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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적경제란?

1. 사회적경제의 의미
2. 사회적경제의 목표
3. 사회적경제의 실천
4. 사회적경제의 동향

다�� 공동체�wider� community)에� �지� 사회적� 서���� 제공한다는� �이� ��� 중

제� 1�� 사회적경제란?

요하다.� �기서� 사회적경제는� ��한� 이익추�보다� �성�� �는� 공동체에� 서����
제공하고�� 자�적으�� 경영하며�� ��적� 의사�정�조�� 갖고�� 수익��보다� 사���

1�� 사회적경제의� 의미

�에� ������ 부�하는� ��� 경제�동�� 하는� 조직�� 의미한다.� �기에는� 기업��

� �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에��� �재�지� 개념��에� �한� ��이� ����

협동조합�� 협회�� 상�공제조합� ��� �� 대상이� �� 수� 있다.� �라서� ��적� �근에� 의

이���� 만�� ��� 다양하다.� 사�� 사회적경제에� �한� �확한� ��에� ���는� 1990

해� 사회적경제�� 정의하면� 국��다� 상이하�� ���� 수� �에� 없다.

��에� ����� ��적으로� ��가� 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 개념�� ��하는데�
있�� ��� 시장�� 공공���� ��영역� 즉,� 하이���� 개념으로� 이�하는� ���� 제3

�� ���� 부문(�o���ro��t� sector)

��이� 사회적경제�는� ��이� 있다.� 시장�� 공공���� ��영역으로�� 사회적경제��

NPO�� �함한� �영�� 부문으�서� �근하는� 방법이다.� 사회적경제�� �영�� 부문으

이�하는� 경�는� 이���� ��에�� 사회적경제�� ��하는� 것이다.� 즉� 사���� 영역

�� �근하는� ��� 미국�� 중�으�� ���� 현상이다.� 유�에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

�� 시장으로,� 공���� 영역�� �가영역으로� �분하��� 공��� ��하��� ���� 발

합의� 개념� �� ��에� 상��� 의�해� 왔는데�� 미국에서� ���� �영�� 부문의� 수익추

�시�� ��적으로� �영되는� 조직�이� �한� 영역이� 사회적경제�는� 주장이다.� 이���

�� �동�� 유�에서� �의��� 기�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확��� ���� 정��� 최근

사회적경제�� ��하�� 직�적으로� ��� 이��� �� 있지만,� ��적으로� ��� 조직�이�

의� 개념이다.�

포함되고� �제되는지에� ��� ��이� 발��� ��에� 없다.� ���� �영�조직�� 사���
공��� ����에�� 공�에� 분류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 ��적� ��� 사회적기업에

(�)� ��������� 요건

는� �영�조직이� 포함된다.�
� � ������ ����는� 사회적경제�� ��하는� �� 가지� ��법�� 제시하였는데,� 이�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국내·�� �자�� 기관�의� ��이� 조��� 상이하

기준�� ���� 사회적경제� 개념��� ��에�� �이� ��되고� 있다.�

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이� 갖추��� 하는� 요�에� 대해서는� ��� 다�지� 않다.� 기관�� 사회
적경제조직의� 요��� 살펴보자.�

� �1)� 사회적경제�� �의��� �� ��� 접근법� ���� De�o�r���� Develter)

�� OECD(1999)
�� 법/제�적� 접근�le�al� a��� ���t�t�t�o�al� approach)
법/제�적� ���� 사회적경제�� ��하는� 가장� ��적�� ��으로� ����� 19�기�
협동조합� �동�� 이에� �한� 법적� ��에���� ���� 시작한다.� 이��� ���에��
사회적경제�� ��하는� ��법�� 20�기� 이�� ����으로� 확산되었고,� 사회적경제
�� 제��는� 협동조합� 기업(co-operati�e� enterprise),� 공제조합(mutual� bene�it�
societies),협회(associations)�� �� 가지� ��로� 나타났다.

의� 생산� ��� 사회적� �제� �� �업� 문제에� 대해� ��적�� 해���� 제�하는� 조직으
�� 정의함.

� 1996�� EU의� �정지�� 하에� 유�� 15개국의� ��자�� ��한� E�E�� Network에서

사회적경제에� �한� ��적� ���� 제3��이� ��하는� 가치,� ���� 제�적� ����
�합한� 것이다.� 이� ��법에�는� 사�하는� ��이� 협동조합,� 공제조합이�� 하����
��적�� 협동조합이� ��� 조직�� 존재하고,� 공제조합이�� 하���� �가에� ���는�
제�에� ��� 이�� ��� �동에� ��하�나� 준공공조직(para-publicagency)�� 경���
있기� ��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 ��한� 조직���� 사회적경제�� 동�한� 개념
으로� 이�하지� 않는다.� 이� ��법에�는� 사회적경제�� �적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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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 목적�� 이��대��� 아니라�� 특정한� 경제� �� 사회적�� 목적�� ���� 용역

�� E�E�� Network

�� ��적� 접근��or�at�ve� approach)

08

� � 사회적경제조직�� 기업적� 방�으�� 조직�는� ��� �동� �� 공익�동�� 수행하면

는� � ��적�� ��� �� 서��의� 생산･��� �동�� 유지�� �동의� 지�� �� ��에� 대
한� ��적� 의사�정��� 의미하는� ��� 자�성의� 확보�� 조직의� �정적� 생���성이�
�성�의� ��에� ��� 있��� �� 아는� ��� 경제적� ���� 의�의� 보유�� 최소한의�
유�� 직�� 보유�� 공동체의� 이익� 추�에� 대한� ��한� 목적의�의� 보유�� 지역사회� 소수
자� �� �자에� 대한� ����� 부�하는� �합적� 특성�co��ecti�e� dimension)의� 견지��
자�의� 소유� 정��� ���� 의사�정� �한의� 보유�� 기업� �동에� 관�한� ��� 이해관
�자�의� ���한� ��의� 확보�� 이���에� 대한� 제한� �� 이��대�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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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등이� ��하�� ���� 수� 있�� 조직�� ��적�제조직으�� 보았다.

��� ���� ��적��� 조�의� 시�성과� 목적성�� ������ ��적��� ���� 필
요�� 있다��

�� �o����� E�ono�y� Europe
��과� ��적� 목적이� 자�보다� 우선�� 구성원� 자�의� 자�성� 개방성�� (조직)구성원��
의한� ��적� 통제�� 구성원� �� 이용자의� 이�과� 기�� 보�적� 이�� 등의� ��� 안배�� 연
대�� ��의� 원�의� 준수·적용�� ��기�으��터� 자율성과� ��성� 유지�� ��의� 대
��이� 자�가�한� ��� �� 구성원의� 이�과� 보�적� 이��� �해� �용� ��� 조직� 등
�� ��적�제조직으�� 정의함.
�� EU
���터�� �하��� 통제�� �지� ��� �적� 조직�� �적� ��� 등�� 가�� ��적� 조
직�� ��과� 해산/조직� 구조�� ��� �용의� 결정� 등�� �해�� ��한� 자기결정��� 가
�� 조직�� 가�과� ��의� 자유� 보장�� 수�이�� ����� �배�� �우� �� 조직� 구성원
의� �자�이�� ��의� �이가� 아니�� ��� ���� 이용정��� 기준으�� 함�� 자�의�

��� 사����의� 목표� �

축적이� 아�� ���의� 수��� ��시�기� �해� ���� �제���� 수�하�� �적� 결
합체�� ��� 자선�체�� 제�하�� ��� 기�� 수준의� 조직� 구성원�� 의한� ‘1�� 1표’의�
��적� 의�결정� 구조�� 운영��� 조직� 등으�� 정의하였다

��� �성���� ���� ��� 목표
“구성원이�� ���� �한� 목표”�� ��적� 목적이� �사�� 점�� �목해�� 한다�� 사회적경
제조����의� 사회적���� �한� 해석�� �� ��의� ��과� 사회� 적� 목적�의� ����

�� Defourny
이�보다�� 구성원이�� 지�� ��의� 이��� �한� ��이� 우선적� 목표�� ��적� 운영��
��적� 의�결정� 과정�� 자�보다�� ��과� ���� ��� ��한� ��� 배�이� 이루어
지�� 조직� 등으�� 정의함.

�� 제���� �사이지� �자�� 자��� �한� �정적� ���� �한� �구�� ����� 점이
다�� ���� �과적��� ��지�� 이��� 이� ����� ����� �한� ��이지� ��의�
�요� ���� ����� ��� 시사��� 있다��

�� ����� ���� 따라

��� ��의� 자율성

수��구의� 정��� ��� 조직�� ��하�� ��이� 있다.� ��적�제조직�� ��하���
가장� �이� �용�� 앨터(���� ������� 2004)의� ���� 의하면�� 조직의� 목적성�� 기준으
�� �통적� �영�조직과� �통적기��� 양축으�� 다�의� ��과� �이� ��조직����
제시한다.� ���� 앨터(������� 2004)�� 목적성�� 기준으�� ��하였으�� �제� 양축
�� 시장성�� 기준으�� �정�� 것이며�� ���� ��한� 조직��� 수����� 어�� 정
�� 하�가�� ��� ��� 지어�� 것이다.� 하지�� 시장성�� 기준으�� ��적�제조직��
��하�� 것�� ��적�제조직이� 시장성보다� ��성�� 우선으�� 하�� ��이� 강하다

10

있�� ��적�� 해��� 제시한다�� 사회적경제의� ���� 구성원�� ��� �다� ��� 지역사회

� “경�의� 자율성”�� 사회적경제�� ����이� ����� ���� 용역� 과� 구���� �요�
요소이다�� ����이� ���� �한� 목표�� �지�� 있다�� ����� ��조�이� ��� 운
���� 경제���� 자율성�� �지지� ���� 있다�� ��� 사회적경제조��� ��의� 자율
성과� 역�성이� 사�의� ����� 작용한다��
��� ����� 의사결정과정

�� 것�� �과하�� 것이다.� ��적�제조직�� ����� 자�적으�� 결성��� 자율적으

“��적� 의사�정� 과정”�� ��회사의� 의사�정� ���� 1�� 1표�� ���� 자�의� 소유

�� 운영�기� ���� 조직의� ���� �해��� 수��구� ���� ��시� 한다.� �기��

�� ���지� ��� 1�� 1표�� ����� 있다�� 원��� ���다�� 구성원의� 자�� �� 의사

수�이� ����� 정��� 해�� 조직이� �유한� 제�이�� ���의� �성�� 기�하�� 것

�정�의� ���� ��������� �유한� 자�의� 정��� ��� ��한� ��이� �����

이지�� 조직의� �구목적이� 수���이기� ���� 아니다.� ���� ��적�제조직�� 유

점��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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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천
g jkhiR nml `qpo rf st\ uQ
“��배��� ���� ��보다� ���� 노동�� 중시”���� ��적�제� ��� ���� 다양

�)� ���� ������ 주체

한� ���� 드러난다.� ���� ���� �한� 보��� 제한�� 배당��� ���� 노동��� 이용
������� �여� 배당�� �동�� ���� �한� ���� 적립�� ��적� �적�� �한� ����
�용� 등이다.� 즉�� ���� ���� ��� 이��� �배��� ������� 다�� ���� 노동
�� 중시��� ���� 보여준다.

� � (�)� NGO(비정부기구)
� � 민간인이�� 민간단체로� 이���� 국제기관으로�� 보�� 국제기구�� 국제기관이��� 하
�� 국제조��� 의�� ����� 정부기관(IGO)�� 말한다.� 비정부기구(NGO)�� 이�� 대
비되�� 말로��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조��� 대�� 유엔��� ��로� 사용하였다.� ���
��� 국�� 민간단체�� �민조��� NGO의� �주�� �하�� 되었다.� NGO�� �리� 환경보
호�� 개발원조�� 인구�� 거주지�� 여성�� 기�� 구제�� 인권�� 장�자� 문제� 등�� ��하기� ���
활동하며�� 유엔� �원��� �계회의�� ��� 때� 민간활동의� 경�� �� 주장�� 회의�� 반
영��기� ��� 노�하�� 있다.
� � �� 조��� �자�� ��� ���� ��� "환경� NGO"�� "인권� NGO"�� "개발� NGO"� 등
으로� 불린다.� �이로비�� �부�� �� "환경연락센터(ELC)"�� 유엔환경계획(UNEP)으로
부터� 재정�� 원조� ��� 정보�� 제�하�� 있�� 단체��� �� 6�� 개�� 이른다.� 국제적
인� "환경� NGO"�� ��국이�� 개�국�� 구�하지� 않�� 민간� �원의� 환경보호활동��
관�하며� 커다�� ���� ��하�� 있다.� 이� 때문�� 유엔� �� 유럽�� 미국의� 정부� 등��
NGO�� 제�하�� 있다.� �국� NGO�� "환경�� 개발�� 관한� 유엔� 회의"의� "지구헌장"�
등�� ��� 제��� 제출한� �� 있다

� � (�)� ���� 기업
� � ‘사회적� 기업’이��� 용��� 원�� 사회의� ����이�� 노숙자�� 그리�� �의� �기��
처한� 사����� �업��의� 기회�� �자리�� 제�하�� 기업체� ���� ���이�� 미
국의� 비영리� 활동���� 의�� 사용되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적�� ��� 기업’으
로� 인�되��� 비영리기업(���������� ����������)�� 지�사회� 벤처(���������� �������
�������)�� 사회적� �적� 기업(������� �������� ����������)� 등� 다�한� 이�으로� 불리��
있다.�
� � 사회적� 기업�� 대한� 정의�� ��� ���� 정�되�� 있지� 않다.� ‘����의� 자���
�한� 프로그램’이��� ���� ‘비영리� 기관� �영�� �한� 재정창출’이��� �� �지� 메커
���� ��� ��하�� 있기� 때문이다.� �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영리적인� 기업활동��
��� 수익�� 창출하�� 창출�� 수익�� 사회적� �적�� ��� 환원하�� 기업으로� 정의��
수� 있다.�
‘영리적� 이�� 창출’�� ‘사회적� 사�� 수행’�� ‘재정적� 수익’이��� 경제적�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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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목적� 달성’이라�� 사�적� ���� 창출한다�� ���� 이� ��� ���� 명확하다��

��� ������� 동향

��적�� ������ �� ���� 목적이� ��� �이� 아니라�� 사�적� 목적�� �한� ���
창출�� ���� 뿐이다�� �� 사�적� 기업�� 이�창출�� ��성이라�� ��적� ���� 추
구하��� 기업��� ���� 이��� ���하��� 목적�� ��� ��� 기업��� 달�� ‘사

���� 마이크로파이낸스
� � ������� ���������� ���

�적� 목적’�� ��� 이��� ���하�� 기업이다��

� 사회경�영역의� �원조��� 다�하�� 정부지원�� 사업자금�� 기부� �� 다�하�� 운영되
고� 있으�� ��의� �장� �� 흐��� 사회적� 금융(�ocial� financing)�� 조성하�� 것이다.�

� � ���� 협동조합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으로� ��� 있�� ��� ��� 투�� 융자하�� 지����� 발���
� � ��조�기��� �� 2조� 1��� 따르면�� ��� ��� ���� 구매·생산·판매·��� ���

�하�� ���� 의미하며�� ��적� 의미의� 사회� 적� 금융��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개발

����� ������� 조���� ���� ��하�� ��사��� ��하�� 사�적� 조직

금융�� 사회목적투자�� ���� 관�금융� �이� ��적이�� 마이크로파이낸스�� �장� 성공

�� 말한다��

적으로� 운영되었다고� ���고� 있다.� 지역개발� 금융�� �� 발�시�� ��� 미국이며�� 영
국�� ��� �0� �개의� 지역금융기관이� ����� ����이�� 지역� 소기업�� 사회적경
�� 조���� 다��� 금융��스�� �공하고� 있으며�� 관�금융� ��� 조��� 금융의� 흐
��� ��조�의� 역사�� ��� 같이하며�� ��조��� 자�조�� ���� 이��기�� 아
�� ��주의�� ��의� 원��� ��� ��하고� 있다.� 영국�� 2012�� 4��� 사회투자기
금의� 하��� ‘�ig� Society� Capital’�� ��� 하�� 운영하고� 있으며�� ‘�� 사회(�ig�
Society)’�� ‘작�� 정부’�으로� ���� �� ��� 사회���� 사회적기업이�� ��조��
�� 사회적경��� ���� �� 있��� 적�� 지원�� 공공�� ��이� ��� �� 사회�� 이루
자�� 주장이다.� 영국���� 사회투자기금�� ��� �의�� 2000�� 정부� 주�로� ‘사회투
자시장� 조성�� ��� 태스크포스팀’�� �성하면�� 시작되었고�� ��� 기금의� �발��
2008�� ‘휴면예금관련법률’이� �정되면�부��고� �� �� 있다.
� � <��� 1�� �소사이�����의� �조� � �

������ 50조원� ��의� 사회투자기금�� 조성하�� ��� �국�� ����로� ���
120조원� ����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되�� 자금�� �업�� ��� �자�� ����
��� 사회적경�� �성�� ��되고� 있다.� ��� ��스�� 국영금융기관(CDC)�� 조성하
�� 사회적경��� 지역개발� 지원�� ��조��� 사회적기업� 지원�� 하고있고� 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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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다��� 사회투자관
�� ��� ����� ����� 있다��

Ⅱ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1. 국제개발협력
2.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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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다� ���도� �한� 사�들�� ��하�� �한� 사����의� 가��� ��하���

��� 국제개발협력이란��

��들이� �� ����� ��� 중이다.� ��개발���� 사������ ����� 때� ����
� 국제� 원조(�nternational� Aid)나� 해외원조(�verseas� Aid)�는� 단어는� 오�동�� ‘선진

��� �� ���� 사����� 조�이�고� 해도� ��� ���� ��� 없다�� 것이다.� 개발도

국이� 가�한� 개발도상국�� �는� 활동’�� ��하는� 단어였다.� ��� �어� 선진국��� 국민

���� 사����� ���� ��하�� 것�� 문�� 해�의� ���이� �� �� 있다.�

이� �� ���� 이용해� 가�한� 국가��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DA�� ���icial� Development�

