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l 축사

축 사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방향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
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
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주관기관과 후원해주신 행복나래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는 공존의 삶이자 지역에서는 생존의 삶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
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인구위기에 처한 경상북도에서 일자리를 만
들고 노약자를 돌보는 사회적경제는 경제와 사회문화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희
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민간중심의 정책 추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한 토탈 마케팅,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 ‘경북형 사회적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
다. 그 덕분에 전 산업에 걸친 불경기 속에서도 경북의 사회적기업은 청‧장년의 귀촌과
창업 등에 견실한 성장을 기여하면서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 지방대학 양성, 완전한 자치권 제도화를 통해 기업 성장의 기회, 배우고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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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등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가 ‘다시, 지역과 시민의 삶 속에 사회적경제 꽃 피우기’입니다. 경
상북도는 포럼에서 논의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
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시대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현대적인 민간협동조합을 설립한 사회적경제의 선구자 ‘목
촌 전준한’ 선생의 정신이 깃든 지역입니다.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2018년부터 전국 사
회적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전준한 사회적경제 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8일부터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3일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은 지속가능
해지고 국민의 삶은 보다 살기 좋아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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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벌써, 제18회를 맞이하는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사회적경제 등 사회·경제·환경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대응과, 그와 관련된 정책의 역할을 무게 있게 다루어 온 바 있
습니다.

특히, 제18회 정책포럼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
스의 확장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다룬다고
하니,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
고 사회적경제 역시 취약 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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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주와 수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회
서비스가 의식주와 같은 삶의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
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역할을 국가가 모두 맡는 것은 불가능거니와,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OECD, 유럽위원회, UN 등에서도 사회서비스 공급과 필요의 충족에 있어서, 그리
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개발의 주체와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주목
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경제에서 그간 추진해온 중요한 사례들과 시사
점을 공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
되어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정책포럼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영역
에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성과와 가치를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하
게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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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
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
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내외빈과 현장에
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전국의 사회적경제인 여러분께도 깊
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대유행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도 경기침체 속에 덮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런데 이러한 위기는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노
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어 사회·경제
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흔들림 없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상호자조와 연대, 민주적 운영을 핵심가치로 하여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높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돌봄, 의료,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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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이윤 극대화를 본질로 하는 영리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시장경제를
사회적경제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EC(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30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OECD, ILO, UN 등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구체적 활동에 나서고 있
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진행해왔고, 정부의
지원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언제부터인지 정
치적 이슈로 접근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법과 정책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
이 나뉘고 있어 아쉬움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흐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
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통과된 가사노동자법, 탄소중립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습니
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지만, 사회적경제
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가사노동자법에는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내용이 반
영되지 않아 지난달 법 시행에 맞춰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
회적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상호자조성 등 핵심가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하
고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법도 발의했지만, 여전히 입법공청회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
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사회적경제의 담론을 만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
책을 견인해온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포럼이 포럼 주제와 같이 지역과 시민의
삶 속에서 늘 사회적경제가 꽃 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
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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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삶의 질에 영
향을 끼치는 사회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에 비해 저평가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제와 사례를 중
심으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 또한 사회적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5대 과제 제도개
선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촉진 방
안을 토론해 왔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거추
장스러운 제도는 제거하는 것이 맞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합당하게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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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럼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영역 확대를 예상해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지금까
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정책 방향을 토론할 예정입
니다.

정의당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이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
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
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이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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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의의는 ‘사회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경제의 의의를 기본소득
과의 연관에서 강조하곤 했습니다. 저에게 기본소득이 구현된 세계의 경제적 형태
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회적경제라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회적 경제인분들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
금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장경제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의입니다. 이제는 상식에 가까운 진리이지만 그 개시부터 현재까지, 근대문
명이 사회와 경제의 분리라는 대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의 분리의 실질적 의미는 사회를 철저히 시장경제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범용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인공지능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소득의 원천은 여전히 시장임금의 굴레에 갇
혀 있어야 하고 일자리는 끝없는 유연화의 압박에 놓여야 합니다. 완전고용의 짧은
시기가 끝난 한편에 쓸만한 일자리를 찾아 배회하는 집단이 있고 반대편에는 장시
간 과로에 신음하는 집단이 상존합니다.
토지와 자연이라는 원천적 공유부가 시장경제에 오롯이 던져진 결과는 극한에 이
른 사회의 위기, 더 나아가 인류 절멸의 기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화와 재
정 제도는 어떻습니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기에 통화와 재정은 ‘중립성’이라는
시장경제의 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책적 상상력은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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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중립성’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대다
수 서민들의 고통 전담으로 귀결합니다.
오늘날 시장경제 논리의 압제가 일으키는 효과를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긍
정적 외부효과의 사유화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회화’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동
산 문제,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시대의 굵직한 문제들에서 이러한 시
장의 실패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부자 감
세, 금리인상, 규제완화, 균형재정 등이 일으킬 효과 역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언술이 시장경제의 전면적 부정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러나 사회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철저히 종속시켜온 그 파국적 결과를 목도하는 현
재, 사회적경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요구에 복무하는 경제, 대다수 사람들
의 행복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인식은 저에게 확고합니다. 이것이 사회
적경제에서 바로 그‘사회적’이라는 말의 실체적 의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소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환이 언제나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대안과 가능
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잘 이해합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의 깃발이 오른 이후 제도적 정책적 현재를 평가
정리하고, 시민사회에 이미 자생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사례들의 성과와 가능
성, 개선점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소중한 기획을 꾸준하게 끌고 온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에 함께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
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의 주역들에
게도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국회 기
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앞으로도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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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2018년, 「1차 사회적경제정책포럼」이 개최된 지 벌써 5년이 흘렀고, 오늘, 열여덟번째 사회
적경제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공동주관해주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
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행복나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같습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축사로 함께 해 주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님,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
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담았습니
다. 지역소멸/불평등/기후위기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시, 지역과 시민의 삶 속 사회적경
제 꽃 피우기>란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사회서비스의 역할과 범위
를 사례를 통해 짚어보는 자리란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8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3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인이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과 참석해 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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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사회적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현곤입니다.

어느덧 18회를 맞이한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지난 6년간 현장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의 의견을 두
루 나누며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장 가능성을 조명하고, 정책이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문제해결, 차
별화된 가치 창출로 왜 사회적경제인지, 왜 사회적경제여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성장을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정책 과제들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경제 정책도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야 할 때라는 공감대 위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역할도 컸습니다.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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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뒷받침과 사회적경제 현장의 부단한 노력이 모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씨앗
을 뿌려왔는지 다시 한 번 톺아보고, 흩어져 있던 각각의 노력들을 한 데 모아 함
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사회적경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
주었는지,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회적경제는 어떤 노력
을 해야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가 특정 문제의 해결 차원을 넘
어 삶의 질과 공동체를 고민한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자랑스
럽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능성에 공감하고 앞으
로 사회적경제 현장과 정책이 나아가는 길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랍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문제해결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 경제활성화전국네
트워크, 한국사회적 경제연대회의와 함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저 또한 부단
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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അ ֙ അ ೠҴࢎ ഥ҃ઁোഥী ࣗࣘ ػഥਗҗ ഥਗী ࣗࣘੋߨ ػh  ױӏݽ
 חড  ৈ ѐ ৈӝীࢤ חഈ नഈ ١ ѐ߹ߨী  ݀ࢸ ۄٮ  ੋ ࢎഥ ҃ઁӝসਸ
ನೣ  ݴٜ ࢎഥ҃ઁӝসী ઙࢎೞۈ ࢎ ח ড ݅ ݺਵ୶ ۽
ࢿ  ݅ೠҴࢎഥ҃ઁ۞ חೠ নੋ ࢿীࠛ بҳೞҊ ѱ rஂড҅கী  ೠ ࢎഥ
ࢲ࠺झ ੌ חژܻܳ ઁҕsೞޖ חਵੋ ۽धೞѢա ੋधغҊ 



