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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장
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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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의존도 등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
가된다.

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사회적 기업 증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사회적 기업이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영국과 미국에

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

서도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2008

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은 원인은 성

년 이후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 보다 파산하는 사회적

장 속도가 정체된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

동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평판 리스

파산과 관련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선행연

크에 취약하다는 점 등으로 판단되다. 특히 사회적 기

구들은 국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취약하

업의 정체성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경우 해당 사회적

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업과 더불어 동종의 사회적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는 “취약계

을 받을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

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정적 인식은 사회적 기업 전체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정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에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사업전략 부재, 취약한 수익구조, 높은 정부

사회적 기업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

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여부

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

와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과 미국

우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의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이 사회적 기업이 하나

소흘히 할 수 있고 정부와 사회적 기업간의 정보

의 기업으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따라

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Ⅰ. 개요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기가 어렵거나 취업이 곤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설
립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2007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 시행되
었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다양한 정
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란한 계층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규정됨.

영업활동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Profit)보다

사회적 기업은 1,345개임.
사회적 기업의 유형인 협동조합은 2012년 12
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
며,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3,000여 개에 이름.

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되
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주요한 사회적 목적과 관련있는
사업이나 서비스 업체로 그 업체의 이익은 주
주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목적을 위

<표 1> 국내 사회적 기업 인증 추이

해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정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21

149

47

211

140

141

265

264

108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혹은
공인기관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
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임.

추구하는

벤처기업(Mission-Based

Venture)으로 인식됨.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실패한 사회적 기업들
도 늘어나고 있음.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2

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

사회적 기업의 실패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

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으로 정

는 사전적으로 규정한 사회적 가치를 달성

의됨.

할 수 없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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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11년 11월 21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고 2014년 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협동조합의 비중이 50%에 이름.

금융사업 등으로 위축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인증 시스템은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영국의 경우 2005년 이후 인증받은 전체 공동
체이익회사 가운데 26.7%가 청산되거나 자선단
체로 전환함.

하고 있다는 평가임(김재인·정건섭, 2010).
영국, 미국, EU 등에서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제기되고 있음.

는 2004년 도입된 기업형태로 대부분 사회적
기업임.
- 영국의 청산되지 않은 공동체이익회사 규모는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9,177개인데, 2005년
7월 이후 12,535개가 인증받았으나 3,307개가
해산(Dissolved)되었고 50개가 자선단체로 전
환함.1)

본고에서는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를 분
석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리나라, 영국, 미국,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실패사례를 분석함.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내
생적 한계와 정부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확대되고 있는 복합형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2000년대 초 민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된 소액
금융(Microfinance)기관들의 역할이 정부의 미소

<표 2>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 승인과 해산 추이
승인

증가율

해산

증가율

자선단체 전환

연간 증감

누적

0

0

208

208

2005.7~2006.3

208

2006.4~2007.3

637

206.3%

0

0

637

845

2007.4~2008.3

814

27.8%

35

3

776

1,621

2008.4~2009.3

1,120

37.6%

86

145.7%

2

1,032

2,653

2009.4~2010.3

1,296

15.7%

372

332.6%

5

919

3,572

2010.4~2011.3

1,824

40.7%

483

29.8%

7

1,333

4,905

2011.4~2012.3

2,087

14.4%

590

22.2%

11

1,486

6,391

2012.4~2013.3

2,055

-1.53%

765

29.7%

11

1,279

7,670

2013.4~2014.3

2,494

21.4%

976

27.6%

11

1,507

9,177

합계

12,535

3,307

50

자료: House of Commons

1) Timoty Edmonds, ｢Community Interest Company｣, House of Commons,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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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는 수단임.

II.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정
1.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과 소상공인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시작되었음.

정책자금 신용보증과 금융기관 대출 등의 형태
로 이루어졌고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체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대량 실업을 극복하

지원규모는 약 9.1조 원으로 추산됨.

기 위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때문에

- 창업지원 정책자금, 신용보증, 저소득층에 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

한 소액신용대출, 은행의 소액대출 등 정부

출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활용됨.2)

사회적

경제의

수단으로

개념이
이해되는

도입되었기
경우가

빈번함(김재

인·정건섭, 2010).

카드사태 이후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가 증가
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현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 위원회가 출범함.

- 공공근로 사업, 창업 및 소상공인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음.

<표 3> 2008년 6월 기준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과 신용회복사업 현황
구분

부처

규모 (억원)

시기

10,000

1999

1,000

2009

72

1982

2,0671

2000

저신용 무점포상인 특례보증

13,000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27,000

-

저소득층 개인 신용보증

5,000

2009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 환승론)

2,000

2005

신용회복위원회

200

2006

휴면예금관리재단

440

2008

중소기업청

소액희망대출

100

2009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330

2008

13,600

2009

중소기업청

사업내용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 폐업자 및 사업전환 자금

창업지원
정책자금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임대

신용보증

중소기업청

신용회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액신용
대출

금융위원회
은행대출
및 보증

2

저신용자 대출상품 개발 판매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 보증

보건복지부
합계

저소득층 재산 담보 대출

6,000

2009

10,000

2009

90,809

2)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은 1982년 영세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 임대 사업 등은
2000년부터 조성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목적의 자활기금 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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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액금융지원을 위해

휴면예금

관리재단 을 2008년 3월 27일에 출범하였음.3)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재원으로 휴면예금관리재
단이

선정한

융소외자의

복지사업자들이

경제적

자활을

저소득층
지원하는

금
구조

임.4)

2000년 초 설립되었는데 빈곤층과 신용불
량자 등 취약계층, 여성 가장,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지원, 소액 대출을 하고 있음.
미소금융재단 설립 초기에는 민간 소액금융
기관들이

복지사업자로

참여하였으나

점차

참여가 제한됨.
서민금융에서 민간 소액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위
축된 것으로 보임.