� � ���� ��� 성�해� �가며� 공�의� 문��� 해��� �� 있�� 생태계� 조성이� �����

Assistance)가� 원조�� �표적� 형태였다.� ��러� 선진국� 시민�이� 기���� ��� 개발도상

��다�� ����� �� 사��인� ���� �인�� �� 있�� ��가� �성��� 어렵다.� 생태

국�� �동�� �원하는� 것도� 원조�� 한� 형태��� �� �� 있다.� 이�� ��� 활동�� 국제사

계�� 사����� 조�들이� ��가�한� 발��� 이�며� 문��� 해��� �� 있도�� �정한�

���� 오�동�� ‘국제(해외)� 원조’�� 단어�� 표현해왔다.�

인��� 공급하고�� 이들이� 실�하고� 실�해도� 다�� �어�� �� 있�� ���� ���인� 정

� � �한� ‘국제� 구호’�는� 단어도� ��� 사용된다.� 사�적� 정��� ���� 구호�� ��는� “재

�의� 정�� �� ��� �이� ��� ������� �� ��� ��가�� ���� 말한다.�

�이나� 재해� ���� 어려��� �한� 사��� 도�� 보호”하는� 것이다.� 다�한� ���� �해�

� � ���� ���� ���� 생태계�� 대한� 고��� 이� 고��� 실�하�� �한� 이해관계자들

��된� 기��� 재�� �해�� ��� 국가�� �구� �� 재��� �해� 사용되는데�� 이�� �이�

의� 대�� ��� 구축� �이� ��� 중요하다.� ���� ����� 생산·��하�� ����� 모��

국제구호는� 재�� �구�� �한� 국제사��� 지원�� 뜻한다.�

구축�� 있어�� ���인� ���� ���� 것도� 중요하다.� ���� 생산하�� 방식도�� ����

� ���는� 원조� �� 국제구호� ��� ��이� � ‘국제개발� 협력(�nternational� Development�

��하�� 방식도�� 사�� 이��� ��자하�� 방식도� ���인� ��� ���� ��해�� 필요

Cooperation)’이�는� 용어�� ���� 있다.� 이는� 원조�는� 단어가� �는� 일방적·시�적�

가� 있다.� ���� ���� ��들�� ��� �해� ��들의� ���� �자인��� 사�한� 의류

이�지�� ��하기� �하여� 제�된� 용어이다.� 개발도상국�� 발��� 선진국��� ��된�

�� �들어� ����� ��하고� ���� ��한다고� 가정하자.�

자��� 기�만��� 해��� �� 있는� 것이� ���도� 원조�는� 단어�� 인해� 선진국�� 지�

� � ���� �� 의류�� 생산하�� 개발도��� �조� 공�� ��자들이� �대�� �� ���� ���

원만이� 개발도상국�� 발��� 가��� �� 있다는� ���� �어�� �� 있기� 때문이다.� 개발

못하고�� ��� 인해� 공�� ��자의� �이들이� �대�� �� ���� ��� 못한다�� 어��� ��

도상국이� 가지�� 있는� ��한� 자원�� 발��� �한� �력�� ���� ‘원조’�는� 개��� 가려

것인가�� ��가� 해�하고� �어하�� 대��의� 문�들�� 이�� ��� ��� ���� 모순이

지기� 쉽다.� 이는� 발�� ��� 개발�� ��하는� �어� ‘Development’�� �해� 보다� 쉽�� 이

며�� ��한� ��� ���� ��� 있�� 실���� 같다.� ��� 실���� 가��� 자�고� �어�

해�� �� 있다.� Development는� 어원상� “��어�� 있�� 것� ��� �여� 있�� 것이� 드러나

문��� 해��다고� 말�� �� 없�이� ��한� 문��� 해�하�� ‘�� 하�의� ��한� 대안’��

�나� 풀어지다”�는� ���� 지��� 있다.� 이�� ��� ���� ��하여� 국제개발협력�� 주

사실�� ��하�� 어렵다.� ��가� ��하�� 대안�� 이��한다�� �것�� ���� �구��

��� 이� �래� 가지�� 있는� 역��� 강조하는� �����도� 원조가� ��� 국제개발협력이�

가�성이� 크다.� ��이� ��한� 공��의� 가��� 인�의� ���� 다�� ���� �해� 해��

��하다�� 강조�� �� 있다.�

하��� �도�� �� 조����� ���� 없다.� ��들이� 다��� 것�� ‘사�의� 삶’이�� 때문
이다.� 사������� 구축하고�� 생태계�� 조성하고�� ��다�� 이것�� 개발도�����
실�해� ��� �해��� ��개발��� ����� �� ��� ���� ��가� 요구�다�� 사실

��� 국제개발협력�� ����제�� 만남

�� �어��� 안� �� 것이다.

� � 사�적�제는� 한� 사��� �형적� 발��� �정적인� 역��� 하며� �향력�� 끼친다.� 지역
사��� ��한� 사�� ����� 제공하며�� ���� ���정�� 여러� 이해�사자��� 참여
시�� ���� ���� 향상시킨다.� �한� 장기� 실업자�� 장애인�� ��� �단� �� 사�적� 약자
��� �업���� 기����� 제공해� �업�� 지원����� 사�� ���� 기여하며�� 공정
무역(�air� �rade)� �� ��적� 실��� 주도해� 기업이� ��� 있는� ���� 참여하�� 만든다.
� 국제개발협력�� 주���� 사�적�제�� �정적� ���� ��하여� 이� �역�� 개발협력�
사업�� ��하며� 개발도상국�� 자�적� 지역발�� �형����� 가���� 인�하기� 시작
했다.� 가�한� 사���� ��자��� ��하는� ����� 사업�� ���� �제� 활동�� 주���
나�� �� 있도�� �는� 협동조�� 조��� 사업�� 사�� 문제� 해��� �한� ����� 역�� 강
�� 사업� �이� 그것이다.�
� � 국제개발협력� ��가� 시장(market)�� ��� 일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는� 그� 속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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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천 사례

국내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천사례
- 아름다운 커피_네팔
-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_네팔
- 굿네이버스_네팔
- 지구촌나눔운동_동티모르
- 성공회대학교_네팔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_동티모르
- 한동대학교_르완다
- 열매나눔인터네셔널_르완다
- 한국헬프에이지_미얀마
- 열매나눔인터내셔널_베트남
- 포스코1%나눔재단_인도네시아
- 굿네이버스_몽골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_중국
- 월드투게더_케냐
- 굿네이버스_타지키스탄
- 다일복지재단_캄보디아
- 캠프_필리핀

1-2. � 목적

1. � 아름다운� 커피� -네팔
네팔� ��� ��� ��지�� 기�지원� �� ���� ���� �한�
지���한� 지�개발� �� ���스� ��� 개발사업”��

▸커피가공기술�� 품질� ��� 교�으�� �품���� 품질개선�� 생�성� �� 부가가�� ����
기대하고�� ����� 대�으�� �� 공정��� 교�� �� ����� ��개�� 지원�� �정���
���� �대�� ��� 지�가��� 공정��� ���� �성�하�� ���� 가진다.

2013�� 1�� 1��터� 12�� 31��지�
네팔� ���� 1,208개� ��� 재�농��� 대상��� �진�� 민���� 사업

▸�근� ��� 정부�� ��� ��원으��� 커피� ���� ��하고� 있지만�� 커피�� ��� 생
�지�� ��� �부� 지��� ���� ��� 접근성�� ���� 기술�� 부��� 커피���� 복
��� ��구��� ��움으�� ������� ��다�� ���� 가�다�지� 못했다.� 아름
다운가�� 공정����부� (아름다운커피)�� 2006�부�� ��� �부� 굴미(Gulmi)지��
생������� �접� ���� ��� ���가�� ��하�� ���왔�� ��구��� 개선
하고�� ��� ��� 생������ �정��� ��원� �� ��� ������ �공하여� 왔다.
▸������ ���� ��� ��구�가� 굴미� 지��� ���� 근원�� ���고� 보고�� 공정
���� 가���개�� 접근�� ��� ������ 개척하고� �정��� ��원�� �보하여�
지�가��� 가��� ��하고�� 하였다.� 생�� �� 가공���� 구�하고� 커피품질��� 교
��� ��� 커피�� 생�성� �� 부가가��� ��하고�� 하였으며�� 지������� 구성하

1-1. � 현황

고� 교��� �하여� 생����� ���� �� ���� ������ ���� 하였다.�

▸ 개요
네팔

사�적� 목적

분야

농업

대상층

농민

�)� ��� 개선�� ��� ����� (povert��
reduction)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coffee.org/

수혜국

� ▸ 연혁

2)����� �� 교��� ��� ��� ���
��� (capa�ilitie�)� �� 하�� ���� ��
��� ���� 대�� ��� 부여
3)공정��� 교��� ��� 생���
������ (empowerment)

2012

네팔��� ���상� ����� 시작

2013

네팔� �정��� ��� ����� 한국,� ��� �수����� 진행

2015

������� 네팔� ��� ���스� 플랫폼(네팔센터�� 개소

2016

네팔� 대지진� 사��� ��� �� 사회적,� ��적� 지원� 국�� 컨퍼런스
��� �정���� �� 네팔� 지진� 1주기� Coffee� for� �epal� 행사� 진행�
네팔� 지진� 1주기� Coffee� for� �epal� ��� �시�
네팔� 지진� 1주기,� 네팔� ��자� ��� ����� 진행

��적� 목적
�)� 생�� �� 가공� ��� 구��� ���
�품��� 부가가�� ��� (addin�� value)
2)� 커피� 품질� 개선�� ��� ��� ���
�대� (income)
3)� ��� 개척� �� ��� �성�� (network)

1-3. � 주요� 사업
�� ������ 정보교��� ��� ��진�� 도움
�� 구����� 생�지� 정보�공� �� ��� 가���� ��� ��� 개척

1-4. � 추진체계

▸아름다운� 커피�� 개���기�� KOICA�� 지원��� 아름다운커피� ����으�� 구성된
다.�

22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 16 -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 17 -

23

▸��다����� ��하�� ����� ���������� ��지�� ������ 수���
가��� �� ����� 교육을� 제�하고� ����� 교육� �� ��을� ��� 지원한다�� 또한�
����� ������ �한� �����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가�� �� 시장���� �한�

2.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 네팔

�용을� 교육한다�� ��고� ��������� ��을� 지원하고� ����� 필�한� 필수장

네팔�� ������� 지역�� 수�� ������ ���� ������ �������

��� 지원한다��

거주지역이다.이� 지역�� 대부분�� 사���� �정�이�� 정기��� �거��� 부재��
��� �금��� ����� ��� 있다.� ��� 여성�� ��� 여성� ���� 대�� �식�
����� ��� �자��� ����� �� �� ����� ��� 있다.

1-5. � 결과

▸�� 사업�� �지��교육을� ��� ��� ����가�� 양성하였다�� ����이� 국제시장

���위���지������ 이��� ����� ��� 있�� ����� 지역여성���
대상��� 제과제빵� 기술교육� �� ����기����� �이���페� �식��

�� ����을� 이�하고� ��� �� ��� ��� ���� ����� ����가� 이��� 수�

사회�기업�� 설립했다.

��� 했다�� 또한�� ��� 지��� ��������� ���상�� 필�한� 필수장��� 마을
����을� ��� ������ ����을� 지원�� 수� ��� 되었고�� � ������ ���
����� ��� 수�을� ��하��� ��이� 됐다�� 또한� 장�� ��� ���� ��� 사업지
�가�성을� ��하였고� 상���� �가가�� 상승�� ��성� 증가�� ���� ��� ��� ���
�제�� ��� �성�� 하�� ���� �� �수���� 사��� 포용�� ��� ��� ��� �� 지
����� 사��� ��� �성을� 이룩했다��

2-1.
▸개요

현황

수혜국

네팔

분야

제조업�� 기술교육

대상층

��� 여성�� 여성��� �� ����� 청년여성

재정지원

개���기�� KOICA�� 지원금과� ������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dorundorun.org/

� ▸연혁
2012.10~

네팔� 여성기술교육��� 봉제교육(��이재�� 지원)

2013.02.24

네팔� 여성기술����� 개소식

2015.01~

'네팔� ��여성� 소��대�� 위�� 제과제빵교육'� 운영

2015.0�.0�� 네팔� 사회복지위원회(SWC)�� ��� ��O� "���위���지� 네팔"�
등록.
2015.0�.11� � 네팔� ��� �이��� �페� 오픈
2015.1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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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
�01�.01� ��

2-4. � 추진체계

��� 취��층� 여성�� �한� ���� ��� �� 운영

▸투입� 자��� ���력��� KOICA�� ����� 두�두��� 자�자���� 구성되며�� 이�

�01�.05.�5� � ��� ��� �이��� ���� 오픈(����� 지역)�

자��� ����� ���� ��교육� �� ��교육�� 실시하고�� 실������ ��� �� 운
��� 제�제빵� ��자� 배출�� �한� ��� �� ��� ���� 자�이� 투입된다.

2-2.

목적

▸���� ����� 가�� ���지� ��� �가� ��� 하���� 정쟁�� 갈등�� 지��� �치�
등��� 인해� ��이� 늦어졌다.� ��� 1994�� 이�� 10여� ��� 이어진� ����� 인한�
정치�� 불�정�� ��� 인구�� 30%가� 최빈층�� 45%가� ������� 빈�한� 지표��

2-5. � 결과

▸제�제빵� ��교육�� �하여� 교육� 수혜자� ���� �� ����� 30%� �가시�� 교육참
가� 여성��� ���대�� 30%� 달성�� 실������� ���� ��교육�� 실��� 수� 있

가져왔다.� 다�� �아�아� �가��� �해� ��� 여성�� ��� ����� ����� 불구하

�� ����� 구축�� ��교육�� 실������ �� �0%� 이상�� 수���� 배출�� 80%�

고� �등교육� �� ��� �여� ����� ��� �� 성�가� ����� ����인구�� ��

이상�� 교육����� 이끌어��� ���� 두었다.� ���고��� ���� 제�제빵� 교육

75%가� 여성이다.� ������ 수�� ������ ��한� ������ ��빈민��� 거주

��� ��하였고� 1회�� 제�제빵� ��� 교육� �정�� 180시��� 걸�� 실시하였다.� 13

지역��� ���� 빈��층� ��� 아��� 소수민족�� 여성�� 한부�� 가정� 등�� 다양한� 취

��� 교육�� �� 11�이� 수�하여� 84.6%�� 수���� 달성하였다.� 제�제빵� 교육���

��층이� 거주하고있다.� 이� 지역�� 대부��� 사���� 정기�인� ����� 부재�� ���

제빵강사�� 행정담당�� 강사��� �� 3��� �력�� 채용하였다.�

����� 어���� �고� 있다.� 여성�� ��� 여성� 인��� 대한� ��한� 인���� 인해
대부��� 기���부�� ���고� 있다.

▸여성��� ���� ��교육�� ��� �제력� 강��� �고� �정적� ���출�� ��� ���
������� 사회적·�제적� �적�� 달성��� ��� ���� ��한� �제�� 여성� 고용차

▸아�아�민��지������ 이�한� ���� ��하기� �해� ����� 지역여성��� 대

��� ���� 주었다.� �한� �� ������ 제�제빵� ������ ��� ����� ���

���� ����� 기�교육� �� ����기����� �이����� ���� 사��기���

��여성� ��강��� 사회적��� ��� �� 고용�� �한� ����� �제적� 자��� 한걸

��하고�� 한다.� 이�� �해� 여성��� 역����� �정�인� ����� ��하여�

�� 다가갔다.� 여성� ����� �� ��되고� 있�� ���� ��적��� ����� 수혜대상

���s� �oal1.� �대빈��� 기아퇴치�� �oal3.� 성� �등�� 여����� 이�지하�� �이�

��� �정하��� ��� ��� 성� 차��제�� ��시���� 고용차�� ��� �� 여성자력

목표이다.

��� 이끌어냈다.� ��� 여성��� ���� �� �제자���� ��하�� �� �� ���� 했
다.�

사�적� 목적

��적� 목적

사��� ��� ��� (inclusion)

소�� �대� (income)

��기�교육� (capabilities)�� 교육

고������ (jobs)

여성� 역���� (empowerment)

지역��� �성�� (economic� vitalization)

2-3. 주요� 사업
�� 취�교육�� ��교육�� �하여� 기�인��� 양성
�� �어����� ���� ����기��� ��하여� 교육� 이수���� 고��� ��하�� 사
��� 진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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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t�� 사업�� ��� ���� ������ ��한� �초�� 활용��� 유통�� 가공��

3. � 굿네이버스� -네팔

가공� �� ���� �초산업�� ��� ����� 산����� 시��향�� 생산활동� ��� ��
�가�� 안���� ��� �출�� 보��는� 사업이다.� ���으�� 사���업� ���� 통��
��� ����� ��� �� 시����� ���으�� 돕는다.� 이�� 통��� 산������ 시
��향�� 생산활동�� 통�� ����� ���� 이��� �� 있으며�� ���으�� �가�� 안
���� ����가� 이��� 것이다.� 이���� 산업��시�� 확보�� �용�출��� �� 다
������ ����� �가가��� ��� �� 있다.

사�적� 목적
사��� ��� �용� (Inclusion)
������� (Capabilites)

3-1. � 현황

생산�� �파���� (Empowerment)

▸개요

��가�한� ��� (Sustainability)

국가

��� �� 무구�� 훔라지역

분야

농업

대상층

무구�� 훔라지역� 주민

재정지원

�O���� 지원금� /� ��이��� ���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hiumherb.com/kor/h-plant/

� ▸연혁

��적� 목적
시��향�� 생산활동�� ����� ����
통한� ��� ��� (Income)
�용�출��� (Jobs)
안��� ���� ��� (Network)
���� ��시�� 확보� (Infrastructure)

3-3. � 주요� 사업

▸허브�� 허브� 추출액�� 오일�� 파우더�� ��� ��� 가공품�� 납품한다.

▸���� 가공�� ����� 향초�� ����� 용품�� ��보�� �품� ��� ����� 사용됨
허브

허브 오일

향초

비누

2013.05.30. ��� �� plant� �업� 실시
2013.06.

�업전�� ��� �� 지역��� �전��� (6개�� 소요)

2014.03.

��� ���� �� �정�� ���� 설�� (1�� 3개�� 소요)

2014.09.09. ��� ���� ���치� 설치
2015.06.

��개�� �� ��시�� ��� (1�� 3개�� 소요)

3-2. 목적

▸��� 무구�� 훔라� 지역�� ���� 75개� �정구역� �� �빈곤층��� 구분��� 지역이다.�
이� 지역�� ��� 주민��� 주�� ���� ����� ���� ��� 소��� ��고� 있다.� 그
��� 불���� ��� 구��� ��상���� ��� �� ���� ����� ��� ��라�� 천
�� 원재�� ����� 역�이� ���고� 있다.� ��� 무구�� 훔라� 지역�� �하�� 빈곤지역임
��� 불구하고�� 정�가� 주�하�� 개��업이� ��� 전무하며�� 지��� ���이� ��� 개
�� NGO�� 개�� ��� ����� �고� 있�� 상황이다.� 지역�� ���� 자원�� �����
이��� 자���� 개��� 이���� ��이� ���� 상황이다.� �라�� ���� �����
�업�� �지�� 개������ 소���� �� 지역��개��� �구�야�� �요�이�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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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무구�� ��� 지��� 대�� ���설� ���� ��� ����� ����� �� ����

3-4. � 추진체계

창출��� ���� �� 있었다.
▸소득증대�� ��� ��3� ���� 소득� 창출

��� �� ������ ��� 추진체계

�� 고용창출�� �지�원� 13�� 고용(행��원� �� ���출�원� 포함)
�� 교육훈련�� ���출�설� ��� 교육�� ����� �� ��� 교육�� ��� ��� ��� ��� ��
진행
�� �지� ���� 구축�� 창고� 2�소� 건축�� ���출�설� 설치�� ��� ��� ��� 지원� �� 노
�� 지원

▸�정지원으��� 개�����인� KOICA�� 지원��� ������ ���� ����으��
구성된다.� ������ ���� ������ ���업�� 수익성� 분석�� 가치사슬� 조사�� 사
업��� 수립�� ������� ��� 쓰인다.� KOICA�� 지원��� ������� 구축�� 정보
시��� 구축�� 해�� ���� �립�� �한� ���� �립� ��� 쓰인다.
▸��� 지원� ����� ������ ���� �가� ������ 공급분석�� 시장수요분석�� 사
업수익성분석�� 가치사슬분석�� 사업환경분석�� �구조사� ��� �해� 사업성�� 조사� �� 사
���업인� ‘��� �� plant’�� 지원한다.� �한� ��� �� plant�� 사���업� ��� �� 해
��보��� ������ ��� ��� ���� 지원�� 경���� 교�� �� 다�한� 지원�� 하
�� 있다.

3-5. � 결과

▸����a�� C�a�la�� �a�la�a�ta�� ��l��an��l� 조�� 교�� ��가� 건축되었으며�� 조���� 교
�� �한� ���� ���지�� 있다.� ����� ��� ��� ����� 교��� ���� 원�� 납
��� 1�� ����� �시�� ��� ���인� �장��� ���� ��� ��� �� 가공� 납���
��� ���지�� 있다.
▸��분� 원��� ����� ��되�� 있�� ���� ���업�� ���� 가공���� 개입함
으��� ���인��� ���하�� �하�� ���� ������ 공�하�� 분��� 수� 있었
30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 24 -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 25 -

31

�사대�� 영어� �� ����� ��회� 개최

4. 지구촌나눔운동� -동티모르

�무��� 마을�� ���행� 지원식� 실시
2012.06.