ࢎഥ҃ઁ җઁ
ೠҴࢎഥ҃ઁ࣌җೡ
࣌ Ҵо৬ दী ೧ࢲ غ ޅೞ חনೠ द ࢎഥ
 ਃী ೞ חѪਸ ా೧ ࢎഥী ߓక ઁ҃ ػӝ ېࠄ מ
द ࢎഥܳ ਬೞӝ ਤೠ ࣻ ױਸ ഥࠂೞ ۾بೞ חѢद ഄ
नо غযঠ ೣ
ೡ Ѣद ഄनࢎ ࢲ۽ഥ҃ઁ חܻࢎഥо ೠ ࠛ ಣ١
ࣗٙ

নӓച ӝറਤӝ ࣗݷҗ э ࢎഥઁޙী 

ೠ ೧Ѿ ࢲ۽ӝ ೡਸ  ೡ ࣻ যঠ ೞ ݴಞച ػѐ
ੋਸ োѾೞ חrࢎഥ ઁsо غয 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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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 ࣘоࢿמਸ ਤഈೞ חਤӝ ઁޙ חژٜ
ܻदઁޙ
ܻदઁޙ

ѐݾ ѐ ࣁࠗݾ ѐ    ઁо ݾೞઁޙ ח


ܻࢎഥ ࢎഥઁޙٜ
ࢎഥ҃ઁоݾೞࢎחഥઁޙٜ
ࢎഥ݆ ۆઁޙ ࢎۈ߄ ۈೞ ޅೞѢա ࠺࢚ۄҊ rੋधs ೞࢎ חഥഅ࢚

ࢎഥੋ חઁޙрٜ  पୌਸ ా೧ ೧Ѿغয৳ ؘחಝ ࠄ ߄৬ э ࢎഥ ҃ઁח
ࢎਵ۞ ۽ೠ  पୌ ೠ ࠗ࠙ਸ ೮

т١ बച৬ ੋр
ઓ റృ

ࢎഥ Ѻର बച

ਬ ೧৬ ಞച

ߑ ࣗݷҗ ࣻبӂ
ੌӓച

ӝറ ਤӝ৬ ࢤక҅
߸ച

 ࠆجਤӝ

җӝࣿ ୡېೞח
 ਤ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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ౠ߹ ݾೞ חܻदઁޙ 
बചࠛחغಣ١җӝറਤӝ
बചࠛחغಣ١җӝറਤӝ ࣗݷ

ݽٚ ҃ઁदझమ ࢎഥदझమ উী Ҋ ࢎഥदझమ ࢤݺदझమ উী ӝ ޙٸী
҃ઁо উਵ ۽ࣘغӝ ਤ೧ࢲࢎ חഥ৬ ജ҃ਸ ೧ ݶউ־ ػҳ
ઁߓ بೞ ঋ חನਊ ࢿ ਃ



ࢎഥ҃ઁ ࣌җ ೡਸ ా೧ ٜ݅যт ࢎഥ
ҙ҅оইחழޭפ౭ীӝ߈ೠഈزࢎഥ

  द ഈزઑਸ 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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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 җઁ
ࢎഥ҃ઁਸਤೠೠҴࢎഥ҃ઁपୌҗઁٜ
ࢎഥ҃ઁਸਤೠೠҴࢎഥ҃ઁपୌҗઁٜ
rೠ ࢎ ۈೠࢎ ۈҳੋ ࢎઁޙ ۈĎ৬ Ѿ೧ঠ ೣਸ ੋधೞ חѪ
ੌ࢚ਸ ࢜܂ѱ ઑೞ חഝزਸ ੋधೞ חѪ
֢ زઓ߉ਸ ࣻ  ۾ب೧ঠ ೠ
Ҵо ߂ दҗ ࠺౸ Ѣܻفӝܳ ೦࢚ ࢜ѹঠ ೠ
ੋр ઓষࢿਸ पഅೡ ࣻ  חࢎഥ ࢚ਸ оઉঠ ೠ
ো৬ ഈ۱ ੌ࢚ ઑചо दغبযঠ ೠ
Үਭ ۰غҊ ഝࢿചغযঠ ೠ



хࢎ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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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ഥ ࢎഥ҃ઁ ଼ನۢ

֢زҗ  ਸ ೱ࢚दఃח
ೱ࢚दఃח
ࢎഥࢲ࠺झ ࢎࠆجഥࢲ࠺झ





Ѱۿ

ࢎഥഈزઑ
بܻ־
ੋझாয
য

ࠆجध
 ৌ
ܽߏ࢚
ڷٮ
ೠߏ
࢚

ਃনࠆج

ೠҴইز
ҴঈҮਭഈഥ

ࢎഥ҃ઁӝস
۞झఠ

ࢎഥ҃
ઁઑ

ҟ
ഝࣃఠ

ࠂ
ਬפৡ

 ࣁز

ݾର
ೣԋ ࢤпೞӝ࢜۽ ࢎഥ ਤ
 ਤӝ ֢ੋ ࠛউೠ ې
 ࢎഥࢲ࠺झ ѐ֛߸ച৬ ҕәഛ
 ब ࢎഥࢲ࠺झ ߸଼ ҅׳ച

ࠆج
ഈઁ҃زઑ

ഈࢎزഥ҃ઁ
۞झఠ

 ࢎഥࢲ࠺झ ҕәী ೠ ੬ ࠁಞࢿҗ ҕҕࢿ
 ࢎഥࢲ࠺झ ҕәߑध ߸ച ࢎഥ҃ઁ
 ࢎഥࢲ࠺झ ਊ৬ ҕә  ܳفݽਤೠ 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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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ԋ ࢤпೞӝ࢜۽ ࢎഥ ਤ
ాੋ ࢎഥࠂ ࠁഐ

࢜۽ ࢎഥ ਤҗ ࣻਃ ѐ߹ച

tલ ޅ೧ Ҋt
ਤӝ ֢ੋٜ
ತ સ ݺ ݅ ੋ֢ ח
tࣻۨױࣻ҅ࢤ חt
োझ
֎ߡ  Ѩ ࢝ 

ਤӝ ֢ੋ ࠛউೠ ې


ࠛউೠ ࢎېഥ@Ҋ۸ച
әࣘೠ ੋҳ Ҋ۸ച
߬࠺ࠞࣁо ֙ࠗఠ ֢֙ӝী ੑਸ दೞৈ
ࣁ ࢚ ੋҳ әѺ ૐо
֙ ୌ݅  ݺ࢚
֙

ର ߬࠺ࠞࣁ ࢤ֙_ 
֢֙க ੑ৮ ܐदӝݺ ݅  ۽

֙

 ߬࠺ࠞࣁ ֙_ 
֢֙க ੑ৮ ܐदӝݺ ݅  ۽ਵ҅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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ਤӝ ֢ੋ ࠛউೠ ې