- 미소금융재단의 소액 대출 사업에 은행, 저축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됨.

국내 주요 소액금융기관들은 비영리법인으로
<표 4> 국내 서민금융지원 기관 현황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간

2008.7~2014.12

2010.7~2014.12

2010.11~2014.12

2008.12~2014.12

시행기관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저축은행

시중은행

국민행복기금

대출금액

1.3조 원

6.4조 원

10.1조 원

2.3조 원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 원; 사업운영자금
1,000만 원

400~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금리

연 4.5%

최대 8.07% / 9.63%

평균 11~14%

은행 대출이자 연 5.5%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

<표 5> 국내 주요 소액금융기관 현황

설립일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아름다운재단

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2000년 설립

2002년 설립

2004년 설립

2003년

지원대상

빈곤, 취약계층, (신용불량자 포함),
특수 소외계층

여성가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빈곤취약계층 소호창업, 자활공동체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사회적기업 등

사업

공동체 중심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한국형마이크로 크레디트모형개발

창업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창업지원
경영지원
운영지원

음식점 및 서비스업 창업 지원

재원

모법인, 보건복지부 정책자금,
개인 후원금 개인 출자금 등

종교재단 출연금

기업 및 사회공헌 후원금

약 70억 원
(345개 업체, 2014년 말)

-

대출실적
금리

8억 원
(2012년 말)

기업, 보건복지부 정책자금, 기업후원금
등
374억 원
(1,930건, 2015.5월 기준)

2~4%

0~6%

1%

3) <별첨 7>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현황 참조
4)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이란 일반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빈곤층에게 무담보로 자금대여 및 컨설팅 등 체계적인 창업서비스 지원(복지-금융연계정책)을
제공하는 사업임. 세계적으로 효과적 빈곤퇴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시민단체들이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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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3,46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됨.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
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협동조합’을

운영을

희망하

는 단체들이 법인격이 없어 운영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함.

기존 특별법이 설립근거를 규정한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과는 근거법이 다르지만 사

발기인 5명 이상이면 금융, 보험업 이외의 어

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

느 사업 분야든지 시·도에 신고 하고 협동조

- 2010년 기준으로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법상

합을 만들 수 있도록 설립 절차를 간소화함.

협동조합의 총조합 수는 8,360개, 조합원 수는
약 2,600만 명에 달함.5)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
형태(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은 지역사회 발
전,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
리 제공 등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지칭함.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 소유·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
태임.
- 국제협동조합연맹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있는데 협동조합기본
법이 모법(일반법)이고 8개의 개별법은 특별
법임.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
활권에 근거한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
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농협·수협
등 생산자 협동조합들은 상호금융을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음.

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정의된 목적을

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

달성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체”로 정의함.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사회적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소비자생활

설립되는데 새마을금고와 다르게 금융위원회의

기업의 조직 형태 가운데 하나로

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인가를 받아 설립됨.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

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

상호금융기관이란 신용조합의 형태로 조합원

합연합회 등이 있음.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받고 대출을

-

협동조합기본법

2조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
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
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
로 정의됨.

5)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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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은 기존의 8개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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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임.
상호금융기관의 2014년 말 여신규모는 288조 원,
수신규모는 425.7조 원임.

<표 6> 국내 상호금융기관 개요
구분

산림조합

농협

신용협동 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설립
시기

1949년

1957년

1960년

1962년

1964년

근거법

산림조합법
(1980년)

농업협동 조합법
(1957년)

신용협동 조합법
(1972년)

수산업협동 조합법
(1962년)

새마을금고법(1983년)

도입
시기

1994년

1969년

1960년

1974년

1963년

주무 부처

산림청

농림축산 식품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건전성 감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자료: 신협연구 제61호

상호금융기관의 총여신과 총수신 규모는 예금

영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은행 총여신 1,250조 원 대비 28%, 원화예금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시작함.

1,080조 원 대비 39% 수준임.

- Big Society Capital은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
봉사단체 등에 영국 시민과 기업이 투자와 지

2. 영국의 경우

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립된 금융기관
임.7)

1844년 영국의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가 설립한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의 시
작이라고 평가되나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Big Society”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역할을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음.
Big Society는 2000년대 등장한 정치적 이데올
리기인데 아이디어는 자유시장(Free market)을
위계(hierarchy)와 자발적 봉사(volunterrism)에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총리는 지역사회 자치권
강화와 개발을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로 함.
Big Society 이전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은
2001년 영국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에 사회적 기업 부문(Social Enterprise
Unit)을 설치하면서 시작됨.8)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통합(Social Solidarity)하
고 결합(Integrate)하는 것임.

