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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집_2일차



프로그램 일정표

※ 본 자료집은

지난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2020(2020.12.17.~12.18.)> 행사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진행된 발표 자료를 엮은

‘발표 자료집’ 입니다. 비공개 요청 자료는 구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참고 목적 외 해당 자료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문의 : 센터 대표메일(info@sehub.net)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2일차 채널-1



2020년_지역의제_지원사업_마을관리특화기획주제



2013년
마을기업
노느매기창립



재활용의류
-기증의류
-지역주민
아나바다

재생유비누
-EM세안비누
-EM세탁비누
-EM설거지바



리퍼브
매장

-온라인반품샵
-촬영상품
-진열상품등

DMZ양봉 재생유
비누

파주농사

-열매나눔재단지원
-오마이컴퍼니
크리우드펀딩지원

-파평교회후원
-고구마, 감자, 옥수수, 
콩등재배

-EM세안비누
-EM세탁비누
-EM설거지바



2020년
마을기업지역의제
사업참여





마을
마을기업

연대와 협동, 융합형 마을 주거관리
새로운 마을기업 모델 창출마을관리기업 네트워크 형성신뢰의 마을기업 문화 정립



2020년
마을기업지역의제
사업참여



지역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
지역관리기업교두보마련



2020년
마을기업지역의제
사업참여



지역관리기업
교두보마련

소독업
허가취득

자활센터
업무협약



지역관리기업교두보마련
-집수리시범사업진행

-총 40회차취약계층지원활동



2020년
마을에

리를놓다



마을인문학

“ 리를 놓다”



“ 리를 놓다”



“ 리를 놓다”

골목장터



2020년

을묻다







누가?
품앗이돌봄을계기로모인장애자녀의

부모들이

어디서?
성북구길음역주차환승빌딩

7층나무와열매

언제? 2013년 10월부터
(나무와열매 창립총회서울시 마을기업 선정)

무엇을? 장애인돌봄을

어떻게?
장애〮비장애통합돌봄터, 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왜?
기존장애아동돌봄환경의한계,
부모들의공동돌봄필요성공감

최 종 비 전 영속적인 장애인 마을평생돌봄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들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장애〮비장애아동시간제통합돌봄터
장애유무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포괄하여
긴급〮일시〮상시 돌봄이 가능한 개방형 시간제 통합돌봄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

정부 바우처 사업 O
이용료 부담 X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필요하지만, 제도가 없어

정부 바우처 사업 X
이용료 부담 O



1.뇌병변 지체장애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2.성북구 장애청소년 돌봄 의제화 사업



MSGE
(다감성 스토리텔링)

MSGE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
감각과 지각, 사고를 연합하여 이야기
를 이해하고, 이를 계기로 문화적〮사

회적 참여를 도모



심리운동
신체부위 움직임을 통해

고유수용감각과 평형감각 및
오감을 경험하기 위한 수업

움직임과 활동의 제한이 큰
뇌병변지체장애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높낮이를 겪고 구분하여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모



작업지도
의사소통과 감각통합을 통해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사회화 과정을 위한 수업

비언어적 의사소통, 촉각, 후각,
시각, 청각 등을 통한

감정표현과 상호작용을 도모



방과후 외부활동
경기도 곤지암

화담숲 무장애 여행

뇌병변지체장애아동청소년에게
외부활동 경험 제공과
여가에 대한 욕구충족



MSGE
돌봄교사 시연

MSGE 전문 진행강사의
교육 및 참관 후

외부강사의 도움없이
뇌병변지체장애아동청소년에게

해당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모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돌봄센터

설립찬성 서명운동



자치구 지역사회투자사업 통합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도화

성북구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돌봄센터 확장 및 신설







사업에대해아쉬운점 사업에대해좋았던점

프로그램 예상 회기수 불충족
외부활동을 통해 뇌병변지체아동들이
자연에서 숨 쉴 수 있는 기회

짧았던 교사들의 프로그램 시연
다음 기회에 프로그램을 더 익혀,
적극적으로 잘 해야겠다는 열정 생겨

고정적이지 않은 참여아동의 출석
새로운 친구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



뇌병변지체아동청소년프로그램을
상품화하기위한경험의축적과정

뇌병변 지체아동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부모님들의 돌봄부담 감소

돌봄교사들의 뇌병변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강화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주체 발굴
_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2020-1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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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평 소재 마을기업 내역

예비 1차 2차 3차 비고

2011년 물빛마을청국장

2012년 마을무지개

2013년 마을무지개

2014년 바늘한땀협동조합

2015년 바늘한땀협동조합

2016년 로하스협동조합

2017년 생태보전시민모임
에코상상사업단

2018년 협동조합좋은이웃
생태보전시민모임
에코상상사업단

마을무지개
서울시우수마을기업

2위선정

2019년 협동조합청청 에듀통협동조합 협동조합좋은이웃 마을무지개

2020년
사람책플러스

테라페이아협동조합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전환마을협동조합 에듀통협동조합

• 총 12개마을기업(예비포함) 발굴

2020-12-17 3



2.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발굴
2-(1). 추진배경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계획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를 높인다

• 은평 사경센터의 전략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 밀착화

• 지역 밀착화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
–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

2020-12-17 4



2.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발굴
2-(2). 지역 밀착화 개요, 마을기업의 연관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문제를해결

지역주민들의
사회적경제
체감도상승

지역마다의체감도
상승으로인한
시민의사회적경제
체감도상승

여기에제일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은, “마을기

업”

2020-12-17 5

• 지역사람이
• 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
• 지역의문제를
• 사업의방식으로해결



2.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발굴
2-(3). 마을기업이 지역 밀착화에 최적인 이유 - 4요
소
공동체성