ࠛউೠ ࢎېഥ@Ҋ۸ оҳ
Ҋ۸ оҳ әૐ
ੋ ֢ੋоҳ ૐо ࢚
֙
݅

֙
݅

֙
݅

Ҋ۸ оҳ ࠺ਯ

ੋ оҳ ࠺ 

ਤӝ ֢ੋ ࠛউೠ ې


ࠛউೠ ࢎېഥ@ୡҊ۸ച
റӝҊ۸ੋҳ ૐо
֢ੋੋҳ ࣁ ࢚ ߸ݎ ز

ױਤ ݅  ݺ

ϗѦ









Ϡࢉࢉ˱









দࢉ˱ о ٸ









ױਤ ݅  ݺ
ϗѦ









୯̛ˈԶࢉ˱ ঊָ









দࢉ˱ о ٸٸ









ষঈ  ˃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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ਤӝ ֢ੋ ࠛউೠ ې


ࠛউೠ ࢎېഥ@оդೠ ֢ੋ
оդೠ ֢֙ 
؊ য়ੌ ېೞҊ ળ࠺ࣗ ػٙ ࠗೠ ࢚ട
ࢎഥࠁࠁ
ӝসࠂী ઓ

֢زद
ਖ਼ܨӝр ো

0&$%Ҵо  ֢زद ղ प
ృো۸ ࣁ  о ן Ҵоҵী ࣘೣ
ੋ Ҋਊܫ
 ࣁ࢚ ੋҳ
֙ 
 ઃ؊ ҅க ରо ࢤগҗী
Үਭ
बച֢֙ ࢲݶغী ୷غয ֢֙ ࠼Ҍҗ
ࠛಣ١ਸ ҳઑചೣ

ਤӝ ֢ੋ ࠛউೠ ې



ࠛউೠ ࢎېഥ@ਤӝ ֢֙
ࠛউೠ ֢֙ 
ࠂ ਤࢎഥীࢲ ֢֙ 
tҗѢࠁ য় ېҊ
Ѥъೞu
tೡ ੌ হҊ ࢎഥଵৈޅ بೞҊ 
҃ઁ hҙ҅ਵ ۽оդೞҊ ࠛಣ١ೞu

tઓষೠ ࠆجਸ ߉ӝ য۵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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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ѐ֛ ߸ച৬ ҕә ഛ


ࢎഥࢲ࠺झ ѐ֛ ߸ചߨ ೣ
ࢎഥࠁਵࢎ ۽ഥࢲ࠺झܳ ೧
ࢎഥࠁӝࠄߨ ֙

ࢎഥࢲ࠺झ ѐ֛ ߸ച৬ ҕә ഛ








ࢎഥࠂࢎসߨ ѐ ֙
 ࢎഥࠂࢲ࠺झݽٚ Ҵীѱ ࢚ ഝ সࣗѐ ߂ ࢎ بഥࠂदࢸ ਊ
١ਸ ઁҕೞৈ ࢚ੋ ࢎഥࢤഝ оמೞبઁ ۾بਵ ۽ਗೞ חѪ

ࢎഥࢲ࠺झ ҕәߑध ߸ച ֙ ֙ ֙
 ࢲ࠺झ ࢤ৬ ࣗ࠺о р ҳݒо  അӘਵ ۽ࠛغ ঋҊ ઁ  
ҕәо әೞߑ חध ߄ա ࢎഥࠁߑध ਵࢎ ۽ഥࢲ࠺झ द
әࣘೞѱ ഛ

ࢎഥࢲ࠺झ࠙ঠ ੌܻ ହࢎস ֙
 ળস࠙ ܳ҅ܨӔѢ ۽ҕҕ೯ Ҵߑ ߂ ࢎഥࠁ೯ Үਭࢲ࠺झ ࠁѤ
߂ ࢎഥࠂࢎস ӝఋ ҕҕ ܻࣻ ߂ ѐੋࢲ࠺झ  ੌࠗܳ ನೣ

ࢤഝਗࢲ࠺झ ഛ ҅׳ ֙ ѐಞ
 ࢤഝਗ नࢸ ӝઓ ࢎഥࠂߧী Ҋਊ Үਭ Ѣ 
ޙച ١ਸ ഛ

ࢎഥࠁӝࠄߨ ݶѐ ֙
 ࢎഥࢲ࠺झ  ޙݺച
- 35 -

ࢎഥࢲ࠺झ ѐ֛ ߸ച৬ ҕә ഛ


ࢎഥࢲ࠺झ ղਊ ഛп ࠗ߹ ࢎসղਊ
ࣗҙࠗ

ਃ ࢎഥࢲ࠺झ

ࠂࠗ

ࠁਭ ӝਃন গੋഝزਗ ࢤগജӝ ѤъѨ 
ࢎഥ Ѥъૐ ١

Ҋਊࠗ

স ള۲ ஂড҅கஂ সਗ Ҋਊࠂ۞झࣃఠ  ١

Үਭࠗ

ܻ־җ ਗ ୡ١ࠆجҮप ౠࣻҮਭ ࢤ ਤӝ࢚ ઙਗ

֪ܿࠗ

ஂড֪о ֪ оࢎب ਗ ֪ୣఖ ѐਗ ֪যୣࢤ Әਲ਼
١

Ҵషࠗ

ҕҕఖҕә ޖఖࢲ Ѣউਗ Ѣജ҃ѐࢶਗ ١

ࠗޙ

ాޙചਊӂ झನஎъઝਊӂ গੋ hযܰन ޙച۽Ӓ ۔١

ৈоࠗ

ই࠺ࢲ ࠆجझ ߨਗো҅ ഒਤӝо ഥࠂਗ Ү ߆ ࣗ֙ ਗ ١

ࠁള

ࠁളਃনਗ ਊਗ Ҵоਬҕ оࠂਗ ӝࠂઁޖҵੋ ஂসਗ ١

ӝఋ

ইزউఇ ҃ ࢎഥஂড҅க पղജ҃ ױѐࢶ ജ҃ࠗ 
ܿࠂࢲ࠺झਊӂ ܿ ীց߄ ࠗ ١

 ֢ ࢎ~ ৻ ݺഥࢲ࠺झ࠙ঠ ࢎഥ҃ઁ ഝࢿച ߑউ োҳ ೠҴࠁѤࢎഥোҳਗ  

 ब ࢎഥࢲ࠺झ ҅׳


ழޭפ౭ ாয@ѐ֛
ழޭפ౭ ாয ѐ֛ب

  ࠁ ܐѤ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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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ച

 ब ࢎഥࢲ࠺झ ߸଼ ҅׳ച


ழޭפ౭ ாয@ӝࠄ҅ദ

   ాࠆجӝࠄ҅ദ ࠁѤࠂࠗ

 ब ࢎഥࢲ࠺झ ҅׳

଼߸ച

ࢲद ࠆج404ࣃఠ ࢲ࠺झ ઁҕ ର৬ ࢲ࠺झ ղ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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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ҕәী ೠ ੬ ࠁಞࢿҗ ҕҕࢿ


ࢎഥࢲ࠺झ ଼ഛ ੬@ࠁಞࢿ


ஂড҅க ब ࢎഥࢲ࠺झ ҕә ৢ߄ܲо
 ࢎഥࢲ࠺झ ҕә଼ҳݒ۱ ஂডೠ ࠼Ҍக ߂
ஂড҅கਸ ࢚ਵ ۽ೞ חҕәۚ ఖ
 ࢎഥ উ࠼ݎҌக ߂ ஂড҅க ब ਖ਼ৈ
दझమਵࢎ ۽ഥࢲ࠺झ ҕәഛ ܳೠ҅ ۽ਊ