2002년과 2006년 사회적 기업의 성장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

Big Society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 Big

을 모색함.

Society Network, Big Society Award 2012년
Big Society Capital 등이 출범함.6)
- 2010년부터 영국의 Big Society 실현에 사회
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2004년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 형태인 공동체이
익회사를

제정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9)

- Big Society Award는 2010년 11월 영국 수상

2013년 시행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이 고안하였는데 Big Society Award를 통해

Act 2012)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계약을 체

6) Big Society Network는 Big Society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의 연계 조직들을 의미함.
7) 6억 파운드 휴면예금으로 2012년 사업을 시작함.
8) 자세한 내용은 “A Map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 in Europe: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European Commission, 2014. 10. 31 참조
9) 공동체이익회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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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때 환경·사회적 웰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펀

점을 규정하고 있음.

드임.

- 공공서비스법 제정의 취지는 중소기업, 사회
적 기업, 자선단체 등의 공공기관 조달사업

- 이외에도 전술한 Big Society Capital, 사회적
투자 세제 감면 제도 등이 있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사업이 공동체 이익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임.
- 113,057 파운드 이상 규모의 중앙정부와 건강보
험(National

Health

Service)

서비스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약 70,000여 개로 추산됨.
2012년 4,768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계약,

설문조사(Small Business Survey)에 따르면 자

173,934 파운드 이상의 지방 정부 서비스 계약

기의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하는 사업자

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화 구매 계약에는 적용

는 344명으로 조사대상자의 5.7%를 차지함.

되지 않음.

-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 2013년 공공서비스법이 시행되었지만, 884개

분류하는 조건은 1) 자기 기업을 사회적 기

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

업으로 인식할 것, 2) 이익의 50% 미만을 주

하면 공공기관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주나 소유주에게 배당해야 함, 3) 사업을 통

기업의 비중은 23%인 200여 개에

불과함.10)

2014년 사회적 투자 세제 감면 방안(Social
Investment Tax Relief)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장려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함임.

해 창출하는 매출의 비중이 25% 이상일 것,
4) 다음의 질문에 설문대상자가 “매우 적합
하다”고 답변할 것임: “환경 및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에서 창출
되는 잉여금은 주주나 소유주에게 배분되기
보다는 사업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투
자하고 있음.”

영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은 사회적 기
업의 설립과 사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임.

전체 중소기업 1,230,395개에 5.7%를 적용하면

사회적 기업이 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자금

약 70,000개이며 표준오차를 고려할 경우 사회

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경쟁

적 기업은 57,400개에서 82,700개로 추산됨.

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 회사 유형별로는 Private Limited Company

교육, 자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함.
- 2012년 시작된 Social Incubator Fund는 사회
적 기업 육성 기관에 1억 파운드의 자금을 지
원하여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역시 2012년 5월에 시작한 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는 공공기관 조달사

비중이

30.8%,

공동체이익회사의

비중이

4.9%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영국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2010년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업에 참여할 역량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참
10)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업하는 분야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재정문제
로 정부가 더 이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민간부문은 관심이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 기업은 기업
이 갖고 있는 수익창출 역량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혁신성이 결합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 최근에는 정부, 기업, 학교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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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1,033,000 파운드로
조사되었으나 사회적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665,168 파운드로 조사됨.
지난 1년 동안 매출액이 늘었다고 답변한 사회
적 기업 비중은 26.9%로 2010년 설문조사 결
과의 29.2%에 비해 낮아짐.
지난 1년 동안 이익이나 잉여를 창출했다고 응

2014년 이후 Big Society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이 확산되고 있음.
사회적 기업과 관련이 있는 제3영역에서도 Big
Society Agenda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함.11)
2014년 Big Society Network이 중단되었고 영
국 정부는 의회에서 Big Society 이데올로기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답한 사회적 기업의 비중은 2012년 조사결과
62.8%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조사결과

3. 미국과 영국의 복합형 사회적 기업

68.6%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사회적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10.3명이며
업종별로는 음식료, 건강관리 업종의 비중이
28.6%, 13.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향후 5년 동안 폐업할 우려가 크다고 답변한
사회적 기업의 비중은 6.7%로 2010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2.5%에 비해 두 배 이상 늘
어남.
-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회적 기업 비중도
6.7%에서 10.3%로 늘어났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회적 기업 비중은 13.7%
에서 13.5%로 유지됨.

외부 자금조달을 사회적 기업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기업의 비중은 47.9%로 중소기업
의 응답비율 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
른 장애요인으로 경쟁(49.6%)과 경제 여건(80.7%)
을 꼽았음.

복합형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낮
은 이윤을 추구하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사
회적 기업임.
2000년대 후반들어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목
표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초기단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온 Echoing
Green에 따르면 2000년과 2011년 지원을 신
청한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회
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창출 사업을 결합하
고 있음.
- 미국 뉴욕의 Hot Bread Kitchen의 경우 여성
이민자를 고용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빵을 생
산하게 하고 이민자들이 제빵기술을 연마하여
음식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임.
-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부금,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품판매를 통해 수익
을 창출하는 사업모형을 갖고 있음.