• 모임활동을
언제부터, 어
떻게, 왜해왔
는가를탐색
하면

• 공통의필요, 
공통의문제
의식, 공통의
목적이나온
다

공공성

• 지역의무슨
문제를해결
하고싶은지

• 문제해결시
지역과주민
의삶을어떻
게바꾸는지

• 지역밀착화
에중요한요
소

• 지역의수요
를충족

지역성

• 지역의자원
을이용(인적, 
물적모두포
함)하여

• 5인이상의
지역주민
(70% 이상) 
의모임으로
서

• 지역에필요
한사업을하
는가

기업성

•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인가

• 언제부터/무
엇을/어디에/
얼마나팔아
왔는가

• 최대출자자
1인 30% 이
하출자하였
는가? (특수
관계인합해
도 50% 이하

2020-12-17 6



3.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하는 일
3-(1). 은평구의 상황

•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역 을 ‘은평구’ 로 한정 지었을 때

• 은평 특성
– 주거지역으로, 어린이와 노인 인구가 많다.
– 협동조합이 많다, 그 중에서도 교육 협동조합이 많다
– 서비스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주된 업종

• 그래서, 먹거리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
– 먹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것
– 또한, 돌봄 관련 사업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

2020-12-17 7



3.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하는 일
3-(2). 사례1. 전환마을협동조합

• 기업 소개
– 전환마을가치에 관심이 있
는 주민들의 모임

– 대표자의식당 운영 경험을
살리고

– 채식에 지식과 있는 조합원
들과 함께 마을기업 식당 오
픈

– (~’19) 케이터링, 행사도시락
등에서 매출 발생

– (‘20~)돌봄도시락, 돌봄 거
점

• 식사지원서비스 매출
– 2020년 하반기 시작
– 11/30일자기준
– 10,547천원

2020-12-17 8



3.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하는 일
3-(3). 사례2. 마을무지개

• 기업 소개
– 지역의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에서만난
결혼이주여성과선주민 대표
자

– 다문화 교육, 케이터링,
의상대여등을 통해

–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

– (~’19) 돌봄 도시락 배송 시
작

• 식사지원 서비스 매출
– 2019년 하반기부터시작
– 2020년 11/30 일자 기준
– 누적 72,726천원

2020-12-17 9



3.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하는 일
3-(4). 마을기업 주도의 먹거리 생태계 조성 총괄 실
적

2020-12-17 10

• 2019년 7월 개시
– 1개사에서 11,570천원

• 2020년
– 2개사에서 11월까지
– 5배 매출 상승

• 식사지원 누적 실적
– 누적 이용자 수 380명
– 누적 제공식수 10,893식
– 누적 매출 80,841천원

2019 2020
매출 (단위 : 
천원)

11,570 69,270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돌봄 SOS센터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단식사지원

서비스매출



4.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사전 작
업

지역기반
공동체, 모임, 
커뮤니티발
굴

해당모임, 
커뮤니티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
업, 
특히
마을기업으로
성장

마을기업이
지역문제를
해결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제고

2020-12-17 11



4.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사전 작
업
4-(1). 사전 작업 개요

소셜밥터디

• 5인이상지역주민모임대상의
지역기반사회적경제
공부및창업지원

사전작업

• 상시상담
• 찾아가는사회적경제아카데미

(공부, 체험지원)
• 각종지원사업및활동비지급사업에
지원및선정되게끔서포트

지역
공동체를
유심히관
찰

2020-12-17 12



4.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사전 작
업
4-(2). 대표 프로그램_소셜밥터디
• 프로그램 소개

– 사회적경제공부와 창업에
관심 있는

– 5인 이상의 은평 주민 모임
및 커뮤니티에게

– 공부&창업을지원
– 선진지 탐방, 전체기수모임, 
성과공유회등 연계

• 실적
– 8개년, 11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및 육성

– (사회적) 협동조합 11개
– 사회적기업사업소 1개
– (예비) 마을기업 5개

기수(연도) 기업명

1기 (2012년)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1기 (2012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운동센터다짐

3기 (2013년) 노는엄마협동조합

5기 (2014년) 협동조합청청 (예비마을기업)

9기 (2016년) 소통이룸협동조합

12기 (2018년) 사람책플러스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13기 (2018년) 협동조합마을자치교육연구소

13기 (2018년) 에듀통협동조합 (마을기업)

14기 (2019년) 전환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

15기 (2019년) 테라페이아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15기 (2019년) 열린사회주거복지협동조합

2020-12-17 13



4. 지역 밀착형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사전 작
업
4-(3). 소셜밥터디 실적

2020-12-17 1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육성팀수 12 23 32 43 55 66 75 76

0
10
20
30
40
50
60
70
80

주민기반창업프로그램 ‘소셜밥터디’  누적성과

11 9 11 1112 9 1

• 76개육성팀중마을기업(5개), 사회적기업 (1개사업소), 협동조합(11개) 설립



5. 향후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예정

은평형
먹거리
생태계

수익성제고

• 다품종소량생산소농과
컨택

• 셰프중심의먹거리생산
• 마진률을높이기위한
수익구조개선

전문성제고

• 제품의서비스질높이기
• 구성원의전문성증진

자원조달

• 돌봄이외에도
먹거리분야라면
공모사업자금조달

• 설비마련등

프로세스의전문화

• 생산성증대를위함
• 배송과의분리등

2020-12-17 15

• 지역밀착형마을기업중심, 지속적인먹거리생태계의조성



감사합니다.