ࢎഥࢲ࠺झ ҕәਸ যڌѱ ഛೡ Ѫੋо
 ࢎഥࢲ࠺झ স ஏݶীࢲ Ӕ ҳী  ۄٮѐ߹ оҳٜ
ҳݒೡ ࣻ  חৈѤ ݃۲ ਃ
࢚ਵ֫ ۽ ࠺ਊਸ ࠛೞ؊بۄ
ন ࢲ࠺झܳ ҕәೡ ࣻ  חҕәӝҙҗ ࢚ਵ۽
۴ೠ ࠺ਊਵ ۽ೠ ಿ ࢎഥࢲ࠺झܳ ҕәೡ ࣻ
ࢎ חഥࠁदझమ ਃҳؽ

ࢎഥࢲ࠺झ ҕәী ೠ ੬ ࠁಞࢿҗ ҕҕࢿ


ࢎഥࢲ࠺झ ଼ഛ ੬@ࠁಞࢿ


ࠁಞ ࢎഥࢲ࠺झ חоמೠо
க ࢚
ױ

ࢎഥࢲ࠺झܳ ҳݒೡ ࣻ ח
ઁ بജ҃ ࠺

ৈࢿ ஂসܫ
ૐо

নೠ ߑध
ইࠁزਭ दझమ ࠗ

ੋҳҊ۸ച

р߽ա ӝਃন ਃೠ
֢ੋੋҳо ૐоೞ࢚ חടীࢲ
пੋ ࠺ࢲ ࠆجझܳ
ઁҕೞӝ ൨ٚ ৈ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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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ҕәী ೠ ੬ ࠁಞࢿҗ ҕҕࢿ
ࢎഥࢲ࠺झ ҕәߑध ੬@ҕҕࢿ





ࢎഥࢲ࠺झ ҕәߑधҗ ҕҕࢿ ഛࠁܳ ਤೠ ଼ജ҃ ߸ୌࢎ

֙

߄ بੑ ࢎഥࢲ࠺झ दച ࠄѺ ୶

ࢎഥӝসਭࢿߨ
֙
ഈزઑӝࠄߨ
֙
֙
֙

ࢎഥࠁӝࠄߨਸ ѐ ࠁಞࢿ ӔѢ ݃۲
ࢲ࠺झਊӂߨ ઁ ܫഛࢿҗ ҕҕࢿ ࢶఖ
ࢎഥࢲ࠺झস ౠࣻ࠙ب ҅ܨੑ ࠂࠗ݅
ࢎഥాࢎ ࠆجഥࢲ࠺झਗ ࢎ ҅ױস
֢ੋ࠺ࢲࠆجݏझ द೯

ࢎഥࢲ࠺झਗߨ

ࢎഥࢲ࠺झ ҕәী ೠ ੬ ࠁಞࢿҗ ҕҕࢿ
ࢎഥࢲ࠺झ ҕәߑध ੬@ҕҕࢿ





ਊ ࢶఖӂ ъച৬ ಿ ೞ߄ ۅ ߑध ੋޙٸо
 ߄ܳ بੑೞ҃ ࢲݶ੬ਸ ాೠ ࢎഥࢲ࠺झ  ೱ࢚ؼ
Ѫਸ ӝೞ
 ҃੬ਸ ాೠ ࢲ࠺झ ਸ ࠁೞ חঋওਵ ݴয়۰ ৌঈೠ
ੌܻܳ নࢿೞҊ ಿਸ ೞदௌ חಣо

 ࢲ࠺झ ҕәਸ ҅ദ ҙܻೞ ଼ חੌࠁ৬ ҳӝળਸ ఖ

 ࢲ࠺झ ࢚ਸ ഛೠ ӛ ಣо
 ҕәӝҙ ഛ ܳਤೠ rәѺೠ ӏઁ৮ചsо ҕәӝҙࣁച৬
rӘ m ࣼ۲sࢲ࠺झ ઁҕੋ۱ নਵ ۽যઉࢎഥࢲ࠺
झ ಿೞ৬ ࠗ ҙܻ۱ ૐо ۽աఋլחಣо ন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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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ҕәী ೠ ੬ ࠁಞࢿҗ ҕҕࢿ
ࢎഥࢲ࠺झ ҕәߑध ੬@֢زӂ





߄ ࢎഥࠁ ҕәߑध  ࠆجઙࢎ ܳ ծ୶ա
 ਊ ߸ब ߸ചী ࣗ ۄٮٙഝ חغױ زҊਊഋకח
߄ա ࠁ ߑधীࢲ ࠺ ػ܃য ࣻ হࠗ חਊ חۄ
 Ҋәӝ߈ о ൚೮଼ ؍ജ҃ Ҋ۸ ࠺ࣼ۲֢ز
दੑਸ ஏೞҊ ਵ ݴনೠ ࠆجҳীࠗೞ ח
ߊ ఋ Ӕ۽ഋక חোझ۞ ١

 ծ Әҗ  ֢ࢎт١ ࢲ࠺झӝস ଼҃ਵ ۽о
 ࢲ࠺झ оѺ ೠо ز֢ࠆج ਤо ઓחغо
 ୭Ә  חژӒ ೞ ࣻળ ਊ חغѪ ծ
ࣻо৬ ࠺࢚ੋ оѺ଼ ӝࣿҗ  ١ী ҙ҅হزח
ੌоѺ ޙٸী ߊࢤೞࠂ ݴࠗ৬ Ҋਊࠗ Ӕ۽ҙ҅ߨ
ਊա স࠙ ܨ١ ഈস غ ঋ חѪী ӝੋؽ

ࢎഥࢲ࠺झ ҕәী ೠ ੬ ࠁಞࢿҗ ҕҕࢿ


ࢎഥࢲ࠺झ ଼ഛ ੬@֢زӂ


ࢎഥࢲ࠺झ ਊ৬ ઙࢎ р ൨ ӝ חೠо
 ҕәߑधী  ۄڽӂೠ ӝী ରо  ؘחӘ
࠺ਊਸ ־о ࠗೞ חী  ۄٮѱ ઙࣘغҊ 
  ࠆجоী ೠ ࢎഥ ࢿࣼ بܻҊ ъ۱ೠ֢
زҙ҅ߨ ਊ ࢎഥࢲ࠺झ ҕәઑ ਮܻ కب



 ࠆجઙࢎ ӂࠁഐز֢ חઑ݅ ೡ ࣻ חо
 ࢎഥࠁਵࢎࠆج ۽ഥࢲ࠺झܳ ҕәೞ חઑ ҕҕࢿਸ
оઉঠ ೞ ݴҳࢿਗ ӂࠁഐ חҕҕࢿ ߊ
 ࢎഥࠂदࢸ ࢎഥࢲ࠺झ ҕәઑ ١ ࠗ৬ ઁبী
 ೱਸ ߉ࢎ חসীࢲ ز֢ࠁجٜ যڌѱ
झझ ۽ӂܻܳ ֫Ҋ ۽ ܳ ٜ݅ ࣻ ਸө

৻ࠗ ઑٜী ೧ ࠛ݅ਸ ࠗ୶ӝҊ ੌࠗ ֢ࢎт١ਸ
ӝദೞ ݴঔઑച ೞߑ חधী ೠ 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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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ҕәߑध ߸ച ࢎഥ҃ઁ


ࢎࠆجഥࢲ࠺झ ҕҕࢿ Ҵо݅ ࠁೡ ࣻ חо
 ࢎഥࢲ࠺झ ߑ׳ध ߸ച ߄ ࢎഥࠁ ࢎ חഥࢲ࠺झ
ҕҕࢿী ೠ ੬ਵࠗ ۽п

ҕә बীࢲ ࣻਃ बਵ ۽ജ ػ
ా ઁҕੋ ࠺ܻઑࡺ ই ۄפܻઑө ഛ ػ
 ҕҕࢿ ೨ब о৬ ӏߧ ࢲ࠺झ ࣘࢿա
ઁҕо ইۄפҊ  ࠁૉ ݢ#P[FNBO  ݣౡ 
.PVMUPO 
 ੌܰݫ ݺझ ࢎక  ݽ ٸҕҕ߽ਗ ജ ߉ ݈ࢎ ੌݫ חۄ۹