이외에도 현금흐름(51.5%), 경영노하우 부족이
(15.1%)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두 중
소기업의 응답비율 49.7%, 14.9%보다 높았음.
경제 여건 가운데서는 수요 감소 68.5%, 원자
재 가격 61.0%이 장애요인이라고 평가됨.

복합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과 미
국에서는 새로운 기업형태(Legal Structure)가 제
시됨.
2008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저영리유한책임
회사(Low 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가 도입되었고 2004년 영국에서는 사회적 기

11) Rob Macmillan, “Making Sense of the Big Society: perspective from the third sector”, Third Sector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90,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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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라는 기업형태
가 도입됨.

인하기는 어려움(김종호, 2014).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도 전술한 바와 같이 파
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들은 전통적인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

- 2011년 이후 공동체이익회사의 파산 건수 증가

창출과 자금조달 방안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율이 인증 건수 증가율을 상회함(<표 2> 참조).

도입되었음.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격이 도입되었으나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
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특히 영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
축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는
지속되고 있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신용조합

저영리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이후 등기 건수

(Credit

가 711건에 이르지만 파산한 사업자도 포함되

Service)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가

어 있어 실제로 활동하는 법인의 수는 이보다

늘어나고 있음.

Union),

의료서비스(Health

Care

적을 것으로 추산됨.
특히 연말에 저영리유한책임회사의 파산사례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업자 수를 확
<표 7> CIC와 L3C 비교
CIC

근거법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 Company Act 1985
북아일랜드 Companies Order 1986

각 주별: 8개 주와 2개의 인디언 자치구
2008년 4월 버몬트
2009년 미시건(2월), 와이오밍(2월), 유타(3월), 일리노이(8월),
2010년 메인(4월), 루이지애나(6월), 노스캐롤라이나(8월)

성격

상업적 활동과 사회적 목표를 결합한 비영리법인(Not for
Profit Company)
사회적 목표 조건(Community Interest Test)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CIC로 등록하지 못함.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낮은 이익이지만 사회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준하는
법인격체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계약과 합의를 할 수 있고 주주들이
바뀌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음.
자산동결(Asset Lock)을 통해 CIC의 시가총액 이하의
가치에서 청산을 금지함.

경영의 유연성: 출자자(회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선목적에 따라 경영이 이루어져야 함.
이익창출을 인정하지만 이익창출이 일차적인 목적이어서는 안됨.
정치와 입법에 조직을 사용해서는 안됨.
사업목적을 사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자율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 4%p를 초과하지 못함.
CIC가 투자지분(Investment Share) 발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자선단체의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 사업관련 투자(Program
Related Investment)를 받을 수 있음.
Tranched Investment를 통해 다양한 요구수익률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

사업모델 및 소유구조

자본조달

배당

세제혜택

10

L3C

배당 가능 이익을 총이익의 35%, 배당률을 5%로 제한
제한을 설정하여 CIC가 창출한 수익이 사회적 목적 달성에
활용되도록 유도함.

순이익에 대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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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조세혜택
유한책임회사로 회원(출자자)이 사업결과에서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Pass-Through 과세가 선택될 수
있음.

III. 사회적 기업의 한계와 실패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되는

Juma

Venture의 CEO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
사회적 기업의 실패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
태로 정의할 수 있음.

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적 기업이

출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확보하거나 둘째, 사

사전적으로 규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달성할 수

회적 기업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영구적 기

있는가의 여부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임.

부자를 찾는 것임.

- 이윤추구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경영성과에

- Juma Ventures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취

따라 결정됨.

University of Toronto(201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 파산(Bankruptcy) 하거나 혹은

확보해야 한다고 평가함.12)
그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수익을 창

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그들이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구

- 그 방법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

축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의 실패로 구

공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분하고 있음.

기부금과 매칭하여 대학 진학 후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급하는 것임.

사회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익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 최초로 아이스크림 업체인 벤엔
제리의 프렌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함.

사회적 기업이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첫째, 사회적 기
업 경영은 수익목적의 기업 경영과 다르고 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의 간접비용을 고려할
경우 지속가능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함.

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이라면 이미 수익
목적 기업이 선점했을 것이라는 점임.
- 노숙자 등 사회적 빈곤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이 임대료 인상 등 비용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지만 고용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어려움.

2001년 사회적 기업 표본을 분석한 Harvard
Business Review에 따르면 표본의 71%가 적
자를 지속하고 5%는 파산에 이르렀으며 24%
만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후
수년 이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

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의 파산 확률은

적 기업들은 사회적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보다 더 높을 것임.

많은 것으로 알려짐.
경영에 소요되는 물적 및 시간비용, 그리고 창
그러나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기업의 실패는 가속화될 우려

업에 지원된 기부금 등을 고려할 경우 수익성
은 분석 결과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함.

12) Stanford Innovation Review,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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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Seedco 재단의 연구결과는 스스로 지

적 기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

속가능성을 확보한 사회적 기업을 발견하지 못

회적 기업 중 71.9%가 취약 계층 일자리 제

했다고 평가함.

공의 목적임.
- 반면 미국 아쇼카 재단이 평가하는 사회적 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미국의 일부 사회적 기업들
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음.

업의 기본 요건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기업가적 자질, 사회적 영향력, 윤리적 기질
등 다섯 가지임.

