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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 요인이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빈곤퇴치와 실업률 극복 그리고 지역공동체 회복운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
리나라도 2007년 법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2015.3월 현재 1,000여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에 의존
하여 자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은 인구대비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 비율이 전국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미흡하고 자금조달과 판로개척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자금조달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한 성격상 일반 영리은행이나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마저
도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안
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영리은행이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사회적경제 전담 은행제를 실시하여 지
자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통화와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
행하거나 사회적금융 전담은행을 설립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관계금융

Ⅰ. 서

론

1. 문제제기
신자유주의 경쟁체제하에서 자본주의 문제점과 사회양극화를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
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양적 팽창과 일자리창출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미흡과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적경제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현상적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있
지만 학술적인 개념정의가 불명확하여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복잡한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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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긴축과
실업 및 빈곤대책 일환으로 사회적경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역
공동체와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다.1) 2014년 프랑스는 3년간의 준비와 합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여 법적인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
고 있다.2)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여야 합의로 꾸준히 있
어왔지만 아직 법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
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조례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이란 공공
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3)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정책의 특징은 정부주도와 재정지원으로 집약된다. (예
비)사회적기업의 경우 5년간 인건비지원과 사업개발비 등 경영지원을 위한 상담
과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총 사업비
의 10%를 자부담으로 참여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받으면 2년간 8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기업과 장애인기업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
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립자활 목적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보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자금조달과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자발적인 결사
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지원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협동
조합 설립 참여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로 급격한 양적 숫자가 증가

1) 2009년 유럽연합의 전체 임금노동자 중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은 네덜란드(10.7)와 아일랜드(10.6)가 10%를 넘었고, 프
랑스(8.7)와 벨기에(8.0), 핀란드(8.5), 오스트리아(7.9), 이탈리아(7.5)도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
면 미국은 95년 6.3%, 영국 10%,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0.04%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총샌산(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핀란드(16.1%), 스위스(11.0%), 네덜란드(10.2%)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법(SSE)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기존 경제활동을 포함하면서 민주적 협치와 이익배당 제한 등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2014년 7월 법안을 제정하였다. 전통적인 기업들도 사회적 필요와 목적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ESUS라벨을 부여하고 2년마다 지역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사회혁신
을 추구하는 기업에 특별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청산 시에 종업원이 인수하거나 합병하기에 유
리하도록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을 강화하였다(Eric Bidet. 2014 광주NGO재단 국제포럼 자료집 참조)
3)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기
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 6개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여야 합의로 논의 중인 사
회적경제지원법 상 범위는 6개 영역을 포함하면서 농수축협, 신협, 마을금고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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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초기시장 진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
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참여자들
의 준비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광주지역에 신고 수리된 358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1좌당
출자금액이 10만 원 이하가 76.8%로 평균 21만원이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
는 협동조합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과 판로개척으로 나타났다. 출자
금을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한 곳은 겨우 36.1%에 불과한 실정이다(광주
지역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고서, 2014).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포함한 대부
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업이 영세하고 소규모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
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주류 시장경제 진입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공장설비와 기초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이용실태에서도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신용대출이나 담보 제공력이 미달되어 실질적인
자금조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래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
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문진수, 2014).4) 광주지역에서
사회적금융을 위해 운영되는 신협이나 마을금고, 미소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으나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법적 제도적 기준뿐만 아
니라 현실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적용
되는 금융감독 기준은 일반 영리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광주의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순환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사
회적금융의 재정비 또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
델도시 육성과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아니라 1,000여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 순환장치를 통해 지역경제와 조화로운