ࢎഥࢲ࠺झ ҕәߑध ߸ച ࢎഥ҃ઁ


ࢎഥ҃ઁઑ ҕҕࢿਸ ࠁೡ ࣻ חо

 ࢎഥ ҃ઁ חҕҕࢿਸ ࠁೞ חੋ ۽धೡ ࣻ  ח

ࢎഥ৬ ҃ઁܳ ܻ࠙ೞ ঋח
ࢎഥ ҃ઁ 4PDJBM&DPOPNZ  ҙীࢲ
द ࣽױ ࢲ࠺झ ױࣻ׳ীࢲ ࠂ৬ ҃ઁ
ݒѐ Ҋܻо  ࣻ ؼ חѪ

ా ࠂҴоо оࢎ ؍ഥ৬ ҃ઁܳ ܻ࠙दఃח
଼Ӕߑߨ ҃ઁ  ਸ 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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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ҕәߑध ߸ച ࢎഥ҃ઁ


ࠁಞ ഛ৬ ҕҕࢿ ࠁ ࠺ܻߨੋ ҃ઁഝزઑਵ ۽উ

ߨ ܫtߨੋѺuҗ ଼ࠗ tੋૐ ۽Ӓ۔uਵ۽
ഈࢎزഥ҃ઁઑਸ ҳ࠙ೞҊ 

ܻઑ
ߨੋ

ࢎഥ ӝস

࠺ܻઑ
ߨੋ

݃ਸӝস
ഈزઑ

ܻ ߨੋѺ

ࢎഥ
ഈزઑ

ഝӝস

۽Ӓ۔

࠺ܻ ߨੋѺ

ࢎഥࢲ࠺झ ҕәߑध ߸ച ࢎഥ҃ઁ
धഥࢎ WT ࢎഥ ഈزઑ WT ࢎੋߨױ
ҳ࠙

धഥࢎ

ӔѢ ߨܫ

࢚ߨ

ࢎস ݾ

ਮ ӓച

 ߑध

 

ࢸ݀ ߑध

नҊ

଼ ߧਤ

ਬೠ଼

ӏݽ

ӏݽ

ࢿѺ

 ޛѾ

ࢎস 

ӝসࣗӝস 
ࢿā

ഈزઑ
ੌ߈

ࢎഥ

ഈزઑӝࠄߨ
ઑਗ ೧

ҕҕ

ੋ 
नҊ ܻ

ੋо ࠺ܻ

ਬೠ଼
ࣗӏݽ

ӏݽ

ੋ Ѿ
ੌ߈҃ઁ
ഝ࠙ز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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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ࠂ 
ࠁѤ ܐ١

ࢎੋߨױ
ߨ
ҕҕ
ੋ 
ੋо
೧ হ
ࣗ ۽ӏݽ
ੋ Ѿ
Ү ߽ਗ 
ࠂ ױ١

ࢎഥࢲ࠺झ ҕәߑध ߸ച ࢎഥ҃ઁ


ࠆجઙࢎ ֢زӂࠁ അब  ਗܻীࢲ উ
ࢎഥ ജ҃߸ചী ܲٮ
࢜۽ ਤഈ पস উ о ޙച ١ ਸ ೧Ѿೞ۰ חٜ
ߊੋ ੋ Ѿࢎ ࢲݶઑੋ ҃ઁഝزઑ
ഈزઑ

ҕزਵࣗ ۽ਬغҊ ਵ ۽ࢎ חغসܳ ాೞৈ
ҕా ҃ઁ hࢎഥ hޙച ਃ৬ ҳܳ दఃҊ ೞۈࢎ חٜ
ߊਵ ۽Ѿࢿೠ ਯ ઑ
*$" Ҵઁഈزઑো ݚ

ҕా ਃ৬ ҳ 
ҕࣗ زਬ৬  

ഈزઑ

ߊਵ ۽Ѿࢿ
ਯ ઑ

ࢎഥࢲ࠺झ ҕәߑध ߸ച ࢎഥ҃ઁ
ഈزઑ ਗ Ҵઁഈزઑো֙ ݚ

 ߊҊ ѐߑੋ ઑਗ ઁب
 ઑਗী ೠ  ҙܻ

 ઑਗ ҃ઁ ଵৈ
 ਯҗ ݀ة
 Үਭ ള۲ ߂ ࠁ ઁҕ
 Үਭ ള۲ ߂ ࠁ ઁҕ
  ࢎഥী ೠ 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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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ਊ৬ ҕә  ܳفݽਤೠ җઁ


ࢎࠆجഥࢲ࠺झ ҕәઑী ೠ ࢜ ࠙ ܨਊ


ࢎഥӝস ਬഋ ࢎഥഈزઑ ਬഋ࠙ܨী ೠ Ѩష
 ࢎഥӝস ੌܻହഋ ࢎഥࢲ࠺झઁҕഋ ӝসࢎ
ഥ࣌җ ܰѱ ਊӝস ࢿਸ ݺदೡ ਃ
 ࢎഥഈزઑ ࢎݾসਵࢎࠆج ۽ഥࢲ࠺झࢎসਸ
࢜ਬഋਵܨ࠙ ۽ೞҊ ઑ ࢿਸ ܐݺച ೡ ਃ



ࢎഥഈزઑ ੋоҗীࢲ ࢎഥӝস ੋૐਸ ߽೯
 ࢎࠆجഥࢲ࠺झܳ ઁҕೞࢎ חഥഈزઑਸ ࢸ݀ೞ҃ח
 ࢎഥഈزઑ ੋоҗীࢲ ࢎഥӝস ੋૐबࢎܳ
߽೯ೡ ࣻ ੋ ۾بо৬ ੋૐ ରܳ ా ѐࢶ
 ࢎഥഈزઑ ࢎഥӝস ਬഋਸ ࢜ ࠙ܨೞੋ ࢲݶо 
ੋૐ ೦ݾਸ ా ҙܻೡ ࣻ ࢶ ۾ب೯োҳо ਃ

ࢎഥࢲ࠺झ ਊ৬ ҕә  ܳفݽਤೠ җઁ


ࢎഥ ۪ର ࢎഥ҃ઁ ҕә ӏݽച


ࢎഥ҃ઁઑ

োഥ ١  ࢲ࠺झ ۪ରૉ ӏݽച

 ࢎഥ҃ઁܳ ࠳ ٘ےೞࢎ חഥ ۪ରૉо
Ҵӝসਵࢿ ۽ೡ ࣻ ࢎ ۾بসച ਗ
 ࢎഥ҃ઁઑ Ҵ ࠳ے٬ਵઁ ۽ҕઑਸ ӏݽച
ೞҊ ࠄࢎܳ ా೧ ࢲ࠺झ ળച ݒച ܳ ӝ


ࢎഥࢲ࠺झ ࢎഥ۪ରૉ ҕәߑधী ೠ োҳܳ ࢶ೯
 ࢜۽ ହসҗ ۪ରૉചо ই ۄפӝઓ ࢲ࠺झ
ઁҕઑਸ ۪ରૉച ೞߑ חधਵݒ ۽ҳ ੋ
؛ݽҗ ઁ ݗ٘۽ӝо ਃ
 ӝઓ ࢲ࠺झী ೠ ޖ֢ ࢲࣿޖҙܻ ਊ ҙܻ ١ী
ೠ ࢲ࠺झ ݒ ѐߊҗ ࠳ ٘ےഘࠁҗ оݚഛо ਃ