�지� 사�� ��� ��� 열림

2012.07.

���마을� 공공사업지원식

2012.08.

�사대�� 영어���수� 프로그램� 수료식

2012.09.
2013.01.

�사대�� 영어•���실� 수료식�� 진행
�� ��� ���� 독��� 대회
����� 사업�� 시무식
영어•��� �사���� 개강

2013.04.

�도서관� 8�� 개관

4-1. � 현황

2013.05.

�도서관� 9�� 개관

▸ 개요

2013.06.

��� ��� �료��� 실시
����� 사업�� 공공지원사업� 개시

국가

동티모르

2013.11.

제2회� 마을지도�� ��강�� ���� 개최

분야

농업�� 교육

2013.03.

����� 마을� 1개� 그�� 대�� ���행� �료��식� 개최

대상층

농민�� 교사�� 학생
������� 지�����동� ���� 자체� 자금�� 농우바이오�� 영농자문��
삼성꿈장학재단
http://www.gcs.or.kr/gcs/mobile/index.asp

2014.05.

제� 1회� 독서장려프로그램

2014.07.

로�로� 마을� 1개� 그�� 대�� ���행� �료��식� 개최

재정지원
홈페이지

� ▸ 연혁

�동��사업� ���� 체결.

2005.09.

시���� 조성��지� 조사.

2005.11.

��문��� 우�� 시���� ��� �� 발송.

2009.01.

대�민국� ���� ���사단� ���� ��원�� 페���� 벽화그림.

2009.09.

테뚬어�� 영어교실.

2009.10.

가���� 접종

2009.11.

���� ���� ��� 그림�� 개최.

2010.01.

대사�� 단��사단� 예·체�� 교육� �� ���동�� 펼침.

2011.11.

가���� �가� 워크숍� 개최

2012.04.
2012.05.

���� 마을� 1개� 그�� 대�� ���행� 대��� 수여식� 개최
2014.09.

���� ��� ���� 날�� 기�� ����� �� ��수업� 실시
������� 개보수사업� �공식� 진행

2005.08.

2012.01.

32

����� 마을� ����행� 지원식

2014.10.

���� 마을� ���행� 2�� 지원� ��� 대�� 사�� ����� 실시

2015.01.

����� 개보수� �공식� 진행

2015.06.

������� �강� ��� ���� 그�� ���� 체결

2016.01.

��대�사업� ��결�� 보고
������� ��� 사업� 시작

2016.06.

�무��� 마을� 사���� ����공�� 개관식

2017.06.

독서장려프로그램

4-2.

목적�

▸��적�� ��원�� ��� 지��� ���대�� ��� 수��� ��을� 제공하여� �대����

지�개발지�자� 워크숍
자��� 지원�이� 열림

기����� 기여하며�� 지�� �� ���� �� ��시�고� ����을� 개선하며�� ��� 그��

�스��스� 지�� 꿈� ���이� 열림
LG디스플레이�� 오���� ��� ���� 가���� 지원시작
��모� ����사업� ���� 열림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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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 가��도�� 지원��는� ��이� 있다.

육�� ��� 자기계��� ��� 농축산업기술�� 지�개��� ��성과� 실행방법�� 공�체� 훈

� � 가축은행� �� �농지원을� 통�� 가계�� 소�증대�� ��� ���� ��이� 있지�� 가축은

�� 등�� 배웁니다.� 교육� �� 수료���� 마��� ��가� ��조�� �� ����리� 조직

행�� 가축��자금� 지원을� �을� �� 있는� 가계�� 기�은� ��을� 50%이�� �은� ���

�� ��� 마�개�� ���� 진행하�� ���� ��한� ���� ��� �기� �니���� 진행

����� �다는� �� ��� 가계�� 사회,����� 기��� 대�� ���� 기�은� �시���

하고� 자��� 제공.

있지� 않다.

��

▸��지�자교육�� ��� 배운� 이��� 마�� �전�� ���� 수� ���� ���이� ����

사�적� 목적

��적� 목적

����� (capacit�� building)
��� ��� (participation)

기획하고� 제�한� ���� 마�개�사업�� 지원.

4-4. � 추진체계

소�� 증대� (income)

▸개��력기관� KOICA�� 지원금과� 지구���운�� ���� 자체� 자금�� 농��이��� 채

교육�� �� �� ����� (education)

���� �원� �� 영농자���� 구성되는데�� �성�장����� �� 사업�� 예산�� 지원한
다.� �력�� ���인� ���� �� 교육�와� ���� �� ��관� 운영� 관�� MOU�� 체결

4-3. � 주요� 사업

▸�도�� ���이� ������ ����� 스스�� ���� ������ ���� �� 있는� 계
기�� ����자� 소액대출,� �농지원� ��� 다��� 소�증대사업을� 진행.
▸���� ��대출을� 통�� �도�� ��가��� ���� 자�을� 돕는다.� 가축은행,� 싸이카/

하�� ��관� �지와� 관리인력(2명)�� 지원� 받는다.� ���� �� 농수산����는� 영농
교육�� �� 개�� �� 종자� 지원� 등�� �력이� 지원되고� ���� �� 축산과(농수산�� 내)와
�� 축산교육�� 백신접종�� 가축관리� 등��� �력�� 계획이다.�
▸가축�행� 사업��� 지�� 내� 농가�� 대상��� �� 20가��� 가축구�자금�� 지원

���이은행� �� 다��� 소액대출����을� ����� 농업,� 축산,� �업을� ��� 소규

(20~30마리� 가축� 지원)하고� 가축� 교배(�� 1회)� �� 백신접종(2회)�� �기� 가축점검(매

�� �자�을� ����� ���� 소�증대�� 이��� �� 있도�� 지원.

월)�� 축산교육(�� 2회� 이상� 수�자� 전원대상)�� 지원한다.� 실제�� 3개�� 다��� 사업

��

▸농업�산�� ��� �� ���물� 도�을� 통�� 소�증대�� ���� 시�농����� ���

기�� ��� 126� 가��� 대상��� 32회�� 축산교육�� 실시� 완료하였다.� 축사� 제�� ��
���� 가축� 사육�� 질병� �병� 시� 대�법�� 관한� 자가� �료� 실��� ��� 진행하였다.�)�

��농�� 대���� ��을� ����� 농업물자지원,� 농업교육,� ����� �� ��교육을�

�한� 영농지원사업��� 4개�� 시범농장운영� �� 시기�� 영농교육�� 실시하고� 시범농장

진행.

�� �� 2회� 공���� �� ��� 수확�� �매�� 실시한다.� 교육사업��는� 지�� 내� 교사(��

��

▸�축이� ��� �도�� ������ �축�� ���� ���을� ����� �축�� 금액을� 통
�� ���� �비�� �� 있도�� 소액�축� ����을� 진행.

25명)�� 대상��� ��강화교육�� 실시하고� 교육����� 보급하고�� ��지�� �교��
�����관� 건립하고�� ���� �� ��관�� 운영한다.� ����강화�� ��� 리�� 회
�� �� 워크숍�� 2개� 마��� 공공사업�� 지원한다.

��

▸����을� ��� ���� 자본이� �는� ��가�을� 대���� 비즈니스교육,� �업� 자본
금지원,� 사��니��을� 진행��� ��가��� 소�증대�� 도움.
��

▸�도�� ���이� 지����� �는� 마을기업,� ����� �을� ����� 소�을� 증대시
��� ����� ���� �� 있도�� 지원.

▸가축�행� 사업�� 결과�� 신�� 구�� 가축� 수가� ��� 20~30마리�� 2�� 3���� ��
40~60마리�� 신�� 구�� 가축� 수가� 증가하고� 교배지원�� ��� �가된� 가축� 수� �한�
��� �� 50~100마리가� 증가�� ���� 예상된다.� 백신접종� �� 가축점검�� ��� 질병
��� 인한� 가축�� 사��이� ��하고� 가축사육� �� �과�인� 관리�� 대한� 지���� ��

��

▸��� �도�� 마을� ��을� 이�기� ��� 지도자� ��교육�� 마을��사업을� 진행.
��

▸마을을� 대��는� ���을� 대���� 7�� 8���� ��교육을� �시��� ���은� 교
34

4-5.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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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력이� 강화된다.� 영농지원사업�� ��� 영농기술�� ��하고� 다양한� �배��
시������ �산�� 증대�� 가�� 내영양개선�� �매수��� �한� �제�� ��� ��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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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6개� �교� �� 시�교�� �� 교�� ���가� 보급된다.� 4개� �교�� �� 도���� 건립
되고� �교�로� 100여��� 기�도�� �� �리���� 보급된다.� �한� ����� 프로그
램�� 도��� ���� �� �리�� 교��� ��� 도��� ��� �� ��� ���� 강화한다.� 주

5. 성공회대학교� -네팔

���강화� 사업�� �하여� �� 4�� ��리더� ��� �� 워크숍�� 3��도� ���수�� 실
시하고� 2개� ��� 공공사업�� 실시하며� �� 4�� �리교�� �� 사업평가� 워크숍�� 실시
한다.� 실제로� 2011�� 공공지원사업� 실��� �한� 밑바탕작업(주�� 대�� 리더�� ���
등��� 2012�� 2개� 사업(바�로� �사�소� 개보수�� 소����� 공동양돈사업��� 2013��
3개� 사업(���� ��� 공동� 양계사업�� �������� 공동양계� 사업�� ����� ���
공동� 양돈사업�� 실시�� ��� 사업� 기�� 3개�� �� �� 5개�� 공공지원사업�� 실시� 완료
하였다.
▸� 가축�� ��사��� 감소�� ����� 가축사���� 강화�� 다양한� 작���� �� 판���
��� 참여� 가��� ��� �� $100�� �가� 소�� ���� 기대되고� ��� ��� ��� ���
지원�� 양��� �사� 제공�� �수리� 등� ����� ������ 개�되�� ��가� 기대된다.�
동���� 평�� ���� 기�� 15�� ��� 소��대� ��가� ���� �으로� 기대되고�� �한�
��지원사업� 참여� 가��� ��� ��� �급��� 10�� ���� �으로� 기대된다.10�� 도
��� ��� �� 지�� �� 아동�� ����� ��되고� 주�조�사업� �� 지�� �� 리더그룹
�� 주도�� 참여가� �가하�� ��가� 기대된다.� 실제로� 축산�� 공�원�� ��하�� 축산
교��� 대하여� 그룹� ����� 크�� ��하고� 있으며�� 가축� 사��� 하�� ����� 교

5-1. � 현황
▸개요
국가

��� 카트만두

분야

교육

대상층

��� 사회적�업� 종사자

재정지원

���C�� 지원�� /� 사업�자�자�� (성공회대학교��
㈜트래블블러스맵�� ㈜페�트�이�� �리�� ��� 컨소시엄)�

홈페이지

http://www.seacenternepal.com/index.php

�� ���� ��시���� �지�� 보��� �으로� ���� 보아�� ���으로� 가축� 사��
하�� ���� 대한� �보� ��� ���� 조성되었다.� 가축���� ��� ���� 지원�� 아
�� ��� ���� 가지�� ���� ���으로� 평가되고�� 축산� 교�� ��� 참여�� 축사� 제작�
등� 가축��� 사업� 시���� 주���� ��감�� ��� 강화�� 도��� 된� �으로� 판단된

▸연혁
2013.05.04.

다.

��� 카트만두� �.�.�� 센터(�ocial� �nterprise� �cti�ation� Center)�
개관

5-2. 목적

▸���� 2009-2010�� 1인�� GDP가� 467��� 정�인� �계� ��국� �� 하나이다.� 이러
�� �개��� 인하여�� ����� 물�� 실업률�� ��� ����� 등으�� 인�� 사회적� 소외
계층�� 소외지역�� 대�� ��이� 가�되�� 있다.� ���야� ���� �러�인� ���� 지리
적인� ��으�� 인하여� 관�자원�� 가��� 높으나�� 무역��� �리�� 상황이다.� ����
��� 수출품목�� 가�수공업� ��� 직물�� 수공예품�� ��물� 등이며�� 이러�� 수출품목등
�� 국제공정무역�� ��래� 상품이다.� 이러��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
����� �� 국제공정무역�� 공정관�� 사업� 등�� ��� �가가��� �출�� 수� 있�� 것
으�� 예측되었다.
▸��� �.�.�� 센터(�ocial� �nterprise� �cti�ation� Center)�� 사회적�업으�� �개�� 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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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 적�한� 공정무역�� 공정여행�� ���� ��에�� 사회적경제

▸�e����� academy

��� ���� �한� �지�� 역��화� �� ��� ���� ���� 추진되었다.� �한� 사회적

�� ����� ���� 이�지� 고��� ��� ����� 사업�� �성��� ��� ��� 사업� 실

경제� 생��� ���� ��� ��� �지에�� �지�� 교육�� ��� ��� 지원� ��� 이후에

시

�� 영�적�� ��� 사회� ���� ��이� �� ��� ��하�� 있다.

-� 디��� ������ 수업� �� ���� 수업�� 디�이�� 수업�� ��� 수업

▸��� S.E.�� 센터(Social� Enterprise� �cti�ation� Center)�� ��� �생산��이� 생산하
�� 수공���� ���� ��하�� 공정무역샵�� 지역사회���� ��������� 정보��
제공하�� 공정여행� 여행사�� 여행�이�� ��� �� ��교육�� 운영�� ��� �생���� 디
��� 역�� �화� ��� ���� 수행한다.

-� 디��� ����� �업���� ��� ���� ���� ��� �업� ���� 수�� �� 협력
▸MAP-Nepal
�� ��여행� �� ������ ��� ��� 여행사
� -� ����� 지�� ���� 여행� ��지� 개발

사�적� 목적

��적� 목적

사회적� ��� �용� (Inclusion)

���� ��� (Jobs)

여�� 역�� �화� (Capabilities)

��� ��� (Income)

��� ������ (Empowerment)

지����� �보� (Sustainability)

� -� 여행���� ���이� �� 다��� ��� ���� ��� ��� 지원
� -� 지����� ���� ��하�� ���� 진행

5-4. � 추진체계
��� �� ������ ��� 추진체계

5-3. � 주요� 사업
MITINI

MAP-Nepal

�e����� academy

▸Café MITINI
�� 사회적경제� ����� 여��에�� ����� 제공하며�� ���� ���화� ��화� �� 홍
보�� 한� ������ 제공한다.�
�� �원� 교육� �� 지역� 여��� �한� ����� 교육�� ������ ��� 교육�� ��� ��� 교
육�� ���� 사회적� ��� �� NGO�� ���� ��� 지역사���� �한� ��교육� 실시
�� NGO�� 사회적� ��� �� 사회적경제� ��� ��샵�� �한� ���실� 제공

▸��지원���� 개발협력���� KOICA�� 지원��� 사업��� ������� 구성된다.�
����� 지원��� ����� ������ 디��� ����� �� �� ���� ���� 쓰이

�� ���� ���화� 홍보

며�� ��여행� ����� 개발� �� ����� 사용된다.� 지원��� ��� �� ��� �� ���

▸S�op� MITINI

����� 투입된다.

�� 공정무역�� ��하�� ���� 공정� 무역� ����� ��화하�� ��� 상점
� �� ��� �에��� ���� 생산��� 지원

▸�.�.A� ���� ��� 수���� ����� ���� ��된� ����� ���� 판매하고�� 디
��� ������ ��� �� 이�� ��� 수����� ����� �� 판매하�� ���� 거친

� �� 디��� ����� ��생�� 제��� 상용화

다.� ��여행� ��� ��� �.�.A� ��� ���� 개발� �� 구축하며��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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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한다.� ��어� S.�.�� ��� ��� 카페� ���� ��� ��� ���� 추구한다.

6.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 동티모르

5-5. � 결과

▸����� ��� S.�.�� ���� ����� 카페,� 공���� Shop,� 재봉/���육�� �� 다
양한� ���� �육���� �공�� �� 있었다.� S.�.�� ���� ��� �� 8��� ��� ����
��� 3,500��� 달했으며,� 카페�� 공���� Shop�� ������ 12,400$�� 육박했
다.� 공���� ���� �카����� ��한� 재공� ��� �육� �� ���� �육�� ��� 공
���� ���이�� 양성� �한� 이루어졌다.�
▸공����� ��� ��� 공���� ��� �� ��� ���� ���� �공���� ����� 특
�� 다��� �성��� ���� �� 있었으며,� ���� ���� 도왔다.� �성� ��� ��� ��
���� ��� ���� 달성�� �� 있었다.� 공����� ���� ���� ���� ������
���이�� ��� ���� ���� ��� ���� 이�� �� 있었다.

6-1. � 현황
▸개요
국가

동티모르

분야

농업

대상층

농민

재정지원

�������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cidec.khu.kr/contents/projects.htm

6-2. 목적

▸동티모르��� 이��지�� �� �로���� ���정��� 자���� �한� ��� ���� 목
�로� ��� 있�� 모델로�� 생산자협동��� ��� 구축�� ����업� ����� 운영�� 그린
�가��� 운영�� �페티모르�� 운영�� ��� 동티모르� ��� ��� ��� �� ��� ����
����자� 한다.� ���정��� 자��� �로그�� �� 농민�이� 생산자� �그�� 가���
활동�� ��� 자���로� 생산� 활동�� �� ��� �� 있�� 가��� 그린��� �정��� 활
��� �� �페� 티모르�� 운영�� ��� ����� 목��� 이룬다.� 이�� ���� 생산자협
동��� ���� 구축��� ����업� ����� 운영� �� ������ 모델�� 구축���
���� 목���� ���� 맞춘다.� ��� �페티모르� 운영���� ���� �자�� ��� ��
��� ��활동�� ��� ‘윈-윈�� ������ 목�로� ���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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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목적

��적� 목적

�� 가공����� 파�먼트� 160��� 가공���� ��� ���� 48.5��� ���� 공정무
���� 수출했다.� ��� ������ ���� �해� ��� �� �� 2,500�� 달��� �출��

사��� �자� ��� (incl�sion)�

� �자리� 증대� (jobs)

달성했다.� � ��� ����� �성된� ����� 가���� ���� 가공�� �� ���� 가공

주민� 역량� 강화� ��� (c�p�bilities)�

� 그린�� 가공�� �한� 소�� 증대(income)

�� �� ����� ���� ���� ���� ��� 이�� 수출� �� ������ ����� 이루

생산자� ������ (empowerment)

� ��� ��� �� ��� 활성화(network)

��� ��� ��자��� 자립�� 이루�� 된다.� 사회적��� ��� ��� �� ��� ��가� 운
���� ������� ���� ��� ���� ����� ��� 사회적� �자��� ���� 보
�해�� 수� 있다.� ���� ����� ��� ��적� �적� 달성�� ���� �성� 임파워먼트

6-3. � 주요� 사업

�� 가공� �� 다�� �출��� ��� ���� ����� ����� 사회적,� ��적� �적� 달성

▸��대��� 국������구���� 한국YMCA�국���� 2013���� 2014��지�

�� ���� 임�트�� 해당된다.� �

동������ 커피공정무역�� 주민조직운동�� 사��기�� ���� ��한� 국������
가치사슬������� ������� 주요성과

사��� 추진하였다.� ‘사��기�� 피스커피’�� 커피� 생산��� ��� �� 동���� 국�� 소
��지� ����� 가�사�� ���� 구성하�� �민�� 소�� 증대� �� ������ �자리�
���� 시도하였다.� 커피� 생산지� 사메(��me)� 지역���� 생산자� 소그�� 구성� �� 운
영�� 지원하�� 커피� ���� ��시�고� 지역주민이� ���� 주���� 자립�� �� ���
역량�� 강화하였다.� �한� �도� 딜리(Dili)���� 공정무역커피� ����� 그린�가공��
�� ��� 운영�� ��� ���� ��하고� 지�가�한� ��� 역량�� 확보하였다.