4) 사회적금융은 일반 영리금융이 추구하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시스템이다. 따라서 사회적
금융을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 생태환경, 사회복지, 천연에너지, 인권분야에 특화하여 마이크로크레딧, 팝
펀딩, 사회혁신채권 발행 등의 수단을 통해 자금거래를 영위하는 금융활동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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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 영리 금융기관은 개인과 기업의 엄격한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한 대출서
비스로 인해 금융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국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
출심사와 신용평가 기준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
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양적인 성
장과 지역경제의 관심에 비해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은 일반 영리금융의 관점에서는 금융약자로 분류되어 자본조달이 매
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성과 영업활동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적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신용등급이나 대출심사 기준에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등 수익
성 위주의 평가지표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금조달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제도권의 일반 영리금융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국가와 지역경제의 재생산이 원활
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비대칭적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일반 영리금융기관이 수
익성 위주의 대출행태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
직에 대한 자금조달 서비스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사회적금융 연구는 주로 유럽, 미국, 일본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주목
된다. 유럽연합이 주관하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결합하여 다수의 보고서를 발간
하며, EMES와 같은 학술 연구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Dublin
Employment Pact(2003)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금융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념정
의와 사회자본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여타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서비스제공자 위주의 사회적금융이 아니라 서비스수혜
자 입장에서 본 사회적 금융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Gunvall Grip(2007)은 사회적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사회적금융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일맥 상통하다는 점이
다. 소위 기관자본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인간중심의 금융을 실천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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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다.5) 기관자본 접근법은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노동자들은 생산과정
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며 노동자들이 자본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하며 나아가 사회에 대한 영향
력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관 자본은 지속가능
한 사회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중심
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rancois Soulage(2007)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비영리단체들은 일반기업이 제
공받는 금융서비스와는 다른 성격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영리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접 발행하는 참여증권 청약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새
로운 자본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6)
Eugeniusz Laszkiewicz(2007)은 협동조합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 영리
금융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에 대해 협동조합형 금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야 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형 금융주체들이 일반 영리 금융기관과 달리 수익성
만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laf Weber & Sven Remer(2011)는 사회적 금융 활동이 사회적 은행 업무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사회적 은행에 관한 포괄적이며 사례중심적인 연구로 평
가된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던 많은 사회적 은행
에서 대안적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사회적 금융기관을 일반적
인 은행형태와 유사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사회적은행의 조건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에 관해서도 독자적인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等井良廣(2007)은 일본의 NPO금융에 관한 연구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외 사
례를 통해 일본 NPO금융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서 조직운영과 대부업의 한계
5) 기관자본이란 미래 수당의 지불을 위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말한다. 인간중심의 기관 자본은 다음 다섯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자금이 조달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기준으로는 재정적 기준, 영향력 기준, 환경적 기준, 사회적 기준, 고용 기
준을 활용하고 있다.
6) Institut de development de l’economie sociale(IDES)라 불리는 참여증권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은행이나 상호공제조
합과 같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참여증권에 공동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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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하고 있다. 대안으로 NPO금융의 특별제도를 제안하면서 일반 영리은행
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Leopold Beaulieu(2007)는 금융의 다원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하면서 일반 영
리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캐나다 퀘벡지방의 독특한 금융시스템에 주목하고 있
다. 캐나다 국가 노동조합연합에 의해 설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비영리분야에 특
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분야 구
성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구성원과의 공동체를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관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회자본 형성 과정을 사회적 금융을 통해 촉진할 것
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하위개념으
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금융에 관한 국내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실
질적인 시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준호(2012)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자립구조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과 지역화
폐 등을 통한 재무적 지원의 뒷받침을 논의하고 있다. 양용희(2011)는 사회적경
제 조직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서민금융과 연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원(2007)과 김규한(2010)은 서민금융 지원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마이크로크레딧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형기(2010)는 투자수단으로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용을 강조하면서 금융소
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면서 향후 마이크크레딧
분야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파이낸스 긍융기술 제고 및 영리금융기관과의 네
트워크, 투명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을 독점적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장종익･박종현(2013)이라 할 수 있다. 장종익･박종현(2013)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확대되는 현상에 비해 이
를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통
해 사회적금융의 특징을 통해 국내의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사회적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과 전문성 강화는 문진수
(2013)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적금융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 사회적금융의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피상
적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 사회적금융이 필요하다면 어떤 모델로 가
야하는지에 대한 착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통한 기대 가능성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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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사회적금융의 의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이 어
떤 방법과 수단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금융이 갖는 특징과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과 계량
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금융을 주목하고 있으
나 사회적 금융 자체, 즉 그 특성과 의의 그리고 경제 정책적 효과 등을 규명하
고자 하는 본격적인 논의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금융을 대변하고 있는 기존 지
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현실적으로 광주 사회적경제와 동화할 수 있는 장･단기
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금융을 지역적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순환적 생태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광주의 사회적경제 활성
화란 범주 안에서 탐색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Ⅱ.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필요성
사회적경제의 주요 활동무대는 지역공동체(Community)이며, 지역에서 생산
된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경제 안에서 선 순환되는 자립형 경제 기
반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경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 과제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판로개척과 금융 지원체
계의 수립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수적 요소이다. 다수 협동조합 기
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캐나다 퀘벡주 나아가 유럽의 많은 지역공동
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 경제 영역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관계금
융(Relationship Banking) 시스템이 기여한 바는 절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
니다.7)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
7) 관계금융이란 담보나 과거실적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고객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거래,
관찰, 상시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다. 창업자, 영세사업자, 저신용자 등은 담보가 부족하고 과거 영업실적이나 소득 등 신용상태를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
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다.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들 계층에 대해서 정
보수집비용이 높고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지역 밀착형금융기관은 일반 영
리은행보다 이러한 관계금융을 통해 정보수집 비용을 낮추고 대출상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선발하는 데 유리
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창업자, 영세사업자, 저신용자의 금융기회가 확대되어 담보 없이 적절한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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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공동체 금융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역재투자법(CRA) 개정 및 지역개발금융(CDFI)
등 정책적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은 많으나 대부분 영리 추구
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업은행들로, 마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지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 기반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존재하긴 하나 투자 제한 규정 등 제도
적 한계로 인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경우
도, 보험 및 금융업 진출 금지조항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
를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협동조합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은 현저히 부족
한 상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허용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역시 출자
금 조성 측면에서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
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조달 체계 및 금융지원 방안의 수립은 시급하다. 특
히 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들과의 제휴 및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안
정적인 자금 조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기업
모델로 정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 여겨진다(문진수, 2013). 광주지역 사
회적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173개(인증 62개, 예비 111개), 마을기업
51개, 협동조합 452개, 자활기업 59개, 장애인기업 18개, 마을공동체 299개로
총 1,052개가 활동하고 있다. 광주는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
당 사회적경제 조직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사회적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광주지역에서 사회적금융의 거시적 필요성으로 인식되는 또 다른 논거로 지
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입) 규모는 지역
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I)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역내총생
산보다 지역총소득이 많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지역에서 빠져
나가는 돈보다 많다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지역내총생산보다 지역총소득이 적
다는 것은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2012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내총생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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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주NGO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015.
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2015.3월 기준이며 자활기업 2013.6월, 장애인기업
2013.11월, 마을공동체 2015.8월 기준
<그림 1> 광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활동현황

산보다 지역총소득이 많은 지역, 다시 말해 역외유출보다 역외유입이 더 많은
곳은 총 7곳으로 서울시가 약 54조원 규모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도 32조원,
부산 10조원, 대구 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내총생산보다 지역총소
득이 적은 곳, 즉 지역민이 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역에서 빠져나가
는 돈이 많은 지역은 9개로 나타났다. 역외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약 24조원이며 다음으로 전남 17조원, 경북 경남 15조원, 울산 14조원 순이다.
특히 6대 광역시만을 비교해볼 때 광주의 역외유출 규모는 울산에 이어 2조7천
억 원으로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충남과 전남의 역외유출 규
모가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이 지역에 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과 협력
업체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역외유출 규모가 축소되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자금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금융 시스
템 구축은 사회적 금융과 연계되고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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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조사연구, 새사연, 재인용 p.94, 2014.
<그림 2> 전국 시도별 역외유출현황