비영리 사회적 기업 중 중고품 할인점의 비중
이 높은 이유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비해서 경영이 수월하고 영리를 추구하
는 중고품 할인점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영리를 추구하는 중고품 할인점은 중고 물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인 중고품 할인점
은 판매하는 물품을 기부 받기 때문에 비용 측
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
에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신국현·서순탁(2014)은 채종헌(2012)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제도
는 ‘정부주도적’이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며 ‘보
여주기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함.
최조순(2012)은 인건비 중심의 사회적 기업 지
원 정책이 사회적 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높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3년 후 국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김재인·정건섭(2010)은 우
리나라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취약계층에 대
한 일자리 제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
적함.
저자들은 2007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
증을 받은 36개 가운데 32개가 남아있고 이들
가운데 정부지원이 끝난 곳들 대부분이 구조조
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음.
36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지속적 생존이 가능
한 기업은 3~4곳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그 원
인으로 대부분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취약 계층을 고용했다가 폐업위기에 처해있다
고 평가함.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함.
라준영(2010)은 국내 사회적 기업 가운데 실패 가
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을 분석함.
사회적 기업 가운데 사회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이 취약한 사
회적 기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매력도, 전
략적 포지셔닝, 사업 역량, 수익모형을 분석한
결과임.
- 사회적 기업이 선정한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차별화된 전략적 포지셔닝이 없다고

그 이유는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소
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
기 때문임.
- 2009년 부산대 곽선화 교수팀이 발표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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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
-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이 정부 지원에 의존
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역량 및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표 8>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 사례
기업

제품/서비스

A사

도시락 제조 및 공급

결식 이웃 지원

연매출 10억 원
기업 의존형

⦁경제적 관점의 차별화된 포지셔닝 부재
⦁정부보조에 의존

B사

햄버거 및 견과류
제조와 판매

웰빙, 슬로푸드, 로컬 푸드

연매출 2억 원
확장의지 없음

⦁경제적 관점의 차별화된 포지셔닝 부재
⦁사회적 목표와 판매 제품의 상충
⦁정부보조에 의존

재가요양 서비스

취약계층 돌봄

연매출 5억 원
정부 인건비 지원 의존

⦁경제적 관점의 차별화된 포지셔닝 부재
⦁낮은 시장 매력도

기초의료 서비스

환자주권, 예방의료

연매출 10억 원,
7년간 적자

⦁사회적 목표 추구 대상의 타당성 부재
⦁정부보조에 의존

C사

D사

사회적 목적

일반 현황

판단근거

자료: 라준영,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벤처경영연구, 2010. 11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
패사례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
최근의 사회적 기업 실패사례는 영국과 미국의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파악하였고 사회적 기업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음.
미국과 캐나다 협동조합의 실패사례는 선행연
구 결과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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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적 기업의 실패 사례

설립 및 보건 관련 인허가,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의 차이 등을 이유로 마포구청과 갈등을

1. 국내 사례
사회적 기업의 파산 혹은 사회적 목적을 포기하
고 영리목적 기업으로 전환한 국내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보다 수익성이 낮고

겪으며 2012년 8월 청산됨.13)
2.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목적회사(CIC)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사회적 기
업의 파산은 지속되고 있음.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사례가 많
을 것으로 보이지만 알려진 경우는 적음.

영국의 The Gazettee에 공시된 자료에서 인용
한 주요 사회적 기업의 실패 사례를 살펴봄.

사회적 기업의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목적이라는 추구 가치를 포기한 사례와 사업을
중단한 사례를 살펴봄.

2015년 5월에 파산한 Claverhouse Group은 존속
기간이 18년에 이르지만 최근 자발적 폐업을 선
언하였음.

영리목적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

Claverhouse는 Claverhouse Group, Claverhouse

1997년 시작하였고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
이 취소된 자동차 미용 토탈시스템 기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고 자동차 미용 관련 프렌차
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
하였고 2008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음.
그러나 프렌차이즈 영리사업을 확대하며 사회
적 목적을 소홀히 하여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됨.
신수동 행복마을(주) 사례
신수동 행복마을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마을이
주도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는 소규모 사업체
를 시작됨.
주민 30명이 출자한 2,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여 콩나물과 두부를 생산함.

Training, Claverhouse Service 등 세 회사를 통
해 다양한 직업훈련, 인터뷰 훈련, 일자리 소개 등
의 사업을 대학교, 자선재단, 직업훈련 회사, 지역
경제 개발기관, 지방정부 등과 함께 수행해왔음.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폐업함.
2014년 9월에 파산한 Cynon Valley Crime
Prevention Association(이하 CVCPA)는 지역 경찰
서와 공동으로 지역 범죄예방 사업을 27년간 수
행한 사회적 기업임.
CVCPA가 운영한 자선단체가 행동이나 학습
관련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음.
파산 시점에서 대출잔액 11만 3,858파운드가
드러나 CVCPA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
유는 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사회적
기업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임.

