는 것

3)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공동체(Community)”까지를 포함
한 다양한 범주를 포괄해야 함

 4)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등 민간네트워크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 레벨에서 활발히 활동, 지자체는 이러한 네트워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만 함

 5)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만의 고유의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자원과 고유
의 시스템이 존재. 중앙정부의 역할은 각 지역의 다양한 육성전략을 중앙정부
의 방향과 종합시키고 상호 소통해야만 함 

 5. 사회적 경제권의 확고한 쌍두마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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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교집합 속에 양립성 확보: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괄목할 만한 대안
으로 떠오른 사회적 경제를 핵심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 속에 사회적기
업과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이나 정부와 지자체 장 및 담당공무원들은 
그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협심하여 매진해야 함

 2)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사회성)을 같이 추구하는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그 정도는 각각 다르며, 후자의 경우 지역성(공동체성)과 자발
적 주체성 측면에서는 추구하는 강도에 있어 전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음

 3)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관장하는 실세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규모의 경제와 
중복회피라는 논리 속에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통합시키려는 기존
의 의지를 거두고 마을기업들이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어 더 다양한 지역성을 
추구하도록 공생정신으로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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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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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군 사례

1. 강화군 선정근거, 장성군과의 유사점

1) 군부대 주둔하며,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함. 일부 간부전역자(장교 및 
부사관)들의 전역후 강화군 정착사례 다수

2) 남북분단 상황으로 인해 섬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야산과 임야 중심의 
지역: 대부분의 산업이 농림축산업이며, 수산업은 여러 제한으로 인해 어
려움

3) 대도시 접경지역: 이미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편입. 서울(서남권)과도 약 
40km거리: 인구유출이 심각하지만, 수도권 도시거주자들의 주말농장이나 
실버타운으로 잠재력 또한 높음

4) 군인을 제외한 청년층 인구 감소 및 대도시 유출: 귀농귀촌은 수도권의 이
점상 활발함

2. 관련 조례

1) 사회적기업 관련

표 5-1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3.02 조례 제20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

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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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
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의회의원, 기업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업무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한다.<조례 제2455호 부

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

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추진 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정부출연기

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

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

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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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 관련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1.3.2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표 5-2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문개정 2002.5.29 조례 제1713호]
개정 2005. 4.14 조례 제1811호

(일부개정) 2006.10.16 조례 제1876호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24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4., 201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
   1.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

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5.4.14., 2019.1.1.>
   2.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

다.<개정 2019.1.1.>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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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개정 2019.1.1.>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19.1.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5.4.14., 2019.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 따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 형편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읍·면의 관할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

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④ 군수는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

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9.1.1.>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설치·운영(이하 “자

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개정 2005.4.14., 2019.1.1.>
  ② 읍장·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

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

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장·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

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⑦ 군수와 읍장·면장은 관할 구역의 자치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통합·연계 방안을 적

극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05.4.14.>, <개정 2019.1.1.>
  ⑧ 읍장·면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4.14.>, 

<개정 2019.1.1.>
  ⑨ 군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

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6.10.16.>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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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읍장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정하되,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 읍장·면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장ㆍ면장이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

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 시 면제 <신설 2019.1.1.>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9.1.1.>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장·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

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안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⑦ 읍장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

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은 위원회 명의

로 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④ 읍장·면장은 주민이 제2항에 따른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⑤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19.1.1.>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장·면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14조(보고) ① 읍장·면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② 읍장·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안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5.4.14., 2019.1.1.>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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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9.1.1.>
  ③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05.4.14., 2006.10.16., 2019.1.1.>
  ② 읍장·면장은 관할 구역의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로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19.1.1.>
   1. 해당 읍·면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이장,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개정 2005.4.14., 2019.1.1.>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 <개정 2005.4.14., 2019.1.1.>
  ③ 읍장·면장은 제2항에 다른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읍장·면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
  ④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교육분야, 언론분야, 문화ㆍ예술분야, 행정분야, 경제분야,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

는 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⑥ 고문은 읍장·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

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⑦ 읍장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해마다 개시 1개월 안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⑧ <삭제 2019.1.1.>
제18조(위원 등의 임기) ① 모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6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인구가 적거나 2회에 걸쳐 위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위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위원과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한 위원 등은 2년 안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1.>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할한다. <개정 2019.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9.1.1.>
  ④ 위원은 매월 일정한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

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1.1.>
  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

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20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② 읍장·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제21조(해촉) ① 읍장·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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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0.16., 2019.1.1.>
   1.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9.1.1.>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1.>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신설 2019.1.1.>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1.>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걸로 본다. <개정 

2005.4.14., 2006.10.16., 2019.1.1.>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6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1.>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다. <개정 2019.1.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 명의로 알린다. <개정 2019.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19.1.1.>
  ⑤ 읍장·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제2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개정 

2019.1.1.>
제24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개정 2019.1.1.>
제25조(사기진작) 군수는 위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신설 2019.1.1.>
   1.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

   2.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읍장·면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개정 2019.1.1.>
  　　

    부 칙(2002. 5.29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

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2005. 4. 14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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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화군 마을, 사회적기업 현황

1) 사회적기업 현황
<표 5-3 강화 사회적기업>

구분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주요생산품

인증

농업회사법인

(주)콩세알

(대표 : 서장훈)

양사면 배우개길 

69번길 27-13
032-933-5591 두부제품

인증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싸주아리

(대표 : 장선영)

길상면 해안남로 122 

1층 106~109호
032-937-8682 쑥 가공품

인증
(주)러블리하우스

(대표 : 양경애)
선원면 중앙로 142 070-8831-5803

집수리

&인테리어

인증
(주)손맛

(대표 : 박상수)
선원면 숯고개길 25 032-932-4409 김치류

인증
㈜에스라케어

(대표 : 손명정)
강화읍 강화대로 430 032-932-2331 방문요양, 목욕

예비
(주)왈순아지매

(대표 : 최월숙)
강화읍 월곳리 171-1 032-933-0489 콩나물

예비

농업회사법인 

강화초록식품(주)

(대표 : 박윤미)

교동면 교동동로 

471번길 6-54
032-932-2797

인삼, 홍삼 등 

건강식품

예비
농업회사법인 

(주)강화드림

내가면 황청포구로 

385번길 43
032-933-6288 초록통쌀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본다.

    부 칙 (2006. 10. 16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19호,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 또는 위촉된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위촉되어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활동 중인 위원은 남은 임기

까지로 하되, 이 경우에도 재위촉에 대한 부분은 본문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6

2) 마을기업 현황
<표 5-4 강화 마을기업>

연번 기업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내용

1
동검도생태체험마을

(대표 : 강준희)
길상면 동검길65번길 11 032-937-8180 갯벌 체험학습

2
마니산친환경

(대표 : 유윤규)
화도면 마니산로 363 032-937-6211

쌀 등 

농산물판매

3
강화댁식품

(대표 : 고찬진)
하점면 고려산로 329-25 032-933-5417

순무 등 

농산물가공

4
강화마을협동조합

(대표 : 주혁종)
길상면 해안동로 239 032-937-2241 장류 판매

5
화개영농조합법인

(대표 : 방훈식)
교동면 교동남로 20-1 032-934-1000 체험 및 카페

6
주식회사 덕다헌

(대표 : 이정원)
양도면 중앙로 874번길 2 032-934-1230 오곡과즐 판매

(대표 : 한성희)

예비

농업회사법인 

강화마니(주)

(대표 : 김선희)

화도면 마니산로 

750-21
032-215-2483 약쑥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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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기업 콩세알

○ 취재원: 서정훈 대표 

- 강화군 양사면 출신 (업체 소재지)

-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 (일벗교회 
담임목사)

- 사회적기업 콩세알 대표  

1) 연혁

- 감리교 계열 서정훈 목사가 중심이 되어 2006년 창립

- 06부터 5년간 직원 1인당 인건비 약 60만원씩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이는 
5년 내에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

2) 경영방식: 

- 영농법인으로서 공동체적 협동조합적 성격을 띄고있음. 

- 서정훈 목사가 운영주체이며 신앙공동체를 추구 하지만, 비 기독교 신자들도 
조합원이나 임직원으로서 활발히 참여 

- 구성원 

· 취약계층 중심 상근직 선발: 저소득자, 장애인, 어르신, 장기실업자 등이 중
심이 된 상근직 약 20명

· 사회적농업 관련 기타 기술직종의 경우 상시 필요인원이 아니기에 외부에서 
약 30여명을 아웃소싱으로 충당

· 직원 출신지: 강화군 및 다양한 타지출신

3) 지역사회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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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업체 소재지인 강화도 양사면 지역에는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없었음. 
콩세알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이주하여 마을공동체가 형성됨. 

- 교회+콩세알+마을 의 유기적 상생관계 추구

- 강화콩의 전국적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위상 강화

4) 수익구조 및 주요영업전략

- 정확한 매출 및 수익은 비공개이지만, 창립 이래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
림. 

- 일반적인 건실한 지방 중소기업 수준을 이미 능가함

- 영업방식: 생산 후 마켓컬리, 한살림 두레 등의 업체에 납품

5)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무 및 가치구현

- 그러나 사회적기업이기에 사실상 수익이 비용과 거의 비슷해야만 함

- 이를 위해 강화도 북부지역의 거의 모든 콩(300톤)이상을 수매

- 사회적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인들을 다수 직원으로 채용

- 발생한 수익은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에 전부 투자함

- 현재 시급한 것은 직원 기숙사이며, 커뮤니티 공간(회관/강당)을 건립할 계획
임. 

6) 가치경영

○ 기독교적 경영활동

- 환경윤리, 생태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보존한다는 기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가치경영: 중
세 수도원에서는 노동과 영성 기도는 늘 함께 같이 병행해야하는 덕목이었음

- 일상적 노동의 영성과 기쁨은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함.

- 일이 곧 목회

○ 사회적 농업은 현 정부의 100대 중점과제중 하나로서 정부정책에 적극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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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을 통해서, 단지 식량 생산이 아니라, 마을에서의 돌봄, 치유, 미래세대교
육, 일자리 창출등과 같은것들을 실현하여 사회를 성장시키는 것. 

7) 시사점 및 벤치마킹 포인트

- 지역사회 대표농작물은 지역의 얼굴이자 브랜드

- 우수한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위상 강화

-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유치는 지역 인구유입에 호재로 작용함

- 농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보유한 우수한 창업자 양성 및 영입 필요

5. 강화군 교동제비집 (홍보관&복합주민센터)

○ 취재원: 김영애 대표

- 강화도 교동면 출신 (황해도 연백군 
실향민 2세)

- 새천년민주당 공채1기 (당직자)

- 화해평화센터 대표

- 민주평통 상임위원

- 교동도 평화의섬 만들기 운동 활동가

1) 교동제비집의 설립배경 

- 2005년 김영애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준비위원회’대표 주도하에 각종 
평화기원 행사 실시
- 북한(황해도 연백군)과 3킬로미터 거리, 연백군출신 실향민의 애환 강조 
- 접경지역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정체와 격오지로서의고립성 호소
- 유관부처 (통일부. 안전행정부 등)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조 및 
역할분담: 평화담론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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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도에 관한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회문화적 공론화 성공: 
북한(황해도 연백군)과 3킬로미터 거리, 연백군출신 실향민의 애환 강조 
- 접경지역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정체와 격오지로서의 고립성 호소

- kt는 그룹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기가스토리”사업을 실시중이었음: 신안

군 임자도, 옹진군 백령면, 하동군 청학동, 파주시 대성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협동으로 평화통일과 격오지, 실향민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기업 관심 유도
- kt의 교동면지역 통신인프라 개선 및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홍
보시설건립지원 확정 

2) 시설 특징

- 지역의 관광안내소로서 기능하지만, 마을기업센터 및 주민자치공간을 겸하는 
복합시설

- IT기반의 인포메이션 센터 (관광홍보 및 체험공간)
- 교동면지역 주민 고용 및 어르신일자리 확충
- 교동마을기업, 상인연합회, 주민자치회의 통합적 협의운영: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홍보

(참고: 신안군 임자도에는 kt가 주민센터 일부를 개조하여 “기가사랑방＂을 
설치운용)

3) 시설 운용상 논쟁점

- 주민자치, 교동마을기업, 상인연합회의 공동 시설이기에 운영상 내부 
불화가능성 존재

- 지역 주민에 의한 평화통일 교육 기관으로서 보다 더 잠재력이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상업시설로의 전용 요구 

4) 시사점 및 벤치마킹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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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스토리텔링의 전국적 공론화를 위해서는 헌신적인 신념형 활동가 필요
- 대기업 투자유치 성공시, 지역주민에 의한 공정하고 건전한 관리 필요
-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도착하여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통합 안내소로서의 역할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임. 