노경혜 매니저
070-4254-0028
yrkh@ep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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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마을기업 현황

182억
매출규모

* 2018년말기준

96 개
마을기업수

*  2020년10월말기준

평균6.1년
업력

* 2018년말기준

1,270 명
고용창출

* 2018년말기준

28,479억
매출규모

* 2018년말기준

26,200 명
고용창출

* 2018년말기준

4,397 개

서울시전체사회적경제기업수
*  2018년말기준

평균4.6년
업력

* 2018년말기준

서울마을기업은서울전체사회적경제기업수대비2.1%, 전체매출액대비0.6% 차지

전체고용창출대비4.8%로높은고용효과 전체평균업력대비1.3배 ,6.1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전체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서울사회적경제현황 마을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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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기업 지원 체계와 주요 사업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조직내·외부 협업

판로지원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

•코로나19 상황에맞춰접근성향상을위한비대면·방문형교

육전환·운영(24팀수료)

•비대면 비즈니스역량강화교육(비·온·디)운영

•마을기업연합회회원사교육, 네트워킹지원(11,000천원)

(백만원)

최근 3년서울공공기관마을기업실적(누적)

2018년 2019년 2020년(8월)

4,811

15,042

20,277

•센터판로채널입점지원

- 하나로마트, 잇치,  소영씨스토어,  

- 롯데홈쇼핑,  생협등

•공공구매진입상담조직운영

-공공기관대상기업 풀제공

-사회적경제인식제고 교육

판로지원_ 판로참여지원

•조직성장단계별맞춤형서비스제공

☞마케팅, 노무, 인사, HACCP, 조직관리, 비전수립 등지원

•컨설팅후컨설팅결과를반영하는사업비지원

1,716만원

판로지원 |  판로참여 지원

컨설팅지원 |  조직맞춤형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 |  교육, 협업 지원



6

2. 마을기업 지원 체계와 주요 사업

• 목표: 기업이지역의제를발굴하고, 그해결을마을기업이사회적
경제방식해결을위한지원

• 사업기간: 9개월(3월~12월)

• 지원금액: 기업당최대20,000천원

☞정책연계+사업비+지역주민·동료기업→  정체성 강화

• 목표 : 기업 경영역량강화 지원

• 사업기간 : 4개월(6월~10월)

• 지원금액 : 기업 당 약 300만원

☞ 조직진단 + 사업비 + 전문가 → 사업효과 극대화

• 지역기반기업 발굴 지원 : 총26개
신규6, 재지정5, 고도화1, 예비13, 재도약1

서울시정연계형신규주체발굴: 2건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 31회, 234명

•공공판로 매칭실적 : 약 4,700,000천원(2020.8)

•민간판로 매칭실적 : 약 70,000천원(2020.8)

•장기 컨설팅 지원 : 기업당 10회(3개기업, 1,700만원)

•컨설팅 실행비 지원 : 1개기업(110만원)

•소상공인x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 : 1개기업(1억7천)

•우리동네나눔반장(커뮤니티케어X사회적경제) : 11개기업 참여

• 주거∙환경∙돌봄등시민의제사업참여정책제안

☞ 주민기술학교, 돌봄SOS센터 사업 참여

• 마을기업 우수사례 정책연계 시도

☞ 솔루션스쿨과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 지원사업 설계 및 정책 제안

• 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성과공유집 제작

☞ 마을기업 정책 우수사례 전파

정책연계지원

연구∙홍보

내∙외부 자원연계

사업력 강화 지원

지역의제 기획사업

2020년

신규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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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의 발굴 및 활성화 사업(세부)_신규발굴

서울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마을기업(2020)

은평구 소셜밥터디

밥풀꽃 사업시작

서울형 지역돌봄 정책 수립

지역돌봄정책 시범운영

20년 신규마을기업 지정

202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서울형 지역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공급협약 체결 및 도시락 공급

~현재

2015년

서울형 지역돌봄 정책 시범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신규사회적경제 주체발굴 필요

협동조합 식당운영 추진 실패

도시락용기, 메뉴개발, 설비, 배송용 전기
자전거를 사업비로 갖춤

은평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사업 참여

나눔봉제

전환마을(밥풀꽃)

도토리집

섬밭실버택배 중구마방

성북신나

노느매기

도시마을

모해교육

㈜에덴스푸드

건강한농부

문턱없는세상

좋은이웃

강북행복한돌봄

코발트

다사리

에듀통

동네발전소

성동패션봉제

나무와열매

성북신나

중구마방

동네발전소

코발트

도시마을

도시마을
건강한농부

건강한농부

건강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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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의 발굴 및 활성화 사업(세부)_정책외연 확장

대도시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센터와 현장의 고민

대도시 마을기업의 고민들 대도시 마을기업의 성과와 전략은?지원사업성과분석, 정책분석
현장기업F   G    I  ,  간담회

지원사업과 기업의 상관관계 분석
☞ 효과는 있다, 조금 약할뿐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전략과
마을기업의 참여 방안은?

지역중심對시민서비스의
마을기업과지원기관의역할은?

앞으로마을기업, 신규주체와의사업방법
대체 무엇을 해야할까...?

도시에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요건갖추기가
너무어려워...

시민의관심은
높아지지만

다양하지 않는
업종과아이디

어

지원사업이
별로여서..

코로나19로
지역을 주목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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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의 발굴 및 활성화 사업(세부)_사업력강화지원

마을기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사업력 강화사업

전문가Pool 활용마을기업활성화를위한기획∙지원∙교육∙발굴
프로그램자문및기업지원실행전문인력확보

상생지원단운영 34인구성

①계획수립 ②사업추진 ③결과물도출

심사 및 상생지원단 매칭 상생지원단 사업지원사전경영진단

사업력강화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력강화에필요한프로젝트비용지원
사업실행비지원 최대30,000천원

 지원사업결과도출계획, 실행, 결과물활용을기업-전문가와협업하여
준비·추진하게하여지원사업효과제고

 지원사업의필요성, 계획의구체성, 성과물활용방안의구체화를
‘마을기업상생지원단’소속전문가와기업이함께협의하여
기업의사업모델이지역사회의수요부합성강화

기
대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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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생활관리기업

레벨업지원사업(’16, ’18)
온라인 마케팅 지원

마케팅 전문가 지원

뉴딜일자리 지원

3. 마을기업의 발굴 및 활성화 사업(세부)_지역의제기반 기획사업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기업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사업시작
영등포노숙인의자활을위한사업시작
EM비누, 기부물품판매