광주의 사회적경제가 양적 증가를 통해 질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
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사회적 금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과 핵심적인 선도 산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풀뿌리 지역경제를 발
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
하려면 사회적 금융과의 순환적 연결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LM3(local multiplier3, 지역승수)지표를 사용하
기도 한다.8) 예를 들면 광주에 자동차 공장이 신규 설립되거나 대형 백화점이
입점할 경우를 가정하여 주변 상권이나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
지를 가장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LM3는 이론상 지역주민
이 소비한 금액과 지역기업이 지출한 금액들이 다시 지역 내에서 순환하기 때문
에 무한급수를 계산해야겠지만 3단계까지만 살펴보아도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 신규 입점기업의 지출이 모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이 수
8) LM3지표는 2002년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에서 개발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정법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 사용된 돈이 지역경제 내에서 회전하면서 얼마만큼의 승수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편의상 3단
계까지만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LM3를 계산하는 순서는 1단계로 기업(기관)의 초기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2단계는 초기
수입금액 중 지역 내에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한다. 이 금액에는 기업의 구성원 및 지역 공급업체들에게 지출된 금액도 포함
된다. 3단계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수령한 돈 중에 지역 내에서 지출한 금액과 지역 공급업체들에게 지출된 돈 중에 다시 지
역 내에서 지출한 금액만을 합산한다. 따라서 1~3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후 1단계의 초기 수입금액으로 나누어서 나
온 값이 LM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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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한 돈과 지역 공급업체들에게 지급된 돈 또한 모두 지역 내에서 지출된다면
LM3값은 3에 가까워질 것이고, 지출이 모두 지역 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값은
1에 가까워 질 것이다. 즉, LM3가 3에 가까울수록 지역 내에서의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광주광역시 차
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모델도시 육성과 종합발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 지원 인프라 조성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사회적금융 유형 및 국내외사례
1. 사회적금융 유형과 범위
사회적 금융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기존 문헌자료와 이기송･문진
수(2013)의 연구를 토대로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
적금융은 ①소액자금 대출과 사후 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으로 빈곤층의 자립 자
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 ②낙후된 지역에 돈이 흐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 ③사회
환경적으로 유익한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목적투자
(Impact Investing) ④자조자립형 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협
동금융(Cooperation Finance)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파이낸스란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으로 소규모의 창업자금을 빌려주
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소액대출
(Micro credit), 일반 저축계좌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최
소잔액 요구조건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되도록 설계된 소액저축
(Micro-saving), 빈곤계층의 납입능력을 감안해 적은 보험료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액보험(Micro-insurance)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공동체금융이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제
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공동체 금융이란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지역공동
체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지역재단, 낙후지역에 머물면
서 공동체 주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하는 CDFIs가 대표적인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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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목적투자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도 재무적 이
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며, 사회문제 해결이나 피해의 축소를 넘
어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사회적 모험
자본 등 사회투자 중개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회혁신 기업이나 지역사회개발 사
업에 대한 투･융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며, 자금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
라지 않는 기부 및 후원과 달리, 자금 회수 및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구별
된다. 협동금융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모아 공동체 이
익과 발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동체(Communit)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
용협동조합(Credit Union)을 들 수 있다. 그 외 계모임, 공제회 등 혹시 모를 미
래의 위험을 집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
(Mutual Aid) 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
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
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
근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 금융이다(문진수, 2013 재인용).
사회적금융은 자금의 수요주체와 공급주체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중개주체
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 주체가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형성하면서 작동
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진국에서 사회적금융은 이들 세 영역이 보조금(grant),
부채(debt),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준지분(quasi equity), 지분(equity) 등 다
양한 혁신적 금융수단을 매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유
럽과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금융의 목표와 육성주체 및 지원대상 등에서 유사하
나, 미국의 경우 민간주도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1> 사회적금융의 구성범위 비교
구 분

유럽

미국

한국

핵심적 개념

금융서비스/자금지원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

지원대상

자산단체･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단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육성주체

정부

민간

정부

달성목표

사회문제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증진

구성범위

세 주체(수요주체, 공급주체, 중개주체)

자료: 사회적금융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이기송),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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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조직은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경우와 보조금 성격이 강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일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금회수가 어렵지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는 자금조달의 수단도 달라져야 한다.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대
행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경제 조직
이 직접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기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기부금 등 별도의 자금조달 수단이 필요하다.
자금조달 방식에서 저리 채권은 발행주체가 한정되어 있거나 조세 등의 특혜
가 부여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공공채권으로 한시적 입법을 통해 강제 매입하게
하는 방법과 지자체 등이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저리채
권의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저리 채권을
매입할 유인은 대단히 적고 현실적으로 발행이 어렵다. 공익재단이나 정부가 매
입할 수 있겠으나, 관련 법규를 신설하고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내자본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투자하는
자본으로 최소 15년 이상 지속되는 초장기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
러한 인내자본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상 단기에 성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
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분투자는 사회적
기업의 자본을 제공하여 장기적 성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기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지배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소유 및
<표 2> 선진국 사회적금융의 자금유형과 참여주체
자금유형
구 분

수요측

공급측

보조금/
기부금

저리채권

인내자본

시장금리보
장채권

준지분투자
/지분투자

시민단체

○

○

○

×

×

비영리기업

○

○

○

○

×

사회적기업

○

○

○

○

공익재단

○

○

○

○

×

정부

○

○

○

○

×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

×

○

○

○

자료: 강원도 사회적금융 도입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은행(양준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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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격이 보다 중요해진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
에 투자하거나 사회적경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기존의 금융과 다른
점이 거의 없으나, 장기적이고 이윤이 낮은 분야의 투자라는 점에서 사회적금융
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양준모, 2015).