6. 현장조사 사진

콩세알 공장 부설 주말농원

친환경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콩세알 공장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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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진열장 콩세알 서정훈 대표와

콩세알 공장 내부 교동도 전통시장

교동도 김영애 대표와 여성 영농인과의 즉석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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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시 사례

1. 공주시 사례선정 근거, 장성군과의 유사점

1) 주요 교육기관 위치: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사대부고 및 
공주고등학교에는 공주, 충남 출신만이 아닌 외지에서 유학온 학생들도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
2) 공주시는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 산악지역 농업 및 과수원, 
원예산업 발달
3)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접경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전과 인접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유출, 세종시 출범이후에는 더욱 가속화
4) 청년층의 대도시 이주현상 심화: 학생들이 졸업하고 공주에 잔류하지 않고 
전국 각지로 이주

2. 관련 조례

1) 마을, 사회적기업

표 5-5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3.15 조례 제1237호

(일부개정) 2020.09.21 조례 제1362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주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

별 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이 이루어

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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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농어촌공동체회사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

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

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 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의 육성을 위 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유관기관，시민사회，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둥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6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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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사회적경제 조직 업무담당 부서장

   2.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 공주시의회 의원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

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 및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업체와 용역ㆍ공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

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9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설립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조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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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6조(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ㆍ마케팅ㆍ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및 보호ㆍ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재정지원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우선구매의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홈페

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

다.

        제5장 보칙

제21조(민간부문 등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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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회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

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

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⑥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로 한다.
 제7항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조례 제1237호,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표 5-6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04.06 조례 제13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

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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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

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

치업무

   2.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공주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워크숍ㆍ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이·통장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의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

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5명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

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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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⑦ 공개추첨방식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

다.
제9조(선정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 방식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은 위원선정위원회를 설

치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선정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2.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3. 해당지역 대표·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선정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임원)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 이내

와 감사 2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

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자치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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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ㆍ면ㆍ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6.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

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

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
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해 시장 및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

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

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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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
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

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

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2조(설치) 시장은 자치센터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공주시 주민자치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면·동의 모든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은 읍·면·동별 자치회장으로 한

다.
  ② 협의회는 임원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4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회장·부회장·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5조(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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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주시 마을, 사회적기업 현황

  (표 5-7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내용 지정일

상상가 협동조합 김세일 신금1길 62-6 010-5655-2997 교육서비스(휴업) 19.7.12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김혜경 공주대학로 56 041)960-3300 교육서비스업 19.07.09

공주다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전용주 관골1길 55-24 041)856-5282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19.07.12

주식회사
정성온밥상 이은옥 봉황로1 041)858-6667 음식점업 19.07.12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제26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사임) 협의회 위원은 제19조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 자치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해촉된 경우에 사임한 것

으로 본다.
제28조(기타)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감독)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

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포상)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27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 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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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기 인증 사회적기업)

기업(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내용 인증일

(사)충남교육
연구소 조재훈 우성면 용봉입동로

 524 855-1170 방과 후 공부방 및 
주말학교프로그램 10.05.26

(주)공주돌봄 유인숙 무령로259(산성동) 858-0069 간병·돌봄서비스 11.05.27

(주)쥬얼테크 김경아 웅진로 145-14 854-5970 백제문화 상품개발 및 
판매 13.12.17

충남공예
협동조합 정광호 관광단지길 12

(한옥마을공예공방촌A-1) 856-9097 공예품 전시․판매 14.05.15

자연의소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영섭 우성면 연미산고개길

 98 853-8828 자연미술국제교류,
자연미술교육 등 16.02.29

장애인보호작업장 
두레일터 조우연 탄천면 분창양달길

 77-36 854-6490 골판지 상자 제조업 15.11.20

(재)명학장학회 최석원 웅진로 207 853-3131 장학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 17.09.12

㈜공주주거
복지센터

남궁
기원 국고개길 43 (중동) 855-4236 주택 경보수 19.09.05

 (표 5-9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내용 선정연도

공동체무성산마
을 협동조합

김영순
1.1.1. 정안면 차령

로 2948

1.1.2. 010
-

1.1.3. 651
6-8
138

농촌체험 및 공예체험 2017

영농조합법인
신영뜰

변충식
1.1.4. 이인면 신영

리 일대

1.1.5. 010
-

1.1.6. 244
5-5
583

마을체험 2018

어르신놀이협동
조합

이명화

1.1.7. 우 금 티 로 
793,

1.1.8.  (2층, 옥룡
동)

1.1.9. 010
-

1.1.10. 328
8-0
486

어르신놀리체험 2019

농업법인주식회
사다울

김찬우
1.1.11. 계룡면 유평

양달길
1.1.12.  79

1.1.13. 010
-

1.1.14. 542
5-8
186

농특산물 가공판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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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지정마을기업)

마을기업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내용 선정연도

꽃내미풀꽃이랑
마을영농조합법인

임성복
1.1.15. 정안면 고성

1길
1.1.16. 250-34

1.1.17. 852
-12
55

주말도시체험관운영
농산물가공직거래사업

2010

산성자연애
영농조합법인

정지영
1.1.18. 정안면 허수

아비길
1.1.19. 257-8

1.1.20. 856
-55
89

유기농 알밤깐밤 
판매농촌체험 및 

숙박펜션
2011

무르실마을
영농조합법인

임성구
1.1.21. 신풍면 무르

실길 17

1.1.22. 841
-78
00

자연물공예 상품 개발
자연학습물, 농촌체험

2011
2012

농업회사법인 
밤톨이마을(주)

이태표
1.1.23. 정안면 북계새

뜸길
1.1.24. 44-23

1.1.25. 854-
7770

정안밤으로 만든 장생산 및 
지역특산물 판매

2012

공주친환경 
밤협동조합

최성철
1.1.26. 사곡면 유구마

곡사로
1.1.27. 1255

1.1.28. 841-
6900 친환경 밤 수매, 판매

2013
2014

농업회사법인
춤추는꽃동네

변명숙
1.1.29. 정안면 정안마

곡사로
1.1.30.  512-2

1.1.31. 010-
1.1.32. 8258

-792
6

꽃 재배 및 꽃차판매
2013
2014

JT영농조합법인 김영록 1.1.33. 계룡면 상평길
1.1.34.  12-11

1.1.35. 855-
0089 알밤콩국장, 알밤청국장 2014

산앤들 영농조합 최상규
1.1.36. 정안면 어물음

지말길
1.1.37.  1

1.1.38. 010-
1.1.39. 5424

-657
9

학교급식 2016

드림즈마을 
협동조합

이지은 1.1.40. 유구읍 중앙2
길 100

1.1.41. 010-
1.1.42. 3426

-100
8

복합 문화 공간 
조성사업  

2017

고마아토 
주식회사

황인영
1.1.43. 관광단지길 12 

한옥마을 공방촌 
D-1

1.1.44. 010-
1.1.45. 4945

-464
6

관광체험/기념품 개발
공예인 교육지원 

2017

흥미진진 
시골동물농장 
영농조합법인

이장하 1.1.46. 의당면 서당길 
23

1.1.47. 010-
1.1.48. 5302

-282
9

흑염소 농장 운영 2017

농업회사법인
대장이랜드(주)

박노호
1.1.49. 계룡면 농바위

길
1.1.50.  1-3

1.1.51. 010-
1.1.52. 2410

-432
7

농특산물 직판매 2018

공주청년보부상
협동조합

박명훈 1.1.53. 산 성 시 장 1 길 
67

1.1.54. 010-
1.1.55. 8557

-767
7

알밤 수제맥주 제조 2019

금강과사람들 최금옥 1.1.56. 제민2길 1-2
1.1.57. 010-
1.1.58. 8572

-814
9

투어 프로그램 운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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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주시 마을기업 협동조합 청년보부상연합

1) 협동조합 규모 

- 청년조합원수: 10인 
- 주요업무: 인큐베이팅 컨설팅 
- 매출규모: 2천 (2020년 기준) 

2) 사업분야 컨설팅 (인큐베이팅, 문화컨텐츠- 야시장, 지역 아동 문화체험 등), 
기타 제조 준비중 
3) 창립년도: 2018
4) 지자체(충남도청/공주시)와의 관계, 지자체의 지원 혹은 관심 여부
- 야시장과 식물원 두가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공주시가 대통령상을 
받을수 있는데에 큰 기여함. 
- 내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국가사업 80억 규모 현재 1단계 진행중, 내년 2단
계 넘어가는데 청년창업파트를 보부상에서 담당하기로 함. MOU 내년 작성 후 
진행

5) 특기사항
- 조합원들이 벼룩시장과 야시장 상인들이라서 보부상이라 지은것임
- 직접 정규적인 매장을 청년들이 개업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큰 
어려움 존재

○ 취재원: 권두언 이사

- 광주광역시 서구 출신

-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실장

- 공주시 청년네트워크 창업일자리분과 
분과장

- 청년보부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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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공간을 재래시장 지역에 만든 것
- 이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도 밀접한 연계
- 이곳에서 인큐베이팅 해서 비즈니스 생태계의 기본적인 문법을 습득
- 청년들 상황에서 개인 자산, 혹은 가족 자산으로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는 

리스크가 상당함. 
- 대략 60만원 정도의 자본금만 준비되면, 인큐베이팅 개시 가능.
- 약 10여명이 모아서 공동으로 가게 창업 및 상호간 컨설팅

6) 공주시 농업 및 문화컨텐츠로서의 “알밤”
- 시장 상인회 안에서, 떡집을 지역 전통 브랜드화 
-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떡 관련 제품 납품 및 유통
- 공주떡 인절미 및 인절미 앙금으로서 밤 가공품 활용
- 롯데몰 납품 성공 (2020)

7) 시사점
- 타지 출신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성공사례
- 훌륭한 마을기업은 지방자치단체(시청 및 시의회)의 실질적 위상 강화 (공주시 

대통령표창에 결정적 기여)
- 원주민 어르신들과 외지출신 청년들의 모범적인 분업화
: 토박이 어르신들은 작물을 생산하며, 청년들은 그것으로 상품을 만들고 영업 
및 홍보를 하는 바람직한 공생구조를 시스템화

5. 공주 마을기업협동조합 금강과 사람들

○ 인터뷰어: 최영숙 대표

- 충북 출신
- 충남관광두레 PD

- 문화연구인



77

1) 마을기업 (협동조합) 개요

- 소재지: 충남 공주시 중림동(구도심)
- 창립: 2019년
- 사업분야: 구도심 근대문화유산 보존및 스토리텔링,
- 백제문화제 프로젝트,
- 전통공예품 제작 및 판매
- 조합원수: 12명
- 특이사항: 마을기업 + 여성기업