13) 신국현, 서순탁,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 심층 분석: 신수동 행복마을(주)과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1호(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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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영국의 주요 사회적 기업 파산 현황
회사 이름

파산 일자

설립일자

사업내용

Aspire

2003

1999.2월

노숙자를 고용하여 공정무역(Fair-Trade)물품 판매

Summerhill Enterprises Limited

2013.2.28

1993.9.21

공공주택 건설

Social Enterprise Solution Limited

2010.1.27

2003.4.13

출판

Secure Healthcare

2009.11.18

2006

재소자 의료서비스

The Create Foundation CIC

2013.6.13

2007.9.24

Hospitality, retail and Catering

Claverhouse Group

2015.5.8

1987.2.27

취업 훈련 및 서비스

Social Enterprise ClydeBank Ltd

2012.4.9

2004.3.1

취업 훈련 및 서비스

Cynon Valley Crime Prevention Association

2014.9.24

1999.6.9

지역사회 범죄예방

The Charity BeatBullying

2014.11.7

Social Enterprise London CIC

2013.7.16

1998.2.2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Woodseats Social Club 2012

2013년 6월 폐업한 Create Foundation CIC는
2010년 정부로부터 Big Society Award를 수상한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었음.

주를 받아 런던의 Wandsworth 교도소 재소자
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
외주 규모는 1년에 500만 파운드였으나 청산

Create Foundation은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

당시 부채가 100만 파운드였음.

에게 음식료, 유통업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산 시점에서 외주 계약을 3년 연장하였으나

사업을 수행하였음.
- 운영하던 Leeds Restaurant에서 생기는 수익으
로 사회적 사업을 수행해왔음.

2012년 수익은 120만 파운드로 2011년 57만
6천 파운드에 비해 두 배 증가했으나 비용이
190만 파운드에 달해 손실이 불가피하였음.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발적 폐
업을 결정함.
외주 계약금은 재협상이 불가능하고 확정된 금
액인 반면 Secure HealthCare가 부담하는 초
과근무수당 등의 비용은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됨.

- 레스토랑 사업과 Create Academy Program을
확장하면서 95만 6천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하

이 사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

였음.

부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모형이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영국의 Secure HealthCare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
아 정부의 의료 사업에 참여했던 사회적 기업이
었으나 2009년 자발적으로 청산함.
2006년

영국

정부의

Department

Health

Service로부터 5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설립되
었고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로부터 외

시사함.
2013년 파산한 Social Enterprise London CIC는
런던 지역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
신규시장 개척, 공개 입찰 사업 전략, 기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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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한 리더십, 재무관리, 기업 운영 프로세

- 카탈로그 사업(Catalog Merchant)이란 상품을
상점에 진열해서 판매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카

스 관리 등을 교육해왔음.

탈로그에 광고된 상품을 카탈로그 사업자에게

Social Enterprise London 역시 정부의 지원을

주문하면 카탈로그 사업자가 상품 판매업체로

받은 사회적 기업으로 2008년에서 2009년간

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85,000 파운드를 지원 받았음.14)

사업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Social Enterprise

- 기존 카탈로그 사업자들은 카탈로그 배달원에

London은 2013년 8월 자발적 폐업절차를 거

게 수당(Commission)을 지급하였으나 Aspire

쳐 청산되었음.

는 고용된 노숙자나 취약계층에게 확정급여
(Fixed payment)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제공

2004년 Aspire Group의 파산은 영국의 사회적 기
업 운동을 위축시켰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이
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약화시키
는 계기가 되었음.

함.

Tradefarm이나 Oxfam과 같은 공정거래 상품
(Fair-Trade Items)을 판매하여 해외 취약계층
의 노동착취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Aspire Group은 1999년 설립하여

2000년대

초반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

설립자금은 영국의 자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5

였음.

천 파운드임.

- 1999년 설립 이후 영국 사회적 기업 가운데
최초로 프렌차이즈를 확대하였고 사업규모는
2001년 160만 달러에 이름.
- 영국 정부와 황실,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사
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그러나 Aspire Group의 2004년 파산은 사회
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됨.

프렌차이즈 모집을 통한 규모 확대로 수익성 제
고를 모색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는 특징과
지역 미디어 매체의 광고로 판매량은 유지되었
으나 사업이 지속될 정도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음.
Aspire의 이익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에서
경영자문 인력을 고용하여 프렌차이즈 확대를

Aspire Group은 카탈로그 판매(Catalog Retail) 사
업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인 노숙자와
취약계층에게 취업기회 제공, 그리고 공정거래
상품 판매 촉진을 통한 해외 취약계층 보호를 추
진함.

추진함.
-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상품 구매단가를 낮
추기 위해 2003년까지 30개의 프렌차이즈를
모집하며 규모를 확대함.

Aspire는 노숙자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카탈

프랜차이즈 확대를 위해 40만 파운드의 투자금

로그를 가정에 배달하고 가정에서 카탈로그에

을

광고된 상품을 주문하면 그 상품을 판매자로부

Aspire Group을 설립함.

모집하여

프랜차이즈를

관리하기

위해

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
프랜차이즈 확대 이후 Aspire Group 사업모형의
14) House of Commons Official Report, Parliamentary Debates, 200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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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함.

모금한 8,445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함.

취약한 수요기반으로 매출액 성장은 제한적이

- 레스토랑의 기부 행위는 Cause와 같은 사회

었으나 노숙인과 취약계층 보호에 소요되는 비

적 기업 성격의 레스토랑뿐 아니라 일반 레스

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토랑들도 활발히 하고 있었음.