 "* *5١ җ ӝࣿܳ ਊೞࠆج ח ࢜۽
۪ରૉ োѾী ೨बӝࣿ  ؼѪਵ ۽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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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ࢲ࠺झ ਊ৬ ҕә  ܳفݽਤೠ җઁ


ઁبѐࢶਸ ాೠ ࢎഥࢲ࠺झ ҕәജ҃ ѐࢶ


ࢎࠆجഥࢲ࠺झ ҕәӝস ࠄઑ ׳दࢸഛ ߑध ഄन
 ࢎࠆجഥࢲ࠺झ ઁҕӝস ର ܐ١ ࠺৬नӏࢲ
࠺झ ѐߊ࠺ ١  ࢎস࠺ Әઑߑ׳উ নച
 Ҵҕ݀ ࢎഥࠂदࢸ ഛߑউ пചࢎഥ҃ઁ ઑী
ࠄઑ ׳ഛೞҊ Ѥ୷ റ ীࢲ ݒੑೞߑ חधѨష



ઑࣁх ݶ١ ࢎഥࢲ࠺झ ҕәӝҙ ౠ۹ܳ ਤೠ ߨѐ
 ߨੋࣁߨ ࢚ ࠺ܻߨੋী ೠ ౠ۹ܳ ࢎഥഈزઑ חژ
ࢎഥӝসী ਊ সҳઑী ഋಣࢿਸ Ҋ۰೧ঠ ೠݶ
ࢎࠆجഥࢲ࠺झܳ ઁҕೞࢎ חഥഈزઑী݅ ਊ
 ࢎഥࢲ࠺झ ઁҕӝস ౠࢿ࢚ ࢎഥӝস ஂড҅க Ҋਊ 
ࢎഥഈزઑ ஂড҅க Ҋਊੋ۱ী ೧ গੋҊਊࠗ
ਸ ࢚ࣧೞ ۾بѐࢶ
 ࢎݾসী ೠ ஂٙࣁ Ҋਊী ೠ ࣁ ઙসਗ࠙ ١
ࣁࠗੋ ઑࣁх ݶ١ਸ ࢎഥࠂߨੋҗ ੌزೞѱ 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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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উਗ
ఖࣃܐఠ  ࢎ۹

ݾର
উࠂܐࢎࢎഥഈزઑ അട
উࢎܐഈ ఖܐ
ఖࣃܐఠ അട
ӝ߈ ఖ ܐਃࢿ ߂ ߊ ߑউ
ఖࣃܐఠ ࢎ۹ ࣗ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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সޖ

Ѻ

ੋਗ

ߑޙ ܐ
ୢఌ

оҗ ޙ



ߑޙрഐ  ܐ೯

рഐࢎ



ୡӝ࢚ࢎ ۹ҙܻ ாযے
ࢎഥࠂ࢚ ߂ ਗো҅ ҕҕ೯

ࢎഥࠂࢎ



ߑޙഝز

ܻޛ ࢎܐসࢎܐ



орഐ ߑޙрഐ

орഐࢎ


2022ϗ 5ࡖֆ ୃ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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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ա ࠂ ܐ ా ࠆجޙߑ ػഋ ࠺ࢲܐझ ହ

ழޭפ౭ாয ܻץ
$PNNVOJUZ$BSF$MJOJD

ࢎഥ ब ࠁѤܐ

 ܐӔࢿ ѐࢶ
Ѥъࠛಣ١  ઁޙ೧Ѿ

ࢎഥ ాࠆج
҅ ҳ୷

zҊ۸ࢎഥ ӝݺࣻҗ
Ѥъࣻ ݺѺର ૐо

z֢ੋ গੋ ١ Ѣࠛزಞ ജ
 ܐӔࢿ ࢤߊ ઁޙ

z֙ ࢎഥ ాݶ ࠆج
द೯

z֢ੋ  ࠺ܐ ૐо
zࠛਃೠ ࢎഥ ੑਗ ૐо۽
Ѥъࠁ  ࣻ־

z݅ࢿജ ҙܻ ࣗഓ
zૐࠂبগࢤ
ౠ߹Ѥъҙܻਗ ਃ

zࢶࢎبসਸ ాೠ
ࢎഥ ా ࠆجӝ߈ ҳ୷

z"HJOH*O1MBDFҳ

zনೠ  ܐҳ

ߑޙܐ
ߑޙрഐ
ߑޙഝ
ࢎഥࠂ
оഋ ഐझೖझ 

- 51 -

উद ࢎഥ ాࠆج

ੌରޙߑ ܐܐ

ࢶࢎبস

ࣻо दߧࢎস

গੋ Ѥъ
दߧࢎস

ੑࣗदࢸ ୢఌ

҃ӝبҮਭ

ӝਃনࠁ

<ౠ߹Ѥъҙܻ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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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উഋ  दߧࢎস ब
উद ాࢎبࢶ ࠆجস ߑࢎܐޙস



୨ ࢲ࠺झ ࢚ ݺ
ࢿ߹  թ   ݺৈ ݺ

زѢੋ ਬ ݺ ޖ  ݺ
ઙѾ  ݺ  ݺ ݎࢎ ݺਃন߽ਗ  ݺӝҙܻ ݺ



ߑޙ ܐѤ  ߑޙрഐ Ѥ ߑޙഝ  ݺѤ

9 ߑ חܐޙജ ࢤഝജ҃җ ೞѱ োѾغয 
ജܳ ܐपীࢲ ݅ա חѪ ই ۄפജо Ҋ  חҕрীࢲ ݅թ
ীࢲ ജܳ ݅աࠁ  ݶ
ജ ജ ജ҃җ ࢚ഐਊ নೠ ҳ৬ ࠂೠ ߈ز ܳઁޙ
߽  ܳܐֈযࢲ Ѥъҙܻ ࢤഝ ѐੑ ਃ
9 ఖܐ חܐ৬ ా ࠆجҗ ো҅ܳ ాೠ "HJOH*O1MBDFपഅ
9 ઁ Ӕ ࣻ ݴӝࠄ
9 ӝ߈ ఖ חܐജ ా ࠆجബҗ ઁҊ नࣘ ೧Ѿҗ ӟೠ ೧Ѿ ١ о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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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ӝ߈ ఖܐо ബҗਵ ۽زೞӝ ਤ೧ࢲח
 ઁ ޙоٜ ࢲ࠺झܳ ઁҕೡ ࣻ بઁ ۾بച
ߑ࠺ࢲ ܐޙझ߹ ߨ ӔѢ ࢲ࠺झ ࠺ਊ ١
ജ ਗী ೠ ఖܐ ҙ ਃ
  ࢲ۽ӝ  ࠆجо ೱ࢚غҊ
ࢲ ࠆج ۽ࢎഥ ࠆجਸ ా೧ "*1о पഅ ۾بغ
ജ ؊ بۄഅ ਸ ইо ۾ب൨ਸ ࠗৈೞҊ
ജ ف۰җ ࢤഝ য۰ਵ ۽ਸ ߑೞ ঋ ۾ب
ോפݠ౭ ாযо पഅ ۾بغѐੑ