2) 마을기업 특징
- 협동조합적 성격: 각자 생업이 있으며 투자를 하여 일정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
으로 구성
- 조합원은 원도심 거주자/연고자들이 중심이나, 외지 출신도 일부 포함
- 여성기업인증(여성기업창업센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내외 박람회 참가시일
부지원 등 혜택
- 백제문화와 공주 금강을 모티브로 한 주요 공예품 제작 및 판매
- 구도심 한옥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에어비앤비)
3) 구도심 재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전파
- 백제부터 근대시대까지의 문화적 유산 수집 및 전파 
-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해설가들은 모두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지역 예술인들이 조합에 참여하여 지역 관련 공예품 개발  
4) 하숙문화 체험 콘텐츠
- 구도심 재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스토리텔링 및 하숙문화 프로젝트
- 공주사대부고, 공주고, 공주교대와 같은 교육기관들은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인재를 키워낸 장소
- 과거 공주 구도심은 하숙집들로 밀집한 “하숙집 골목” 이었음
- 과거 하숙 생활자들의 방문객 유치 하숙체험 프로그램 출시 및 홍보
- 하숙골목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시니어들의 노후 귀향 유치 
5) 지역사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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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원도심 재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시 당국과 적극 협력
- 원도심 투어에 문화해설사로서 어르신 일자리 제공
- 매년 10월에 열리는 “웅진 백제문화제＂에 부스 개설 및 용역프로젝트 수행
- 원도심 지역 문화행사(공연, 축제, 전시회)개최

6) 시사점 

- 강화도 마을기업/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강한 신념을 가진 전문화된 활동가 
양성 혹은 영입 중요

-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대도시 지역에서 성공한 시니어들의 은퇴후 노
후정착지역으로의 가능성 검토

- 마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할한 소통 및 협력관계 중요

6. 현장조사 사진

금강과 사람들 인터뷰 중 금강과 사람들 지역 문화상품

금강과 사람들 기념촬영 백제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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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청년보부상 소속업체 부스 (떡 포장) 백제문화제 청년보부상 소속업체 부스2

공주 구도심 지역의 과거 학생문화 벽화 금강과 사람들 입구

금강과 사람 주최 행사 “원도심으로의 시간여행” 청년보부상 소속 업체(구도심 재래시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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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함안군 사례

1. 함안군 선정근거, 장성군과 유사점

1) 대도시 인접지역: 부산광역시와 가까우며, 경상남도 양대 중심인 창원시와 진
주시의 중간에 위치
2) 인구감소요인: 인근 대도시들로 인해 발전 정체, 그러나 창원 인접지인 내서
읍의 경우 창원 출퇴근자들의 베드타운으로 기능 가능
3) 분지지형: 여향산을 비롯한 산맥으로 둘러싸여있음
4) 지역 향토사단 위치: 전역 간부들의 정착사례는 드문 편

2. 관련 조례

1) 사회적 기업

표 5-11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336호, 2017.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
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
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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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
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
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 행복나눔과장, 경제교통과장  <개정 2011. 8. 18.>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1. 9.>

2.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군의원으로서의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및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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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
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
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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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시설비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
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회적기업 등이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13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5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
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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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5-12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0. 10. 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59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
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0. 7.>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0. 10. 7.>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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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20. 10. 7.>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
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2020. 10. 7.>

2. 협의업무 :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0. 10. 
7.>

3. 수탁업무 : 군 및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
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0. 10. 7.>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함안군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7.>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하여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
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7.>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 추첨하여 순위를 정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등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7.>

⑥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4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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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 순
위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⑨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0. 7.>

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7.>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
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10. 7.>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0. 10. 7.>

3.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 10. 7.>

4.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0. 10.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0. 7.>

③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한 6시간 이상 이
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7.>

 제8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추첨 운영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공개 등)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안
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
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8항에 따라 새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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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촉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
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위원의 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
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
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
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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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자치회장은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자치회장은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
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7.>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총회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
정 2020. 10. 7.>

② 주민총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0. 7.>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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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 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
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은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
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20. 10. 7.>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
획안을 14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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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
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및 협조

 제22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제23조제2항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
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7.>

④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20. 10. 7.>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⑧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
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7.>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
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
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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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
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에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20. 10. 7. 조례 제2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
례」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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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안군 사회적, 마을기업 현황: 군청 사회적기업 담당 주무관 인터
뷰

○ 취재원
김정언 주무관: 사회적기업
진서연 주무관: 마을기업

1)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생태계 확대와 활성화 대책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고용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1인당 200~250만원 한도로 함 
 ·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 50인 이상 기업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정사회적기업 3년

- 일자리 창출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1, 2년차 각 50%
 · ‘19년부터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은 20% 추가 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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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건당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복수의 사업개발 추진시)
 · 지원회차에 대한 자부담 비율: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컨설팅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300~1000만원,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자부담: 신청(계약)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 별로 10~40%

-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모태펀드를 통한 지원
 ·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이 자금(290억원 규모)을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현재 5개 투자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20년도에 6호 투자조합이 결성 예정

2) 업종 다양화를 위한 대책

- 사회적기업들의 특정업종 집중
 · 기존 7개의 마을기업들은 모두 농특산물 판매업에 몰려 있고, 9개 사회적 기

업들도 화장지 제조판매업에 2곳, 로컬푸드 판매업 2곳이 중복되어 있음
 · 함안군청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형이나 융복합협 업종

으로 신규업체들이 진입하도록 고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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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안군의 사회적, 마을기업 현황: 군의회 담당자와의 인터뷰

○ 취재원
강원중 함안군의회 

의사담당 계장

1) 함안군 의회 의원 총원과 정당별 분포

- 의원총원: 10명
 ·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이 합류)
 · 국민의 힘: 5명
 
* 지역 국회의원은 ‘함안+창녕+의령+밀양’ 합친 지역에서 1명 배출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
* 여당과 야당의원수가 5:5라 의제 상정과 통과에서 자주 부딪히고, 선출 군수

(조근제)는 국민의 힘 소속임    

2) 법적제도

- 의원과 주민 발의권: 법적으로 보장
 · 2020년 2건의 의원발의가 행사됨 
 · 의원과 주민발의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나 전자에 비해 후자인 주민발의권(발의

정족수 30명)은 거의 행사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함 

-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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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감사 
 ·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 의거해 함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단으

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음
 · 집행감사 과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투명성과 엄격함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

려움

-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안과 시행령 여부

3) 지방재정 안정화 문제

- 현황
 · 예산적자규모: 부채 0원 (지방재정 평가 ‘전국최우수’ 등급 획득)
 · 홍준표 지사시절(2011~2018) 진주의료원 등을 매각하여 경남도 부채를 획기

적으로 줄인데 기인한다고 함 (이 진술이 맞다면 공공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긍정적임)

-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세수
 · 함안군민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18년 518억원, ’19년 604억원, ‘20년 미산

정
 
 * 지방세 총액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전년도 수

입(전년도 체납세액-환급액)으로 구성되어있음

- 최근 3년간 도정부로부터 수여한 재정지원금

 · 경남도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 ‘18년 1,560억원, ’19년 1,847억원, ‘20년 미
산정

4)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화 정도

- 크게 미정착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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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의 인사권과 예산획득의 영향력이 경남도와 지방군수에게 집중되어 상의
하달식의 관치행정에 여전히 익숙해 있기에 민초들의 하의상달식 의제 발의권
은 거의 행사되지 않는 상태임

 · 주민자치회는 ‘20년부터 함안군의 2읍(가야, 칠원) 8개면(함안, 여항, 군북, 법
수, 대산, 산인, 칠서, 칠북)에서 중심부에 있는 ’가야읍‘이 시범지역으로 지정
되어 자치회원 30명을 선출해 놓고 있음

5)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

- 제대로 이해하고 활성화를 지지하는 의원 비중: 50% (10명 중 5명)
 · 대충 이해하나 활성화에는 소극적 성향: 30% (10명 중 3명)
 · 배경지식이 미미해 관심 전무: 20% (10명 중 2명)

6) 인구감소 동결책

- 귀촌/귀농인의 유입 인센티브

- 출산률 장려책

7) 지방의회의 정책연구기관 활용정도(최근 3년간) 

- 현재까지 전무함
 

5. 함안군 사회적기업 경남파밍하우스 

○ 취재원
김두영 대표
(전) LG 전자

함안군 사회적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장
경남파밍하우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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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 개요

- 설립연도: 2014년 10/1
 - 2016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됨 (지역자치단체 관할)
 - 2018년 8월 사회적 기업으로 재변신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리되며 지원받음)

2) 설립동기

- 6차산업군(1차산업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복합한 산업)으
로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 

 - 대표소유 농지에서 경직하던 ‘우리밀+쌀’을 주 원료로 바른 먹거리(쿠키 등)
를 만들다가 배우자가 운영하던 유치원과 보습학원생을 주고객으로 하는 ‘먹거
리 만들어 보기’ 체험학습장을 개설함

 - 전자공학도 출신이지만 문화예술(미술과 공예)에도 관심이 많은 김대표의 개
인적 재능과 가진 富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평소 인생관에다 어느 경영지도
사의 컨설팅 조언에 본 기업을 이루어냄

3) 최근 3년간 고용인원
 
 - ’18년: 7명(청각장애인 1명 포함), ‘19년: 5명(동료들과의 소통문제로 따돌림

된 장애인 자진퇴사), 20년 현재: 4명(체험교육, 영업, 생산, 사무 각 1명으로 
종업원 지원 추가요청 중)

 - 4명 인력 중 영업직만 빼고 3명이 30~40대의 여성인력임 (연봉은 평균 2400
만원선, 종업원 5인 이하의 기업체에서는 주말수당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김대표는 현재도 계속 지급 중)  

 - 국내체류권만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도, 그리고 작업의사가 적극적이라면 장애
인 노동자도 본인으로서는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함(문제는 기존 종업원들
과의 상호적응 부분인데 이 문제의 해결이 본인의 고민이라 여김)

4) 지역 평판
 - 본기업보다 매출액이 더 크고 자리를 잡은 사회적 기업들이 두어 개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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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flagship’ 같은 사회적 기업
으로 이 기업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 함안지역 인정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교류모임 회장을 대표
가 맡고 있고, 회원사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신망이 두터움

 - 원인은 과도한 사업적 영리추구보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헌신을 더 높이 
사는 김대표의 친사회적 기업관(재투자를 위한 이익의 30%를 사회환원한다는 
법규정을 지키며,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도, 망하지 않을 정도의 ‘계속기업 운
영능력’ 유지)이 이해관계자(주민, 종업원, 공무원)들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는 
것으로 사료됨 

5) 지방자치단체(함안군)와의 관계

○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여부

- 2017년 예비사회적 기업 상태에서 상한액 5천만원 한도내에서 1-2회 지원(총
액 2,000~3,000 만원)

- 2018~2020년 인정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
원받을수 있는 자격 확보

○ 지자체에 대한 지원관련 요망사항

 -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간예산에서 8%까지 사회경제적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미실현 지원금액이 사장되지 않게 했으면 함 

 - 물론 좀비같은 사회적 기업에는 철퇴를 내려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으나, 지활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미래가치를 보고 유치산업
(infant industry)에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지원금을 확대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인력이 4~10명선인 소규모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대외적 업무 전담요원이 없
는 상황에서 지원전제 요건으로 요구되는 요식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직
된 규정(사업개발 투자비용 견적에서 설비나 테스트 장비구입은 포함시키지 못
한다는 등)에 얽매인 ’paper work’ 작성지침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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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관행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숙고해야 하는 소기업 대표들을 시간소모적
인 루틴한 일상작업의 늪에 빠뜨리기에 지자체의 지원프로세스 간소화와 담당
공무원에게 자율적 업무처리 재량범위를 확대부여하는 것이 시급함  