2. 사회적금융의 국내외 사례
1) 외국 사례
미국에는 조직이나 운영형태가 다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지역개발 신용협동조합(CDCU)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금융 소
외계층들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신협 7,400여개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
으로 인증 받은 곳은 CDCU뿐이다.9) CDCU가 낙후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
는 이유는 소외계층 보호와 금융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저축을 통해 자산
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병원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DCU는 ‘안전한 장소(save havens)’와 ‘공정한 대부기
관(fair lender)’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위험천만한 대형 상업은행의 역할을 대
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년간 160만 명의 신
규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자산은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DCU가 사회적금융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금융(relational financing)
을 실제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약탈적 금융의 대명사로
알려진 페이데이론(payday loan)에 포획된 다수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대환
상품을 들 수 있다.10) CDCU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인발전
계정(IDA)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발전계정이란 주택구입, 개인 창업,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종자돈을 만들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저
축한 사실을 증명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
로 저소득층의 개인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출심사에도 신용평가 점수
9) 미국 내 모든 신협은 해당 주무관청(NCUA)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CDFI 인증은 재무부 소관으로 지역개발금융기관 인증
시에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됨. 2013년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CDCU는 총 250개로 이들 중
연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203개이다.
10) CDCU는 생활고로 인해 통상 연 10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받은 이들을 위해 평균 18% 내외의 단기 대출상품을 통해
갈아타기를 유도한 대안적 금융상품을 보급하여 빈곤층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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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출자의 상황적 요인 등 정성적 정보를 함께 고
려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11) CDCU가 빈곤층이나 저 신용자들에게 무
담보 무신용 대출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평균연체율이 3.3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이유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신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재무적 성과에 의한 이익을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 발
전에 재투자하여 임대주택이나 학교, 병원 등 지역인프라 구축사업과 발전을 위
해 사용하고 있다(문진수, 2013).
영국은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로서 제3섹터 금융의 총아로
떠오른 큰 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을 비롯하여 혁신적인 금융적 방법론으
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총괄 운영기관인 소셜
파이낸스(Social Finance), 영국 대안금융의 상징적 존재인 체리티 은행(Charity
Bank), 그리고 오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
개발금융협회(CDFA,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Association) 등 유수
의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체리티 은행은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영국에는 큰 규모의 사회적 은행부터
작은 투자펀드까지 다양한 사회투자 지원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체리티은행과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윤리은행도 있고 특별히 지역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s)도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지만 제
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배제된 저 신용층에게도 자금지원을 해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62개의 CDFI가 존재하는데, 상용고객 숫자가 25,000
명이 넘고 지금까지 총 1조 3천억 원의 여신을 제공했다고 한다. 2004년에
2,700억 수준이었던 여신실적이 7년 만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향후 규
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사회투자은행을 설립해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체리티 은행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감독을 받는 은행법상의 정식
은행이다. 다만 하는 일이 보통 은행과 다를 뿐이다. 수익성보다는 다른 가치를

11) CDCU는 대출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대부분 대체 심사표준(alternative criteria)이란 것을 사용하는데 조합원 중
저 신용자이거나 아예 신용점수가 미달되는 경우 기준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개발한 평가기준을 사용한다. 이 평
가기준의 주요항목은 고용상태, 임차비용 및 공과금 납부실적, 할부금 연체상황 등 실제 생활경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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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하며 예금이자를 거의 쳐주지 않는데도 은행 예금자가 1300명이 넘는다.
대출 금리는 2% 정도 된다. 휴면예금의 기준은 국민들 상대로 일정 기간 찾아
가지 않는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해야 할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년이
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
에서 15년으로 하고 기준 잔액도 49파운드(9만5천원)선으로 정하였다. 체리티
은행은 런던 사우스워크(Southwark)역 부근의 한적한 이면도로에 있는 캔 메자
닌(CAN Mezzanine)건물에 입주해 있다. CAN(Community Action Network)은
1988년에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로, 메자닌은 제 3섹터 기관들에게 공간과 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다. 실제로 체리
티의 역사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CAF(Charity Aid Foundation)재단이 만들어
진 이후 10년간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활동해오다가 2002년에 정부로부터 공식
적인 허가를 받았다(문진수, 2013).
예금의 경우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서 사업 첫 해에 불과 60명이던 예금자
가 지금은 2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대출(Loan finance)의 경우도 매년 30% 이
상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165M 파운드(약 3천억 원)의 자금을 융자했고
그 결과 3백 5십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
다. 융자 대상은 주로 자선단체,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회사 등 3섹터에서 활동
하는 조직들로,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능력이 검증되면 지원을 해준다. 융자
규모는 적게는 5만 파운드에서 많게는 100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다. 현재 이자율
은 6.5%에서 7.5% 수준이고, 무담보는 5년까지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25년까
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 가능한 사업영역으로는 신규주택 건설이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본투자나 자산구매, 단기 운전자금, 모금활동 사업비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업비 등 다양하다. 융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은 크
게 핵심가치(Mission), 조직수준(Organisation), 자원동원능력(Financing), 사회
적 영향력(Impact)의 4가지 평가요소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은행은 1980년 자본금 54만유로(약 8억원)로 문을 연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수익성보다는 주로 사회적 목적 사업에 대출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사회적 은행
들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들 은행의 연합체인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GABV)를 창설하였는데 25개 회원 중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이다.12)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기농 식품농업, 재생에너지,
12) GABV는 사회적 은행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담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6가지 원칙(Principles of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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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공정무역,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대출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출신청 기관의 재정건전성
이 매우 높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목적성
이 결여되어 있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류의 삶을 증진시키고
존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인간과 환경에 긍정적인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13) 트리오도스은행은 사회적인 사업뿐 만아니라 대출심사에서도
영리 금융기관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출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는 사회적 목적성임을 알 수 있다. 트리오도스은행은 추진하고자하는 프로젝트
가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규명하여 대출을 결정한다.
<표 3> 트리오도스은행의 대출프로세스 비교
대출프로세스