9 ӝ߈ ఖܐо ബҗਵ ۽زೞӝ ਤ೧ࢲח
ӝ߈ ఖ ܐജਗ҅ ݃۲

ܻ ఖܐ ജ যځೠ ߸ചܳ ਗೞחо 
ജ ࢎо ਗೞ߸ חചੋޖ חо 
ܻ  ޖਸ ਗ ೡ Ѫੋо য٣ө ਗ ೡ Ѫੋо 

ਃೠ  ܲਗ҅ੋޖ חо
ࢲ࠺झ ѐੑ ݾ ࢶ ࣽਤ৬ ਗ ղਊ ೡ ೞӝ ١ ജ ਗ җ
ਬোೠ ࢎ۹ഥ ҳઑ ղࠗ ৻ࠗ ӟә ੌ߈ ١
 ઁ ޙо ӝ߈ ࢎഥ নೠ ӝҙҗ ਗ ബҗਵ ۽غزӝ
ਤ೧ࢲ࠺ࢲ חझ৬ ࢲ࠺झܳ োѾೞҊ ࢲ࠺झ ѐੑ ੜ חغزܳ
פݽఠ݂ ਃ

- 54 -

9 ӝ߈ ఖܐо ബҗਵ ۽زೞӝ ਤ೧ࢲח
 ઁ ޙо ఖܐ ৌܽ ҙҗ ৌܽ ࢎࣗా

ࢎഥ ӝ߈ पୌ ҃җ पୌ۱ ֎ਕ ١

 ജ ࢎ ߂ ղࠗ ਗ ೠ҅  ࢿޙਗ ࠗ ١ ۽
৻ࠗਗ ৻ࠗӝҙҗ ো҅о ਃೣ
৻ࠗӝҙҗ ബҗੋ ഈ۱ ܖযӝ ਤ೧ࢲח
  ޖਃೠо যڌѱ ਗೡ Ѫੋо
  ݢղࠗ ৻ࠗ ਗ ܻझ ܻ ҙ۲ ӝҙ ӝ
 ৻ࠗӝҙ ࢿޙҗ ೡ ઓೞ࢚ חഐ न ܉ഈ۱ ҅ ҳ୷
ഈ۱ ղਊ ѐੑ ъ بӝҙٜ ೡ ١
 ഈ۱ӝҙҗ ࢲ࠺झ ࠂ  ۅ־ೠ ࢲ࠺झ ন ١ ো҅ റ җ פݽఠ݂
ো҅ ѐੑ ҅ദ ೣԋ ҕਬ ۾ࣻؼബҗ
 ੌ࢚ਵ ۽ࢎഥ ਗ҅ী ೠ ҙब ֎ਕ 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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ജ ࠁ
ߑޙ۽҃ ܉ ܐ
ࢎ۹ҙܻ ӝр

߅

թ  ݅ࣁ  ةѢ֢ੋ

ࢎഥ ాࢎ ࠆج۹ҙܻ ࢚
  _  

ର
࢚ ઁޙട
ҳ
ਃҳࢎ೦ ١

• ୋ୶ഈਵ ۽ஏ  ܻ൨ ࡅҊ ఝೞ ޅೞৈ Ѣ زয۰ ֙ ਘө ח
Ѣܳ ਊೞৈ  زоמ೮ਵ ݴ ۽धࢎೞӝ ਤ೧ࢲ ৻೮Ҋ ೣ അ Ѣ۽
ࢎ റ  न࣭ডх ࢤѹࢲ ৻ ೞ ޅೣ ়ؕ ز ۽оמೞҊ ࢚ Ӕ۱
ъೣ ߸ زӝ ঊӝ दبೞ ঋ Ѣ ز৬  ܐ ডೣ
• ೠ ߑ ޙ  ܐହ ߊѼ ܐо ਃೞա ߸ࣗਸ ࠛী ೞҊ ജࠗী߸ ب
 חޚ١ х ਤ ֫ ࢚ടਵ ۽  ܐх ҙܻܳ ਤೠ ѐੑ ਃ
• Ѣࠛ زಞਵ ې৻ ۽ܐо য۰ਕ ߑޙా ܳܐ೧ ହ ࢚కܳ ঈೞҊ ߑޙрഐܳ
ా೧ ହ ܐо оמೠ ৻ې ۽ܐ ܐ೧ঠ ೡ Ѩష ਃ

ജ ࠁ

߅

ର
࢚ ઁޙട
ҳ
ਃҳࢎ೦ ١

• ച࢚ࢿ ହਵ ۽ঈ ؍عജࠗ ҃җо જ ঋই  ܲജ ब࢚ חغട
• .3* Ѩࢎ ١  Ѩࢎ ਃ Ѩࢎ࠺ DU ݃۲ೞ ޅೣ

ର
࢚ ઁޙട
ҳ
ਃҳࢎ೦ ١

• ೖࠗঐ  ױ ࠺ܐਃ DU ݃ ࠺ܐ۲ೞ ޅೣ
• оҗ ҙ҅ ࠁ ױഐ৬ োغۅ ঋ

թ  ݅ࣁ  ੋ оҳ

- 56 -

ജ ࠁ

߅

թ  ݅ࣁ  ੋ оҳ

• ղࠗ ఖܐ ࢎ۹ഥ ਗ ো҅ܳ ਤೠ ৻ࠗ ӝҙٜҗ ࢎ۹ഥ ೯
• х ҙܻ ߂  ࠆجਗӝਃন١ә न ߑޙਃন ߑݾޙ ࠂਊҳ ஜ
• ৻җ  റ ହ ܳܐਤೠ ߑޙрഐ৬ ߑޙޙߑ ܐഝ ೯

ாযے
߂
ࢲ࠺झ ઁҕ അട

ঊӝী ঊӝെযী ঊӝزെয৻ ۽ೞӝࢎഥ ୢ
• ߑ࠺ࢲܐޙझ प
 ߑޙ  ܐ ࢚ ആঘѨࢎ  Ѥ
 ߑޙрഐ  ହ  ې৻ ܐز ܐ೯  Ѥ
 ߑޙഝ  Ӕࣻ୷ хࣗ ߂ ೞ Ӕ۱ ъച ഝ   ܐ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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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넓히기, 만들기, 협동하고 연대하기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1. 발표문에 대하여
○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 집합적 실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생산-소비-서비스-재분배의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민주주의 경험과 협동적 지역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것임에
는 누구나 동의할 것임
○ 의료사협과 사회주택협회의 경험은 정부 정책, 제도와 결합하여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범위를 확장하고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데 주목하게 됨

2.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시야 넓히기
○ 사회서비스의 개념
- 어떤 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 혹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집합적으로 공
급하는 재화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예전에는 교육, 돌봄 등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던, 사
회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가족 외부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임. 어떤 활동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제공하는가는 사회적 필요와 정책 입안자에 따라 달라짐
○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의 흐름
- 2003년 : 사회적일자리 시범사업. ‘사회적 일자리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
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
다’. 이때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와 연계시키게 됨.
- 2006년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도입 등 민간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이를 근간으로 바우처제도(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가 도입되면
서 사회서비스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평가받음
- 2010년 :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 발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보육시설내 특기활동 허용, 외국
의료`교육기관 진출 허용 등.
- 2011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규정. 등록제를 통해 시
장 전면 개방. 노인요양제도와 더불어 전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발생.
- 2012년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3조 제4호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
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
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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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명시함으로써 드디어 사회서비스가 법제적 위치를 차지하게 됨.
- 2013년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SSISC: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를
도입하여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구성
- 2015년부터「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반영, 사회서
비스 산업의 기초 통계 마련하겠다고 발표. 격년마다 보고서 발표
- 2021년 통계작성 변경을 하여 표본 수를 늘리고 작성 및 공표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임(수요와 공급 격년 조사)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 및 포괄범위】

대분류

포괄 범위(정의)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재활·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설·협
회 등의 산업 활동