6) 경영 전략
 
- 마케팅 믹스 전략
 · 제품구성: 기존의 ‘밀+쌀’ 먹거리 제품에서 ‘밀+쌀+건강곡물’로 구성된 이유식 

제품(기아난민, 어린이, 독거노인층을 겨냥)을 추가
 · 가격전략: 높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중저가 전략을 추구
 · 촉진전략: 광고나 인적판매를 할 처지가 안된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언론매체

에 노출되는 PR(기사화를 통한 홍보)에 의한 평판제고의 구전마케팅에 집중하
려 함

 · 유통(판로)전략: 상업적인 적극 확대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려는 사회기
업가들에 동기업의 사업모델을 공유하며 협동조합적 특성의 유통망을 서서히 
확대하려 함 

- 경쟁 전략  
 ·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절감적 저가로 박리다매적 이익추구를 하는 ‘가격우

위’ 전략은 여건도 안되지만 동 사회적 기업의 존재 근거와 대표의 기업관에도 
맞자 않아 기각하고, 건강에 좋은 제품을 가성비 좋게 소비자에게 전하는 ‘차
별화+틈새’ 전략을 구사하려 함 

6. 현장조사 사진

파밍하우스의 주요 표창, 인증 및 협약서 파밍하우스 체험학습장 냉장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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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사례: 부산 사회적기업 연구원

1. 개요 

1) 부산권 사회경제적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
간지원기관

2) 서울에 소재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전국 주요지에 소재한 타 
중간지원기관들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타 중간지원
기관들과는 상호 독립적)

3) ‘20년 현재 부산권의 사회적기업 276개와 마을기업 73개를 관장함 

파밍하우스 체험학습장 리셉션 인터뷰 중 기념사진

파밍하우스 체험학습장 입구 함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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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3: 본연구원의 조직도>

<표 5-14: 권역별 통합형 중간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원주, 상지대길 83 (우산동) 033-749 3940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수원,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
070-4763 0130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창원, 의창구 용지로 301 055-286 7970

경북 (사)지역과쇼셜비즈 경산,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내 053-956 5002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062-383 1136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9 053-956 5001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 중구 보문로 293,
세종, 아름서1길 13-5

042-223 9914
044-867 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83
051-517 0266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02-365 0330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 052-267 6176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032-446 9492

전남 (사)상생나무 무안, 삼향읍 후광대로 061-282 9588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전주, 덕진구 팔과정로 063-213 2244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 중앙로 165 064-726 4843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아산, 번영로 86번길 041-415 2012

충북 (사)사람과경제 청주, 흥덕구 사운로 226 043-222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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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부산시 사회적기업센터(홍보·교육) 위탁운영
- 연구&학술, 컨설팅&교육, 도서발간
-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국

제교류를 통해 동남아권 지역혁신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연구허브로써의 위
상 추구

3. 부산권에서의 사회적기업(276)과 마을기업(73) 생태계 현황 
 
- 도시권이다 보니 업종분포에 있어 사회적기업 쪽은 마을기업에 비해 1차산업

(농수산품, 특산품)에의 집중도는 많이 완화된 채 제조업, 재생에너지/환경보
호, 역사탐방, 문화예술기획, 공방, 교육, 생태관광, 장애인고용 사업 등 업종 
다양화가 비교적 상당하게 이루어짐

- 마을기업도 38개 기업이 비1차산업에 속하는 52.0%의 비중을 보임
- 생태계의 활성화 정도는 서구국들에 비해 사회적경제의 도입이 2000년대 후반

으로 일천한 지라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함 
- 전체 역내기업들 중 상위 15% 정도는 지속가능성이 엿보이나, 중하위권 70%

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자립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최하위 15%는 
어떻게든 해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4.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성공사례의 로드맵화 가능성

-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들에 소규모 산발적으로 분포되어있고, 같은 업종내에서
도 초기여건과 접점시장 성격이 다른데서 오는 천차만별의 운영형태를 보이는
지라 그 어떤 범례적인 성공모델이란 것을 도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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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기업 특별법의 필요성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역할기능은 사회적 가치(소득양극화/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와 동시에 수익적 영리 추구라는 교집합적인 공통요
소가 있으나, 지역성과 공동체성 확보 및 보존이란 측면에서는 확연히 갈라짐
으로 본 특별법의 제정은 맞음

 - 2012년부터 이 법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본 연구원은 특별법이 언젠
가는 통과될 것임을 예상하고(2020년 현 시점에서도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봄),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지침(사회적기업법에 근거)에 따라 마을기업팀을 개
원시(2006년)부터 따로 만들어 지금까지 이들 기업들을 별도 지원관리하고 있
음 

6. 부산권의 사회적 금융의 인프라 실태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금융의 형태로써 발족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
동조합 등은 사회적 경제권을 주력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은 지금까
지 크게 미진하고, ‘사회연대기금’이 사회적 금융의 본원적 기능을 하려 발족
했으나 여전히 지원범위가 협소함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 경제권에 대한 지원은 제약성이 크기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금융의 제도권 진입은 시급하다고 여김

 - 조합원들과 깨인 고객들이 합심해 사회적/마을기업들에 운전자금용 소액대출
(micro financing)과 개인들에 대한 ‘서민금고’ 역할에 주력하는 마을은행을 
지역별로 설립하고,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 속
에 활성화 되는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7.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와 구의원들은 사
회적 경제에 관한 인식

 - 지금은 그리 높지 않고, 사람에 따라 개인적 경험과 학구적 호기심의 정도 
속에 그 인식도가 천차만별이라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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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적으로 지방분권의 강화 대책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
라는 결론을 유도해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이 사회적 경
제 생태계 활성화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많은 이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임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 커리큘럼

 - 연구원이 관장 하는 40~60명 수용의 교육장이 3곳 있으며, 커리큘럼은 기업
경영에 시급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회계, 회사법, 세법 강의 등
이 제공되며, 창업과목(기업가정신, 시장환경분석, 린경영, 디자인경영 등)이 
추후 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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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자치의

  현황과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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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제도적 접근

1) 마을자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로는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도

입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정부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사업, 2010

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온 

주민자치회 등이 있음

2) 마을자치와 관련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의 변화과정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읍면동 또는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의 장소를 중심으로 추진된 제도 또는 정책에 

우선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3)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 이후 최근까지의 제도적 노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주민자치회’라는 풀뿌리주민조직의 제도설계와 함께 주민자치회 중심의 마

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2. 전라남도 시범지역 주민자치센터 선행연구

1) 조선일·정순관(2001)의 연구

2) 주민들의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과 지역문제 토론 등 대화의 방 운영에 대한 

선호는 비슷하게 표출

3) 특히 읍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문제 토론의 방에 대한 선호가 오히려 높게 분석

됨. 4) 반면 공무원들은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 대한 선호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5)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이어 지역문제 토론과 같은 숙의

적 활용을 선호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 대한 선호가 높음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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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열(2014)의 연구 

2) 향후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3) 설치 및 제도적 측면: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보다는 지역여건에 따

라 주민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중 선택적 운영 요망

4) 구조적 측면: 협력형 이외의 통합형과 주민조직형 모델도 시범실시할 필요

5) 구성 및 운영적 측면: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6) 사업적 측면: 

- 주민자치회와 다른 주민조직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 주민자치회를 위한 충분한 전용공간의 확보와 유급사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있음

4. 발전방안(시사점)

○ 서울시 사례

1) 2017년 2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계획 업무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과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을 구상하고,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함. 2) 시범사업 계획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 후 주민자치

회를 신규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시 추첨제, 투표제 등 민주성을 강화하

는 것임

3) 새로운 주민자치회에 ① 마을계획 수립,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③주민

자치센터 위탁 운영, ④ 행정사무 위·수탁 등 기본 4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천명

함

4) 2017년 8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과 함께 로드맵을 제

시함

5) 2017년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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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26개 동을 선정하고, 2019년에는 61개 전동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6) 그러나 농어촌 상황에 서울시 사례의 일방적 적용은 무리

2  장성군 분야별 주민자치 운영 현황

 현재 11읍면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이며 올해(2020 하반기) 장성읍만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개설(2021) 준비 중에 있다.23)

1) 표 6-1: 2020년 10월 기준 기존 자치협의회 조직 및 운영 현황

23) 출처: 장성군 종무과 자료 https://www.jangseong.go.kr/

구 분 개소식
(개강)

예산
(천원)

위원구성(명) 운영프로그램
위원 위원장 개수 수강 프로그램

계 545,717 253 11 52 1,179

총 무 과 37,601

장 성 읍
04.02.26
(04.02.16)

68,800 24 9 170
요가(30), 무용(12), 노래(40), 서예(16), 
파스텔화(10), 사군자(10), 토종약초(12), 
로봇과학(20), 줌바댄스(20)

진 원 면
17.12.12
(17.11.15)

49,620 23 4 74
요가(20), 줌바댄스(20),
통기타<월>(22), 생활공예(12)

남 면
17.12.19
(17.12.11)

41,160 22 4 70
난타(20), 서예(10),
줌바댄스(20), 농악(20)

동 화 면
17.12.13
(17.12.05)

45,000 25 4 62
난타(15,) 건강노래(20), 
한글서예(12), 토종약초(15)

삼 서 면
17.12.22
(18.01.10)

43,600 21 4 127
두드림난타(23), 스포츠댄스(32),
토종약초(25), 줌바댄스(47)

삼 계 면
17.05.18.
(17.03.02)

48,120 24 5 173
한문서예(10), 한글서예(10),
통기타(15), 줌바댄스(98), 노래교실(40)

황 룡 면
17.03.20
(16.12.01)

41,400 25 6 140
요가(30), 노래(20), 난타(20)
건강댄스(20), 토종약초(30), 장고(20)

서 삼 면
17.12.20
(18.02.07)

43,656 20 4 66
요가(15), 토종약초(20),
난타(15), 노래교실(16)

북 일 면 18.04.27 37,560 24 3 77 약초(26), 건강체조(21), 노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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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식 시기별
 04년(장성읍), 17년 상반기(황룡,삼계,북이,북하), 17년 하반기(진원,남,동화,서삼,삼서), 18년 
상반기(북일)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 박종건(협의회장), 최성배(사무국장)

2) 표 6-2: 2020년 10월 현재 장성군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18.08.20.)