구분

트리오도스은행

일반영리은행

1단계

프로젝트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 즉,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는 분야에 속한 것인지를 규명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방안의 타당성을 규명

2단계

재무제표 이상의 사회 문화 환경적으
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

소요자금의 성향 파악을 통해 운전자
금보다 시설자금에 상대적인 가산점을
부여

3단계

고객의 대출용도에 따라 대출금이 어
떻게 사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1~2단계를 거쳐 자금용도와 상환능력
을 고려하여 여신기간을 결정

4단계

선별된 프로젝트가 은행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차입자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
정성,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
환능력을 분석함으로써 채권보전 강화
및 여신감축 활동 여부를 결정

5단계

최종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지원

최종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지원

최종
단계

사후관리

사후관리

자료: 사회적금융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이기송), 2013.
Banking)을 Triple Bottom Line(사회･환경･경제적 성과)으로 설정, 실물경제 투자, 고객 중심적 사고, 외부충격에 따
른 회복력, 투명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ABV에 가입된 25개 사회적 은행 중 자산규모(2013년 기준)가 큰
상위 5개 은행은 프랑스의 Credit Cooperatif 은행, 캐나다의 Vancity 은행과 Affinity Credit Union, 네덜란드의
Triodos 은행, 독일의 GLS 은행이다.
13) 2010년에는 기후변화와 및 에너지 관련 펀드로 300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고, 171
개의 풍력발전, 98개의 태양광발전 및 소규모 바이오매스와 수력에너지 발전을 통해 녹색에너지생산과 매년 160만 톤의
이상화타소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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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우리나라는 4가지 사회적금융 영역중 마이크로크레딧(MC) 분야에서만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적 의미의 MC사업은 2000년 신나는 조
합과 2002년 사회연대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14) 2009년 휴면예금과
대기업, 은행들의 출연으로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하면서 풍부한 자금과 전국단위
대규모 조직 및 사업으로 재원조달과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적 기
반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관행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한국형 마이크로 금융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대형 상업은행 이외에도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영업활
동을 하는 많은 일반 은행들이 있으나 대부분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일할
뿐 지역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지역밀착
형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관계개선 또는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금융기관입장에서 조합원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일 뿐이
다.15)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사회적금융은 기
존 영리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으면서 이윤극대화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금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와 일부 재단 출연 및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자본조달 또는 금융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은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그리고 특례보증 등이 있다.
국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자금이 책정되었다 하더라
도 신용등급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 및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대기업들에 소
속된 출연재단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4) 신나는 조합은 2000년6월 그라민 트러스트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받아 설립된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기관이며, 사회연대
은행은 2002년 9월 보건복지부로터 설립 인가된 단체로 정식 이름은 (사)함께 만드는 세상으로 주로 차상위계층 이하 도
시빈곤층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지원, 경영 및 기술지원, 사회 심리적 자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SFPP(Social Finance Pilot Project)를 10억 규모로 소액대출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심사기준은 사
회적가치, 지속가능성(재무관령성), 지원타당성을 지표로 삼았다.
15) 신협 조합원들 역시 금리 차액에 의한 수익추구 목적으로 신협을 이용하는 등 금융소비자 수준에 머물려 있으며 지역공동
체 운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진국의 사회적금융이 추구하는 관계개선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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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사회적경제 자금지원 현황
사업명

자금성격

지원대상

주관부처

미소금융

대출

(예비)사회적기업

미소금융재단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희망드림론

신용보증

사회적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상시특별보증

신용보증

사회적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정책성특례보증

신용보증

(예비)사회적기업

신용보증기금

모태펀드

투자

(예비)사회적기업

투자운용사

자료: 고용노동부, 전병유(2012)와 기획재정부 정책자금안내서(2015) 재구성

SK그룹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도해왔던 행복도시락, 행복한
학교, 행복나래, KAIST 사회적기업가 MBA지원사업, 글로벌 사회적기업 액션
허브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의 대안이라는 원칙에 맞춰 지난 2010년 대기업 최초로 사회적기업단(현 행복
나눔재단 사회적기업본부)을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16)
한화그룹은 2012년부터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자본 및 경영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1년간 사업비 지원과 경영 컨설팅, 1대1 멘토링, 교육･판로 개척을 위한
모의 투자설명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17)
현대차그룹은 2012년부터 4년간 진행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인
‘H-온드림 오디션’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환경, 교육, 복지 등 다방면의 사
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이다. H-온드림 오디션은 매년 30
개 팀씩 5년간 150개 팀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팀당 최대 1
억 원의 자금지원, 성공한 사회적기업의 멘토링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사회 혁신을 이끄는 청년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8)
16) SK그룹은 지난 2010년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 사회적기업 모델인 행복한 학교를 설립한 이후 행복나래, 행복한도서관,
행복한 뉴라이프, 대구 행복한 미래재단, 행복한 농원, 행복한 녹색재생 등 16개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해 1000여명
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UNGC, 리오+20 등 국내외 무대에서 외부전문가와 교류를 통
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하는 글로벌 액션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7) 한화그룹은 지난 2년간 총 38개의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013년 컨설팅을 지원받은 20개 사회적기업들은
전년 대비 매출액 17.3%, 고용률 15.9%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한화그룹자료집).
18) 현대차그룹의 H-온드림 오디션 지난 4년간 사회적기업 총 120개를 배출하였으며 5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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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에서는 LG전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우수한 사업내용을 갖고 있지만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
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녹색성장 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들을 발굴해 이들이 경
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9) 대기업 이외에
한전이나 철도청 등 공기업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기 기관의 이
익을 대변한다거나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홍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
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지만 자신들의 협력업체나
산하기관을 직접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인해 시장교란과 사회적경제
<표 5> 대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지원현황
기업명
삼 성