수익성저조

기업내부사정악화

조직변화(2019)
-조직미션수립

-구성원변경, 추가참여

지역돌봄사업참여역량강화

주민기술학교인력교육

-지역수요에부응하는국책사업및서울시정책사업과마을기업의비즈니스모델의연계성강화지원

- 자치구내지역사회를기반으로사업분야연계를통한지역문제해결및성장가능성제고를위한협업모델지원

- 컨소시엄당①사업비최대20,000천원, ②전문가결합→ 기업의지역문제해결능력강화

지역의제기획사업(’20)

중간지원조직

노느매기

동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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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재
생

3. 마을기업의 발굴 및 활성화 사업(세부)_조직다각화 지원

동네발전소 협동조합 사업 다각화를 위한 협업

도시재생지 계획·
의제발굴 특화 마을기업

지
역
순
환
경
제

소상공인

도시재생지의 마을기업
발굴 지원

기업 포트폴리오에 도시재생
지의 마을기업 발굴사례 추가

도시재생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소상공인 협업체
발굴 및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X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

동네발전소 협동조합(2015)

사업영역

-교육프로젝트: 창업, 큐베이팅

-브랜딩프로젝트: BI, CI, 인쇄, 패키지,  영상

-빌리지커뮤니티: 지역자원아카이빙, 마을지

도, 도시재생

느슨한연대
대도시의

마을기업주체
규모화주민고용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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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의 발굴 및 활성화 사업(세부)_코로나19를 극복하기

Solution School

코로나19로인한문제와현안해결위해시민과기업이

주체적으로참여하는솔루션스쿨운영(총27차, 1000여명)

서울시

사업개발비

추경

마을기업X서울 사회적경제 = 코로나 극복! 

전략사업

개발지원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코로나19 

대응 도시마을협동조합

모해교육협동조합 등마을기업 8개소사업개발비 지원및자기 성장모델 수립

공연예술분야→ 비대면전환 ▶ 수익구조변경·확장

공연입장료 ▶공연영상제공, KIT판매

일상방역매뉴얼개발방역교육
▶서울사회적경제기업 방역관리능력향상에기여

문화예술협동조합아이야

도시마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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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의 발굴 및 활성화 사업(세부)_코로나19를 극복하기

마을기업 사무공간 방역 지원

홈플러스X마을기업

• 마을기업COVID-19 극복을위한물품및방역지원(3천만원추가편성)

• 내용: 물품및방역지원과함께찾아가는생활방역교육진행

• 효과: 사업장안정성및이용자신뢰도제고에기여

• 19년11월~ 20년2월 준비한홈플러스가양점마을기업상생장터운영

• 상생장터운영및추진을위한예산확보(30,000천원)

• 전문장터운영기관섭외및구성



02 ’21년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지금부터의내용은

예산확정및센터기획의도에따라사업내용이변경될수있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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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서울시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2.0 주민중심· 참여 지역사회문제해결

주민주도성강한사회적경제조직 지역수요에부합하는사업모델 지역순환경제의핵심

마을기업지정지원및교육

청년주체발굴및육성

지역의제기반기획지원

마을기업성과확산

서울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마을기업



16

2. 사업단위별 계획 마을기업지정지원및교육

마을기업모니터링일상경영지원 행정안전부등외부협조

하는 일 : 설명회, 지침설명, 프로그램연계

- 설명회 :’21년 마을기업 대상 사업설명회(1회이상)

- 지침설명 : ’21년 마을기업 지침 사업설명회(1회이상)

- 프로그램연계 : 기업현안 및 요청에따른 자원연계

하는 일 : 행사/우수,모두애 마을기업/그 외 협조

- 행사지원 : 행안부 등 마을기업 행사 지원
-> 마을기업 박람회,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 등

- 우수,모두애 마을기업:’21년 지정 시 지원(교육, PPT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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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위별 계획 마을기업지정지원및교육

예비마을기업공모지원(’21년상) 설립전후교육(’21년상~하)

하는 일 : 기초상담, 현지조사, 선정 전후 교육 추진

- 기초상담 : 예비마을기업 공모 설명 등

- 현지조사 : 자치구 접수 후 기업상황 조사

- 선정 전 교육 : 공무원 등 대상 지침교육

- 선정 후 교육 : 선정기업, 공무원등 회계교육

하는 일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대상 교육

- 신규교육1 :’21년 신규-기초,심화,공통교육(필수)

- 신규교육2 :’22년 신규희망기업 대상 입문교육(필수)

- 전문교육 : ’22년 재지정,고도화 기업 대상 교육(필수)

- 선정 후 교육 : 선정기업, 공무원등 보조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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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위별 계획 청년주체발굴및육성

예비주체발굴(청년)

하는 일 : 청년주체발굴

일정 : ’21년 3월~5월
대상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을 희망하는 서울 내 청년창업팀
수행방법 : 공개모집
지원내용 : 전문가 및 사업비지원

아이디어구체화지원

하는 일 : 각팀별 전문과와 협업
을 통한 사업모델화 및 실행지원, 
법인화 지원

일정 : ’21년 6월~8월
대상 : 발굴된 예비청년주체

성장촉진

하는 일 :’21년 마을기업 신규 공
모진입 지원

일정 :’21년 8월~10월
대상 :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선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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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위별 계획 지역의제기반기획지원

①계획수립 ②사업추진 ③결과물도출

심사 및 상생지원단 매칭 사업지원사전진단

Enhance

마을기업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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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위별 계획

사업개요

하는 일 : 기업의 사업모델이 지역주민 수요와 일치하여 시
민의 일상에 참여하는 마을기업 육성

일정 : ’21년 2월~11월

대상 : 지정 마을기업 또는 지정 마을기업이 대표기관이 되
는 컨소시엄
※ 행안부 마을기업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참여불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

지원내용 : 사업비(유형별 차등), 전문가 및 홍보, 타 사회
적경제 협업지원

지역의제기반기획지원

유형1

유형 : 지역수요 기반 지역정책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지원
(1개)

목표
①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사업화 과정, 역할,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및 실현

일정 : ’21년 2월~11월

기대효과 : ①마을기업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고, ②필요
를 해결해주며, ③더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모델 정책화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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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위별 계획

유형2

유형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역량 강화 지원(4개)

목표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역안전망을 보완하는 사
업모델 구축

일정 : ’21년 2월~11월

사업예시
- 어린이 틈새 돌봄 및 방과후 활동
- 노인, 장애인 돌봄
- 먹거리 기반 돌봄
- 공동주택 기반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제기반기획지원

유형3

유형 : 사업력 강화 지원(4개)

목표
① 기업의 사업모델이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접점 마련
② 지역사회공헌과 사업모델의 일치

일정 : ’21년 2월~11월

사업예시
- 기업의 핵심 BM = 지역수요 일치



감사합니다.