북 이 면
17.03.15
(16.11.01)

47,800 25 5 140
헬스(30), 노래(40), 사물놀이(20),
바둑(20), 요가(30)

북 하 면
17.03.15
(16.12.05)

41,400 20 4 80
노래교실(15), 풍물놀이(20),
약초교실(30), 배드민턴(15)

구 분 운영프로그램 동아리 체육회개수 수강 프로그램(수강인원)
계 52 1,179 9 3

장 성 읍 9 170
요가(30), 무용(12), 노래(40), 서예(16), 
파스텔화(10), 사군자(10), 토종약초(12), 
로봇과학(20), 줌바댄스(20)

필라테스(15),
고고장구(40)

-

진 원 면 4 74
요가(20), 줌바댄스(20),
통기타<월>(22), 생활공예(12)

들꽃자수(10),
통기타<목>(10), 
천연염색(11)

-

남 면 4 70
난타(20), 서예(10),
줌바댄스(20), 농악(20)

- 라인댄스(15)

동 화 면 4 62
난타(15,) 건강노래(20), 
한글서예(12), 토종약초(15)

- -

삼 서 면 4 127
두드림난타(23), 스포츠댄스(32),
토종약초(25), 줌바댄스(47)

필라테스(24) -

삼 계 면 5 173
한문서예(10), 한글서예(10),
통기타(15), 줌바댄스(98), 노래교실(40)

유아발레(7) -

황 룡 면 6 140
요가(30), 노래(20), 난타(20)
건강댄스(20), 토종약초(30), 장고(20)

- -

서 삼 면 4 66
요가(15), 토종약초(20),
난타(15), 노래교실(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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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6-3: 2020년 10월 기준 읍 면별 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읍면 프로그램
운영시간

강 사 수강료
(원)

수강인원
(명) 비고

요 일 시 간

삼계

(5)

한문서예 월 10:00~12:00 10,000 10

한글서예 수 10:00~12:00 10,000 10

통 기 타 월 19:00~21:00 10,000 15

노래교실 월 14:00~15:00 10,000 40

줌바댄스 화,목 

10:30~11:30

15,000 9818:30~19:30

19:40~20:40

황룡

(6)

요    가 월,목 09:40~10:40 5,000 30

노래교실 화 14:00~15:30 5,000 20

난    타 수 18:30~20:30 5,000 20

건강댄스 목 10:50~11:50 5,000 20

토종약초이야기 금 14:00~15:30 교재비 30

장    고 화 18:30~20:30 미정 20

서삼

(4)

요    가 월 19:30~21:30 5,000 15

노래교실 화 15:30~17:30 5,000 16

토종약초이야기 수 10:00~11:30 5,000 20

난    타 목 19:00~21:00 5,000 15

북일

(3)

약초교실 화 10:00~11:30 월 1,000
(교재비 별도)

27

건강체조 금 14:30~15:30 월 1,000 20

노래교실 금 16:00~17:30 월 1,000 20

북이

(5)

헬스트레이닝 목 19:00~20:30 10,000 30

노래교실 금 14:00~15:30 10,000 40

사물놀이 화 13:30~15:00 10,000 20

바둑교실 금 18:00~20:00 20

북 일 면 3 77 약초(26), 건강체조(21), 노래(30) - -

북 이 면 5 140
헬스(30), 노래(40), 사물놀이(20),
바둑(20), 요가(30)

서예(20) 생활체조(30)

북 하 면 4 80
노래교실(15), 풍물놀이(20),
약초교실(30), 배드민턴(15)

다도(10) 건강댄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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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6-4: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사업 현황

요   가 월, 수 13;00~14:00 10,000 30

북하

(4)

노래교실 월 13:00~14:30 무료 17

배드민턴 월,수,금 19:00~20:30 10,000 15

풍물교실 토 10:00~11:30 무료 24

약초 목 10:00~12:00 무료 31

연도 읍면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천원)

계 92,000

2019

소계 36,000

삼계 주민참여 공모사업
- 사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물교환 중고 나눔장터 운영

- 화합 한마당, 먹거리장터 운영
2,000

황룡 주민참여 공모사업
- 마을 도로변 및 주택 나무 
가지치기

3,000

서삼 주민참여 공모사업
- 주1회 공예반 운영 
- 소외계층에 공예작품 나눔봉사

2,000

북하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 저소득노인 도시락 배달봉사
- 관광지 진입로 꽃길조성

17,000

(도50%,군50%)

장성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 가족과 함께하는 원예교실 
및 은반지만들기 강좌 운영

2,000

동화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 치매예방 및 명상 강좌 운영
- 사진동아리 운영

1,000

2018

소계 56,000

황룡 주민참여 공모사업
-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재배하
고 담근 김장김치 나눔봉사

2,000

서삼 주민참여 공모사업
-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솟대공원 조성

2,000

북이 주민참여 공모사업
- 사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3,000

진원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 천연염색 지도사 과정반
- 바리스타 자격증반 운영

20,000
(도50%,군50%)

동화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 도란도란 수다방 운영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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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도) / 주민참여 공모사업, 우수 주민자치센터(군)

3  장성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문제제기

- 주민자치회 관련 논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 활동과 
지역사회 운영에 보다 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만, 제도적으
로 그러한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기존의 읍면동장 하부 기구
에서 대등한 관계로 격상시켰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음
- 물론, 이 정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겠으
나,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격하시키는것도 잘못된 태도임
-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건 주민자치회(현재는 이 두 
기구가 모두 혼재해 있는 상태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후 ‘주민자치기구’로 통칭
해 사용)가 되었건 간에 이 두 기구는 모두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유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다는 점
- 따라서 이 기구들은 그러한 고유의 설치 목적, 즉 지역주민들의 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시
대적 과제를 띄고 있음

2.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추진중인 주민자치회(주민자치기구)나 모두 주민자치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으며, 동일한 의미임. 

○ 주민자치기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 활동과 지역사회 운영에 보다 큰 저
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중

- 줌바댄스교실 운영 (도50%,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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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기구들이 고유의 설치 목적, 즉 지역주민들의 자치를 활성화 시키
고 또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다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전에 먼저 주민자치기구 자체의 활성화 
방안 강구, 둘째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함

1) 일상적 활동의 강화

- 주민자치기구의 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의 주민자치와 관련한 제반 활
동들에 있어 일상적인 자기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야함
-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회의를 개최. 이러한 정례회
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자치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주도적으
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지
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욕구가 무
엇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게 
되고, 주어진 안건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는 피동적인 상황이 빈번
하게 발생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상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체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
- 위원 전체는 한 달에 1회 가량 만나 회의를 하지만, 각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분과에 주어진 역할을 일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각 분과별로 전체 회의에서 논
의하고 결정할 안건을 생산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공동체의 시민역량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시각에서 읍면동 단위행정서비스
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 공동생산 개념은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E. Ostrom과 공동연구자
들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에의 관여를 기술하기 위하여 
1970년대 최초로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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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위주의 다양한 위원 구성

- 주민자치기구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의 대표성에 얽매이기보
다 보다 현장에서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해야함
- 주민자치기구는 주민들의 대의(代議)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
반 사업과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을 위한 기구
- 또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현재 지역 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제 지역사회 단체에서 이미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 (예: 통ㆍ반장, 
직능단체 등 시민사회)
- 이러한 인물들 중심으로 주민자치기구의 인적구성을 조율한다면 지역내 거버
넌스도 가능함

3) 주민자치 사업 활성화

- 주민자치 사업의 핵심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
여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
-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참여의 계기를 조성해야 함
- 문화ㆍ취미 강좌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를 위해 일반 주민들의 자발성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 
- 따라서 주민자치기구의 문화･취미 강좌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 그러한 구체적 방법 중 하나는 강좌 이후 참여자들이 자치적인 동아리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노력과 지원 요망
- 또한 이를 계기로 지역의 현안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발전하
는데 지원해야 함
- 사업참여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주민들이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 사업의 최종 성과이자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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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자치는 마을의 대소사를 주민이 직접 처리하는 것. 문제는 갤럽조사에 의
하면 우리 국민의 80%는 개인자치를 잘해내고 있지만 주민자치에 대해선 단 
10%가 관심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음. 즉 공공의 일엔 나서는 것을 회피하는 수
준

○ 따라서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찾
아가도록 주체의식을 심는 것이 자치활성화의 관건

○ 우리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모셔와 읍면동사무소에서 행정과 함께 
일하는 것을 주민자치로 인식(주민자치위원회 성격). 그러나 이에 한 걸음 나아
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에 나서는 것이 
주민자치회로 올바른 방향임이 분명

 1) 직접민주제의 회복 

- 대의민주제의 정착은 강화됐지만 이에 따른 직접민주제는 실종수준
- 그간 주민은 직접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공적인 문제는 이통
장, 의원, 대의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에게 간접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주민자치의 현주소
- 따라서 자치엘리트는 넘쳐나나 자치주민은 실종됐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 소위 풀뿌리 민주제도의 정착을 위한 주민투표, 주민발안제, 숙의민주제 등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2) 사회적 자본의 실종 해결

1)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24)의 연구검토

24) 로버트 퍼트넘: 하바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이론
적 제안으로 유명. 국내정치학적으로는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의 복합적 연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알
려져 있음. 국제정치학적으로는 “2차 게임모델(two-level game)”을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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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25) 에서의 분석

“20세기 후기에 시민 참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거의 틀림없이 19세
기에는 협동조합, 문화적 결사체, 상조회들이 가장 활발하게 조직되었던 지역이
었으며, 또한 12세기에는 주민결사체, 종교적 모임, 길드들이 공동체적 공화정
의 번영에 기여하였던 지역이었다.”  

 2) 퍼트남 분석의 한국적 적용
- 이처럼 서구의 길드, 협동조합 등의 전통과 유사한 우리나라 제도를 찾아야 함
- 대표적이며, 또 현재에 실존하는 것으로는 동제(洞祭)가 있음
-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주민자치기구

 3) 동제의 마을공동체성에 대한 연구소개26)

첫째, 동제는 마을공동체의 총회기능을 갖는다. 동제를 통하여 마을주민이 참여
하고, 마을의 당면과제를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동제는 종교의 기능
을 갖는다. 동제를 통하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을 섬기게 되며, 마을신의 보호아
래 자연재앙을 막는다고 믿음을 갖게 된다. 셋째, 동제는 정화의 기능을 갖는다. 
동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마을공동체
의 차원에서는 동제를 전후하여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경을 정화한다. 넷
째, 동제는 축제의 기능을 갖는다. 동제를 지내고 나면 신께 드렸던 음식을 나
누어 먹는 음복(飮福)과 함께 마을사람들이 모여 뒤풀이를 하게 된다. 결국 이
러한 동제는 단순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적인차원을 넘어 마을
의 정체성을 찾고, 마을구성원들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됨으로써 마을주
민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마을주민들로 하여금힘을 결집하여 새로운 일을 모색
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갖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5) R. Putnam(2006), 안청시 외 역,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사회적 자
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6

26) 이승철(2009), “지역축제의 사회적 자본에 형성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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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참여가 지역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미
시적으로 증명하는 연구

- 사회적 자본 증진방안
·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 협력거번넌스 구축
· 공식적인 규범과 규칙에 대한 신뢰구축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증진 

- 한국의 전통적 농촌 지역 마을공동체에서는 연대적(결합, Bonding) 사회적 자
본 못지않게 교량적(연결, Bridging) 사회적 자본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평가
- 이는 마을 사회집단의 연대 의식이 높고 사회집단 간 협동적 관계가 원만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을 의미
- 그러나 농촌 지역 마을개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마을
의 한정된 자원 이용, 개발사업 참여 여부 및 정도, 이익 분배, 개발의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내부에서 반목과 갈등이 표출

 3) 마을공동체 형성

- 동제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필요함
- 주민스스로 마을규약 만들기. 공유목표, 마을디자인, 달성수단에 대하여 인지
해야만 함
-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의 공청회 및 컨설팅, 교육이 필요함
- 경제적 측면에서 신뢰 네트워크의 장점
 · 거래비용 감소
 · 제도 도입시 그 정착이 용이
 · 공동으로 필요한 작업을 할 때 무임승차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 
- 사례: 정부 지원 농촌 지역개발사업
 · 마을 주민 총회, 개발위원회, 추진 및 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충
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및 총의에 이른 후, 주민 의사가 반영된 내발적이고 상향
식의 주민 주도 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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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마을 주민 총회 등 주민 의사결정기구는 퍼트남 등이 강조한 교량적
(Bridging) 사회적 자본을 형성, 확충해주는 장치이자 메커니즘으로 작동
· 농촌 지역개발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주민 사이의 파트너십, 지역사회 단위의 
협력체제(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를 강화해야 함. 특히 정부, 주
민, 전문가 등 이른바 마을공동체사업의 핵심 3 주체가 참여,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 마을공동체의 계획 및 개발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공급하
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도 절실
· 마을과 지역사회 공동체 내부에 '신뢰·협동·연대·참여·규범·네트워크' 같은 사회
적 자본을 넉넉하게 생산 및 관리해야함
·  따라서 계, 두레 등 기존의 유명무실한 전근대적 전통 사회적 자본을 현대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촌형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형태로서 생산·발굴·개발·육성·
축적해야 함
·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 