현대차

S K

내

용

- 농촌형 다문화기족지원회사 ‘글로벌투게더’설립(충북음성, 경북경산, 전북김제)
- 아동 야간 돌봄 및 인문학 교육 공부방 ‘희망네트워크’설립 운영(서울, 광주)
- ’17년까지 5년간 320억 원을 투자,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소상공인 창업 지원
- 소셜 프랜차이즈 확대 등을 통해 500개 창업지원, 2,500개 일자리창출 예정
-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및 운영(’12년말 기준 행복나래 등 15개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 사회적기업 저변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05년 62개의 외부 사회적기업 설립
자금 지원 및 경영지원, 국내 최초 사회적기업가 MBA과정운영(KAIST 위탁)

LG전자
LG화학

포스코

- ’13년부터 친환경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해 재정, 교육, 판로개척, 생산성
향상 등 4개 분야 20억 지원
- ’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 17개사 1사1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
품 및 용역 우선 구매활동
- 포스코는 송도에스이, 포스에코하우징, 포스위드, 포스플레이트, 포스코휴먼스,
카페오아시아 등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 운영하거나 지원

한 화

- 친환경 사회적기업 20여개에 경영자금 및 멘토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 KAIST 비즈니스스쿨, 사회적기업 컨퍼런스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 촉진 지원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 자료 재구성

에도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센터인 ‘서초창의허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육성된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H-점프스쿨', 도시의 낙후지역을 재생하는 ‘H-빌리지’를 추진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 실제 LG전자는 2011년부터 매년 20억 원씩 투입해 재정지원, 경영자 교육, 판로개척, 생산성 향상 컨설팅 등 4가지 분야
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대기업 등 협력 주체의 전문성을 살린 국내 첫 다자간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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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공존하기도 한다.20)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대기업 등 일부 MC사업이 산발적이며 지속 가능
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기준이 일반 영리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영리
은행으로부터 사회적 금융을 기대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신협이나 농수축협 그리
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마저도 일반 영리은행과 똑같은 대
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Ⅳ. 광주형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1. 단기적 방안
1) 기존 제도권금융기관의 기능 회복
2015년 2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지
역금융 현황을 평가한 결과 2005년~2013년 평균 광주의 지역총생산 대비 지역
금융･보험 생산 비중, 금융산업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금융연관비율이
각각 약 6.1%, 1.092, 2.099로 나타나 금융 산업이 특화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금융자산의 기여도 역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금연관비율과 대출연관비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
정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을 통해 추정한 결과 추정계수가 약 0.6~0.7로
나타나 지역금융시장의 지역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과 신용할당지수를 통한 지역별
추정에서 광주･전남의 신용공급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
히 광주에서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신용공급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금융의 역외 유출도를 평가한 결과 광주･전남의 경우 역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역외유출(각각 36.3%와 41.3%)이 발생
20) 주요 재벌그룹이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은 2013년 기준 SK가 행복도시락 등 76곳, 삼성 희망네트워크 등 2곳, 현대차 이
지무브 등 7곳, 포스코 포스위드 등 4곳, LG 예비 사회적기업 10곳 등 총 99곳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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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금융 위축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유발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김정현 전성범, 2015). 최근 조사결과를 보
더라도 광주의 제도권 지역금융기관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
는 것이 역외유출과 신용공급 제약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런 결과에서는 광주
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금융과 어느 정도의 점유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금융보다는 오히려 서민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역 서민금융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등 6대 서민금융의 광주 지역 지원실적은 23,347건, 1946억
원이며 광주지역 취급건수 및 금액 모두 전국의 4% 수준으로 경제 규모(2%)에
비해 서민금융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21)
광주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의 기본적인 대안은 가장
먼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관계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
체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반 영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사회적경제 조
직 및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중
앙본부 중심적 영업활동과 원칙에 예속되어 지역금융을 위축시키는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이윤극대화를 통한 약탈적 금융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관계마케팅으
로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중소기업과 저
신용자 그리고 담보 제공력이 미흡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다양화해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 영리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중
소기업청이나 광주시 등 지방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일반 은행이나 지
역금융기관들이 매 분기별 성과를 평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 지원에 특화된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지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직접적
인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이다. 출자금 성격에 대한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자본금 축적이나 신규 시장개척 등 미래 투자
21) 2011년 광주지역 서민금융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미소금융은 7개 미소지점에서 총 1072건, 163억 원 취급하였으며, 햇
살론 총 10,960건, 998억 원, 새희망홀씨 219개 은행지점에서 총 5,161건, 427억 원 취급, 신용회복지원자 대상 생활
안정자금 소액대출 지원액은 총 3,950건, 118억 원, 바꿔드림론 취급실적은 총 2,039건, 210억 원, 희망드림론은 총
165건, 30억 원을 취급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성과를 보면 421,737명을 상담하여 이 중 91,336명의 채무를 조정
하였으며 17,432명에게 525억 원을 지원, 13,449명으로부터 구직등록을 받아 3,486명이 취업하도록 지원, 신용관리교
육을 채무조정 확정자 79,172명, 학생, 군인, 일반인 등 총 408,509명을 상대로 실시하였다(광주시 내부자료, 2011).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77