6-4.

추진체계

▸����기�� KOICA�� 지원금�� YMCA� 동���� 자�자금��� 구성된다.� 이� 자금
�� ������ ��된� 생산자� 소그�� 구성� �� 소그��다� 가공��� 건립하고� 가공기
��� 구입하�� ��� 쓰인다.� 사��기�인� 피스커피��� 소그�� ����� 가공지원��
그린�가공�� 운영� 지원� �� �고시�확�� 지원�도� 자원이� 투입된다.
▸생산자� 소그��� 대한� 기술지원��� ���인� 커피� 생산이� 이��지고� 증가한� 생산량

▸ ��자� ����� 자립

�� ����� 공정무역� ��이� 활성화된다.� �민�이� 생산한� 커피�� 피스� 커피가� 생산
자소그���� MO�� ��� �� 2023��지� 가공된� ������ 구매하고�� 그린�� 가공
��� ��� 가공한� �� 한국YMCA�� 그린��� ��하�� 지�가�성�� 담보한다.� 피스
커피�� 그린�� 가공�� �� ������ 운영�� �한� ����� 지�가�한� 운영� ����
구축한다.

6-5. � 결과

▸���� ��� �� 커피재배� �가� 주민� 10~15��� 1�� 소그�� ���� �� 3�� �� 생산
자소그��� 구성하�� 자립�인� 생산활동�� 지원했다.� ��� 가공�� �� 한� 3��� 건립
한� �� 운영했다.� �지인� ��가�� 소그�� 구성원��� 커피재배�� 소그�� �� 가공�� 운
영�� 대한� �� 13��� 기술�� 이론�� �리� ���� �공� 했고� �� 329�이� 참가했다.� 그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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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립

7. 한동대학교-르완다

▸ ���� �� ���� 효과

7-1.
▸개요

현황

수혜국

르완다

분야

제조업�� 식품

대상층

저소득층

재정지원

개������ KOICA�� 지원금�� 한�대���� 자체자금
http://www.rzmanna.com
https://ko-kr.facebook.com/bakeryrzmanna

홈페이지

▸연혁
2013.06

개업

7-2. 목적

▸르완다�� 1994��� ��� ���� ����� ���� 현재� ������ 국가� ���� 가��
�르�� �제� ���� 이�하�� 있�� 국가이다.� ���� 르완다�� �제� ���� ����
�이� ��하�� 제조업� ��이� ���� ���� 실��으�� 르완다��이� �제� ��으��
�한� 체����� ���� ���� 구조다.� �� 40%�� �하�� 실업��� 르완다� ��� 안
정�� 위�하�� 있으며�� 대��� �업�다� 하���� ��한� 구��으�� ���� 제대��
�� �자��� 가�� 수� ��� 현실이다.� 또한�� ��� 위�� ��이� ��� 열악하다.� 개�� 위
��� 가�� ��이�� �� 수� 있�� ‘���� ��� ��� ���� ��이� �체�� 1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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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않는다.

�� ���� �� 있�� �고� ��� �해� �고����� ���� ���� 돕는다�� ��� 아니라��

▸한���교는� ��다�� 사��기업�� �립하�� ���층�� ���� 고용�� 창출하고��

��� 사�� 개���� ��하고� 있다�� 사��� ��� �동�� ����� ��� ��� 개선� 사

������ ���� �� 있는� ��� 개�� ���� 만�고자� 했다.� �교�� 기술� 전��� 쉽

��� ��하�� ��� ���� ��� ��� ���� 개선하고�� �� ���� �해� ���� 쓰레

고�� ��다�� 시�상��도� �� �는� ����� ��� ���� 사��기업�� ���� 40명

�� ��하고� ��� ����� 동참한다�� ��� 고��� ���� ��� 교�� ���� �해� 교

�� ��� 고용� 창출� �� 기술교육�� 사��기업�사�� ��� ����� ��� ��� ��� 개

�� 참����� ��� ����� ����� ����� 사��� ���� 해냈다��

선� 사업�� 실시한다.�

사�적� 목적

��적� 목적

사��� �자� �용� (inclusion)
�� �성� �� 빈곤층

�자�� ��� (jobs)
��� ���� �한� ���� 자립(income)

��� ��� ��� (capabilities)
�� 기업�� ��� 교육

��� 기업� 창업� �� 시�� 개척(business)

��� ������ (empowerment)

7-3. 주요� 사업
�� ��� 고용� 창출� �� 기술교육
�� 사��기업�사�� ��� ����� ��� ��� ��� 개선� 사업

7-4.

추진체계

▸투입자��� 개���기�� KOICA�� ����� 한���교�� 자�자���� 구성된다.�

▸�� 자��� ����� ��� 라즈만나(��� MANNA)�� ��� 기자�� �� ��� 구입�� ���
�� 인프라�� ��� ���� �� ��� ����� 투입되고�� ��� �� 사��기업� ��� �립�
�� 기업�� ��� 교육�도� 자��� 투입된다.

7-5. 결과

▸����� ��� 라즈만나(��� MANNA)� 1����는� 30명�� ��인�� 고용하였다.� 전
�� �고용인� �� 50�� �상�� 1인�� �NI� 기���� ��� 빈곤선($465)�상�� ����
��� �� 있도�� 도왔다.� �한� �고용자�� 30�� �상�� �성��� 고용하�� ��업� 부
�� �성� 고용�� 향상하였다.� 사��기업� ���� 기업�� ��� 교육��� 50명� �상��
��나� ������ ‘개��� �한� 기업�� ��� 교육�� ��한� �� ��� 1개�� ��� 기
업� 창업�� ��도�� 돕는다.� 기업�� 사��� ������는� 150�� 명�� ��부�� 아
���� ����� ��하고� 있고�� ���� 500�� 명�� ��한� ����� ���� ����
��하는� �도� ��하고� 있다.
▸����� ��� 라즈만나(��� MANNA)�� 자립� 기��� ��하�� 사��기업���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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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강화�� 가�� 소배분사업�� �확� �� ��관�� �� 창고운영�� 관

8. 열매나눔인터내셔널-르완다

���� 확충�� �가� 농업�보�� ��� ��� �진하고� 있다.
▸�매��������� ��다� �부가� �진하고� 있�� 사업��과� �가���� 부합하��
사업�� ��다� 가���� ����� 진행하고� 있다.� ������ 농업기술훈련�� �한� 농
업���� 증가�� �확� �� ��관�� ��강화�� ����강화�� �한� ���� ��가��
증대�� 협동조합� 운영제�� �선�� �한� 농업공동�� 강화사업이다.
▸�매��������� 2014��� ���� 사업�� ��� 가���� ������ 사업�� 위
한� 기����� 마련하였다.� 2015��부��� 가���� ���� C������ 협동조합과
�� �대�� ��� 협동조합� 운영교육�� 농업기술교육�� 농���� 보관·가공�� 위한� ���
기술교육� ��� ����고� 있다.� 2017���� 기�� ���이�� ����� 사업��� 선

8-1.

���� ��� ���� �업훈련���� ����� 있다.

현황

▸가���� ��� 농가�� ����� 소�증대�� ��하기� 위�� “농��� ��� �� 보관� ��

▸개요

가공� �� ��� �� 판매”�� 이��� ����� 농업� 가�사�� 강화�� ���� �고� 다�과�

국가

르�다� 가헹게리

분야

교육�� 마이크로파이낸스(마이크로크레딧)�� ���� 구축

대상층

르�다� 가헹게리� ��민� �� 농민

재정지원

��I��� 지원금� /� ����재�� 자체지원금

홈페이지

http://www.myi.or.kr/

��� �부사업�� 진행한다.

사�적� 목적
사����� ��� (Inclusion)
��기술교육� (Capabilities)

▸연혁

���� ������ (Empowerment)
��가�한� ��� (Sustainability)

2013.

르�다� 가헹게리� 지�� 농가��� 증대사업� 실시

2014.

��I��� 민��체지원� 사업� 선정� �� �년�� 사업� 실시

2015.

다년�� 사업� 실시� �� 지�가��� 사업�� ��� 목표설정

2017.08.

��P� �업���터� �축� 시공

8-2.

���� 증대�� �한� 소�증대� (Income)
�선�� 기���� 확보� (Infrastructure)
���조� �선��� ������ 강화

주요� 사업

▸농업기술훈련

�� 농부훈련학교(Farmers� Fiel�� Sc�ool�� 이하� FFS)�� ��� 가���� ��� 농부����

목적

▸르�다� 정부는� ‘��개�� �� ����� 전략(EDPRS)’�� 2008년부터� 2012년�� 이르기
�지� 시행��� 농�개��� ������ 국가개��� ��� 중��� ��로� ��� 농업생산
��� 증대� 농산�� ���� 강화�� 시����� ��� ��� ��� �부목표�� 설정��� 사
업�� 진행해왔다.� 2013년부터는“�� 2�� ��개�� �� ����� 전략(EDPRSII)”�� 수립

48

8-3.

��적� 목적

�� �배���� 옥��� 농사�� ��부�� �확� �� ��� 관���� ����� 옥��� 농사
�� �대�� 농업기술훈련�� 제공한다.� �과���� 농부��� 농업� ����� 확보하고� 옥
���� �위� ���� ����� 증대��고�� 한다.
▸옥��� ��� �� 비료� 대�� 사업

��� 2018년�지� “지���� ����는� 농�지��� �지사��� 개선�� 농업생산�� 증

�� ���기�� �이� ��� 옥��� 농사�� 짓�� �하�� 농부���� 옥��� ���� 비료

대�� ���구축� �� 시���화�� ��� 농가�� ����� 기�� �공�� ��� �����

�� 대��� ��� 사업�� 진행한다.� ���� 비료�� 대�� ��� 농부��� 농부훈련학교��

분야�� �전�� �해� 이루어진다.”는� ��� 목표로� �진� 중이다.� �재� 르�다� 농업부는�

��� ��한� 농업훈련기술�� 사�하�� 옥��� 농사�� 짓고�� ��한� �확��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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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 수���� ��하�� ��� 수�으�� 대���� 상환하며�� 상환된� 대
���� 다시� 다�� 종자�� ��� 구��� ��� 사용된다.

8-4. � 추진체계

▸���� �� ��구� 지원

���� ����� ��� ��� 추진체계

�� ��게�� 지�� ����� 주�� ���� �지�� �사�� 지어왔다.� ���� 건��� 아니
�� ������ �� 공��� 보다� 원�하게� 하�� ��� ������ 지원하며� ���� ���
������ 보�하�� ��하게� 건조�� 수� 있��� 건조용� �대�� 지원한다.� �� �� 건
조한� �수수�� ���� 탈�시��� 하��� 이���� �으�� ��이� 작업�다�� 사업지
원�� ��� �이� 탈���� ���� 작�되�� 탈����� 사용하�� ��하게� �수수� 탈
�� 작업�� �� 수� 있게� 되었다.
▸�수수� ��� 사업
�� �수수� ��사업�� ��게�� 지�� ������� �수수�� 공정한� 시장���� 구�한�
��� 시장���� ���� ��� �장� ��한� ���� ��하�� ���� �정��� ����
��� ���� 제공한다.� 구�한� �수수�� 창고�� 저장�� 보관하�� ��이� ��� �� 대규
모� ��상��게� ��� ��� �수수� ���� �공하�� ��되며� 이�� ��� ��한� 수익
으�� 다�� 수�� ��� �� ��� ����� �수수�� 구��� 수� 있게된다.
▸���� 구축
�� ��창고�� ��� ��게�� �� ������� ��조��� ��� �수수� 저장� 창고(350��
규모�� �� �수수� 건조장�� 건축하였으며�� 제���� 구�된� �수수� �공��� 구축하였
다.� �한� �아� ���� 사업�� �환으�� 2017�� 8��� ���� �업����� 건축�� 시작
하�� 2018�� 2�� �공�� ��고� 있다.� ����� ��� 창고(��� �� 종자�� ��� 보
관��� 건조장(걸이식��� 교육장�� ���� �� ��구� 보관� 창고�� ��� 사무실�� 주차장�� 화장
실�� 주�� �이� ��어�� 예정이다.

▸�정지����� 개발협력기�인� KOICA�� 지�금�� ����� 자체자금��� 구성된다.�
KOICA�� 지�금�� ����� 개선협력�� ����� 등�� 쓰이며�� ������ 자체자금
�� ����자� 선발� �� 파견�� �지운영��� 선발�� �지��� �� ������ 계약�� ����
운영� (�산���� ���� 등)�� ���� 운영� (창고�� 기계�� 운���� 등)�� ��다� 지방정부
�� 협력체계� 구��� ��� 쓰인다.� 이���� COO�A�� 협�조합� �한� ��기����
�� ��� �� ����� ��자� 선정�� �설� 설치부지�� 운영인력� ���� 투입된다.
▸��기�� ��된� 조합�� 배출�� ������ �자� 보급�� �기구��� ���배�� ����
��생산성�� 증대한다.� ����기�� ��된� 조합�� 양성�� ���조� �� ���� 설치��
����� �� ����� 운영�� ������ 구성��� ����� �� ��구조�� 강화한다.�
협�조합운영���� ���고� ��운� 조합� 조�구성�� 조합운영� ����� �����
�� �� 조��인� 협�조합�� 형성한다.�

8-5. 결과

▸��생산성� 증대�� ��� ��� 이�� 조합�� ��� 1.2����� 생산�� �� �0�� 증대�� ���
����� 증대�� ��� ��� �� ����� ��� 증대�� 이루어졌다.� ������ 구성��
��� ����체계�� 구���� ���� 100�� ���고� ��000�000���� ��이� 창출
된다.� ��� �� ��기����� ����기���� �� 300명(�성� 120명� 이상)�� 조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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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었��� 2015�� ��� ���� �아� �정� 인�� ����� 농업기술

9. 한국헬프에이지-미얀마

�련�� ����기술�련�� 실시되었다.� �
▸자����� 구성�� ������ �� 구성��의� ���� ��하고� ���� 정�정��� 일

미얀마� �곤���� ����� �축�� ��� ���대와� 홈케어사업

치하�� ���� ����� 진행하였다.� ��� 통�� �업� ��의� 주인의식(Ownership)��

�국���이지�� 2003�� 10���� �재�지� �교�상��� 지원�� �아� �아���

정�정��의� 일치성(Alignment)�� 확�하�� �업��� ����� ���� 정��� 지속

협력사업(�OK�A��A�� Cooperat�o�� Project)�� ����� 미얀마�� �곤����

���� �업�� 진행�� ���� �� �� 있�� 기��� 마련했다.

대상��� 홈케어사업�� ������ 수행��� 있다.

▸농업기술�련�� ��� ������ 다시� ��지���� �아�� 주�� ������� ���
���� ��하��� ��하고� 있�� �련���� ���� ��� ���� 아니�� �련�� 통
�� ��� �����지� 지식�� 기술�� ���� �� 있�� ���� 구축되었다.� ��� 아니
�� ����� ���의� ����� ���� 주�� ���� 설정하고�� ������� ����
통�� 자��� �업� 지속� ����� 확보�� 주�� 시�� �� 금�기��의� ���� 통�� 자금
�통��� 확보�� 지�정��의� ���� ����� 확��� 통�� ���� �정성� 확보� �의�
��의� �업지속��� ���� 구축하고� 있다.�

9-1.

현황

▸개요
수혜국

미얀마

분야

�� �기�교육사업� (���� 재배�� 가축사육)�
�� ���대사업� (쌀은행�� 전기발전기�� ��대�� 사업)�
�� 보���� 교육사업� (보���� 교육)�
�� 재�대�� 교육사업� (��� 교육)�

대상층

아야와디(A�e�arwa��)�� 만달레이(�a��ala�)� �� 양곤(�a�go�)�
지�� ���

재정지원

�교�상��� 지원�� �아� �아��� 협력사업(�OK�A��A��
Cooperat�o�� Project)�� ����� 수행.
�발협력기��� KOICA가� 사업��� 지원.

홈페이지

http://www.helpage.or.kr/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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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10�의� 소�증��원��� 구성하였다.� �� �원��� 사업�� ��하고� 사업계획
�� �성하였고� �� 30명�� 자�모임� �원� 총� 300명�� 참석하였다.� ��� 10�� 마��

9-2. 목적

▸��� 미얀�� 농��� 노인�� 70%� 이�이� 농���� ���� 이��고� 있다.� ���� �

�� 110명의� �원에�� 소����� 지원하였고,� 10�� ��자�모임�� �� 실�에� ���
공�수�사업� ��� �� 수행하였다.� 2011�� 4�� 기준� ��� 자�모임� ���원� 548명

��� 농지수율�� 농��� ���� 하락�� 노인�� ��� 제한�� ��� 홍수�� ������ ���

�� 가입했다.� 10�� 마�� �� 7�� �기��기� �� 3�� �� �행� ���� 완료하였으며,7

�� 시�� ��성� �려���� 인�� ���인� ���동�� 못하고� 있다.� �한� ��� 응급

�� 기준� 총� 10�� 마�� �� 100명의� ���� ��으�� 소���� 실시하고� 총100명의�

��에� ��하지� 못하�� ��한� ��에� 맞닥뜨려있다.� �이����지��� 조�에� 따

���원에�� 소�증�사업� 교육� 실시하였다.� 8�� 기준,� 총� 100명의��에�� 100명

��� 노인�� 74%�� 지��� ��� ����� ��필요�� 있다고� 답했다.� ����� 노인

의� 자원봉사자가� ������� 제공하였고� 총� 200명의� ���원� �� ���� 자원봉사

이� 영양에� �한� 지�이�� 자�� ���� �� ��� ���에� �한� ���� �하고� 있지� 못

자�� ��으�� 기�� 보건건강교육�� 실시하였다.

하�� ��에� 노인�� ���제�� ����� ��이� 필요했다.

▸따��� 이� ���� ������ ���모��� ����� 미얀��� ���� ���� ��에�
맞�� 모��� ��하�� 양곤�� �따��� 인�인� 지�에�� 시����� 수행하였고�� 미얀
��� �지�에�� ������� ��하�� 양곤�� 빠테인�� ���� �� 25��� 지�에�지�
��하�� 시행하였다.

▸한국헬프에이지�� �� ���� ���� ����� 미얀��� �곤노인��� �한� 노인공동
�인� 자조모임� 지����� 2007�� 5���� �테인� 지�에�� ��하�� �� 2008�� 5
�� �이���� ��이� 미얀��� ��자� 미얀��지��� �인하에� 국제헬프에이지
(�elpA�e� International)�� �지� �����인� YMCA�� ��� �이��� ��지���
�하�� 양곤과이���� 지�에�� �급���동�� 수행했다.� �� 이�� 국제헬프에이지��
이� 지�에�� ��� ������ ��하고� 있다.

사�적� 목적
노인� ��� ��� 효과� (health)
노인� �제� 인�� 제고� 효과� ��
자����동� �성�� 효과�
(empowerment)

��적� 목적

9-4. � 추진체계

▸��협�기��� KOICA가� 사업��� 지원하고,� 사업��� 모���� �� 평가하였다.� 필
�시� ���의� 협��� 중재하였다.
▸�����지�가� 사업� 진행�� 총괄하고,� ��� 사업� �� ��� �련하�� KOICA에� 보고
하고,� 사업� �련� 가������ 제공하였다.�
▸��� 수원�에�� 지�� ��� 기��의� 사업� �련� 업�� 협의,� �지� 사업� ��� �계� ��
진행,� 행사�� �련� 교육/봉사� ��� 섭외,� 수�� ��� 사업� ��� �기� 교육� �� 자�� 운
�� 점검,� 사업�� ��� ��� �� 보고,� �� 사업� ����� �� �보� 활�� 진행,� 수�자� 만
��� �사� �� 모���� 평가� ��� 지원하였다.