홍보캠페인
[영상 캠페인] 하루인턴-그들은 왜 사경을 헤맬까?

[시민참여 캠페인] 바이소셜X서울 [SE:크리에이터]

2일차 채널-1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홍보캠페인은 온라인 기반

캠페인으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안내

보도기사 >

2020 서울 사회적경제 영상 캠페인

하루인턴-그들은 왜 사경을 헤
맬까?

■사업기간 : 2020.8.~11.
■사업대상 : 밀레니얼세대

밀레니얼 인플루언서의 현장
인턴쉽 경험과 전문가 스튜디
오 토크를 혼합한 예능 프로그
램으로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밀레니
얼세대의공감대확산을도모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xDCzk1hZQOSgh4ZXtJubnCcRho-DoZZ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xDCzk1hZQOSgh4ZXtJubnCcRho-DoZZ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xDCzk1hZQOSgh4ZXtJubnCcRho-DoZZ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FxDCzk1hZQOSgh4ZXtJubnCcRho-DoZZ


보도기사 >

2020 서울사회적경제 시민참여캠페인

바이소셜X서울 [SE:크리에이터]

■사업기간 : 2020.7.~12.
■사업대상 : 밀레니얼세대

밀레니얼 크리에이터의 가치소비
를 주제로 한 콘텐츠 창작과 확산
을 지원함으로서 일반 시민이 체
감하고 공감하는 사회적경제 콘
텐츠 제작, 시민사회 변화의 주체
인 밀레니얼 세대를 사회적경제
의주체로견인

온라인콘텐츠 >

안내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홍보캠페인은 온라인 기반

캠페인으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https://sehub.net/archives/2061017
https://blog.naver.com/sehub/222049897700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ehub&from=postList&categoryNo=66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ehub&from=postList&categoryNo=66


지역생태계조사

2일차 채널-2



걸어서 사회적경제 속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U 권소일

2020.12.18.

[서울시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을위한지역자원조사]



목 차

1. 조사개요

2.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3. 서울시민

4.결론



1. 조사개요

• 대상

• 사회적경제 조직 (4대부문, 생협, 개별법상 협동조합 등) 6,104개 대상 전수조사

• 서울시민 19~69세 주민대상, 성별, 연령별 유의 할당표집

• 방법

• 조직: 온라인조사

• 시민: 대면조사

• 기간

• 2020.10월12일~2020.12월16일

1

뉴딜 일자리정책으로 350명의 조사원 활동 + 

10개 자치구 지원센터 조사 담당자



1. 조사개요

• 조직 대상 질문 12문항 170문제

• 생산, 판로, 홍보, 물류

• 창업과정 및 운영과정 (창업 전 활동, 지원사업 효과성)

•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코로나 이후, 사회적경제 3법,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2



1. 조사개요

• 시민 대상 질문 12문항 50문제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질문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

• 사회적경제 참여와 발전에 대한 질문

• 거주지 만족도에 대한 질문

3



2.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 응답: 총 607개

• 자치구별 응답현황

(컨소시엄)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관악구 順

(비컨소시엄) 도봉구, 동대문구, 강동구 順

4

비컨소시엄
강동구 23

강서구 22

광진구 4

구로구 16

금천구 14

도봉구 34

동대문구 25

동작구 13

서대문구 22

성동구 13

송파구 8

용산구 16

중구 15

중랑구 11

조사컨소시엄
강남구 29

강북구 32

관악구 42

노원구 68

마포구 66

서초구 47

성북구 30

영등포구 8

은평구 16

종로구 6



2.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5

• 코로나19 이후 작년대비 매출변화: 감소 > 유지 > 증가 cf)신규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운영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것: 자금> 인력> 경영(인력,마케팅)

코로나이후변화로인한대응방안

코로나이후매출액변화 조직운영시가장중요한것

사회적경제기본법 동의



3. 결과: 서울시민

• 응답: 총 2,841명

• 자치구별 응답현황

(컨소시엄) 영등포구, 마포구, 관악구, 성북구

(비컨소시엄) 구로구, 강서구, 서대문구

6

조사컨소시엄

강남구 101

강북구 74

관악구 216

노원구 100

마포구 236

서초구 102

성북구 114

영등포구 461

은평구 78

종로구 61

비컨소시엄

강동구 83

강서구 175

광진구 39

구로구 177

금천구 16

도봉구 89

동대문구 114

동작구 7

서대문구 133

성동구 69

송파구 49

양천구 51

용산구 115

중구 97

중랑구 84



3. 결과: 서울시민

• 서울시 정책방향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견: 찬성 83.7%, 반대 16.3%

• 서울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적경제가 활동영역: 돌봄 등 사회서비스, 주택 등 공공문제

7

서울시정책방향의견

왜반대? 필요한사회적경제활동영역

사회적경제참여의사



4. 결론

•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동의는 95%, 실질적인 법안 요구

• 서울 시민들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찬성하며, 참여 의지도 높음

•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건 및 주택 등 공공 문제 서비스

• 추가 분석 내용 1월 중 센터 홈페이지 내 공개 예정

8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을위한

지역자원조사(서울지역컨소시엄)