재원 관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협동조합 설
립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는 협동조합 모델도시 육성에 걸맞은 전담은행 지
정제도를 활용하여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일반은
행이든 신협이나 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전담은행제도를 시행하여 성과추이를
평가하고 광주의 사회적경제 전담은행으로 발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우선 협동조합전용 지원창구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심사기준을 재무적 지표 이외에 지역기여도와 사회적 가치를 평
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
융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체정신의 성숙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전담 금융
기관을 아예 광주시민의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셋
째, 사회적 금융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금융을 담당하
는 은행 구성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
성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
미 전 세계적인 사회적 윤리은행의 영업활동과 사회적금융의 성과를 가시적으
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 사회적 금융 기법을 조사하여
광주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GABV회원 은행들도 초기에는 높은 연체
율과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내자본의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
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공동체정신에 투자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
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자본 형성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지역 기금조성 및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조
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기금은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적금융의 형태로써
자선단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식은 지자체 출연이나 crowd funding
과 같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소액 기부 받아 운영하고 모
집된 자금에 대한 이익분배 방식에 수익을 배분하거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
하게 된다. 기금조성 방법으로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관련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형식으로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또
는 지자체 산하에 사회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을 설립한 후, 특수채
권을 발행해 공모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 등이 있다. 기금의 성격
상 높은 손실위험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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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독립적이며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금조달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조례를 제정하고 1,000억 원(서울시 예산 500억과 민간
기부금 500억 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당
초 계획한 것처럼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금융의 지평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광주에서도 기금조성 필요성에 대
한 논의는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민관합동 워크숍을 통해 정책의제로 발굴
되고 자치구에서는 선거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대부
분의 지자체들이 기금조성 필요성에만 논의를 집중한 나머지 기금조성 방법이
나 운영, 지역주민의 참여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로 추동력이 다소 소진된
상태로 남아있다. 사회적금융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기금조성에
서 시작되며 생태계 조성의 근간이 될 수 있다. 광주에서 사회적금융의 출발은
마을기금 조성과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지역주민의 참
여와 협력구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키
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1995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를 시행하였다. CRA법은 시중은행에 대해 낙후지역 대
출을 의무화하고 투자 내용을 은행평가에 포함시켜 시중은행이 마을은행이나
지역개발회사(CDCs)에 투융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신 시장 세금
감면법(New Markets Tax Relief Act)은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마을은행에 보
다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에 일정한 세액공제 혜
택을 부여토록 한 법이다.
마을기금이 지닌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유구조이며 기금이라는
고유목적을 중심에 놓고 실질적 주인이 외부 인사나 특정 소수그룹이 아니라 마
을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기반 마을기금은 지역공
동체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가 무
엇인지 인지하고 있어야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사회경제적 욕구가 혼재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정 기제 및 방법론만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운영주체 간
의 연대와 협력을 전제로 한 플랫폼을 형성하여 정보와 자원이 집적되도록 하여
야 한다. 예를 들면 마포 성미산마을의 대동계, 용산 내방촌의 빈고, 성동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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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골 신협, 성남 주민신협과 같은 풀뿌리기금과 같은 맥락에서 자조적 성격의
마을기금은 좋은 사례이다. 또한 영미 선진국에서 발달한 공동체기금으로 지역
에 뿌리를 둔 것이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이다. 지역재단은 금융기관
이라기보다는 자선단체에 가까운 비영리 공익법인 형태를 띠지만 운영방식은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22) 지역재단과 달리 정부 및 기업
의 민간 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소외된 이웃에게 우호자금을 융자해주
는 지역융자기금(Community loan fund)이나 일본의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민은행은 모두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으로 발
전하는 초기단계의 생태계 현상이다. 유럽지역에 존재하는 신협, 조합형 은행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대다수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작은 풀뿌리 기금에서
출발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제사업,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융자지원,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력기금 조성 등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
자조와 협동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오랜 숙성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따라서 광주에서는 행정적인 노력, 구체적으로는 기금출연이라든지 신용보
증재단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및 사회적금융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기금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2. 중장기적 방안
1) 지역통화와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지역통화란 특정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설계된 화폐로서 법
적 구속력이 없으며 통화 공간이 좁다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내부자원의 순환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지역통화 수는 오천 개
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화폐를 만들었는가에
따라 형태와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문진수, 2013). 지역통화가 지역 내 자원들의
상호교환 촉진과 지역생산의 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3)
22) 미국 네브라스카 NCF는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재단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도시거주 자녀에게 자산 이전시
상속자산의 5%를 지역재단에 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청년육성과 마을활성화 사업에 투자한다. 러시아의 톨리아티재단
(TCF)도 기부 받은 돈으로 부동산 구입 후 임대소득으로 지역사회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재단의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는 문진수(2013) 참조.
23) 영국 브리스톨시(Bristol City) 지역통화는 시민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었으며 태환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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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통화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자결제수단을 위해서
는 인프라 구축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
간이 소요되며 사업 성격상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어서 충분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 축적이 형성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향후 광주지역에서
지역통화가 발행되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들 수 있다. SIB는
사회적인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이다. 투자는 민간이
하고, 정부는 목표한 사업성과를 달성할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돌려준다. 다시 말해, 초기 목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민간 투자자가 그 위험을 감당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정부, 중간운영기관, 투자기관, 사업수행기관, 평가기
관으로 구성되며 각 기관의 역할은 먼저 지자체가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B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총괄할 중간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다음으로 사
업을 위탁받은 중간운영기관은 SIB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를
유치한다. 민간 투자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기관은 목표 성
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끝나면, 독립된 평가기관이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민간 투자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다. 만약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는 민간 투자자에게 투자비
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러한 SIB사업은 지역사회문제나 복지, 환경 등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24)