9-5. 결과

▸��� 기�가� 제�되�� 있�� ��의� 빈곤� ��에�� 소����� 지원하고� ��� 바탕으

노인� �곤� ��� 효과� (income)

�� 소�모사업�� 운�하�� 소��� 증��� 수� 있��� 교육�� 실행하고� 지원�으���

노인� 자조모임�� ������ ����
지���� 효과(sustainability)

���� �� 가�의� 빈곤�소에� ���� 되었다.

▸��자�모임� 중�으�� 사업�� 진행되고� ��건강에� ��� ���� ���에� ��� 지��
�� ��의� 건강�� 증진시킨다.� 자���� �기�� 가진� 자원봉사자�� ��으�� 교육� ��
�련�� 제공하�� 지�� �� 자��으�� 빈곤���� �보�� ���� 사업의� 구��으���

9-3. 주요� 사업

▸��� 10�� ��에� 노인���� �성�� �행��� ��하고� �� ��에� 10�� 노인자조모

���� �보�� 봉사활��� 활성화했다.� 자원봉사� 중�으�� ���지기에� 지�가���

임�� 형성하였다.� �� �� 교육�� 20��� 노인���� 자조모임교육에� ��하�� 모임운

�� 지�사�에� ��� 수� 있�� 계기�� 마련하고� ��� 바탕으�� ��에� �련�� 빈곤,� 소

영�� ���� 작성하고�� ��� �� ��� 운영�� �������� 교육시켰다.� 10�� ����

외,� 건강,� ��� �의� �제에� ��� 사�� ��의� 제고� 기��� 마련했다.

사업�� �� 수� 있��� 기��� 수� 있다.� ��� ��자�모임의� 활��� 성��� 중����

자�� 자조모임이� ��� 자����� ������ �행하였고� ��� ��� 10��� 노인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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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여�� ���� ���여� ���이�� ���인� 노인자조모��� �성�� 기반
�� 갖추었다�� 이� ���� 위��� 위�� ���� �해� 이����� �한� 성�� ���� 맞추
기� 위해� 노력한다�� 위���� ��� 40%�� 여성이다��

10. � 열매나눔인터내셔널� -� 베트남�

▸����� ��� ���� ���� ���� �해� ��� ��� ��자��� �여�� 이���기�
위한� 노력�� �이�� 않았다�� ���� ���� ����� ����� 않기� 위해�� 노인자조모
�� 이��� 모���� �� ��� ��� ���� 위한� 다�한� ��� ���� ����� 진행했
다��

10-1.

현황

▸개요
국가

���� 빈롱

분야

교육�� 마이크로파이낸스(마이크로크레딧)�� ���� 구축

대상층

���� 빈롱� ��상�� �� 거주민

재정지원

�O���� 지원금� /� ����재�� 자체지원금

홈페이지

http://www.myi.or.kr/

▸연혁

2013.01.01. ���� 빈롱시� 빈곤�층� 마이크로파이낸스� ��� 실시
2013.12.31. �O���� 지원� 민���� 종료
���������� �� ���� 정�� ��� 지�� (2019년까지)

10-2.

목적

▸����������� 2011년��� �지� 지역정��� 정�� ���로�� 빈롱시� 지역정
��� MOU�� �어� 마이크로크�딧� �도�� 도입하였는데�� 이�� 빈롱1��� 빈곤가구��
��� ��가���� ���로� �로���� ��하�� 지원하였다.� ��� 자체� ���로� 시
��� 이� 시�� ���� 1년�� ����로� 이�어�다�� 평가되어�� 2013년��는� �지�
지역정���� ���� �이��� ���� ��� ����� ��하�� ���� ��하�� 지역�
�� ��자�� ���� �대하�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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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터� �트�� ��� 빈롱성��� 지역정��� 협력하�� ��� 소����� 대상으로�

��� 지속적�� �공�� 돕는다.� ���제교육�� ���제��� �� 사업���� 수립�� 실

지속가�한� ����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소액� 대출� 사업)�� 실시하고� 있다..� 아

�적�� 사업� �영�안� ��� 교육�� 제공�� 시��제�� ���� 이�하는�� ���� 준

��� ��상�� �제교육� �� 지역정�� 역���� 교육�� 시��프�� �성� �� 상호보완적

다.� 또한�� 교육�� ��� ��� �제지�이� �는� 영세������ ���� ����� ����

�� 사업�� ��� ���으로�� 지속가�한� ��� 사업� 모��� ��고� 있다.� �한� 한국

���� 수� 있는� ���� 제공한다.

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으로� 선정��� 2013��터� 2019��지� 지속적으
로� ���� 예정이다.
▸마이크로크래딧(소액대출)�� ��� 지역� �소���� 빈곤상��� 개선하고�� 지역정���

▸지�시�� ���� 구축
�� ���� 제��� ��지� �한� 영세���이� �다� 안�하�� �적한� 공���� 지속적으
�� �사�� �� 수� 있��� ��� 시��� 제공한다.� 지�� 2014년�� ������ �안���

역���� �� ��� ����� ��� 지역사�� 개발�� ��하고�� 한다.� 이�� ����

�호�� 지��� ��� �시��� ��시�� ����� 구축하였다.� 이�� 지����� ���

���� 1��� �대빈곤�� 기아퇴치�� 8��� 개발�� �한� 국제파트��� ���� 달성하고

푸꿔이�� 롱호�� 롱안�� 롱��� 지��� ��시��� ���� 구축�� 진행� ��� 있다.� 마이

�� 한다.

������ 사업�� �행하�� �진�� 시�� ���� 구축�� ��� 영세����� ��� 향

▸��적�� 사업���� 다��� ��보� 소액대출�� ��� �제적� 기��� 제�하�� 빈곤가
정�� ��� 개선하�� 것이다.� ��� �모�� 사업���� 시설지원�� �업��개선� �� 협동

��� 지�� �제� ��화�� �시�� 지원하는� 지속��한� �립� 모델이다.
▸영세농�� ������� 지원

��� 기��� 마��� 지원�� ��� ��성� 향상�� 소�증대�� 증대시킨다.� 이�� ����

�� � ���� �롱�� �안�� 지�� �� 영세농����� ��� ���� ��� ��� ��� 사업

파트�� 시� �하�� 빈곤�� ��사업�� �한� 상시� ��� �성� ��으로� 지속� 가�한� 지

�� 진행한다.� �안�� ���원��� ��� �립�지�� �진� ����� 농��� ��하��

역개발사업�� 육성하고�� 한다.�

��� 사육�� ��한� 교육�� ��� ���� 실시하�� ��� ��� ���� �강한� ��지��
��� 수� 있��� ��적�� 모����� 사����� 실시한다.� ��� ��� ��는� 영세농

사�적� 목적

��적� 목적

빈곤퇴치� (�o�ert�� reduction)

����출� (Jobs)

지역정�� �� ��역���� (Capabilities)

���� ��� 증가� (Income)

�성� 임파워먼트(�omen� Empowerment)

지속가�한� 지역개발� (�ustainable� de�elopment)�

��� 농사��� ���� �� ��� ���� ��지�� ��으��� ��� ���� ���지� 제
공한다.� �
▸지���� ��강화� 교육
�� 영세���� �립�� 돕는�� 있�� ��한� �지� ����� 지����� 행���� 강화하
�� �� 지��� 마이������ 사업�� �다� ��적으�� ��하�� ��� 사업지�� 공무
원��� ��으�� 지���� ��강화� 교육� �� ����� 실시한다.�

10-3.

주요� 사업

▸지역� ��상��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지원
�� �트�� 빈롱성� ���원��� ��� 빈롱성� 9개� 지역(빈롱1동�� 빈롱2동�� 딴호아�� 딴안
룽�� 롱프억�� 히우풍�� 푸꿔이�� 롱호�� 롱안)��� �제적�� ���지�� 가�� ��상����
선발�� 사업�성��� ��한� ���� ��보� ��이�로� 대출���� 마이크로크레딧� 사
업�� 실시한다.� ������ ���원��� 대출� 가정�� 사업���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사업�� ��성�� 평가하고�� 사������ �한� ��적�� 상�� �� 사����� 하
고� 있다.
▸��상�� 기�� �제� 교육
��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상���� 대상으로� 기�� �제교육�� 실시�� �� 사업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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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추진체계

10-5. � 결과

▸2013�� 12�� 31�� 기�으로� �출��� ����� 98.97%�� 기록하였다.� ��� 작업

���� ���� �������� ��� 추진체계

��� ������ ��� ���� ���� 기�하였으며� 협동조합�� ��� 공동출하�� ���
��� ��하�� ��� ���� ��하���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 ��협동����
설립하였으며�� �� ���� ����� ���업� 조��� �설�하�록� 하였다.� �
▸���� ���출�� ��� ������ ������ ��하��� 하였으며�� 협동조합형태
�� �업� 지�으로� ���업��� ����� ��하��� 하였다.� �� 공���� ���� 강
�하�� ����� ��하�� ���으로� ��� ������ �태�� ��하��� 했다.

▸�정지�으로�� 개�협��관� KOICA�� 지���� ����������� ����으로�
구성된다.� 지���� ��으로� 빈����� ��� 마��로����� 시행하며� 지�가���
���� ��� 마��로���� 관리�� �성�육� �로���� 실시하였다.�
▸2011�에� 실시된� 빈론1동� ��� 100가구가� 수��� �� 시�� ��� ���� ��로� 하��
2013�에� 빈롱3동� 지�� 빈�가정�� ��으로� 실행되었다.� ��� 시�� ���� ��� 확
�된� ����� 개선하�� 2013�� ��에� 적용하였다.� ����� 250��로� 공�권� 국
가�� �성�� ������ 수���� �에�� ���� 배분되었다.� ����� ��정�가� 권
��� 연7.8%�� 적용했다.
▸������� ��으로� ����� �경�� 개선하였으며�� ������ 협동조��� 결성
하�� 육성하였다.� �����에�� 동��� �품�� �조하�� 경�가� 다수였�에� 협동조
��� ������ 적용하였다.�
▸ 동시에� ���� �경� ���� 가격결정�� 품질관리�� 홍보�� ������ ��� 연�하�� 수
�성�� ���� ����� 실시하�� 경���� ����� 하였다.� ��� 동시에�� 공동�� 경
��동에� ��� ��구�� �� ����� �동� ��� ����� 펼쳤다.� 마지막으로�� 시� 공
��� ��� ���� ��� �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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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다.� 이�� 따라�� KOICA�� POSCO�� ���시�� ���� 지���한� 성장

11. � 포스코1%나눔재단-인도네시아

(SDG)�� �한� ���� ��리� 창출�� 지���한� 생�� 확보�� ��한� 성장이라�� ���
���� 실��� ��� ���시�� �� POSCO� ���� PT.KP�� ����� ��사�� ��
�트워��� ����� 지역사회� �� 사회�� ��망�� ����� ���트� 실시�� 협력한
다.
▸���시�� ������� ��한� ���� ���� PT.� KPSE�� ���� 사망라야
(Samangraya)·꾸방사리(Kubangsari)·뜨갈라뚜(Tegalratu)� 3�� ���� ����� 청년
���� ���� 직�교육�� ����� 한편�� 회사����� �생��� ����� 지역사회�
사회������ ��� �원�고�� 한다.

11-1. 현황

▸PT.KP�� ��� 사회����� ���고� 직�� 고��� �성��� ���� ��� �� ��라�

▸ 개요

직�� 교육�� ��� ����� 청년� ��리� 확보� ���� �련��� 사회�� ���� 이루고
�� 한다.� 이�� ��� ��� �무직� 지원� ���� 사���지역� �� 무직청년(고졸�� 18

국가

���시�� 찔레곤

분야

���기업� 설립�� 기술교육�� 직업훈련

대상층

���� ��� ��상�� �� 거주민

�된� ������ 실��� 창��� �� 있�� �회�� ������� ���� ��리�� 창출

재정지원

KO�C�� 지원금� /� ��나�재�� 자체지원금

��� ���� ���� 이루고� 지역������ 육성�� �� 있��� 한다.

홈페이지

http://www.poscofoundation.org/
http://www.kpse-si.com/

세~24세)�� �한�고� ���� ���� 직�교육�� �성교육�� 실시한다.� �한� 지역청년
연합회(�out�Community� Association)�� 협력��� 창�� �이����� ���고� 선

사�적� 목적

▸연혁
2014.02.

���기업� 설립�� ��� �가� 실시

2014.10.

���기업� 설립� 결의

��적� 목적

������� (Inclusion)

��리� ��� (Jobs)

청년역���� (Capabilities)

����� (Income)

주�� 임파워먼트(Empowerment)

지역��� ��육성� (Sustainable)

2015.03.11. ���시�� ���기업� PT.� KPS�� 설립
2016.12.

KOT���� BKPM가� �가�� ��의� CS�� ��� 선정

11-3. 주요� 사업

▸직원� 역���� ��� 훈련

11-2. 목적

▸���시��� 지�� 10��� ���� 5~6%의� ���� �제� ���� ���� �체� 실업률

��� ���� 윤리� ���� 고�시키�� ��� �사� �� ���� �사� ���� 합�한� ��

�� ��� 감소하였으나�� ��� �제� ��이� ������ ��� 실업률이� ��� �가하��

KPSE��� 훈련�� 실시�고� 있다.� 훈련�� ���� 훈련생�이� 사�� 지역� 사회�� 윤리��

���� �제�� 대���� 있다.� ���시�� 정��� 이�� ��� �제�� �결하기� ���

사회�� ���� 무시�지� �고� 훈련생�이� ���� 지키며�� 회사�� ����� ���� 원

직업훈련�� ��� ���의� �� 향상�� ����� �선� �� 다��� ���� 실시하�� 있지

��� ��� ��� ���� 한다.� 교육�� 세��� B�I�.� PoldaBanten�� 협력��� 실시되

�� ��가� ���� 편이다.

고�� 세�� ����� B�I�OB� ��� ����� 5�� �� 연�� 실시된다.

▸POSCO�� ���지�� 진�� ��의� 일�으�� 3�원�� �자하�� ��의� ��� 일관제철
소�� PT.KP�� �립하�� 가�� ��� 있으며�� �재�� 2기� �업� �진�� ��� �의가� 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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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 개��� ��� 있으며�� 그에� ��� ��개��� �한� 다�한� ���� ��� 수�
있다.� 교육�� ���� ��에� �한� 이해�� ��� ���� 특�� 강연�� ��� �교���� 특

11-4.

추진체계

�� 강연�� 작업�에서�� ��� 이해�� �업� ��강�� ��� 포함한다.� 이��� �련�� 통해�

����� ������ ��� 추진체계

��� 연수���� 정��� ���� ��� �으로� ����� 있다.
▸������ ��� ��� 교육� (컴퓨터� 교육)
�� 한�� ��� ��� �� ��개�� 교육�� ��� �� ��� 연수��� ������ ��� ���
교육� 과정�� 수련한다.� 이� ��� ��� 컴퓨터� 교육� 과정이� 개설되며�� 연수���� 컴퓨
터�� ��한� ��� ������� �한� 프로그램� ����� 교육받는다.� ���으로� 마이
�로�프��� ���� ���� ��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이� 컴퓨터� 교실� �련� 프로그
램에서�� KPSE는� SekolahTinggiIlmuk컴퓨터(ST.��)�l��aai�i�ah�i�angkil� 회��� 협
력한다.� 교육�� 마��� 과정에서� ��� 연수���� ��시��� 치루며�� ��� �수�� 통
과�� ��� ��서�� 수여받는다.
▸��실�� �� ���어�� 교육
�� ��� ��� ��이�으로�� ��며� ��에서� ��한� ����� 실�� �� ��� 교육이�
이루어진다.� ��� �정에� �한� 이해�� �업����� ��� 전반과정�� ��과� 해체작업��
��에� �한� 이해교육� �� 다�한� ������ ��� 수� 있다.� 이� 과정�� 통해� ��� 연
수��이� ���� 시�� 여�� ��에서� ��� ��한� ����으로��� 교육과정�� 마치
�� 된다.� �체�으로� 연수���� ���시�� ��� 포��� �회��� 이��� 다�한� 회
�에서�� �업�회�� ��� 수� 있으며�� ��한� ��력�� �는� ��로�� ���� �으로�

▸POSCO�� 인����� �인인� PT.KP�� 인프라(120���� 제철소�� �� ������ 활
���� PT.KP�� ��업��� ����� 자회사�� 사회적기업� ���� ���고� 사회적기
업� ��� �R�� 프����� 운영한다.
▸인����� �� 사회적기업� ����� 청년실업�� �소�� 기��고� 사회적기업� �� 단순

예측된다.

���� �원�� ����� �R�� 프���� 운영�� ��� ��� 청년� 인��� ���고� 이들
�� ��업�� 기회�� 보장한다.� �업� �이������ ���� �들이� ��사업�� ����
�� 있��� 한다.

11-5. 결과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고�� ��인원� 26�� �� 단순��� ���� �� 2회�
�� 30�� �� 지������ �자��� 제��� �� 있다.� 녹화(����n��n��� �� ��지� 청
소� ���업�� ���� 단기� ���� 200�� ���� 고���� ��소�� ���� 기���
�� 있다.� �업� �이��� ���� ���� �들이� 1년�� �� 6��� ��사업�� ���� ��
있��� 지원했다.�
▸사회적기업�� 운영�� ��� 인����� ���� ��지�인� Ring1지��� 청년실업자들
�� �자�� ���� 이루고�� 사회적기업�� ���� 지�사회�� 다�� �자��� ��적인�
�제적� ���� �인�� �� 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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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외주사협의회(23�� 기업�� 고용규
�� 2200명)� ������ ��� 보다� ���인� ����� ��업� �� �� 있��� �����
����� ���� ���� ���� ���의� ��� ����� 사회�� ���� 있�� ����

12. 굿네이버스� -� 몽골

보인다.
▸2015�� ���� �� 3기�� ��� �� 81명의� ����� ���� ���� �� �� 63명
(77%)�� 인�� ��� 기업� �업�� 성공했다.� ��� 2016�� 6�� ���� 4기� ���� 27
명�� ��� ����� ��� 있다.

12-1. � 현황
▸개요
국가

몽골

분야

환경

대상층

저소득층

재정지원

�����,�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goodneighbors.org.mn/

▸연혁

2009.11.

축열기���s��er�� 모델� ��� ��� �� 수정

2010.02.

������� �� 축열기���s��er�� �� 8,000대� 보급

2010.11.

사��� 기업� �ood� �h�ring� Ltd.설립

2011.03.

������� 7�� ��� ��s��er� 4,000대� 보급사업

2012.06.

������� ��골�� ��s��er� 1,500대� 보급사업

2013.03.

축열기� 사�대상� �대�� ��� ���가이� �이�� 지�� 조사

12-2.

목적

▸몽골��� 이��지�� �� �로���� �정기��� ����� 모델�� ��� ��기��� 지
�가��� ���� ��로� ��� 있�� 모델로,� 몽골� 저소득층�� ��� ������� ��
대기환경��사업�� ������� 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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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기술� 축열기� (G-saver)� 3�대� 보��� ��� ���� 40�� ��� ���� 몽�� 빈곤

▸축열기(�������)� ��� 대�� 3�� 가구(12�� 명)� 확대하였고�� 5개� ��� ���� �� 가

�정�� ��기� 빈곤���� 개�� �� 대기��� ��하���� 있�� 대기��개�� �� 에

�� ��� ���� ��� ���� 창출(100명)하였��� ��� ���� 난�� ��� 개발(지역

�지� 빈곤���� ��� 적정기술�� 이��� ��� ����� 개발하��� 있다.