4  주민자치회의 진화모델: 최소정부

1. 최소기초정부27)

1) 지역공동체로서의 마을과 읍·면·동 
- 지역공동체란 일정 지리적 공간 안에 살고 있으며 일상적 생활 속에서 교류하
며,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 ‘생활 공동체’ 내에서의 일상을 통한 구성원들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정체성’
이 형성
- 마을은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리학적 공간
2) 최소기초정부
- 요건: 하나의 완비된 정치단위로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함
- 예: 돌봄문제, 노인 돌봄, 지역계획, 토지용도변경, 건축규제, 지역발전 
- 그러나 공동체 성격에 따라 원하는 방식의 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적으

27) 장수찬(2018), “주민자치회 입법의 필요성과 일상의 민주주의 효과”, 행정안전부 주최 토론회 『주민
자치 개별입법 필요한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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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이함 
- 대도시지역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중소도시, 마을 등에서는 다소 높음
-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간의 차이를 세심히 분석한 실질적인 입법이 나와야 

함
3) 마을단위 자치법규 입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 마을단위의 주민들은 지나치게 협소한 지역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
- 마을 혹은 아파트 단지 단위의 지역적 이익이 공적가치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지역단위 이익추구가 공적이익에 위해(危害) 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
- 따라서 최소 읍면동 단위로 시행해야만 함

 (표 6-6: 레벨에 따른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

2. 기초정부의 구성과 운영

1) 읍면단위의 정치단위로서의 의미

- 읍·면은 지역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센터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단위로서 기능

레벨
주민자치의 

형태
기능 주요역할

통/리 마을자치회

· 마을의 자치

· 마을회 및 마을법인등은 
주민자치를 통해 결정

· 문화공동체(마울공동체 및 문화행
사, 마을도서관 등
· 안전공동체(방범, 쓰레기, 어르신/
장애우 돌봄 등
· 주요 정책이슈의 여론형성 및 공
론화

읍, 면, 동
마을의 

주민자치 
기구

· 공공재에 대한 일부 지방
정부 권한 위임

· (준)마을의회: 의회-시장-
주민통합형

· 공공재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토지용도 변경
· 읍면동 지역의 개발 및 계획안 
작성 및 건의

시, 군, 구
시, 군 

정부(기초자치
단체)

· 분리형
거시적 정책결정 및 집행
· 중장기적 도시개발계획
· 중장기적 복지 및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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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도시지역의 동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ʻ동ʼ에 대한 지역정체성은 상대
적으로 약함

- 읍면 지역의 기초정부 유형은 기관통합형이 최선
: 통·리의 주민들이 직접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

- 읍면의 대표성과 권한배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정부위원회(cabinet style council)로의 
발전 필요
- 마을의 규약에 의거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한 마을 이장 및 통장을 당연직 주
민자치정부위원으로 임명
- 나머지 위원들을 읍면 전체지역을 대표하도록 직군별 선출: 각 이장들 간, 읍
면 직군별 위원들간의 견제와 균형 실현

2) 마을정부의 역할, 견제와 균형원리

- 마을자치회가 기초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음
- 그 결과 마을자치회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교기능을 활성: 자치수요에 따라 
점진적인 권한확대
-  소수 유권자를 가진 마을의회에서는 1인 중심적 거버넌스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다수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의원들 사이에 상호견제
와 균형이 작동시켜야 함
-  기초정부의 (예상)기능: 
지역개발계획, 건축규제 관련업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전기, 하수도, 물, 공원, 
가로수, 보도 등), 비상시 공공서비스, 레크레이션 시설, 지역용도변경 및 지정

3. 최소 기초정부 관련법안 제정 시 주요 고려 사항

1) ʻ주민주권론ʼ과 ʻ보충성의 원리ʼ를 헌법에 분명히 명기할 필요성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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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권론 (제9장 121조): ʻ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ʼ
- 보충성의 원리 (제121조 4항): ʻ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ʼ, 즉 보충성의 원리를 분명
하게 제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
- 주민자치 조직을 명실상부한 기초자치정부로 전환시켜야 함
- 읍면 사무소와 주민자치회를 병행하는 중복과 모순을 해결

3)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기초정부화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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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마을·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현황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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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일반상황  

 - 장성군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생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장성군의 자연환경과 일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장성군은 은 1개읍 10개면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었으며 인구는 2020년 7
월말 46,152명이 살고 있음.28)

 -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20대 : 1,687명, 30대 : 4,177명, 40대 : 5,853
명, 50대 : 7,667명, 60대 : 7,132명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뚜렷함. (도표
참고)

    
- 장성군의 면적은 518,40㎢, 전남지역에서 유사한 지역은 여수시 512,08㎢, 
곡성군 547,47㎢, 강진군 500,91㎢ 이며, 전라남도에서 11번째로 큰 면적을 
점유하고 있음30)

- 농업인구는 2019년 기준 10,973명이 살고 있으며 매년 고령인구 감소로 인
해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31)

28)  장성군과 인구가 유사한 지역은 담양군 47,533명, 보성군 41,908명, 신안군 41,102명이고 주변 지
역인 영광군은 54,773명, 함평군은 33,560명임 : 자료출저, 전남도청 홈페이지

29) 출처: 장성군 홈페이지: https://www.jangseong.go.kr/

30)  장성군 주변지역: 영광군 면적은 474,98㎢, 함평군 면적은 392,10㎢, 담양군은 455,09㎢이며 전남
에서 면적이 가장 넒은 지자체는 해남군으로 1,031,31㎢, 다음은 순천시로 911,06㎢이며 장성군은 전
라남도 면적 순위 11위에 해당함

31) 전라남도 농가인구 297,890명이며 전남에서 농가인구가 장성과 비슷한 지역은 담양군 10,726명, 곡

성군 10,662명, 함평군 11,482명임 : 자료출저, 호남지방통계청 kostat.go.kr/hn/농가인구 

 장성군 경제활동 인구 연령대별 분포상황29)      2020년 7월말 

기준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 69세

총 2,624명 총 4,177명 총 5,853명 총 7,667명 총 7,132명

남자 : 1,687명 남자 : 2,262명 남 : 3,370명 남 : 4,324명 남 : 3,717명

여자 : 937명 여자 : 1,915명 여 : 2,483명 여 : 3,343명 여 : 3,415명

 장성군 총인구 : 46,1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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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전체 농업인구는 2019년말 297,890명으로 전남도에서 장성군의 
농업인구 비율은 약 3,68%에 해당함 

- 농가세대는 2017년 기준 5,829가구이며, 경지면적은 10,415ha이고, 이중에 
논은 4,895ha, 밭은 5,520ha로 밭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임

- 가구당 경지면적은 2,1ha로 논은 1ha이고 밭은 1,1ha
  

 

2  장성군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상황

    

   1. 자연환경

- 장성군은 국도 24번을 따라 북쪽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남쪽지
역은 저지대로 평야가 발달해 있음.

- 노령산맥이 북서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백암산    
 (741m:북하면)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임암산(626m:북이면), 방장산(747m:북
이면), 축령산(610m:서삼면, 황룡면), 고성산(삼계면), 태청산(593m : 삼계면/
삼서면), 장암산(482m:삼서면)로 북하면에서 북이면, 서삼면, 황룡면, 삼계면, 
삼서면 북부 지역에 걸쳐있음,

 - 동쪽에는 불태산(720m : 진원면), 병풍산(822m : 진원면/장성읍) 등이 자리
잡고 있음.

 - 장성의 지형은 100m 이하의 산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밭농사에 적합하
고, 100m–300m 높이의 중간산악지형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과수재배에 
유리함

 - 300m이상의 산이 10%를 차지해 힐링과 산림자원 활용으로 적절함.
 - 장성군 임야면적이 323,9㎢로 장성군 전체면적의 62,5%를 차지함.
 - 황룡강은 장성군 동북쪽에서 발원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흘러들어가 영

산강과 합류하는데 영산강 지류 중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 영산강의 많은 유
량을 담당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장성군 서부지역에 있는 함동저수지는 태청산과 고성산에서 발원



125

된 삼계천의 수량을 받아 평림천으로 흘러 보내고 있음.

    2. 지리적 상황

   - 전라남도 북부에 위치한 장성군은 8개의 지자체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음.
   - 북동쪽으로 전라북도 순창군, 북쪽으로 정읍시, 북서쪽으로 고창군, 서쪽

으로는 영광군과 함평군, 남쪽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북구, 동쪽으로 담
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표 7-1: 장성군 지리적 요건)

 

    - 남북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광주는 물론 전라남도 타 시군과 
방문이 원활함.

    - 고창-담양간 고속도로가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와 전라남도 동부지역 접근
이 유리함.

   - 국도 1호선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고속도로 대체 효과와 광주 북부와 
접근이 다소 부족함 

    - 국도 24번은 장성군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을 연결
   - 호남선 열차가 장성을 경유하고 있어 수도권, 충남, 전북 서부 및 전남 

서남부 지역과 접근성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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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현황

    1. 마을기업 현황 
(표 7-2: 장성군 마을기업 현황)

읍/면 마을기업 업종
장성읍 x
황룡면 3 절임배추, 문화체험, 과즙
동화면 x
서삼면 3 장류, 전통유과, 과채즙
삼계면 x
삼서면 1 사과강정, 체험프로그램
북하면 x
북이면 x
북일면 x
진원면 1 전통두부
남  면 1 연잎 판매

   - 현재 장성군에는 마을기업 9개가 존재하고 있지만 황룡과 서삼면에 집중
되었고 삼서, 진원, 남면이 한곳씩 운영하고 있음.

   - 마을기업은 8개 업소가 식품제조업이고, 1개 업체만 문화체험으로 식품비
중이 절대적이며 제품 다양화가 부족한 현실임.

   - 마을기업은 처음 2011년에 시작해서 부터 2019년까지 설립되었지만 한두
개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편이고, 그 외의 기업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음.

   2. 마을기업 운영형태

 ○ 운영형태 조사에서 나타난 유형

- 약 세가지 정도로 분류가능; 첫 번째, 영업을 중단한 기업, 두 번째, 저소득
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 (확장의욕 상실), 세 번째, 의욕을 갖고 도전적으
로 운영하는 기업 등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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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을 중단한 기업은 원인은 구성원간 갈등 및 재정문제 
   2)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은 설립 된지 오래되어 고령화로 노동력이 떨어져 

의욕상실.
   3) 의욕적이고 도전적인 기업은 회사 대표가 젊고 농업에 대한 애착과 비젼

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다양화와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마을기업의 고용형태와 구조 

    1) 마을기업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조합원이 5명에서 - 11명까지 구성되어 
있음

    2) 마을기업의 노동력은 조합원이 순번으로 제공하고 있음.
    3) 전통음식을 생산하는 기업은 동네 고령자들이 돌아가면서 노동력을 제

공함으로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소일거리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
음.

    4)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례는 기업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능
함. 

    

    4. 마을기업의 수입규모 
   
    1) 매출규모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 기업 : 
     - 조합구성원이 60대와 70대로 고령화로 의욕상실로 수입이 많지 않음. 
     - 회사의 특징은 고령화로 인해 동기부여와 의욕이 떨어져 있음.
     - 고단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단일 제품임.
     - 제품이 1차 산업으로 농작물 수확이나 채취해서 판매하는 형태라 고가

품 생산이 불가능함. 
     - 판매시장이 단조로운 것이 또한 특징임
     - 식품가공업에 진출하고 싶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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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출규모 4,000만원 이상 기업 : 

   - 조합구성원이 40대에서 5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음. 
   - 꿈을 이루려는 의욕이 강하며 마을기업은 물론 농업전반에 대해서 폭 넓

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
   - 마을기업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조합 구성원과 소통을 잘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
   - 마을기업 대표가 새로운 아이템과 제품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

력함.
   - 단일 제품이 아닌 여러 가지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회사 확장

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실적이 좋은 마을기업은 연매출이 약 4,000만원 중반대이지만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5. 마을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원주민과 외부인이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한 경우 조합 구성원과 불협화

음이 심해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함.
   - 원주민은 주로 1차산업에 전념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편임.
   - 외부인은 회사운영에 있어서 생산에 관계된 육체 노동력 제공을 하지 않

고, 경영에 관심이 많아 원주민의 불만이 많으며 상호 신뢰가 조성되지 않
음.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마을기업도 일부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예) 서삼면 중암마을 영농조합법인, 남면 회신영농조합법인. 
   - 사업의 다양화를 구축하고 싶어도 정보와 시장개척에 대한 어려움이 있

음
       예) 진원면 불태산 전통두부영농조합법인
   - 제품의 다양화를 하고 싶어도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과 장래 비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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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상존함.