12.18



1. 조사설계개요

- 고용노동부관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업

- 체계적조사를통해지역중심사회적경제정책발굴, 수립의기반마련

- 지역내취업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시니어등)과사회적경제조직경력자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IRC조사연구소조사설계, 항목개발, 수행기관교육, 관리

- 18개사업수행기관전국 62개기초자지단체

- 코디네이터 68명, 조사원 1,632명

-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주민 500명, 기초지자체공무원

Ⅰ조사개요



2. 서울지역컨소시엄

- 서울컨소시엄 :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공동체관악, 노원사회적경제연대,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서초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함께살이성북,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영등포구

- 서울컨소시엄 : 코디네이터 13명, 조사원 312명

- 각기관별 1구담당, 코디네이터 1명, 조사원 24명

서사경넷나머지 15개자치구담당, 코디네이터 4명, 조사원 96명

- 사업비총액 : 20억 99백만원



3. 지역자원조사대상및규모

1) 공통조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조사운영기관(IRC)이개발한공통된설문지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주민, 지자체공무원등조사

- 사회적경제조직 : 4대부문 + 개별법협동조합

- 지역주민 : 지역내 19~69세주민, 세대별연령별성별 50명씩할당총 500명

- 지자체공무원 : 사회적경제주무과(팀) 전원, 유관부서담당등 20명

2) 특화조사 : 지역별로지역주심등의수요를파악하여, 지역에필요한조사주제설정



4. 공통조사

- 사회적경제조직 : 지역문제인식과사회적경제조직의강점, 지역사회네트워크, 

협력거버넌스, 조직의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사회적가치실현에대한인식과태도

- 지역주민 : 사회적경제에대한인식, 공동체의식,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에대한가치공유

- 지자체공무원 : 지역내사회적경제환경, 지원정책의이해및활용,

사회적경제제품공공조달, 우수사례



1. 서울시사회적경제조직현황

Ⅱ서울시사회적경제현황

구분 기업 수 점유

사회적기업 463개 9.6%

예비사회적기업 222개 4.6%

일반협동조합 3,433개 71.0%

사회적협동조합 424개 8.8%

협동조합연합회 36개 0.7%

마을기업 96개 2.0%

자활기업 160개 3.3%



2. 조직유형의업종별현황

전체분포 : 도매및소매업 18.3% > 교육서비스업 18.1% > 제조업 9.4%

사회적기업 : 제조업 25.1% > 예술, 스포츠서비스 13.4% > 교육서비스 10.2%

예비사회적기업 : 교육서비스 16.2% > 전문, 기술서비스 14.4% > 제조업 12.2%

협동조합 : 도매및소매업 22.7% > 교육서비스업 19.3% > 예술, 스포츠서비스 8.7%

사회적협동조합 : 보건복지서비스 25.9% = 교육서비스업 25.9% > 예술, 스포츠 9.0%

마을기업 : 제조업 25.0% > 숙박및음식점업 19.8% > 교육서비스업 13.5%

자활기업 : 시설관리서비스 25.6% > 운수업 15.6% > 15.0%

Ⅱ서울시사회적경제현황



1. 조사대상

사회적경제조직총 1,009개조사

지역주민총 6,216명조사

지역자치단체내사회적경제주무과공무원및유관부서담당공무원총 321명조사

Ⅲ설문조사결과_조사대상



1. 사회적경제기업유형

협동조합 55.8% > 사회적기업 26.2% > 조합+사회 18.0%

2. 기업생애주기별분포

성장단계 33.0% > 생존단계 32.7% > 시작단계 18.3% > 성숙단계 8.8% > 위기단계 7.3%

Ⅲ설문조사결과_사회적경제조직



2-1. 지역문제인식과사회적경제조직의강점

해결해야하는지역문제소득불안 33.2% > 노동불안정 16.2% > 삶의질저하 15.3

조직이가지는장점직원생산성 = 맞춤서비스 3.8 > 주민참여 = 아이디어 3.7

4-3. 협력거버넌스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정책방향?

지역공공자산을활용한활성화사업기획 22.2% > 시장활성화 17.8% >

일자리창출지원확대 16.1% > 사회문제해결위한혁신형사업모델기획 11.6%

Ⅲ설문조사결과_사회적경제조직



5-1. 사회적성과에대한인식

사회서비스비중이높은편 = 공동체의식확산에기여 3.5

6-1. 사회적가치실현에대한인식과태도

중요한사회적가치 : 상생협력 17.0% > 일자리 16.4% > 지역경제 11.8%

사회적가치실현노력 : 인권보호 4.2, 안전 = 복지 = 노동권 = 사회통합 = 상생 4.1

Ⅲ설문조사결과_사회적경제조직



2-1. 참여모임및조직활동

사경조직비참여 89.4%

4-1. 사회적경제인지도

모른다 71.9 > 알고있다 28.1%

4-4. 사회적경제가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지역문제

소득및주거불안 29.3% > 노동불안정 18.2% > 삶의질 저하 17.2%

(사회적경제조직설문답변과순위일치)

Ⅲ설문조사결과_지역주민



4-5. 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가지게된태도(5점척도)

사회적경제기업의역할(기능)에대해이해하게되었다(3.5점)

향후필요시비용부담을통해이용할의사가있다(3.2점)

일반기업과의시장경쟁에있어강점이있다(3.1점)

4-6. 사회적경제성장을위한개선과제

홍보와인식개선 : 개념의어려움, 서울시사회적경제 2.0 모름

Ⅲ설문조사결과_지역주민



1-1. 총 289명컨소시엄기관 14~46명, 서사경넷자치구 0~6명

2-1. 사회적경제관련조례등지원제도가잘정비되어있는지

매우그렇다 19.6%, 그렇다 46.4% (긍정66.0%), 보통 32.7%

2.2. 민관협의체설치 95.7%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민관협의체정기개최 93.1%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Ⅲ설문조사결과_공무원