난�� ���� 필터�� ���� ��발�� 난로)하였다.

사�적� 목적

��적� 목적

���� 기회/����� ��� 시장형성

���� 기회/���� 형성

���� ��� ����� �� ��� 해결

���� 기회/�업� ��� ���스� �대�� 기회

12-3. � 주요� 사업

▸2010년부�� 3년�� �� 8,000대�� 축열기(G-saver)�� 보�하��� 몽�� 정부�� 주민들
에�� �정적�� ���� ��� �업� ���� ��성� �보하였��� ‘적정기술’� �� ‘�회적�
기업’�� 개��� �함�� �업� ��� ��� ��개발협력�� ���� 반영하였다.
� � KOICA(정부)-굿네이버스(CSO)-KAIST(대학)� �� ���� 기��� 민�협력�업��� 개
발협력연대� �업�� �지에� 부합함.�

12-4.

추진체계

▸1차년도-� �� 13.5억원(현금� �� 현물)�
� � ��기�� -� DAK(개발협력연대)� 지원금� �� 11억원� -� 굿네이버스� ��� 지원금�� 2.5억원�
-� 몽�� 정부� 축열기� 보조금(예정)�� 1.6� 억원�
*3차년도� ��� 시,� �� 45억원(DAK� 지원금� 32억원,� 굿네이버스� ��지원금� 7억원,� 몽
�� 정부� 축열기� 보조금(예정)� 6억원�

12-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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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황이다.� ���� 환경개선,� 영농���� 경영개선�� 통�� ��� �진�� 생활

13.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 중국

여건� 개선이� ��한� 상황이다.
▸��� ��� ��촌�� �수수�� ����으로� 경�하�� ���� 농촌지역으로,� ��� 농
�기�교육� 기��� ��이� 부재하다.� ���� 이� 지역� ���들�� ��하�� ��� ���
교육� 환경�� 가지고� 있다.� ��가�안농��교�� 이� �에�� 버섯� 재�� 시설�� 운영하
여� 버섯� 생산으로� �한� 고��사��� 추진한다.� �한� 버섯에� �한� 기�� ��이� 상주
하고� 있�� 농�기�� �안�교� 설��� 지역주�� �상� �기� 농�기�� 교육� �로����
시행한다.� 버섯����� 설�하여� 버섯�� ��� 재��� 수� 있��� 하고� 버섯� 판매로까
지� ��시�� 수익�� ��한다�� 계획�� 가지고� 있다.�
▸��� ��� ��촌에�� 이��진� �� �로���� 버섯� 재�� ��화�� 통한� ���치��
��로� 하고� 있�� 모델로,� 다��� ��� 사회적,� 경�적� �적�� 가지고� 있다.� ��� 고
��� 버섯� 종균,� �지�� ��한� 가�으로� 지역� 주�들에�� ��하고� 버섯� ������

13-1.

현황

설�하여� ��� ��� 재��� 통�� 고���� ��하�� 경�적� �적�� ���� 수� 있다.�
�이버섯� 재�� 시� �재� 200�에�� ��지�� 700위안(한화118,300원)�� ��이�

▸개요

5,000위안(한화845,000원)으로� 7�� �가�� �으로� �상� 된다.� 농�� 기�� 교육�� 통

국가

�국� ��� 광명촌

�� 고��� ��� 재�기��� ���� 수� 있고� �안�교� 교육�� 지원�� 통�� 교육생��

분야

교육�� ��시설� 건설

��� 기��� 구축�� 수� 있다�� 사회적� �적�� ���� 수� 있다.�

대상층

�국� ��� 광명촌� ��� 1500명

재정지원

��I��� 지원금� /� ��가�����부�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wcanaan
http://cafe503.daum.net/_c21_/home?grpid=16ihE

사�적� 목적

▸연혁

��� 재�� 기�� ��� (Capabilities)
�안�교� 교육�� 지원� (Education)
생산�� ������ (Empowerment)

��적� 목적
���� ��� (Jobs)
버섯� 재��� 통한� ��� ��� (Income)
고��� 버섯� 종균,� �지�� ��한� 가�에� ���
(Quality)

2008.04.

��하��� 시설� 건축사업

2008.09.

����사업� 실시

2008.12.

공�이�시설� 완공

2009.03.

가축��시설� 완공

▸재���� �환� 시���� 사�� (��하��� 건설)

2009.04.

����사업� 완료

� � �� ��하��� 4��� 설치하여,� 버섯,� 들깨,� 상추,� 깨,� 고추� ��� 시�� 재��� 계획이

13-3. 주요� 사업

다.� ��촌�� 경�� �수수� 농사�� 주로� ���� 한� 무(한마지기)에�� ��들이�� 수익

13-2.

이� 12-15�원에� ��한� 상황이다.� 재���� �환�� 통�� 농가� ���� �진시�고��

목적

▸�국� ��� 광명촌�� �농사� ���� ������ ����� �� ����� ����재���
��� 농사���� ���� 있다.� ���� 이��� ����� �하�� 농업����� ��� 농
가��이� ��� ��� 상황이다.� 농가� 부업�� 농�� ��원�� 부재하며�� 농사� �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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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하게�� �우� ���� ������ ��한� ���� ��� ���� 기대된다.� �한�

협의하여,� ��� 주�� �� ��기관�� ����� 구성한다.� 이��도� ������ 제공하

배�물�� 이용한� ��� ���� 가능하여�� �작물� 재배�� ��적��� �용�� ���� 예

�� �� 다�한� ���� 한다.�

상된다.� 이�� ��� 가������� 구�� ��� ���� ������ 대하여� 교육�� 진행
하였다.�

▸수��� ��정��� ������� ���� 고��� ��� �발�� ������ 기�����
�한� �정���� 담당한다.� �한� ����� 홍보� �� ��생� 모집,� 선발�� 담당하고� 협

▸기���� 구�� �� 개선

���� ��� 농가��� 구성한다.

�� �수� �� 공동이용���� 개선�� 건��� ��� ��� 있�� ����� ���� 추구한다.�
���� 수�이� ��� �대�� �기�� ���� ���� ��하여� �수개선� ���� 우선적
��� 착수하였다.� ��� �수개선� ���� ��� 이�� 벼룩�� �대� ��� 예�하여� 주민건강

13-5.

결과

�� �진��� ���� 기대된다.� �한� 우물�� 화장실�� 샤워장�� ���� �� ��� 공동이용

▸��가�안농����� ��� 버섯�� 재배�� 10,000�의� 농��� 종균�� 생산�� 공��

���� 주민��� ��� ��개선�� 주민건강� �상�� ��� �진�� 이�� 수� 있�� ����

�� ���� �� 700�의� ���� 제공�� 수� 있었다.� �한� 종균� 재배��� ��하여� 재배�

기대된다.

���� ��하여� 고���� ���� 수� 있었다.� �한� 버섯� 재배�� 대한� 기�� �수� ��
농업기�� 대안���� �한� ���� 제공�� 수� 있었다.

▸��기술교육�� �한� 주민� ��기술능�� 배양
�� ��주민��� ��작물�� �수수��� 재배하�� 있다.� �수수� 재배가� 실��� �우� 대

▸목이버섯� 종균,� 배�� 생산�� 관�하여� 하�� �대� 생산��� 5,000�� 정도� 이고,� 생산

�작물이� ��� 가����� ��한� ���� 받게된다.� ���� ���� 작물재배기술교육

��� 178,000�� 중��� 133,000�� 성공하여� 성공��� 74.7%이다.� 농업기�� 대안

�� 이�� ��작물재배� ������ ���� 수� 있�� ��적�� ��이� �� ���� 기대된

���� ��인��� ����� ������ 중��� 중��� ��력� �생��� �선��� 하

다.� �동���교�� 2008���� 화���교육�� �수작물��교육�� 실�하�� 있다.

여� 20�� 선발하였다.� 주�� 농업기�� ���� 관�하여� 버섯� 재배�� 대한� ���� 홍보
하�� �� 주안��� �고� ���� �� ����� ��하여� 관��� ����� �� 주력하였

13-4. � 추진체계

다.� 협���� ���� 관�하여� 농가당� 6,200�안의� 수�이� 발생하였다.
▸농업� 기��� ���� ��� 인력�� �성�� 2�제� 농업� 기���� ��기관이� ��한� 중

��� ��� ���� ����� 추진체계

�� ��� ���� 농업� 대안� ���� ������ 인�� �급��� ���� �기한� �생���
선발,� �������� ��� 인력�� ��하고�� 했다.� ��� 주�� 대���� �기� 농업기
�� ��� ������ ��하여� 목이버섯,� 축산,� ��� 재배� 기�의� 농가� 보급�� 기�� 정
��� 도왔다.� ��� 이��도� 협����� ��하여� 버섯� ��� 종균생산,� 종균� 보급,� 공
�� 재배,� 공�� 수확,� 공�� ��� ��� 관한� 관리,� �가가� 가능하며,� ��� ���� 경영
성��� ��하여� ���농�� �도도� 가능하여� ��가능한� �업��� 보인다.�

▸개���기�� KOICA�� ��� ���� 기���� ��가�����동��가� ���� 파견
하�� ��진행�� 총괄�� ���� ��� �� ������ 담당한다.� �한� ������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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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 월드투게더-케냐

목적�

▸월드투게�는� ���� ��� ����� 그� ��� 지�� ����� ��� 젖소대출사업�� 지
원��� 있습니다.� ��� �축대출사업�� 지�� ��� ����� 젖소�� 대출��� ����
자��� ��� 대�� 자생��� ����� 지원�는� 사업이다.� 이�� ��� 월드투게�는� 지
�� 2013���� ��� ���� 지�� ����� 대���� 젖소� 대출�� 축사관리�� 원유� 생산�
그리�� ���합� ��� �� 다���� 사업�� ���� 왔다.� ���� ����� ������
��� ���� ���� �� 있는� �지�� ���� �출� �� 있��� 지원�는� �이� 월드투게
�� 젖소대출사업�� 목적이다.� 월드투게�는� ��적�� 사업�� ��� 사��사�� ��� 선
��� ���� 대���� 젖소대출�� ��� 이�교육� �� �습�� ����� 있다.

사�적� 목적

14-1. � 현황
▸개요
국가

케냐

분야

농업

대상층

빈곤층

재정지원

�회�지원�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www.worldtogether.or.kr/ko/

▸연혁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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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

사�적� �자� ��� (inclusion)

소�� �대� (income)

����교육� (capabilities)� �� 교육

��적� ���� �축� (network)

지����� ��� (sustainability)

��적� 자�� (empowerment)

14-3.

주요� 사업

▸���� ������ ����� �는� ��� ���� 시작�� 월드투게�는� �축대출사업��
��� 지����이� ���� ������ ��� �� �� 있��� 돕�� 있다.
▸월드투게�는� 지�� ����� ���� ���� �� ����� ��그��� ��� ��적��

PMC(가���업� 운연위원회)구성

소��� �출�� �� 있게� ��� ��적��� 소��� ���� ��� 자��� 이�� �� 있게� 합

1�� ��자� 1�� 교육

니다.� �� ����는� 지�이� ���� �� 있는� ���� ���� �� 있��� 돕는다.�

2013.07.

1�� ��자� 가�대��업� 발족식

2013.10.

1�� ��자� ����회� 방문

2014.03.

1�� ��자� 상환� 시작

2014.08.

2�� ��자� 발족식

2014.10.

���� ��� ��회� 참가

2015.01.

2�� ��자� 상환시작

2015.06.�

3�� ��자� 발족식

2015.10.

���시� ���� ����회� 참석

2016.06.

4�� ��자� 발족식

2016.07.

3�� ��자� 상환시작

14-4. 추진체계

▸월드투게�는� ���� ��� ����� 그� ��� 지�� ����� ��� 젖소대출사업�� 지
원��� 있다.� ��� �축� 대출사업�� 지�� ��� ����� 젖소�� 대출��� ���� 자
��� ��� 대�� 자생��� ����� 지원�는� 사업이다.� 이�� ��� 월드투게�는� 지��
2013���� ��� ���� 지������ 대���� 젖소대출�� 축사관리�� 원유생산�� 그리
�� ���합� ��� �� 다���� ���� ����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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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결과

▸��� 2013���� �� 50마리�� ���� ��� ���� ���� ������ ����� 겪

15. � 굿네이버스-타지키스탄

�� 있�� ���� ������ ��� �� 365���� 직,� ������ ���� 주다.� 50마리
�� ���� �� 61마리�� ����� ���� ���� ��� ���� ���� �� 106,948리
��� ��� ��� ����� �������� ����� ���� ����� 있다.

15-1. � 현황
▸개요
국가

�지���� ����� 지역

분야

놈업

대상층

농민

재정지원

������ 지원금�� ��이���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tajikistan.goodneighbors.kr/

▸연혁

2011.02..

����� 지역� ���대� 사업

2011.03.

����� 지역개발� 시작

2011.12.

����� 지역� “직업교육센터�� 신축
���� ����� �� ���� 지원

2012.01.

농업������ �한� ����� 지역� ���대� 사업

2013.09

����� 지역� 개발사업장

15-2.

목적

▸���대사업�� �한�� 자원�� 정보�� ��� ���� ��� ��� 상��� ����� 지역주
민��� ���� �대하�� 역��� ��하�� ��� ������ ���� ���� 지원한다.�
��� 자�금� �� ��� 지원�� ����� 역�� ��� ���� ��� 지역사��� ��한� 경
�� �장�� 추구하며�� 경��� 가��� 사��� 가��� �시�� ��하�� 사��� �업��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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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사회� 발전�� 돕는다.
� � ��로�� 지역�� �지���� �전� �� ��이� 지���� 곳으로�� 지역� ����� �한�
��의� 지원�� ��이� �약한� 지역이다.� ��� 이���� ��로�� 지역�� ����� 양
어�� 양계�� �수�� 발전�� 수공�� ���� �� �지���� 지��� 지역� ���의� �����
삶�� 위�� �발�� ����� 있는� ����사업��� ��� ����� 지역� ���의� 삶
�� ��다보�� 보다� ��� ���� 위�� ���� ��는� ���� ��� 응원한다.

15-4.

추진체계

▸���트� ��기� ����� 지�� �� ����조�� 구성�� 추진했으나�� ����� 문제
�� ��여� 사��기��� �한� 지���전��� 수립
▸����� ����기관� KOICA�� 지원��� 나��기�� ���� ����으�� 구성된
다.� 이�� ��이��가� �사���� 34.2%�� ����으�� 조달한다.�

사�적� 목적

��적� 목적

사회�� 약�� ��� (inclusion)

����� �� ��� ��� (income)

지역사회역���� (capacit�� building)

지역�제��� ��� (infrastructure)

��� ��� (participation)

전����� ����� ��� (network)

▸���� �트��� ��키��� 공���� 라쉬쿤트�� 보키-라�조다��� ���� ��여� 사
��지�� 20��� ��으�� 제공받는다.�
▸��양�기��� ������� MOU�� ��여� 양���� �� 양�기술�� 전수받고�� 양
�양��� 관�된� ���� 지원�� 받는다.

15-3.

▸�감�� 전문� NGO�� Tukhmiparvar��� MOU� ���� ���� �감�� �이��� 감��

주요� 사업

�� ���� 관리�� 기술�문� �� ������ 관한� ���� 받는다.

▸교육보호사업

� � :� ������ 지역�� ��의� 발전�� ��� ��되어� ���되�� 있�� �약� ��지��
�� 한� 곳이다.� ��� �지���� 지�는� 1999���� ����의� �이��� ��으로�

▸라쉬쿤트� 지��� 양�� ������ 기술지원�� 양�사�지원� �� ��� 재료�� ��� 구매��
기술� �문�� 받는다.

교육� �� 의료� 서���� 제공��� �이�이� 제�로� �� 교육�� �으며� 건���� ���
수� 있��� 돕�� 있다.

▸보건의료사업

15-5.

결과

:지역� ��� �� 85%는� ��� 1��� ��의� 수�으로� 생���� 있으며�� ��� �료�� 탓

▸라쉬트트�� ���구� �� 80%는� 소��이고� 10%는� ������으�� 나가있었다.�

�� �다수의� 지역��이� 보건��� �원�� �지� ��는� ���� 많다.� ���� 지역사회

소���사��� ��� ��리� ��� 되었고�� �기�으�� �성���� ��� ���� 감소

의� �원�� 보건�� 지원�� ��� 보다� 많�� ���이� 전�� 의사로��� �� ��� 의료서

��� 것이다.� 이는� 지�� �� 성�� ����� �소�� 이��� 지�� �� ����� �� 여성

���� 의약��� 제공� ��� 수� 있��� ���� 있다.

문제� ���� 기여��� ����� 가�구조��� ����� ���� 가��� 수� 있다.�

▸권리옹호사업

:� �지����는� ��� ��이� 있어� ��의� �권이� ��되지� ���� 사회��이� 제약

▸사����� ��� ���는� 수���� ���� 소����� 기여��� 수���� ��는� 지

되는� �제�� 있다.� 이�� ����� 위�� ����� ��으로� ���� 교�� �� ��교��

�사�� ��라� 구�� ��� ����보��� ��� 사용된다.� �지�으�� ��������

��� ��� �업교육�� ����� ��리� ���� 지원한다.� 이�� ��� ���이� ����

�용한� 사�진��� ��� 지�가�한� ���� 이�� 수� 있다

��� 수� 있��� ��� ���으로� ���� ��� �� 양����� ������ ����� 있
다.

▸식수위생사업
:� �지����서� �전한� 식수�� 공급��� 수� 있는� ��는� 전�� ��의� 13%��� 되
지� 않는다.� ��� ���� 전�� 공급�� 제한�� ��� 있어� 원�한� 전�� 공급�� 식수공급
이� 이�어�� 수� 있��� 지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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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목적

16. 다일� 복지재단� -� 캄보디아
“��� ���� 마을� 지�� ���� ��� �대� �� ��� 강화�� ���
캄보디아� ��� 공예� 지원� 사업”����

��적� 목적

��� ��� ��� (po�erty� reduction)

���� ��� (jobs)

주�� ��� ��� (c�p�bi�ities)�� 교육

��� ��� (income)

����� 여성�� ���먼�� (empowerment)

지�� ��� 활성�� (economy)

�지� 다�공�체�� ���여� 2013년1���� 12��지� 진행되었다.

16-3.

주요� 사업

�� ��� 기�� 교육�� 통한� ��� ���� 양성
�� ��� 교육�� �� 기��� �상� �동조합� 설립
�� ���� �통� 구조� 시��� 구축

16-4.
16-1.

▸��� ���� ����기�� KOICA�� 지원��� 다��지��� ����으�� 구성된다.�

현황

먼저�� 상반기�� 하반기�� ���� ��� 6���� 훈�� 기�� 동�� 주당10시�� 실�� 교육

▸개요

�� 실시했고�� �� 20��� �통� ��� 기���� 양성하�� ��� ���� 두었다.� 교육내용
으�� ���� �한� 기�� 기�� ��� �� 실��� ��된� 교육�� 실시하였고�� ��� ����

수혜국

캄보디아

분야

공예

대상층

���� 마을� 여성

재정지원

������� KOICA�� 지원금�� 다��지재��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www.dail.org/

16-2.