- Aspire에서 고용한 노숙인과 취약계층들이 갖

레스토랑 경영의 경우 설립 이후 약 1년간은

고 있는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사고가

적자를 보는 것이 레스토랑 경영의 보편적인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상황이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음.

비용을 Aspire가 부담했어야만 함.

- 레스토랑의 경우 종업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종

비용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프렌차이즈들

업원을 적정 규모보다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의 파산이 시작되었고 외부 자금조달의 조건인

레스토랑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원인임.

수익성 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숙인과 취약

레스토랑 보수공사로 인해 한달간 휴업을 하

계층 종업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며 Aspire가

였고 보수공사 비용 11,000달러를 시민들로부

추구하는 목적에 혼란이 가중됨.

터 공개 모금하려 하였으나 시민들의 빈축을
사게 됨.

프렌차이즈 업체들간의 신뢰 약화, 이탈 등으로
Aspire Group은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기존
카탈로그 사업 위축으로 2004년 파산에 이름.

- 그러나 레스토랑 설립 당시 약속했던 경영성
과 공개가 지연되었고 이에 대해 시민들은 레
스토랑의 보수공사 비용 모금을 “정부의 공적

2003년 가을 CEO가 사퇴하였으며 2004년 파

자금 지원”으로 비유하면서 Cause를 공격하기

산함.

시작함.

미국 워싱턴의 레스토랑 Cause는 수익의 전부를
비영리기관에 기부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던
사회적 기업이나 설립 14개월만에 파산함.
2012년 10월에 “Philanthropub”을 지향하며
설립
- George Mason University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두 학생이 두 명의 레스토랑 전문가와
함께 “다른 형태의 기부”를 추구하며 자신의
돈, 투자자, 자선단체 등에서 모금한 자본으로
설립

설립 당시 첫해 레스토랑 경영에서 예상되는
수익의 10~2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을
세웠고 향후 기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었음.

- 게다가 Cause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불신이
고객들 가운데 확산되면서 설립자들이 레스토
랑 운영을 중단함.

Youth Industry는 노숙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일
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되어 자전거
수리, 판매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레스토랑의 부실
과 사업 확장으로 2001년 폐업한 사례임.
Youth Industry의 사회적 목표는 노숙 청소년
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전거 수리 점포, 실크 스
크린 등 인쇄업을 시작하였음.
이들의 성공을 토대로 샌프란시스코에 식당을
개업하며 노숙 청소년들에게 음식업 취업 기회

경영을 시작한 첫 번째 분기에 9,000달러 경영

를 제공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고용하고 있는 노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레스토랑 고객들로부터

숙 청소년들의 생활과 재취업이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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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Industry는 고용하고 있던 노숙 청소년
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경기침체
로 인한 생활비 상승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음.
- 고용된 청소년들의 58%가 노숙자로 다시 전
락할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2%만이 안
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응답함.

경기침체는 고용된 노숙 청소년들뿐 아니라
Youth Industry가 전문가 스텝을 고용하기도
어려워져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됨.
- 레스토랑 운영 인력의 대부분이 노숙 청소년
이라는 점은 레스토랑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

Youth Industry의 이사회 구성도 전문가들보다
는 비전문가들이 많았고 전문가를 이사회에 영
입하는 것이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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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과 캐나다의 협동조합 실패 사례

규모확대에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 등에 노
출됨.

농업협동조합의 실패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로 인용되는 것이 미국의 Trivalley Growers, Rice
Grower Association, AgWay, 그리고 캐나다의
WheatPool의 사례가 있음.

1980년대 캐나다 서부지역 곡물시장의 60%를

이들 협동조합의 실패원인은 크게 산업의 수

였음.

요·공급 변화, 규제의 변화 등에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변화 속에서
선택한 전략의 효과성이 미약했기 때문임.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조합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임.
이들 협동조합은 출범 이후 법과 규제의 보호에
서 전성기를 누렸으나 규제환경의 변화로 민간
기업과 경쟁하게 되면서 과잉투자, 수익성 하락,

점유하던 WheatPool 협동조합은 민간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곡물처리
사업과 영국, 폴란드, 멕시코 등에 투자를 하

투자 과정에서 장기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
가와 곡물시장 점유율, 그리고 조합원 지분율도
하락하며 조합원의 탈퇴가 가속화됨(Lang and
Fulton, 2004).
투자로 조직이 커지면서 이사회의 경영자 감독
이 느슨해지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간
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져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줄어들게 됨.

<표 10> 주요국 농업협동조합의 실패 사례
구분

Tirvalley Growers

Rice Grower Association

AgWay

WheatPool

산업의 변화

가공 기술과 수요의 변화

대량 수출시장과 정부지원 감소

농업시장의 집중도 증가

곡물유통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회사의 진출

현황: 시장지배력

1998년 캘리포니아 최대의
과일 가공 농협

캘리포니아 쌀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소유한 협동조합

70-80년대 농산물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

1980년대 캐나다 서부 지역
곡물창고의 60% 점유

파산 농협 인수
사업다변화
대규모 Paste시장에서 경쟁력
3백만 달러 손실
상실
가격 인상

경험없는 사업 진출
규모확대 전략

주식회사 전환과 공격적 투자

조합원 충성심

토마토 사업부 손실보전에
전용되는 이익에 대한 과일
농가의 불만 증가

14년간 조합원 규모 94% 감소

12년간 23,000명 조합원
감소

기업공개 이후 조합원 지분율
하락; 조합원 탈퇴 및 곡물창고
시장의 경쟁자로 조합원이 등장

사업다변화

154 종류의 과일 통조림;
22개 과일 소스; 61개 과일
잼

소매/유통, 에너지, 선물거래,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쌀재배 농협 낙농업, 종묘, 리스, 항공,
정유 등