2-3.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171018) 알고있다긍정 72.4%

사회적경제인재양성종합계획(180703) 알고있다 67.9%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180808) 알고있다 64.5%

2-4. 사회적경제지원정책활용수준 87.9%

매우그렇다 19.6%, 그렇다 46.4% (긍정66.0%), 보통 32.7%

Ⅲ설문조사결과_공무원



2.5 사회적경제생태계강화를위해필요한정책

시민의식제고 24.3% > 지원기관역량,역할강화 13.4% 

> 공공구매활성화등사경친화적시장조성 11.8% > 지역공동체사업활성화 11.5%

2.6 소속지자체의사경지원정책향후변화

긍정적 54.8% > 보통 30.2% > 매우긍정적 13.1% 등 98% 긍정적

2.7 사회적경제공공조달

구매품목 : 사무용품 65.7% > 인쇄/홍보물 7.2% > 식품/농축수산물 5.9%

구매희망품목 : 사무용품 19.0% > 생활용품 15.3% > 인쇄/홍보물 13.1% 

Ⅲ설문조사결과_공무원



1.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확장과협력기회확대

생애주기별, 조직별니즈상황에맞는지속적컨설팅서비스

연계도가낮은공공기관과의협력강화

2. 지역주민

인식제고시급

지역및지역주민에맞는차별적접근필요

Ⅲ설문조사결과_제언



3. 지자체공무원

구매품목과구매희망품간차이확인, 조달품목다양화

공무원과현장조직간체감도차이확인

4. 종합

지역사회생태계구축및활성화정책의기반이되는기초자료마련

충분한표본확보, 지역별추가조사필요

시계열조사분석요구

Ⅲ설문조사결과_제언



커뮤니티케어

2일차 채널-2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2020.12.18-



진행순서

자치구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단

연계사업 (공동교육, 공동배송) 

2021년 지역돌봄 사업계획

❶

❷

❸

❹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

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SOS센터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일선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추가 배치.

이 공무원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과 만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

서울시돌봄SOS센터

자치구 내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의 공동컨소시엄

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단

돌봄서비스협력단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사회적경제 중심 돌봄 컨소시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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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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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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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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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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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돌봄지원팀/TF
(구 통합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추진인력 :복지직 1명

○역할
-돌봄SOS센터동-구연계총괄(신청‧접수등)

-신청서및대상자인적사항구돌봄지원팀송부등

구 돌봄SOS센터 통합지원센터
(자치구 복지정책과)

구 [돌봄SOS센터]추진단 (단장: 부구청장)

’20년 선행사업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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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례



2020년 우리동네 나눔반장사례

#1. 강서구



2020 우리동네 나눔반장
성과 공유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한복남



목 차

1. 강서구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역할

2. 강서구 돌봄SOS 추진실적

3.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추진실적

4.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평가



강서구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역할

* 행정 중간조직 역할에 초점
- 2019년 7월 선행사업 시작(5개 자치구)

(지역수요조사, 사업단 조직, 시범사업 진행(청소, 방역서비스)

; 주요사업 내용 : 중간 행정조직 역할 담당
(제공기관-우리동네나눔반장-구청(동매니저)

* 사업 모니터링 및 지역자원 연계 초점
- 2020년 2차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시작

(기존 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안정화,  신규 제공기관 발굴, 모니터
링, 시범사업 진행(인지 및 잔존기능 유지 프로그램/교육협동조합)

; 주요사업내용 : 신규기업 발굴(도시재생및 광역사업 연계-배송)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사업 진행



강서구 돌봄SOS 추진실적(우리동네나눔반장 포함)

○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5개 분야 41개 기관 (11월 30일 기준)

구분 현황 실적

일시재가서비스 강서종합재가센터외 22개소 480

단기시설

서비스

어르신 수명산요양원외 7개소

장애인 교남소망의집외 3개소 1

동행지원서비스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강서나눔돌봄센터

늘푸른나무복지관,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219

주거편의서비스

도시마을협동조합(방역)

사회적협동조합강서나눔돌봄센터(청소)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소수리)

손길모아뚝딱(공항동도시재생연계)

128

식사지원서비스
등촌지역자활센터(행복도시락)

옛고을(특별식/저염식, 죽등)

786건

(월 평균 1,343식)



1)  민민 네트워크, 민관 간담회

- 민민 간담회 3회 / 민관 간담회 2회(상, 하반기)

2) 찾아가는 서비스 모니터링

-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기업모니터링 진행(개별 계약체결)

3) 공급조절 및 자원연계

- 추가 공급기업 발굴 및 진행

(2개 기업 발굴 – 옛고을(식사지원), 5개동 시범실시(2021년)

공동배송 연계/ 손길모아 뚝딱(주거편의-도시재생)

4) 신규시범사업 진행

- 인지 및 운동기능 유지 프로그램(교육협동조합 3개 기업 참여)

우리동네나눔반장 추진세부 내용



1) 사업 성과

- 일상편의서비스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 네트워크 안정화

- 도시재생 및 광역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로 인해 재가취약계층의 인지 및 운동기능 저하에 따른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확인

2) 향후 고민지점

- 우리동네 나눔반장 매니저의 공통된 역할 정립 및 교육 필요

- 권역활동의 활성화 및 분야별 네트워크 필요

- 지역 안에서 돌봄 코디네이터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단 평가 및 고민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동네 나눔반장사례

#2. 구로구



구로구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내용 공유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향자

2020. 12.18



구로구 사회적경제 돌봄네트워크 현황

15/8

2019년 지역특화사업으로 네트워크 형성
(고객맞춤형 사회서비스 협업사업-살림꾸러미)
사업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돌봄네트워크의 구체적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 부족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네크워킹 부재
우리동네나눔반장으로 다시 모임 시작
정기회의 진행



사업 설계

16/8

• 기본 전략

- 돌봄SOS 시스템과 최대한 유사하게 설계한다
-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돌봄SOS센터 사업을 간접 경험하며 행정력을 키우고
- 행정은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자