설�� �� ���� ���� ��하여� ��기��� ��하고�� 하였다.� 또한�� 교육� 실�� 훈
�� �상�들�� ��� ��� 기��� �� 지�� ���� 구성된� �동조합�� 설립하였다.� 조
합� ���� ��하고� �달� 조합원� ���� ��하��� 하였으며� ��� 기��� 조합원��
�상으�� 보조��� 지원했다.� 지���한� �통� 시���� 구축하기� ��� ���� ����
�한� ��� �� �통� ��� ���� 구축하고�� 하였고� ��� �통� ���� 확보하였다.

16-5.

목적�

▸사업�� 대상� 지��� ���� 마을이다.� 마을���� 대다수�� �업�� �사�고� ����
�성���� ��� ���� ��고� ��� 여성�� �업�이� ��� 편이다.� ���여� ����
��� ���� ���층� 여성들�� �자�� ���� �을� 쏟았다.

���� 것이다.� 지���� ��� 강화�� 지����� ���대�� 지�� ��� �성화�� 목표
�� 했다.� ���� ��� ���� 마을� ��� 공예� ���을� �성����� ����을� 결
성�고� 마을� �� 공예� ����� ����� 만들고�� 공예�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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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반기�� 하반기�� 합�� �� 19��� 실����� �통� ��� 기�교육�� 실시했다.� 수료
한� 훈��들�� 교육� �� 조합원으�� ��하여� 활동하였다.� ��� ��� 27��� 조합원들
�� �상으�� �동조합� ���� 지원하였다.� 수료�들�� ��� 기��� 활용하여� ��� 등
�� ��하여� ��하였으며� ���� �시�� �� ����� 확보하였다.

▸�� 사업�� ��� ���� 마을�� 1�0� ���� 대상��� 캄보디아� ��� 공예� ��을� 보

80

추진체계

▸���� ���� ��하�� 수�으�� 수료�들�� ��� 수��� �지하�� 되었고�� ����
여성�� ���� ��� �� ����� ������ ���� 달성하였다.� 또한� �동조합�� 통
�� ����� 지���한� ��� �� 주�� ��� ���� 기여했으며�� ��� �통� ���� 확
보하여� 통합�� �통� 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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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캠프� -� 필리핀

필리�� ���� 사��� 기업�� 통한� 지���한� ��� 만들기� 사업
필리�� ���� ����� ‘익팅’(i�tin�)� ���� ��� �� ���직�
‘익팅’활동시작

‘필리핀� ����� ���� 이��지�� 사��기업� ���� ��� ����� ��
지�가��� 지���체� 만들기�� 사업으로�� 필리핀� ����들�� 대상으로� �업�
����� 사업이다.� ���� ���� 기����� ��로� 하고�� 사��� 기업��
봉제���� 베이커리�� ��� 하�고� 지���들이� 자체�으로� ���� 수� 있��
����� �축하고� 있다.�

17-2.

목적

▸필리�� ���주의� ��세���시는� 62만�명의� ���� �고� 있는� ��복��� 지역
이다.� ����� ���의� 동���� ��한� ���� ��해�� ���� ��� 이주민지역이
다.� 이� 지역�는� �시�민� ����� �� ��� ��� ���� �활���� ��� 12,000��
세대(대�� 8만5��� 명)�� �고� 있다.� �주� 기���� 주��� 상���� ��� 이�의�
보건·의료·복지·직업시�� �� 기�시�이� ��어지지� ��� ����� 주민들�� ���고�
있다.� 또한� 기���� ���� �지�� �� 있는� 일�리�� �어� ���지�� 어렵다.� 그렇
기� ���� ���� 지역�� 사는� 대��� ��들�� ���� �해� ���� 지역��� �� 막
�동� �의� 일�� 한다.� 그���� ��� ��� ���� �기�이지� ��� 일�리� ���� 많
�� 어���� 겪는다.� 또한,� �지��� 일�� ���� �기�� ���� �해� ��해��� 일
어�고� 있고,� ��진� ���� �동들의� 어��이� ��한� 상황이다.
▸����는� 2009�� ���� 지역�� ����� 지역의� ���� ���고� ��� ���� 통

17-1. � 현황

해� 2011�� 7�� 사업�� 시작했다.� 2012���는� KOICA의� 대������ 사업� ‘필리

▸개요

�� ���주� ���� 이주민지역� 사��기업� ���� 통한� ����� �� 지���한� 지
역�동�� 만들기’�� 진행해왔다.� 이� 사업�� 통��� 사��기업�� ������ 베이커리

수혜국

필리핀

분야

재정지원

봉제�� 베이커리
�수�� �하�� 생활수준�� 다수자�� 가정�� 여성가장�� 무�자� ���
대상
KOICA�� 지원금�� 사���� ����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icamp.asia/

대상층

▸연혁

�� ��� �� ����� ���� 지역주민� ������ 필�한� 시���� ���� �� 있었
다.� 이�한� ���� ����� 2015���� 3��� 사업지역� ���� 대상��� 직업훈련
���� ����� ��의� 기����� ���고� 사��기업�� ��해� ��한� ���� 기
������ �어�� �� 있는� ��� �시�는� �이� 목표이다.

��적� 목적

��적� 목적

2006~

��� ���� ��� ��� �장� 답사

사��� ��� ��� (inclusion)

��� �대� (income)

2009~

��� ���� 이사�� �성� �� 필리핀� 정�� ��리��� 등록

��기�교육� (ca�abilities)�� 교육

고������ (jobs)

2010~

�국�� 필리핀� ��가� 필리핀� ��� �지� ��� 조사

지���한� ��� (sustainability)

���� ���� ��� (network)

필리핀� ���� 조토��O�O�� ��지원��� 건축

�동� 보건� �진� (c�il�� �ealt�� care)

지역��� 활��� (economic� vitalization)

2011~

필리핀� 정�� ��� 기�� ��기�� ����A� ��봉제��� 봉제기����
업무협약
필리핀� ����� ���� ��� 자�조�� HOA�� 상�협�� 협약체결
필리핀� ����� ���� 사��기업� ��봉제��� 개관식�� ��수�식�
기�� 패션쇼
필리핀� ��봉제��� ��원� ���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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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 실천 사례

17-3. � 주요� 사업
�� ����� ��� 설립��� ����� 지�가능한� 지�공��� 만들기
�� 사회�� 기�� 봉제���� �이���� 설립� �� 운영

17-4.

추진체계

▸사�� ���� KOICA�� 지��과� 사���� ���� ������� 구성된다.� 이� ����
���� 지��� ��기������ �축� �� 운영�� 사회�기�� 설립� �� 운영�� 투입���
봉제�� 제과제�기�재� 구입�도� 사용된다.� 또한�� �사�� ����설립� �� �����
����� 운영과� ���� ����������� �축� �� 운영�도� ��이� 투입된다.

17-5.

결과

▸�������� �축하여� 봉제�� 제과제�� 기�� 교육이� 가능한� ���� 구축했다.� 재
봉�� 22��� 제과제�이� 가능한� �설�� 구�하�� ���� �가������ ��이� 가능
한� 봉제·제과제�� ����� 수립� �� ����� �사�� 확보하였다.� 이�� ��� 교육이수
�� 100명�� ��하�� 80%�� ����� �성했�� 기����� ����� 봉제·제과제��
사회�기��� 설립했다.
▸운영공��� ������� �� 공��� ��하여� 공�사용하�� 재봉�� 50��� 확보하여�
봉제� 50명�� 제과제�� 10명��� ��� 50명�� �용�� �지하�� ��� ���� 하�� 사회
�기�� 지�성�� �하여� �사�� ������ 설립하�� �선제� 선발�� �하여� �����
��� 5명�� 선발했다.� 이� 사������� ��� ����� 사�� 운영�� ���하여� 참
여하였다.� 지�가능한� �립�� 사��� ���� ��기� 때문이다.� 이���� 사�운영� 과
��� ����� 회�들이� ��� 참여하여� �사���� ��하��� �립�� �� ��성이�
���� 수� �도�� 도왔다.� ��가� �������� 사회�기�� �사��� ���� ����
���� �하여� ���� 운영�� �하여� ��� 50명� �� 150명�� ������� 보육�� 기
�교육과� ���� 제공했다.� 2015�� 1월��� 7월까지�� �� 기�� 수��� 664명� ��
139명이� 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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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천사례
- Aliet Green 유기농 사회적기업
- AllLife의 취약층 생명보험 서비스
- CFW(Children and Family Wellness)
약국프랜차이즈
- CommCare 보건의료 모바일 플랫폼
- COMACO 보존농업 협동조합
- Divine Chocolate의 Kuapa KoKoo
농민협동조합
- EPSSF 소작농 협동조합

�� 코코넛&��� 설탕�

1.

�� 코코넛&��� 설탕

Aliet� Green� 유기농� 사회적기업

�� ��� �� ��� ����� 판매
▸코코넛�� ���� ����� 판매�
�� 코코넛� ���
�� 코코넛� ��
�� 살라크�
�� ���
▸��� ��� ��� 판매
�� 구아바
�� 파인애플
�� 살라크

1-1. � 현황

�� 파파야
�� 망고

▸ 개요
국가

������

분야

농업

대상층

농�� 여성

재정지원

�S��D� ���� 투자

홈페이지

https://aliet.green/

1-2.

1-4.

������ ������ ��� 추진체계� 도표화

목적
사�적� 목적

��층� 여성�� �정��� �자�� 확보
��� �원��� �정��� 소득� 보장

1-3.

86

추진체계

��적� 목적
��� 비��스� ��� 서비스(BDS)�� 제공
보조금�� �자�� ��� ���� �업� 정��
소농���� 소득�대�� �업� 소득

▸A����� ������ ���� ������� USAID�� ����� S������ ACTS�� ���� 투자

주요� 사업

▸공정��� ���� ��농� 상�� ���

�� ��받아� ���� 진행된다�� �������� ��받�� ���� ��� 비��스� 개발서

�� ���� 설탕

�� ��받아� ���는� ���� 투자�� 받는다��

비스��DS�� 구��인� ������ 받아� �������� 설����� �������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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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CTS�� 사회적기업�이� ��� 준��� ��한� ��가� 지원�� ���� 지원���
��금�� ��� ��금�� ���� �정�� 지원한다.� ��� S������ ACTS�� ��가� �이�

2. AllLife� 취약층� 생명보험� 서비스

��되�� ���� 사정�������� ���e���en�� �� IA)�� 실시한다.� 이�� ����� 플랜�� 금
융모델�� 초안�� ���� 발�� ���� 사회적기업�이� 지원�기� ���� �체적�� 기술지
원�� ���� ���� 제공한다.� 즉�� ACTS�� 사회적기업���� ��금����� ��� 가
�한� 융��� 제공�� �� 있��� ���� 준다.
▸ACTS�� ��� 사업����� �정된� 사회적기업�� 기술지원기��� IIX�� ����� 기
술지원�� 이용한다.� IIX�� �가���� ���� �고� 있��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지원�� 사업�� �모�� �장� �� �대시���� 지원한다.�
▸A��e�� Green�� ���시�� �초�� 공정� ��� ���� ��� ��� 공�� 업체이다.� A��e��
Green�� ���이� ���시��� �업� 사회�� 생태적�� 사회적� �� �제적� 기�� ���
��� ���� ���� �한�� ����� 것�� ���� 한다.� A��e�� Green�� ��� 장학금��
��� ��� �� 지�� 사회� �체�� 공�� �생� 시��� 대한� ��� 대금�� ���� 기��고�
지�� 미��� ��� 고용�� �한� ��한� ���� ��� 지�� 사회�� �� �� ���� 미친
다.�

1-5.

2-1.

현황

▸개요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프리카

분야

보험업�� 금융업

대상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재정지원

�eapf�o�� Investment

홈페이지

https://alllife.co.za

결과

▸2014�� 시�되���� ������ ���대가� 발생�고� �업� ��이� ���� 사회적기
업� ��원��� 안정적�� ���장이� 이뤄지고� 있다.� 303��� ����이� ���대��

2-2.

�업� ��이� 발생했고.� ���� ���� 93��� �원��� 사회적기업�� 생�� 시����

목적
사�적� 목적

���� 안정적�� ����� ��� 되었다.� �공적��� ��� ��이� 이뤄졌다.� 2015���

��적� 목적

���� ��� ����이� �기�� ��� ������ ��� ��� �대�� 이�� 것��� 기대된
다.� 193��� �원��� 안정적�� ��원�� 제공��� 것이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

�재�� 소���� 육성

���정��� 구축

시��대�� �한� 공리� 증진

2-3. 주요� 사업

▸��보험� 상�� 제공�

� � :� 취약계층�� 저소득층�� �I�/�I���� ��� ���� �� 보험� ���� 소�계층�� 대상���
�정한� ��보험� ����� 제공한다.� 이�� ��� ��한� 시��� ���� ���� ���
보�� ����� 이�가���� ��� ���� �지�� �� ���� ��� �리� 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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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진체계

3.

CFW(Children� and� Family� Wellness)�
� 약국� 프랜차이즈

������ ������ ��� 추진체계� 도표화

3-1.

현황

▸ 개요
▸Dominic� Liber�� 추천��� Leapfrog� Investment가� AllLife� Insurance�� 1390�� 달
�� 상당�� ����� ����� 사업이� 진행된다.� Dominic� Liber�� Leapfrog�� 파트너
��� 투자��한� 사업이�� 기업�� ��하�� 추천해주며�� Leapfrog�� ��� �����
사업� 자��� 투자한다.� AllLife�� 투자���� ����� 상당�� ���� �� ���� 사업
�� 확대하�� 운용� 중이다.�
▸��투자�� �해�� Leapfrog�� 사업자��� ��하�� ������ �행하며� 사회적기
업�� AllLife�� 자��� ����� ��� ���� 개발�� ��� ��� ����� 개발� �� 운용
�� 담당한다.� 이� 사업�� �해� 고가�� ����� 낮추고�� ��적�� ��� ���� 대상자

국가

��� 르완다

분야

보건

대상층

BOP

재정지원

HealthStore

홈페이지

http://www.cfwshops.org/

3-2. 목적

▸���� ���� 소�� 약국�� 진�소의� 네트워크로�� ����로� ��층��� ��� 의약품
�� 공급��� ���� 가지�� 있다.� 말라리아�� ��기� 질�� �� 가�� 보���� ��� 질병

�� ���� 확대한다.

��� ���� 맞춰�� ��약� 공급�� 아�라� ���� ��� ���로� 보건� ����� 제공
한다.�

2-5. 결과

▸2010�� �� 투자가� 이�진� 이�� AllLife�� �입�� �� �� 이상� 증가해�� �� ��� 콜센터

��적� 목적

��적� 목적

�� 개�해� ���� ��고� ��운� ��� 상���� 도입하였다.� 이�� �해� AllLife�� 당

90

��� HIV/AIDS�� ��하�� ����� ����� ����� 적�한� ��� 상��� 제공해

가���� 진흥�� � �구�가��� 감소

���� 있�� 공급���� 구축

왔다.

����� 약의� ��한� 공급

�질의� ��한� 약�� �정��로� 공급

지���� 건�� �진�� 기여

보건의�� ���의� ����� �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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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사업

3-5. 결과

▸개����의� ��� 아동�이� ������ ����� �실�� �한� 해���� ��한� 기초

▸������ ��� ���� ���� ��� 진���� �대� ��고� 환자�� 고��� 증가�� 있

의약품�� 지�해� 아동� ���의� 70-90%�� ���� �� 있다.� 이�한� ����� �계�

다고� �� �� 있다.� 2000년� 이�� ���� ������ 17개�� ���� 48개�� 진����

��� 지��� ����� 보건의����이� H�a�t�Sto��� ���이�� �F�� ��� 소유해��

�추며� �� �� 이상� 증가되었다.� ��� ��� 4만�� 고��� �� ��제�� 진�� 등� 보건서

운영���� ��� ���이�� 비�니스� ���� 추진해�� ������ 약이� ���� ���

���� 제공한다.� 2000년� 설�� 이�� ���서� 만� �� 500만� 명�� 환자�� 고�����

소�계���� ��의� ��한� 약�� 공급해� 지���� 건강�진�� 기����� ���� 두

보건서���� 제공하였고,� 2014년� 한��만� 50만명�� �하�� 환자,� 고���� 대한�

�� 있다.�

서���� 제공하였다.

3-4.

▸2006년��� 보건�� ���� 40개�� ���� ���� 26개� 진���� ��� 66개가� 개

추진체계

설,� 운영되었다.� 이��� ��� 47만명�� 환자��� 보건� 서���� 제공하였다.� 2012년

▸2000�� ���기�� H�a�t�ca��� Foundation�� 케��� 첫� ��� 보건소� 아동가족건강

��� ��� ���� �����서� 250만명�� 환자���� 보건서���� 제공하였다.�

(��i�d��n� and� Fa�i��� ����n����� �F�)� ��� 개설해�� 말라리아�� 설�� �의� ��약��

2014년� ���� �계�� 보면,� 64개�� ���� 보건�가� 운영되며,� ��� 50만� 1,595명

공급해왔다.� ��� 지��서�� 이�� 진�소�� 약��이� 있지만�� �시� ��지�이�� 농

�� 환자�� 고��� 상대하였다.69)� ��� 보건�� 방��이� �반� 가량되고,� 다�� �반��

��서�� 보건� 접근의� 기�가� ��� 어�운� 실정이다.� 다�� 지���서�� 의약품� 접근

��방�� 서��� ����� 이뤄졌다.� ������ ��기� ��이� 4만건��� 가�� 많고,�

의� 기�가� �약한� 실정이다.� ���기��� H�a�t�Sto��� Foundation의� ���� 다���

����� ���� �기�� ��가� 3만4천건,� ���� ��� 2만3천건,� 설��� ��� 6천

같다.� “스�다��� 유지해� 지리�� �모�� ��� �모의� �제�� 추���� 비�니스� 모델

건� 등이다

�� 활�해� 개�����서� 아동�� 가족���� ��� 의약품�� 기초� 보건케어�� ��� 서비
스�� �한� 접근�� 개선한다.”

▸2000�� Scott�� Eva�� ���의� ���� ��해� ��� 케�� 지��� 11개� � 의� �F��

▸이제� ��� 100만명� 이상�� 대상��� 하�� ����� 증대�� 계획중이며,� ��운� 혁신
���� ���� 하향식,� ��� 기반�top-do�n� and� input-based)�� ���� 제공� 방식

약��� 개설��� 리�� ���� 했다.� �� 2001�� Mana����nt� � Sci�nc��� �o�� H�a�t��

�서� ���이�� ���서� 서���� 제공��� 환자�� 상향식,� ��� 기반�botto�-up�

(MSH)�� �약��� ���� 기����� 제공해� 왔다.

and� output-based)�� 보��� ����� 제3자� ��� 방식�� ��하�� 혁신�� 추진중

▸MSH�� �at��� Foundation의� �정지��� �아� �계�서� ����� 보건개������

이다.�

활동한다.�

▸H�a�t�Sto��� Foundation의� �F�� 모델의� ��� �소��� 다��� 같다.
-� 첫째�� 정�한� 진��� 약� ���� �한� ��한� 기�� ���� 이����� ������ 운
영한다.� ��기��� 관리� 기��� �한� 지���� 기�����기초� ���� 제공한다.
-� 둘째�� ��한� 가�의� 약�� 공급��서� ���� �보�기� �한� ������ ��이� 이
뤄진다.� ���만한� ���� 가진� 공급�의� 제품만�� ����� 공급��� ���� ���
�� ��� 관리�� 시행한다.
-� �째�� �F�� ��다� ��의� 기��� ��� 건강통계�� ��기�� 통계�� ��� 관리시스
템이다.
-� �째�� �F�� ��다� ���� 스�다��� �라� 운영��� 있�지�� 정기���� 모니터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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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원�� 고�� ���� �사� �� ���한� 사�자� 인터페이스� �트��� 지원하는� 고

4. CommCare� 보건의료� 모바일� 플랫폼

�� �식�� �한� ��C� 지원� 표준� ��� 방식�� 사�하�� 표현됩니다.
��

▸Dimagi는� ����� 저���� 인구�� �한� 정�� �� ��� 기�� ���� �� ��� ��스�
제공�� �한� 연구�� ��� 했습니다.� Dimagi는� 연구� 기관�� ���� 단체�� 정부� �� ���
기관과� �트�� 관��� ��� 제�� �� ����� �한� �사�� 수행하�� 동�� �행���
발행했습니다.

