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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적경제인가? 
- 사회적경제와 청년 -  



계층의 양극화 - 영국 

이튼 스쿨 [사진 =텔레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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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출신 비사립학교출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사회적이동 및 아동빈곤 위원회 발표자료를 인용,  
      엘리트들이 ‘고위직 클로즈드숍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 

 각계 고위층 인사 4,000명 출신학교 분석한 결과, 절반이상이 사립학교 출신 

[부장판사]                  [군고위직]               [차관급공무원]           [고위외교관]            [상원의원]                      
이튼 스쿨 [사진-텔레그래프] 

사립학교 출신학교 분석 (단위 %) 

[출처 : 2014-08-29 헤럴드경제] 



계층의 양극화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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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및 강남 고교 출신 신임 판사 비율] 

 평범한 집안 아들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철옹성 

 우리나라도 가족자본주의 시대 

(단위 %, 자료: 대법원) 

[출처 : 2010-09-19 경향신문]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들 



자본주의 발전 

저성장 시대 

4차 산업 혁명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사회∙환경문제 심화 

변화하는 사회  

격차 이기 경쟁 

개인 수익 생존 

갈등 효율 시장 조직 

협력 공정 정의 평등 

부조 상생 책임 사람 

통합 기회 공존 배려 



Inclusive Growth 

‘ ICT 발전, 산업의 이전, 

경제금융위기,  

FTA, Globalization’ 

- Joseph Eugene Stiglitz- ‘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 누구의 책임인가?’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 



Occupy Wall Street  



자본주의 4.0 – 따뜻한 자본주의 

 정부∙시장∙시민이 공생의 길을 찾는 것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공동체 자본주의 
(아나톨 칼레츠키) 

따뜻한 자본주의 
(아나톨 칼레츠키) 

공유경제 
(로렌스 레식) 

창조적 자본주의 
(빌게이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갑질 근절 

불공정거래  
근절 

재벌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노동 존중 

최저임금  
상향조정 

 자본주의 4.0이 지향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정신과 세계적인 흐름의 반영  

 시대가 요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방향의 전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개념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는 2016~2030

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 



 2018년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 대폭 늘리고 SOC는 축소“ 
 
 
 정부가 중점을 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고용)   
 
 
 2017년보다 16조7000억원(12.9%)이 늘어난 

146조2000억원이 책정되면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돌파(34.1%) 

 

[출처 : 조선비즈 2018년 2월 19일] 

정부의 노력 - 2018년 예산 



0.23 0.24 
0.26 

0.19 
0.17 0.18 0.19 

기업 사회공헌 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652  
2,874  3,088  3,253  

2,811  2,715  2,902  

[단위 : 십억원] 

[출처 : 2016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전국경제인연합회] 

[단위 : %] 

기업 사회공헌 지출 규모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 



기업 사회공헌 패러다임 변화  

단순 기부 

전략적 사회 공헌 
 

공헌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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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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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적/일회성 문제해결/지속성 

Business 
Value 

Social 
Value Business 

Value 

Social 
Value 

 사회투자/임팩트금융  

 CSV/가치경영 



새로운 체계의 필요성 

사회적 목적 적정 투자 수익 
• 지속가능한 사회 
• 사회문제해결 



사회적경제란? 

OECD 

EU 

캐나다(퀘백) 

 사회적경제 개념  
      구성원간 협력 ∙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 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제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겅제활동 

1. 구성원 ∙ 공동체의 필요 충족                 2.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3. 민주적 지배구조                               4. 경제적 성과추구 
5.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6. 해산 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사회적경제의 특징 

기업/사익                               목표                    사회적 가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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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4섹터 

N.P.O 

정부 

특징 

 자율 ∙ 민주 
      효율경영보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 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 운영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간 이익공유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 ∙ 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경쟁 ∙ 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 
 
 혼합가치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동시 실현 



자본주의 공동체∙ 
사회의 지속가능성 중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민간 역할 증대 
민관 협치 중요 

기업의 목적 CSV∙사회적가치 창출 

금융의 기능 공적 기구로서의 
사회적 목적 수행 

시장경제∙경쟁중시 

정부주도 

이윤극대화 → 사회공헌 

상업적인 목적이  
중요시된 금융회사 

달라지는 사회를 보자 

가치의 중심 사회적 가치 재무적 가치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OECD 2030 학습 프레임워크 개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 갈등 해소, 통합’ 제시 



사회적경제와 청년 

변화하는 사회속에서의 새로운 트렌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의 시대정신 

도전과 혁신의 필요 

1 

2 

3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 제공 4 

<사회적경제> <청년> 

흐름을 읽어야 기회가 온다 

미래에 대한 책임 

청년들의 열정, 창의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청년의 가치와 일치) 

기회를 현실로 



청년 
실업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새로운 시도 

이봐 , 해봤어? 



날으는자동차 



혁신의 사례들 - TreePlanet 

 트리플래닛은 나무를 심는 사회 혁신 기업 
 

 게임 트리플래닛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나무를 심는 
2가지 방법 제시 
 

 트리플래닛 창업자 : 김형수 대표 



혁신의 사례들 - 마리몬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화(壓花) 작품을 디자인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수익금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부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기금까지 모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  

 
 마리몬드 창업자 : 윤홍조 대표 



혁신의 사례들 - EONE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계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컨셉을 발전시킨 시계를 만드는 기업 
 

 포괄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생각하면서 모두를 위한  
시계를 디자인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제작 
 

 EONE 창업자 : 김형수 대표 



혁신의 사례들 - WOOZOO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사회적기업 
 

 우주는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공동거주의 쉐어하우스  
      형태와 문화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기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 
 
 WOOZOO 창업자 : 김정헌 대표 
 
 



혁신의 사례들 - 힐세리온 

 구급차·오지 등 어디서나 기존 진단기 10분의 1가격으로  
쉽게 사용 가능한초음파 무선진단기기(소논(SONON))로 
미국 FDA 인증을 받음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혁신기술 기반의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이하 CTS)'에 선발돼 최대 5억원을 지원받고 
베트남에서 초음파 구축사업을 실시 

 
 힐세리온 창업자 : 류정원 대표 



혁신 사례들의 시사점 

 시사점 

지속가능성 추구 

윤리성 

임팩트금융의 활용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혁신적인 아이디어 

열정과 꾸준한 노력 



Change Makers 

그라민 은행 설립자 

무함마드 유누스 

아쇼카 재단 창립자 겸 회장 

빌 드레이튼 



행동이 침묵하면 생각도 지워집니다 



We cannot find new road on an old map 

오래된 지도에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