90년대 곡물처리사업부 2억
7천만 캐나다 달러 투자; 영국,
폴란드, 멕시코 투자

이사회

사업지향점과 경영관리 역량
부재

경영진 감독능력 결여; 전문성
부재

2001년 경영능력이 있는
이사를 선출

곡물산업의 제완화와 이로 인한
산업의 구조변화 예측 실패;
조합의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변화를 거부

경영진

사업 의사결정 평가 미미; 미래
경영진의 음식가공 사업 경험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
부재
미흡

전략의 부재

기업공개 이후 정보비대칭성
확대로 주인-대리인 문제 확대

재무적 위험

레버리지 비율 상승; 장기부채 81년에서 90년간 이익은 94%
증가
감소

높은 부채비율;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사업매각

공격적 투자로 장기부채 규모가
96년 9,630만 캐나다 달러에서
99년 5억 4천만 캐나다 달러로
증가

2000년 파산

2000년 파산

2003년 1월 부채조정

전략의 실패

결과

2002년 파산

자료: Lang, Katherine Alice, “Cognition, A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Failure: A Saskatchewan Wheat Pool Case Study”, University of Saskatchew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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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적 기

VI. 요약 및 결론

업 전체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음.
1. 요약: 사회적 기업의 취약한 지속가능성
2. 결론
국내외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원인은 성장
속도가 느린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노
동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평
판 리스크가 크다는 점임.

사회적 기업의 확산 배경과 인식은 우리나라, 영
국, 미국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고 있음.

방문 판매 사업을 하던 Aspire사는 정체된

층을 고용을 통해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방문판매

부가 주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시장에서

무리한

프랜차이즈

장으로 경영부담이 커졌고,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으나

확

생산성이 낮은

높은

임금을

지

급하였음.
Youth Industry, Create Foundation 등의 레
스토랑 사업도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
는 시장에서 고용된 노숙 청년들의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과 빈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배경에서 사회
적 기업이 활성화 되었음.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
는 비영리 기업(Mission driven non-profit
organization)

혹은

사회적

벤처기업(Social

Venture)으로 인식됨.
- 2000년대 초반 실리콘 벨리 벤처기업 붐 이후

Secure Healthcare의 경우 정부로부터 시장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또

을

다른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본격화됨.

확보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Clavor House Group도
비용관리의 어려움으로 파산함.
Cause 레스토랑의 경우 평판이 악화되면서
레스토랑 고객 감소로 사업을 중단함.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판 악화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
Create

레스토랑은

영국

정부로부터

Big

Society Awards를 2010년 수상하였고 Secure
Healthcare와 Social Enterprise London는 영

규모가

제한적이고

생산요소인

노동의

낮

은 생산성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움.
사회적
(Market

기업이

사업하는

시장은

시장실패

Failure)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

분되지 않는 시장이 대부분임.

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해 사

이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경우뿐 아니라

회적 기업의 취약성을 확인한 사례임.

미국과 영국에서도 발견되는 동일한 현상임.

우리나라 새마을 금고, 단위 농협의 파산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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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취약한 지속가능성으로 실
패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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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Security HealthCare의 경우 정부가 의
료 서비스 공급처를 제공하였으나 의료 서비
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파산한 경우임.

- 영국의 Aspire는 제한적인 카탈로그 판매 시
장에서 취약계층, 노숙인 등을 고용하여 사업
하였으나 카탈로그 판매 시장의 제한적 성장
세, 종업원인 취약계층과 노숙인 관리의 어려
움 등으로 파산함.
- 라준영(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파산 가능성
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보조

로 이어짐.
영국의 Aspire, Create Foundation의 파산 사
례는 영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에 대
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평가됨.
사회적 기업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스스로
를 지원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에 의존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부

사회적 기업이 실패한 원인은 사회적 목표, 시

족한 경우들임.

장요인 등과 더불어 지배구조, 경영전략, 생산
2000년대 초반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

관리 등의 내부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임.

이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도입되었으나 실패사례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목적”을 배제하고 혁

지속되고 있음.

신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생존 확률이 매
우 낮은 것과 유사함.

지배구조 등 기업 경영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
문에 실패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영국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Big Society
가 재검토되는 것도 유사한 것으로 보임.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 훼손으
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미국 Cause 레스토랑의 실패사례는 레스토랑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대해 고객들의 의구심
이 확대되며 경영난을 가중시켰음.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2010년 영리기
업으로 전환한 국내 자동차 토탈 미용 업체의
사례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추구하던 사회적 목
적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임.
영국의

Cynon

Valley

Crime

Prevention

Association은 자금조달의 불투명성으로 파산
이후 사회적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임.
사회적 기업의 신뢰 훼손은 파산 기업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새마을 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
고와 부실 사례는 상호금융기관의 신뢰 하락으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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