돌봄서비스업

의료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요양 보호 및 단순 돌봄 대상자에
대한 가정․비거주․거주시설 보호 산업 활동

상담․재활서비스업

상담서비스와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
공하는 산업 활동

건강지원 서비스업

재활서비스 외의 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공교육을 통한 유아․청소년기의 신체․사회적 발달 지원 및 평생교육․직장교
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동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업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국공립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 단체·시
설 및 문화·예술․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활동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피고용자를 파견하거나 중개․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또는 직업재
활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동

3.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주어진 의제인가, 만들어가는 의제인가
○ 현재 지자체에 몇 개의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는가
- 돌봄만으로 국한해 볼 때에도 노인요양,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 몇 개의 조직이 활동하
고 있는가
○ 주어진 제도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 보호종료아동, 정신장애인과 같은 지금 부각되는 이슈에 참여/선도할 수 있는가
○ 지역사회의 필요를 바탕으로 제도‧정부사업을 얼마나 활용하여 확장하고 있는가
○ 우리는 지역 거버넌스에 얼마나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예: 지역사회보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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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참고 –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 ]
▸ (공공임대 질적개선) (S/W 제공) 공공임대 단지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돌봄,
육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주거·사회서비스 제공
- (고령자·장애인 지원) 노화·장애 등을 고려하여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및 개
량 지원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주택 확대 : 고령자 복지주택(임대주택+복지시설) 1만호 등 공급, 지자체 재량 확
대·민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특화주택 도입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27)｣ 수립
- 혁신적인 영세･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브랜드화 지원을 통해 사업 효율
화 및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조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내실화 도
모(“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활용)
▸ 청년, 맞벌이·1인 가구 등의 보편적 서비스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
스 모델 개발·공급 추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테스트베드(test-bed) 기능
강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모델의 지역사회 기반 실증 지원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시범사업(~’22.하반기), 다가치 보육 시범운영, 사회적경제조
직 노인일자리 수행 지원, 신규 사회서비스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매년)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확산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제공시간 확대 및 소득기준 삭제
‣ 지자체 돌봄 서비스 활성화 위한 포괄예산 지원사업 도입 방안 마련

4.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전략, 협동, 연대
○ 사회서비스 확장 전략 수립 : 우리에게는 이렇게나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동의 강화 : ‘사회서비스’를 공통분모로 협동을 강화
○ 외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연대 구축 : 사회서비스 공급/수요 조직으로서 ‘사회 변혁’
을 위한 협력이 필수
☞ 10년 동안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은 얼마나 커졌는가? 우리의 내부 협력은 얼마나 강화
되었는가, 우리의 외연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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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제언
홍진주(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대안적인 공급 주체로 정책을 통해 호명됨. 사회
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서비스 공급과 해당 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더 나아가 좋은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앞서 고민하며 돌봄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향한 크고 작은 도전을 이
어가며, 스스로 대안적 주체임을 자임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주체
들은 시장의 경쟁시스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향한 노력과 개별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통해 부단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의 참여 확대에 대한 금일의 논의가 다양한 현장 주체들의
시행착오를 딛고, 지속가능한 현실적 대안모색과 정책생산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걸음이
되기를 기대함.

○ 또 하나의 공급자인가? 대안적 주체인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
- 왜 굳이 사회적경제인가? 또 하나의 공급자, 또 다른 이해관계자로서의 위치에 멈춰서지
않도록 하는 장치 필요. 각각이 개별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입장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지
역사회 통합적 돌봄을 위한 주요한 지역자원인 동시에, ‘좋은 돌봄’을 위한 촉진자로서 성
장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 역할 설정이 필요함. 나아가, (개별주체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노동, 좋은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이고 신
뢰할 만한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의 역할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지원정책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과정에서는 좋은 서비스, 돌봄서비스 노
동, 지역통합의 측면에서 특화된 지원설계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적 투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투자가 필요함. 민간을 통한 사회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는 비용절감 정책이 아닌, 서비스
다양화, 전문화를 위한 것이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육성 및 사업화
지원시스템, 공급력/실행력 강화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한 산업적 투자 필요.
- 칸막이를 넘어서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의 필요.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
을 지원하는 일로서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투자적 관점에서 접
근될 필요. 반대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다수 진입분야로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전략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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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내 수요맞춤형 공동생산
- 서비스의 다양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회서비스의 확장은 반드시 수요자의 서비
스 접근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공급자만이 아니라 수요자(특히 돌봄서비스 직접 수혜
당사자)의 욕구, 상황에 맞는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고려 필요함.
- 실제 지역사회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의 경직성, 파편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접
근권, 이용권이 제한당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특히 중증, 복합적 문제를 보유한 취약
계층일수록 서비스 제한성은 더 영향이 큼.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서비스 과정의 유기적 결합 등의 노력이 필요함. 단, 이 과정에서 수요자중심의 사례관
리적 접근과 그 과정에서의 통합적 서비스 공급, 개발이 필요함.
- 기업간 경쟁적 관계 설정에서 탈피하여 각자의 서비스를 종합하고 연계하고 확장, 발전
시킬 수 있는 연합사업체로서의 컨소시엄 구조 확보,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
는 확장적 공동생산 논의가 필요함.
(예: 마포사회적경제돌봄공동생산사업단/홈케어사업단 –통합창구+(준)마포돌봄사회적협동
조합 운영)

○ 좋은 돌봄, 좋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사업개발과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기회
- 좋은 돌봄,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위한 논의는 존재하지만, 실제 실행하기 위한 사업화에
대한 지원체계와 인큐베이팅 기회를 부족함. 돌봄분야 지원은 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직접 공급비용으로만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임. 결국 수많은 신규사회서비스가 단기 시범
사업 동안만 (서비스 제공만 하다가) 운영되거나, 명맥만 유지하다가 소멸되는 사례 다수
임.
- 단기일자리 창출 내지 서비스 수익금을 넘어선 서비스모델의 개발, 실증적 개발 과정,
출구전략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결합이 절실함. 하지만, 기존의 지원정책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소액의 단기 사업비 지원 등에 그치고 있음. 실제 수
요공급에 대한 욕구조사, 인재 양성 및 훈련시스템, 서비스 개발, 비용 시스템 분석, 매
뉴얼화, 실증적 사업수행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 참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관련 사업 사례/ 마포구사회적경제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사업(지역조사+네트워크 구축+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컨
설팅+시범사업 운영+ 가격정책 수립+ 조직화 등)

○ 서비스 대상, 범위와 영역의 확장과 유기적 연계
- 전통적인 (어르신)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흐름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는 현상.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보건, 의료분야의 연계 강화, 케
어안심주택 논의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범위, 주체의 확장이 필수적임. 실제 지역사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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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다각화와 틈새 서비스 개발, 나아가 지역사회 내 사
회적 자본을 조직화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주택, 식사 등 뿐 아니라 정서,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데, 이때 사회적경제 영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
제와 사업들의 결합이 결국 대안적 서비스모델 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통합돌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돌봄 생태계구축
- 좋은 노동과 좋은 돌봄을 지향하는 돌봄서비스, 주거, 의료가 연계된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역 내에서 해당 조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
동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나아가 관련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일 수 있는 주민 조직화, 관련 정책 및 유관 서비스
간의 연계. 협력 고리 강화 등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네트워크기반 생태계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육성, 공급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육성사업 추진시, 지역사
회 차원의 거버넌스 기반 실현가능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전 구조 확
보의 필요(예; 네트워크사업단, 자치구 내 거버넌스 구조강화, 중간지원조직, 사회서비
스원 등의 역할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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