4-4. 추진체계

▸2010년� USAID�� DI�� 이니���� �행� �� 해�� 제1단�� CommCare� 펀딩(그란트)
�� 제공받았다.� 제1단��� �공으�� Dimagi는� 2015년� 제2단�� 사�� 확장�� �한� 자

4-1.

��� 1��� ���� USAID�� DI�� 그란트� 지원�� 받았다.�

현황

��

▸CommCare는� 고����� ���� �� �과� �� 인터페이스(mo�i�e� ��one� a��� an��

▸ 개요

�e�� interface)�� 제공하는데�� ��� 고���� 공공��기관�� �니라� ����� 연구기

국가

인도

분야

IT 보건

대상층

BOP

재정지원

USAID DIV 투자

홈페이지

https://www.dimagi.com/products/

관과� 정부기관� ��� 망라한다.� ����� 고�인� 기관��� �구�� ��� ���으�� 동
��� �수�� 지�� ���과� 방��� ��� ��스도� 제공한다.�
▸CommCare� �으�� ��� ��그��이� �자�� 정��� 저장�� ��해�� �스��� �한�
�자��� 사�관��� ���� 수� �도�� 지원해준다.� ���원�이� 저����� 사망률
과� ���� ����는� �방으�� ���� ��한� 행���� �진��는� ���� 수행하도
�� 체��스트�� ��� 해���� 제공해준다.�

4-2.

목적

4-5.

사�적� 목적

��적� 목적

고객 참여 개선

진료 액세스 개선

진료 품질 및 책임 개선

프로그램에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

결과

▸Dimagi�� 제1단�� 자��� ���� 지�사�� ���원�이� 사�하는� 연�� CommCare�
���� ���� 86���� 불과해�� 이� ���� 정부�� �부� 지원기관�� ���� �이� 공동� 부
담한다.� 그�데� 이�는� �도�� 인도� 정부�� ���원� �인�� 관�� ���도� 연�� 1��
���� ��� ��� ��부담�� 한다.�

4-3.

▸��니스� �행� 1년이� 지�� 2015년�� ��트�� �정하기� ���� 상황이다.� 그��도� 1

주요� 사업

▸CommCare�� ���� 수집�� ������ 관리�� ��� ��� ��� �� ��� ��� 커뮤니
����� ��� ���� 오�� 소�� ���� 플랫폼입니다�� ���� �용� ������ 방문
��� ����� ���� 수집� �� ��� ���� ������ �� ��� ��� ��� �����

단��� �공으�� Dimagi는� 제2단�� 사�� 확장�� �한� 자��� 1��� ���� USAID
�� DI�� 그란트� 지원�� 받았다.� 제2단�� ��그��� 1단��� ��그�과� ��� 방식으
�� 이제� 40개�� ����� 확장해�� �기� 10��� �상� ��기�� ��하고� 기�지원도�
이뤄진다.� Dimagi�� C��� Jonat�an� Jackson�� “제2단�� 펀딩으�� ��� 기��� 개발

�용��� ���� 오디오�� ���� �� �디오� ������ 포함합니다�� CommCare� �용�

해�� 현장� ��� ��고� 인도�� ��기관�과� ���� 확장��기� �한� ��� 기��� 구

������ ��e��o�a� ��� ��� �� ������ 기������ 다��� 오�� 소�� 기

��� 하�� �� 것이다”고� 설명한다.�

��� 활용합니다�� ������ ��orm�� �� �용��� ����� ��� ���� 요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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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명�� 농��을� ���� 회�으로� ��시�� ‘��� 농사�(conservation�

5. COMACO� 보존농업� 협동조합

farming)�� �해� 농��� ��을� ��� ��을� �대시�� 빈곤을� ��하��� 지�하��
역�을� 한다.

5-4.

추진체계

▸Wil�life� Conservation� Society�� �로��� �기단���� 기�지��� 재�지�� 등� 다
�한� ���� 역�을� 했다.� 재�지����� 복합적이다.� WCS�� ��으로� �르�이� 대
사관을� 비롯해,� �o�ar�� ��ffett� 재단,� M�lago� 재단,� ��n�in� 재단,� CA���
�nternational,� �eneral� Mills,� William� �loy�,� an�� �arvey� an�� �ei�i� �oo�man.�
USA��,� Cornell� University�� At�inson� Center� for� a� S�staina�le� ��t�re,� Cornell�
Center� for� Wil�life� Conservation� 등이다.

5-1. � 현황

▸��ang�a� Valley�� “생�적� ��� �제적� 빈곤”이� ��하�� 관광지역이다.� ��� 2만명

▸개요

�� 관광�이� ���� ���� ����을� 찾아,� ��� 1,500만� 달러�� 관광��이� 창출

국가

잠비아

되�� 있다.� ���� ���� ���� ��� 100달러� 미만으로,� ��� ���이� 만�적� 식

분야

농업

�� ��으로� 빈곤�� �면해� 있다.� ������� 농사�� ��� 생�� 활동이지만,� 농���

대상층

�O�� 농민

�생���� ������� ��한� 지역사회� �제�� �면해� 있다.� 이��� ��� �����

재정지원

��C� 그란트

�제�� 2003�� Wil�life� Conservation� Society� (WCS)�� �사한� ��로� 제시되었다.�

홈페이지

http://www.comacolb.com/

�사�� 따르면,� ��� ��� ���� 광��한� 식�� ���� ��� ���� ���� 야생동
�� 포�� ��이��� 분석이다.� WCS�� 지역� 농��을� �한� 생��� ��� ��을� 제시
해� 지���한� 농�� 방�을� ��하�� 시�� ����� 처방을제시하였다.� �� ��
COMACO�� ��� 지�� ���이� 4만�� 농��을� 대�으로� ��� 농사�을� 지�하��

5-2. 목적

��� 제��� �제해��� 대한� 대�을� 찾�� 되었다.

사�적� 목적

��적� 목적

5-5. 결과

�자� ��� �� 일자리

창업�� 일자리� �대�

역량� ��� �� ���

���� ��� �대�

민주주�� �� 거버넌스

자원� 개발

농���� ��� 농사�으로� 생��� �지하�� 이��� 사회적�제� ���이� ��한� 것으

�비스� ��� �� 식량안보

�비스� 개선

로� ���� �� 있다.� WCS�� 따르면,� 4만�� 농��이� �발적으로� 6만1���� 야생� 올

▸����을� 농�으로� ��시��� ��적�� �로��� �분�� 야생���� ���� ���

�미�� 1,347��� �을� 포기했다.�
▸COMACO�� ���� 농��� 사회적,� �제적� 복지�� ��한� ����� 발생시켰다.� 농

5-3. � 주요� 사업

▸보전�� �한� 지역시장�Comm�n�ty� Ma��et�� �o�� Con�e��at�on� :� COMACO)�� ���
창출�� �다��� 보전�� 식량안보�� ��시��� �적�� 가�� 사회적기업이다.� �적�로�
���� 유한회사�l�m�te��by���a�antee� company)로�� 농식품� �로��� 회사이자� 식품
거�업자로� 활동한다.� COMACO�� 잠비아�� ���� 벨리���an�wa� Valley)�� 거주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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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OMACO�� ��한� 농��으로� ��적� ���� ��되�� �한� 농�� 기�� 실
�� ��으로� ��지�� 농��� 식���� ��� ����� ���� �� 있다.
▸COMACO� ��� 이�� 2000��� 농�� 생��사�� 따르면� 농�� ���� ��� 7��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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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 60%� 이��� 농가는� ��� �보�� �추지� �해� �생�물�� 포
�해� ��한� ���� 보충하였다.� ��데� COMACO� 시행� 이�� ����� �여한� 전형
�인� 농민�� 보전� 농사�������������� ��������� 덕분�� ��� �보�� 충분�� �추��

6.

Divine� Chocolate의�
Kuapa� KoKoo� 농민협동조합

되었다.� 지��� ��� 220달�� 소득�� ���� 있다.� 소득�� ��� 생산� 증��� �한� 가
�는� ��� 300달��� 달하는� ���� 추산된다.� ��된� 농민�� 52%가� 여�이�� ���
COMACO� �� �여� 농산물�� ��하는� 농민�� 1���� 달하는데,� 이중� 90%가�
COMACO� ��� 농민들이다.� 2010�� COMACO� ���� 농산물�� ��한� 농민� 가운
데� 30%가� COMACO� ��� 농민들인데,� 이는� 여전�� 70%� �다수가� 농산물� 생���
���서� ���� 이�하는� 중이�는� ��� 보여준다.� 농산물� ��� 수�이� 늘어난� 한�
요인�� COMACO가� ��한� 수집소�� �해� 일�� 수집,� ��하는� 덕분이다.� 57�� 지
��� 분산� ��된� 수집소�서� 농산물�� 수집해� 중���� 운�하��� 농민들이� 농산물
�� ��� 시장�� 나가� ��하는데� �는� ��비용일� ��� 감소한다.� 운�비용�� 농산물�
가��� 20%� 가�이� �다�� 추산한다.
▸가�� 인����� ����� 농민들이� COMACO가� 추�하는� 농산물�� ��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된다.� 추�한� 농산물�� 농����� ��� ��� ���� 생산��� �이�� 농

6-1.

현황

들�� 50� ��� ��� �모�� 농지�� �� 농사�� 해서� 이전�� 소득�� 비해� ��� 이���

▸ 개요

가�� ���� ��� 수� 있었다.� ��� �모�� ��� 농사는� 270%,� �� 농사는� 180%� 가

국가

가나

�� ��이� 발생했다.� ���� 다�화� ����� �� 생산�� 300%� 증가하면서,� ��� ��

분야

�업� 상업

농사�� 하는� 농민�� 수가� 다�� �가� 늘었다.� ���� �사�� 농사�� 하는� 농민�� 수는�

대상층

�O�� 여성

�� �가� 늘었다.� 이��� 농산물�� 다�화�� 소득� 증��� �여하는� 농산물�� 수가� 10

재정지원

�ivine� Chocolate
http://www.divinechocolate.com/uk/about-us/research-resourc

산물� 다�화�� ���보�� 소득� 증��� ��� 수� 있는� 전�� 산물이다.� COMACO� 농민

��서� 16��� 늘면서� ���보�� ���화�� �한� ���이� 강해졌다.� 2007��는�

홈페이지

es/divine-story/kuapa-kokoo

�수� �해가� 발생하면서� �수�� 가��� 강한� �사��� ���� 농사가� 추가�� 늘어,�
다�화가� 소득�� 보장하는� 중요한� 전�이� 되었다.� 다�한� 시장,� 비시장� 인����� 활
용되었다.� 2010�� 27,000� ��� 농민들��� ��� ��가� 발�되어� 보전� 농사� ����
준수한� 농민들��� ��� ��� 가���� ��하는� 인���� 제�가� 시행되었다.� �� 보
전� 농사��� 준수해농산물�� ��한� ��� ���� 가�� 농가�� ��들�� 학비�� 보조

6-2. 목적
사�적� 목적

��적� 목적

해�는� ���� 모색중이다.
▸지�사�� �반�� �장��� ���� 225��� 시�� ��소� ��� 지���� 농민들�� 다

����� 소���� ���� 강화

����� ���
��� 소유�� ���� ���� ���� 성장

�한� 농사� ���� 습득한다.� �� ��농� 비료�� 사용�� 일반화되어있다.� 17,376���
농민� ��� 중�서� 보전� 농사��� 활용해� 집�서� ��� �비�� �들어� 사용한� 농민들이�
81.7%�� 달한� ���� 조사되었다.� 보전� 농사��� 사용한� 농지�� 수���� 증가는� 일
반� 농지�� 비해� 30%-200%�� 달�� ���� �� �이�� 보였다.� 보전� 농사���� 값비
�� 화학비료,� 살충제,� 제�제��� 사용이� ��� 줄면서,� 가��� ��� 소득�� 10-20%
가� ��된� ���� 나타난다.

98

6-3. 주요� 사업

▸�ivine� Chocolate�� ���기업�� ���� “���� ���� ��� ��이�� 기업”이���
밝힌다.� �ivine� Chocolate�� 1998�� ��� ��� 99�� ��이� �� ����� ��� 소유
되었다.� �정��� NGO�� �win� �radin�� ����� �uapa�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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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도매�� �ody� Shop� International이� 14%�� 배분하였다.� ��다� 2006

��� ��� ��서� 보�� �사��� ���� ��서� ��� �비�� ���� 사��� �����

��� �ody� Shop�� �����정��� 따라,� 주��� Kuapa� Kokoo� 조합�� 양도하였

81.7%�� ��� ���� 조사되었다.� 보�� �사��� 사��� ���� ����� ���� 일

고,� �� ��� 해� ��������� Oikocredit이� 주��� 구매해� 이�� Kuapa� Kokoo�

�� ���� 비�� 30%-200%�� ��� ���� �� ���� 보였다.� 보�� �사���� 값비

조합�� 양도하��� 조합이� 44%의� �주주�� 되었다.

�� 화학비료�� 살충제�� 제�제��� 사��� ��� 줄면서�� ���� ��� ���� 10-20%
�� ���� ���� 나타난다.

6-4.

추진체계

▸Kuapa� Kokoo는� 공정무역� ���� T�in� Trading의� 도��� 받�� 협동조합� � ��� 설
립되며,� Divine� Chocolate의� 주�� 44%�� ��하는� �주주�� ���� �매수��� 주
�배��� ��� �정���� ��� 자���� 확보해,� �민� ������ 생산성� ���� 지
����� 투자한다.
��

▸Divine이� ��� ��� ����� 도��� 수� 있었�� ��는� ��의� ��������
Cadbury�의� ����� 시작되었다.� Cadbury�� ����� 자�의� ����� 공정무역
��� ��시�는� �정�� 하고� Divine�� 주류� ����� 주�� 공��이� 되었다.� 이��
���� 시장��는� Nestle�� �ars� �한� ��������� 공정� 무역� ����� 구매
하며� 공정� 무역� ���� 합류하였다.� In� 2013� ����� �매�� ���의� 11%�� 공정
무역� ����� ��한� �모의� 시장�� �성하고� 있다.

6-5. 결과

▸Divine� Chocolate�� �민�이� ��하는� �����이라는�� ����� ��협�의� 성
��� 있다.� ���� �민��� 이중의� 수��� 보장받는다.� ��� �민�이� 자��이� 생산
한� ���� ���� 정�하�� 받�� 수��� 올��� 되고,� �� 다�� 한���는� 자��이�
��한� 주�의� 배���� 분배받�� 수��� 올린다.� 이� ��� 수��� 올��� �� ��는�
�� 협동조합이다.�
▸KuapaKokoo� 협동조합�� 이���� “민주주의,� 책무성,� 투명성”�� 의미하며,� 조합���
�민���� 협동조합�� “nnoboa”,� ��� �하는� 이��� 의미한다양��� �득�� 보장
하는� 중�한� ��이� 되었다.� 다양한� 시장,� �시장� ����도� 활용되었다.� 2010��
27,000� ��� �민���� ID� ���� ��되어� 보�� ��� ���� 준수한� �민����
��� ��� ����� 구�하는� ����� �도�� 시행되었다.� �� 보�� ����� 준수해
�산��� �매한� ��� ���� ��� ��의� 자��의� ���� 보조해주는� ��도� 모색
중이다.
▸지역��� ��의� �장��� ���� 225�의� 시�� ���� �의� 지���� �민��� 다
양한� ��� ���� 습득한다.� �� ���� ��의� �용도� ���� 되어있다.� 17,37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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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 ���� �대시�� ������ 기여하는� ���� ���� ��� 있다.�

7. EPSSF� 소작농� 협동조합

��� ���� ���� 달�하기� �해� 지�가�한� 농업�제�� �행방��� 추진한다.�

7-4.

추진체계

▸이����� 농업부문� 개발(De�e�op�ent� o�� the� Ag�ic��t��a�� �ecto�� o�� Ethiopia)
�� E���F� 프로젝트는� 정부,� 개발기관,� �간기관��� �트��� 프로젝트이다.� “�농��
지원�� �한� �간부문�� 참여�� 프로���� �0�3��6� 기간�� 진행되는데,� ��다� 외부
부(DFATD)�� 펀드(300�� 달러)� 재정지원으로� ATA(Ag�ic��t��a�� T�an��o��ation�
Agency)가� 시행기관�� ���� 맡는다.
▸프로젝트� 협�기관�� ���� �이� 산출� ���� ��� ���� 분담한다.
� �� ��다� 외부통상개발부(DFATD)�� 재정지원기관,
� �� 농업전환기관(ATA)�� 시행기관,
� �� Techno�e��e� (T��)� 산출� #7�� �한� 시행� 보조기관으로,� 협동조합

7-1. � 현황

▸����� ����� 자문,

▸ 개요

� �� ��다� 협동조합협�� (��A).� 산출� #6�� ��� 기��� 협동조합� 산출

국가

이디오피아

분야

농업

대상층

BOP여성

재정지원

����� 그란드

▸����� �한� 시행� 보조기관,
� �� �c�in�ey� an�� �o� 산출� #�� 대��� ���� �한� ����� �한� 시행보조기관
� �� A�DI�� ���A� �� 산출� #�� 지���� ��� �수�� 개��� �한� 시행� 보조기관
� �� De��e���t�� �� 산출� #�� ��� ����� 조정�� �� 개발�� �한� 시행� 보조기관.�

홈페이지

7-5. 결과

▸���(����ic� ��i�ate� �a�tne��hip�)� 관리� ���� ��해� �� ��되�� 있다.� 조��는�

7-2. 목적�
사�적� 목적

��적� 목적

가��� 농�� 포용

����� ��� 진흥

����� ��� 강화

���� ��� �대�

��� 퇴치

��� 다양화

관리책임자,� 국제자문관,� �임� 기술전문가,� 분�가�� 프로��� 보조자� 등이다.� 관리팀
�� 투자관리�� 대한� ���� ����� 도입해,� �제� 투자자�� ��해� 조정하는� ����
��� 시��� 이���� ��해� 해�하는� ���� 동시�� 수행한다.
▸관리팀�� 독일,� �AE,� 우간다,� �국� 등지�� ��� 행��� 참�해� 이����� 농업�� 대
한� 투자� 기��� 관��� 진�시�는� ��도� 했다.� 이�� ��� 관��� ��한� 기업�이�
정보� ��이�� 전문가� ���� ��� 정부관리��� �트���� 통해� 지원���� 밝혔다.�
관리팀�� 시��� �원��� 전략개발,� ����� ���� 통해� 투자자�� 일���� 방문기

7-3. 주요� 사업

▸�P���� ������ 이디오피아� �농���� 지�가��� 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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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제��� 고가치의� 농�� �자� �회� 파악�� 완성하였다.� �수수� 가치사
�� ����� �자자� 유치�� ��되�� 금융시장� �회�� 가진� 완전한� ��니�� 사례��
진전시켰고�� ��� 사정��� te�� �� �� 가치사��� ��니�� 사례�� 진전시켰다.� �� 국
����� 리��가� ��� �가��� 대한� ��� �자� �회�� 다�� ���� 대한� ����
��의� 장�� �자� �회�� 파악하였다.� ���� �의� ���� 시장� 사정�� �제� 사정�� �자�
사례� 개발�� 이����� ���� ��� ��� ��� ����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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