방식으로 다양한 결제수단을 병행하여 지방정부가 세금의 일부를 지역통화로 받는 등 민관 협치가 잘 형성된 사례이다. 발
행액만큼 담보를 금융기관(신협)에 예치해두고 가맹점 수는 370여개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프랑스 낭
트시(Nante City) 지역통화는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전문가와 시민, 학생, 사업가, 공무원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여
2008년부터 준비해오고 있다. 낭트화폐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상
호신용통화로 법정통화를 담보로 설정하고 통화를 발행한다. 종이화폐는 쓰지 않고 전자식 결제수단으로 협력 금융기관에
서 연결계좌를 만든 후 지정된 거래처에서 사용가능하며 대중 교통수단과 공공서비스 결제 및 회사의 급여 일부를 낭트화
폐로 받고 유로화와 교환이 자유롭게 하였다.
24) 서울시는 2014년 국내 최초로 아동복지서비스 분야에 SIB를 발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인 (재) 한국사회투자를 선정하고
서울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 명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SIB 사업은 지난 2010년 12개월 미만의 단기형 죄수의 범죄율 감소를 목적으로 영국 피터버러시가 전 세계에
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미국 뉴욕시(210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2013년),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즈주
(2013년), 독일 오그스부르그(2014년), 캐나다 새스커툰(2014년) 등 7개국 25개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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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사회투자재단 자료 재인용, 2015.
<그림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운영구조

광주에서 SIB사업은 우선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우선과제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에는 시범사업 형태가
바람직 할 것이다. 주로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장기적이며 과다한 자
금이 소요되는 분야에 SIB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점차 장기적 과제로
사회적 거래소 설립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거래소가 대안적인
자금조달 플랫폼으로 주목받아 왔다. 주로 프로젝트 상장형과 지분 상장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25) 사회적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사회적금융은 완성단계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 지역적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금융 전담은행 설립
사회적금융 전담기관의 설립이란, 협동조합 기업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조직들
에게 우호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특수목적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
25) 프로젝트 상장형은 브라질과 남아공 등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투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상장 목록별로 투자자가 기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상장 후 1년 내에 목표자금을 출자 받지 못할 경우 거래소 평가를 거쳐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프로젝트 상장형은 전통적인 거래소보다 상장이 수월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고 투자수익이
낮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지분 상장형 거래소를 운영하는 영국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지분이 상장･
관리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분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거쳐야만 투자하려는 기업의 지분 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상장 기업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투자자와 공유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설계한다는 점에
서 기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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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사례로, 휴면예금과 금융기관들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영국의
‘큰 사회기금(BSC)’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목적, 사업범위, 감독 규
정 등 은행 설립에 따른 법률 제정 및 사회적 합의가 따라주어야 한다. 광주지
역에서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검토되었던 기존 금융기관을 활용하거나 지역기금
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밀착형 대안 금융기관을 선별하여 사회적금융
전담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역 단위별로 마을기금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마을기금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연합적인 협동조합은행을 별도
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 전담은행을 설립한 다해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일반 영리은행과 차별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약탈적 금융관
행을 가속화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사회적금융 기관들은 주류 금융
기관들과 달리 경기 둔화시기에 오히려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의 순기능에 충
실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신용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외부 차입금에 의지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자산 건전성을 유
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Ⅴ. 시사점
사회적금융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회적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신용위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세성
과 담보 제공능력이 부족한 것을 풀뿌리 마을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상호보증과
상호감시를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해온 것이 그라민 은행과 몇몇 성공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계(契)와 같은 구조가 순환저축과 신용연
대(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s)를 통한 금융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는 것이다. 순환저축과 신용연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신뢰를 바탕
으로 당첨금을 수령하는 순서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
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보다 유연하게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구속성예금
(compensating balance)이다.26) 대출 금융기관 입장에서 사회적금융이나 서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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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의 경우 차입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영세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출했을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사회적금융은 성공할 수 없다. 사회적금융은 신용위험과 도덕적 해이에 대비하
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분명해진다. 사회적경제 조직
은 1인1표로서 민주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영업활동 이외에 사회적 가치를 추
구하는 이중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비즈니스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검증받은 사례가 드물고 상호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입증을 계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불안정한 비즈니스모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금융은 시혜적 금융뿐만 아니라 지역자산과 재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
다. 따라서 광주의 사회적금융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전략
적인 전문성과 성숙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단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과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사회
적금융은 광주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데, 잘못 사용되게 되
면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역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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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Social Finance for
Gwang-Ju Area
Sang-Ha Park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guryeo College
Gwangju NGO Civic Foundation for Social Economy Center

Social finance is a basic financial services being a key factor in the community
and ecosystem at the same time for activating the social economy.
In Europe, developed countrie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the
welfare state since the 1970s reap tangible results in the social economy and
local communities to overcome poverty eradication and unemployment exercise
recovery. Korea also quantitativ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ith the 2007 legisla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Gwangju area in March 2015, but is currently more than 1,000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active, most of which rely on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led under pointed out that the lack of independence.
Gwangju area showed that the population compared with all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share in the country
relativ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and experiencing the most difficulties in
funding and market reclam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operatives and
the biggest obstacle in financing the social economy, and even the special nature
of general commercial banks, credit unions and community credit banks, such
a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is does not ensure accessibility.
In this study, in the short term, as an alternative for financing social activation
of Gwangju it is offering a way to cooperate with the existing local commercial
banks, community-based financial institutions to conduct social and economic
dedicated b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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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n the long run, also seeking to enable the local currencies and issued
by SIB or establish a dedicated bank soci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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