    6. 사회적기업 현황
(표 7-3: 장성군 사회적기업 현황)

  

읍/면 사회적 기업 업종
장성읍 x
황룡면 x
동화면 1 김치, 전통식품, 식혜
서삼면 x
삼계면 x
삼서면 1 삼채가공품
북하면 1 농임산물 수출/체험학습
북이면 x
북일면 1 임산물 재배 및 가공 판매
진원면 x
남  면 1 안전용품

  
 - 현재 장성군에는 사회적 기업이 5개 존재하고 있으며 3개 기업은 농산물 가

공판매, 1개 기업은 임산물 재배와 판매, 1개의 기업은 안전제품 설치 및 판매하
는 기업임.

 - 5개 사회적 기업은 2013년부터 금년 (2020년) 11월까지 승인을 받아 장성 
사회적 기업활동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음.

 - 장성의 사회적 기업활동은 규모나 매출면에서 크게 발달했다고 볼 수 없는 
형편임.

 - 사회적 기업의 매출 규모는 작은 회사는 2억 정도 수준에 매출이 일어난 반
면 활발하게 영업을 하는 회사는 12억 정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음.
  

  7. 사회적 기업의 고용형태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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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은 상시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작은 기업은 최하 3명을 고용하
고, 많이 고용한 회사는 6명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 정규직 이외 노동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일당제 아르바이트로 충족하고,
   한국인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이 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상근 직원은 사무관련 일을 하고 있고, 단순 노동력은 외부인과 외국인을 고
용함. 
 - 사회적 기업은 마을기업과는 달리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최소 3명에서
   6명까지지 고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음. 

   8. 사회적 기업의 수입규모
  

1) 2억 정도의 매출규모 기업 :
- 사회적 기업 승인을 최근에 받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 승인을 받았지만 여

러 장애 요인으로 인해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
- 판매시장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기존에 시장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
 -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단일 제품으로 고가 전략이 어렵거나 또는 지

속적인 소비자층이 형성되지 않았음.

2) 10억대 정도의 매출 기업 : 
 - 대체적으로 기업이 10년 정도 오래된 기업이고, 대표이사가 시장을 알고 적

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음.
 - 판매 경로를 여러 분야로 다양화 하고 있으며, 농산품 고가화 전략을 위해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판매시장이 해외시장까지 진출로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으로 양분화 되어 있

음.
 - 농산품이지만 식품가공업 분야는 소비자를 확보하면 계속 유지하는 장점이 

있고, 새로운 소비자로 확장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채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험을 통한 수입도 큰 도

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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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성군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소분업 형태로 경영하는 회사는 여러 종류에 물품을 판매하다 보니 주변 경

쟁상가에서 모함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음.
 - 초반 정착단계에서 원주민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인이라고 배

타시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니 자연적으로 동화되었음.

 - 군 행정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나 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어, 선진시설이
나 모범 사례를 찾아 가서 학습할 때는 개인경비를 통해서 해결함.

 - 장성군 사회적 기업 공동체가 없어 정보 공유가 어려움.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제약이 너무 많아 자유스럽게 영업활동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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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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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조사 결과 및 벤치마킹 포인트

1. 성공적 마을, 사회적기업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공통점

1)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가(그룹)의 존재
- 설립자의 기획역량과 신뢰성 중요
- 설립자의 강력한 신념과 소신이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되어야 함
-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경영 및 회계

2) 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수익보다 우선함
- 마을, 사회적기업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가치가 수익보다 

우선해야함
- 지속가능한 존립을 위하여 수익 추구는 중요하지만, 마을/사회적기업이 갑자기 

일반적인 기업들과 동일해지는 것은 경계해야함
- 어디까지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기에 마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것이라는 초심을 활동가들이나 기업 운영진들은 잃지 
말아야 함

3) 건실한 마을,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위상 강화
- 공주시 대통령표창 사례에서도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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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주안점과도 일치함

2. 마을,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적 관계설정

1) 적절한 지원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2) 인건비 지원 이외의 비 재정적 지원체계 공고화 요망
-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만이 지원이 아님
- 마을, 사회적기업의 운영비용을 절약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필요
- 이를 위해서, 물류 및 창고비용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금전적이지는 않으나 

필수적인’ 그들의 사업상 발생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비용을 절약시켜 줄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 관내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정보, 비즈니스 환경분석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조

3) 외지출신 마을,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 외지출신 활동가 혹은 마을, 사회적기업 직원들에 대한 지역 원거주자들과의 

충분한 교류기회 제공
- 외지출신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게 해야함
- 외지출신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 및 교육서비스 강화

2  귀촌현상과 마을, 사회적 기업

1. 최근 귀농귀촌 트랜드와 그 문제점

1) 농촌에 청년층이 증발하고, 지역 소멸이란 말이 대두될 정도로 극심한 농촌
의 인구감소 속에서 귀농귀촌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
인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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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지원(16%)이거나, 농사교육과 컨설팅(13%)이 아닌 현지 주민과
의 화합(27%)이 압도적인 부분으로 파악됨32)

4) 갈등 요인
-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29%)
- 마을 일이나 행사에 불참여(21%)
- 집 토지 등 재산문제(11%)
- 도시생활방식 유지(10%)
- 귀농·귀촌자의 우월감(10%)
- 마을일 처리방식 차이(9%) 

2. 마을, 사회적기업은 귀농귀촌 관련 갈등을 해소할 최적의 대안

1) 원거주자들과 외지출신자들의 분업관계 공고화

- 마을, 사회적기업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들의 고용 활성화
· 귀농귀촌 인구들이 지역에서 원거주자들과 조화롭게 융화하는데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
· 일부 귀농귀촌 인구들은 농업에 무지하며, 도시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는 성향이 있음
· 따라서 이들이 원거주자들과 함께 직접적인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리
가 있음

- 분업관계 공고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분담
· 농업을 통한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것은 지역 원거주자들이, 생산을 통해 만
들어진 상품을 마케팅, 광고, 유통하는 것은 외지 출신 귀농귀촌 인구들이 담

32) 박시현(2018), 농촌여성신문 기고 in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26945



136

당하는 분업 체계가 바람직함
· 역할을 분리함으로서 원거주자들과 외지출신들간의 바람직한 공생(win-win)
관계설정 가능
· 공주시 사례(공주시 청년보부상 연합)이 이 분야에 있어서 전형적인 모범사
례임

3. 관외 유망 마을,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1) “공익추구적 사회운동가” 그룹과의 교류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특정 사회
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재정자립적 수단으로서 
사회경제적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이는 관내에서 사회경제적 ‘공익추구적 활동가’를 발견 및 양성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 따라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외 마을, 사회적기업들의 관계자들을 초
빙하여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노하우 전수

- 강연회 및 설명회를 통해, 관내 주민들 중 특정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하는 잠재적인 활동가 자원들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들을 발굴해내야 함



137

- 일부 마을, 사회적 기업 운영진들의 경우 지역주민들 혹은 지자체와의 원활
하지 못한 관계로 자신들 지역에서 능력을 펼치는데 많은 제한이 있는경우
가 있음

- 이러한 인사들이 현재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명확히 분석 후, 장성군 현실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야 함

- 타지역 출신 인력들에 대한 주거복지/교육복지 정책 입안 및 알선
 
2) 장성군 관외 마을, 사회적기업과의 긴밀한 교류 필수적

- 마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임팩트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무
분별한 팽창보다는 전국적(혹은 광역권별) 사업연합회, 네트워크 등 사회경제
적 기업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발전전략 

4.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전남 서북부권 통합 사회적/마을기업 
복합지원센터 (가칭)” 설립

- 명칭은 다른 네이밍이라도 무관
- 이미 전남도 차원에서 설치하여 2014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소 및 교육기관에 가까운 성격임
- 장성군과 인근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담양군 등)들의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적인 특징, 물류적 동선을 고려한 실질적인 운영 필요
- 마을/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및 인큐베이팅 상담 및 지원프

로그램 제공
- 단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법률 및 세무비용,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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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사회적/마을기업 통합물류센터”33) 준
공
- 실질적인 대안 및 솔루션 제공으로서 인건비 외의 비용부담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절묘한 지원책 필요
- 비즈니스에 있어서 물류, 보관, 법률, 세무 비용들은 사업주들 입장에서 가

장 중요하고 예민한 고정비용임
- 반드시 인건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들이 그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실효적 정책 필요
 
- 장성군 남부지역은 교통의 요지
-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 하에, 물류센터 조성 가능
- 마을,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에게 물류비용 절감은 큰 혜택이며, 타지 기업 및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유도 가능
- 세무 및 법률상담과 같은 추가적인 원스톱 형태의 지원 요망

3  장성군에 적합한 사회적 금융형태

1. 사회적 금융(마을금융)의 필요성

- 지역내 사회적경제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마을/사회적기업들 및 사회약
자적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지원할 민간참여 사회적 금융기관의 뿌리 내리기가 
시급함

2. 적합한 사회적 금융형태

- 저소득층에게 담보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형태의 ‘소액대

33)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슬럼화되거나 거주에 부적합한(공항인근, 군부대인근) 지
역의 주거용 건물들을 매입한 다음,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중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합동 물류단지로 재개발 하
는 해외 성공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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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34)을 최우선적으로, 추후 전남도 차원에서 ‘사회적 은행’35)을 도입 운영함
 - 마을/사회적 기업들에는 전남-전북도 차원에서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 펀

딩’,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인 사회적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체계를 정비함

  - 전남도가 미국과 영국의 ‘지역개발금융’ 사례들처럼 지역내에서 영업하는 민
간 금융기관의 여신 일정부분을 반드시 지역밀착형 대출에 돌리도록 의무화하
여 낙후지역에의 투·융자를 유도하는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

3. 기대효과 

 - 소액대출: 경기침체로 제도권 금융소외층이 된 빈곤 주민들에게 사금융의 고
리채 피해가 빈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상당부분 차단하며, 공동체 정신으로 이
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움

 - 사회적 은행: 외국의 성공한 사회적 은행들의 사례36)에서처럼 이들 은행은 
깨어있는 시민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연대적 유대감 속에 낙후
된 지역에서 사람냄새 나는 ‘보노보’37) 은행의 혁신기운을 불러일으킴 (일반은
행 평균을 뛰어넘는 재무적 실적도 올림)

 - 임팩트 투자: 자선과 투자의 중간영역에서 사회적·환경적 가치창출에 투자하
는 금융으로써 최소한의 원금회수와 이윤극대화가 아닌 어떤 사회적 울림(임
팩트)이 있는 적정이윤 획득을 추구하려 일반금융권의 자금유입을 유도하는데
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 

 - 크라우드 펀딩: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다수 개인
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회적 금융 방식으로 문화예술, 게임, 벤처창업, 
지역사회 시민운동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업종 다양화
에 커다란 역할을 함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민간투자자들이 중앙/지방 정부와 지급보증 계약을 

34) 경기도에서 자리잡기 시작하는 소액대출 ‘굿모닝론’의 경우 차입자의 자활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유지
하며 충분한 재원확보에 여념하는 한편, 대출안정성을 유지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 

35) 빈곤층, 지역사회 환경생태계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은행’의 경우 외국에서는 
성공사례가 많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여건조성이 미비해 성공사례는 별로 없음 

36) 독일의 GLS, 네델란드의 트리오도스, 스웨덴의 JAK,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 캐나다의 벤시티, 미국의 쇼어 은
행들이 ‘사회적 은행’의 성공 사례들임

37) 이기적 경쟁심과 탐욕 속 일반은행계가 ‘침팬지 은행’들이라면, 연대와 상호배려의 미덕 속에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착한 금융’을 꼬마 침팬지 유파인 ‘보노보’ 은행이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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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뒤, 일단 민간투자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가 나면 중앙/지방 정
부가 예산을 집행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보상하는 사회적 투자 방식으로 
‘증세 없는 복지대안’이 될 수 있음

4  자치법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1. 현재 국회에서 검토중인 지방자치 관련 개정법안의 목적

- 자치기구의 조직개편

- 의회의 인사제도 개혁(직원채용 등)

- 주민자치회의 법적기반 확충 (법적/제도적 위상 강화)

-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재정과 관련하여서는 또다른 문제이며 특별한 묘안은 발견불가

2. 의미

- 결국은 주민의 자치역량 수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

- 주민자치회, 마을, 사회적 기업 등 각계의 대표가 자치과정에 참여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협치 거버넌스가 되는 것

3. 지방의회의 역할

- 주민자치회, 마을, 사회적 기업등이 의회의 영향력을 감쇄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됨

- 오히려 의회의 외연확장, 즉 그간의 대외제에서 직접민주제를 의회나 의원이 
가미하는 모델이라 인지가능하다면 가장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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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개개인이 압력이나 행사하는 이권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결 및 봉사기관이 되어야 함. 

4. 주민자치회의 예상되는 방향

- 장기적으로는 읍면동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시군구와 주민자치회가 나누게 
될것임

- 이때 주민자치회가 의결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 농후함

- 어디까지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의회의 외연확장이자 일반인들에게 
정치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것이지,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거
나 견제하는 것은 아님

5  인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양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장점

- 어느 정부이든, 누가 광역자치단체장이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마
을만들기 사업에는 관심 과다

- 잘 조성된 ‘마을’은 지역의 위상을 증대시키며 관광수익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

- 이로 인해 재정적/비재정적(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될수도 있음

2. 비판

- 정부개입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정부의 ‘마을만들어주기’ 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칸막이 행정의 관행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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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꾸준히 제기되어옴
- 그 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리된 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옴
- 참여정부 시절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과 자립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부
처별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임
-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한 반면,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청
에서는 유사한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을 전개했음
- 행정자치부는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과 ‘정보화마을추진사업’을, 해양수산부
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환경부는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을 
문광부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사업’을 제각각 전개해왔음
-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에 주민참여과정을 검토할 때, 적지않은 한계 및 부작용
들을 발견
-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때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 피동적으로 움직임
- 재정적 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수익을 낸 주민들은 지역
을 떠나고 평범한 ‘상업지구’로 전락

6 장성군 마을,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대안

○ 관내 지역별 진단 및 대안제시
(표: 결-138))

38) 출처: 장성군 홈페이지 https://www.jangseong.go.kr/

장성군 권역별 인구 분포 현황         2020년 7월 말 기준

권역별 읍 면 인구 남자 여자 세대
인구분

포

중심권

(읍내권)

장성읍 13.830 6.834 6.996 6.560 

21,847황룡면 4.358 2.261 2.097 2.191
동화면 2.075 1.161 914 1.068
서삼면 1.584 826 758 847

남부권

(광주권)

진원면 3.691 1.865 1.826 1.725 
7,539남  면 3.848 2.055 1.79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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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대부분 농산물 가공업이고 전통식품이라 
시장진입은 쉽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시장점유율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 장성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패턴의 다양화가 필
요함.
    
 - 다각화 업종형태는 육아 및 장애인 청소년 돌봄사업, 물산업, 식량자원, 에너
지· 환경재생사업, 유휴공간을 이용한 서비스산업, 지역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용
한 문화·교육사업,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함.

 - 장성을 4대 권역으로 분류해서 적절한 사업형태를 분류하면
 
1) 중심권(읍내권) :

-  축령산과 장성댐이 있으며 황룡강이 장성읍, 황룡·동화면을 지나고 있어 자연
적으로 산림자원과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장성군 중심으로 20분 이내에 장성의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
지라는 장점이 있음. 

-  공공교통으로 호남선이 장성역을 통과하고, 고창 - 담양고속도로와 호남고속
도로가 있어 유리한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음.

- 장성군 전체인구 46,152명중 45%이상인 21,847명이 살고 있으며 관내에 고등
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가 있음

- 전통재래시장 황룡시장이 있어 주변지역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장성버스터미

서부권

(상무대권)

삼계면 6.503 3.392 3.111 2.887
10,092삼서면 3.589 2.047 1.542 2.063 

북부권

(백양산권)

북이면 2.963 1.488 1.475 1.559
6,674북일면 1.456 729 727 815 

북하면 2.255 1.158 1.09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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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 있어 광주는 물론, 전라북도 고창과 정읍시와도 접근성이 유리함

적합한 업종 : 
① 공정여행을 위한 숙박업, ② 지역의 자연과 지리적 환경을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광·교육산업, ③ 황룡강의 수자원을 이용한 양식업, 수상레저산업. ④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물류산업과 창고업.  ⑤ 장성군 인구와 광주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음식산업.

2) 남부권(광주권) : 

- 진원·남면이 남부권에 해당되며 광주 북구와 광산구 등 대도시와 접하고 있으
며, 많은 주민이 광주로 출퇴근하고 있고, 생활권과 경제권도 장성읍보다는 광주
권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

- 진원면은 광주북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광주 북구와 광산구에 진입하는 데
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음.
- 전국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 북구와 경계를 접하는 장성군 진원면

은 매력적인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광주 첨단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는 
남부권은 주민의 인식에 따라 매우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진원과 남면에 나노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개발 진행 속도와 성과에 따

라 장성 속에 작은 도시가 새로 탄생할 것으로 예측 함.

 적합한 업종 :  
 ① 실버산업 육성으로 북구 노인층 유입, ② 음식업은 첨단단지와 북구 퇴직자
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 ③ 주택임대사업는 남면과 진원면의 빈집 
리모델링 하거나 혹은 소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광주시민을 유입하는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함. 

3) 서부권(상무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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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서부에 해당하며 삼계면과 삼서면이 해당된다, 삼계면은 북쪽으로 고성
산을 경계로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태청산을 경계로 영광군과 접하고 삼서면
은 서쪽으로 함평군과 남쪽으로 광주 광산구와 접하며 조만간 준공하게 될 빛그
린 산단과 매우 인접 

- 서부권에 대한민국 최대 군사교육기관인 상무대가 들어와 있어 삼계면에는 젊
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음, 그러나 퇴직과 함께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
거나 또는 각자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그래도 일부는 젊은 날
을 이곳에서 보내서 추억과 정이 들어서 상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소수이지
만 있다는 사실.

- 영광군과 경계를 따라 장암산, 태청산, 고성산 등 400m이상인 산들이 펼쳐져 
있어서 사과재배에 적합하고 또한 풍부한 임산물과 밭작물들이 생산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음.

 적합한 업종 : 
- ① 퇴직군인들을 위한 창업교육 및 스타트업, ② 태청산과 고성산의 수려한 자

연경관을 이용한 힐링을 위한 팬션사업, ③ 지리적 환경과 자연환경 및 문화유
산을 이용한 지역관광 및 체험교육 사업, ④ 상무대 군인 및 가족, 평림댐 관
광객을 기반으로한 음식산업. ⑤ 함동저수지 수자원을 이용한 수산레저산업과 
팬션산업이 매력적인 사업으로 떠오를 수 있음. ⑥ 장성군 전체 마을기업과 사
회적 기업이 참가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4) 북부권(백양사권) :

- 장성군 북부지역으로 북하면, 북이면, 북일면이 여기에 속하며, 백암산, 방장
산, 축령산, 입암산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 장성댐 상류지역
의 수자원과 수변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

- 북하면에 소재한 백양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매주 주말이면 찾아오는 
등산객, 전국 곳곳에서 일년 내내 찾아오는 불교신자, 봄과 가을철이면 찾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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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학여행단의 학생들이 붐비는 지역임.

- 장성 북부의 백양산권은 교통의 요지로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과 인
접하고 유명사찰인 백양사가 지역에 있어 또 하나의 매력적인 시설이나 상징
물을 갖추게 된다면 주변을 찾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은 장점을 갖추고 있
음.

 적합한 업종 : 

 ①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음식업 및 장성을 브랜드화한 공예품 제작 및 
판매
 ② 백양사 또는 축령산 주변에 여러 암자와 제휴를 통한 탬플스테이 사업, 단지 
머물고 참선하는 수준을 초월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인성교육과 소양교육의 장
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함.
 ③ 장성댐 상류지역을 수자원을 이용한 수상레저 산업과 입암산성과 입압산, 백
암산 등산객과 트레킹 족을 위한 팬션사업.

7  종 합 결 론

1.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1) 의식수준 향상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식 계몽이 필요하다. 주민 의식수준 향상은 직
접적인 주민자치 역량고 비례하고, 지역주민 경제적 ·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기
여한다.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인문학 교육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해야 한다.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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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타적인 삶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소통의 마음과 자세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

 - 주민자치회 교육프로그램이 취미생활을 위한 요가, 무용, 노래, 댄스, 토종약
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논의함으로써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2) 마을 사회적 기업을 위한 거래선 및 판로 확장 

 -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성군청 및 관내 공공기관는 장성군 사회적 기업과 마
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한다.

 - 장성군 마·사기업 에서 생산한 제품을 백양산 휴게소, 장성역, 하나로마트, 상
무대 복지상가에 “마사기업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전략이 필요함.

 - 향우회 향우회원과 향우기업에 내고향 제품 구매하기 홍보를 통해 판매전략
을 세우는 것도 시장개척에 기여함.

 - 장성군 소재기업에게 장성군 마·사기업 제품 구매를 홍보하는 전략을 세워 장
성소재 기업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동기의식을 부여하
는 것도 필요함 

- 관내 황룡강 축제에 관외 지역의 모범적인 마사기업을 초청하여 그들의 상품
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되, 장성의 마사기업들도 관외 지역의 축제 및 행사들
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확충해야만 함. 

 - 장성 마·사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일정 단위로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장성군에서 다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는 마사기업에서 사업아이템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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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새롭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장성군 전체면적 
518,40㎢ 중 임야면적이 323,9㎢로 장성군 전체면적의 62,5%를 차지하여 산림
비중이 높다. 산림과 관련된 사업은 장성군 산림협동조합이 독차지 하고 있음. 
이와 건전하게 경쟁 가능한 산림관련 기업 유치가 필요함. 탄소제로화 시대에 대
비해서 가칭 “산립 자원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녹색성장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함.

 2.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 필요  
 
1)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운영진에 주민자치회 인사 우선추천

 - 장성군 마·사기업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또는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마·사기업 
대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시 직능단체 대표로 우선 일정 몫을 배정하는 제도
가 필요함.

  - 이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마·사기업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되고, 아울러 주
민자치 위원이 마·사회 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 관외 및 해외 선진사례 적극 학습

  - 군 차원에서는 마사기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국내 모범 마·사회 기업을 벤
치마킹할 수 있게 1년에 1회 1박2일 또는 2박 3일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해외선진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를 학
습하도록 일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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