• 서비스 비용
- 수가 체계와 맞추되 투입시간과 투입인력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VAT별도)
- 청소 : 14,600원*3인*4시간=175,200
- 간단집수리 : 14,600원*3시간=43,800원 (가구당 재료비 100,000원 추가)
- 방역 : 14,600원*2시간=29,200원
- 세탁 : 통당 50,000원 (배달포함)
- 공간정리수납 : 20,000원*4인*4시간=320,000원 (가구당 재료비 100,000원 추가)

• 서비스 대상
- 돌봄SOS센터와 동일

구로구 주민 만50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및 장애인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무료



구로구 우리동네나눔반장 참여기업

17/8

○ 식사지원 : 구로행복한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두레밥상

○ 재가서비스 :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 간단집수리 : 집수리협동조합, 공간인테리어
E편한인테리어

○ 정리수납 : (주)스페이스함께
○ 소독방역 : 크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E편한인테리어
○ 청소 : 크린청소, E편한인테리어
○ 세탁 : 세탁특공대
○ 지원 :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서울구로지역자활센터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구청과 개별
협약체결 및
서비스 제공

- 구로사경센터
예산 매칭

- 주거편의서비
스 제공



서비스 제공 체계

18/8

서비스

신청
대상가구 방문

SE기업에

서비스 의뢰
서비스제공

- 기업:

결과보고

- 코디:

주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동으로

추천 창구

일원화

- 서비스 내용

확인

- 서비스 계획

수립

작업일정

조율

방역서비스

는 청소

전후로 2회

제공

- SE기업에

서비스 비용

지급

- VAT별도

해당 동과

구에

공유

돌봄매니저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SE기업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 현황

19/8

• 서비스 제공기간 : 2020년 9월 ~ 11월
• 서비스 접수건수 : 34가구 67건
• 서비스 제공건수 : 63건 (접수 대비 92.8% 진행)
• 서비스제공 소요시간 : 접수 → 상담방문 : 평균 2.5일

상담방문 → 서비스의뢰 : 평균 2일
서비스의뢰 →  서비스제공 : 2일
* 2차 소독방역은 타서비스제공 1주 경과 후 진행

* 서비스 별 진행 현황

청소 방역 세탁 간단집수리 공간정리수납

16건 20건 14건 10건 3건

- 저장강박

케이스 다수

- 폐기물처리

포함

1 가 구 당

기 본 2 회

제공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청소서비스와 연계해

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수전,전등교체,선반설치

등

- 도배장판에 대한 수요가

크나 서비스제공 불가

-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진행

- 청 소 의 효 과 가

극대화 됨



구로구 우리동네나눔반장 모니터링 결과 Ⅰ

20/8

제공받은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는?

제공받은 서비스는? 
(복수선택)

이용자의 83.3%



구로구 우리동네나눔반장 모니터링 결과Ⅱ

21/8

우리동네나눔반장 인지 경로

더 받고 싶은 서비스는?
(복수선택)

이용자의 92%



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의 성과와 과제

8 / 22

성과
• 구청과 돌봄서비스제공에 관한 협약 체결

(지역사회통합돌봄 상호협력을 위한 구로구-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단
협약)

•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와 동주민센터의
만족도 매우 높음

• 주거편의서비스 조기 시행 및
사회적경제기업 협약 체결 예정

• 돌봄SOS센터 업무 체계 습득
• 돌봄네트워크 유지 합의

과제
• 돌봄사업단으로의 전망에는 동의하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논의

는 진행하지 못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연계로만 이해하는 경향
•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논의 부족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화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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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구



관악구 우리동네 나눔반장

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민돌넷) 사례발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관악구 우리동네 나눔반장 역할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민과 관을 잇는 역할

→ 구(동 주민센터)와 사회적기업의 중간 가교 역할

 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 구축

→ 관악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을
모아 민간통합돌봄 네트워크를 만듦

 민간통합돌봄 서비스 가동

→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주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



민과 관을 잇는 역할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의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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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 참여기관

0

0.5

1

1.5

2

2.5

3

3.5

4

4.5

초기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복지기관

복지운동

주민약국

돌봄네트워크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 제공 서비스(21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나눔반장(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민간통합돌봄을 위한 시범동(3동) 지정

→ 관악구 21개 전동 확대
 주민거점기관 협약

→ 주민관계망이 높은 거점기관과 연계

 실행결과

서비스명 공급현황

주거환경개선 5

방문진료 3

마을마차 3

토닥토닥건강상담 5

방문약료 4

밑반찬지원 15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돌봄배송시범사업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목적

: 기존 배송시스템을 통한 안부확인 가능 여부 확인

 특이점

: 다회용기 사용, 안부카드 탑재, 개별 도시락 가방 사용

 개요

: 11.23~12.15 / 신림동 / 대상주민8명 / 배송인원2명

 결과

: 배송회수 51회 / 안부카드 회수 51회



돌봄배송시범사업 안부카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의 지향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복지
운동

주민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

복지
기관

사회적
기업

동네
약국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마을



감사합니다.

주민 곁에서 함께하는 민간통합돌봄네트워크(민돌넷)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_한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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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작구



동작구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단

발표자

2018.00.00 



1. 사업소개 및 실태조사

2. 사업진행

3. 사업결과

4. 향후계획

목 차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소개

우리동네나눔반장 운영과 서비스제공 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돌봄SOS센터 대상자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사업의 필요성

고령화 및 긴급 돌봄 수요증가

사회적경제부문의 통합 돌봄 참여

사회적경제부문의 사회적 가치창출



실태조사

동작구내 노인 및 장애인 인구 및 면적 (2019년기준)

어르신(65세이상) 현황과 인구대비 비율

구분 면적(㎢)
인구(명)

계 남 여

서울시 604.2 9,639,541 4,690,440 4,949,101

동작구 16.38 400,368 194,049 206,319

구분 합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9
100
이상

서울시
(2019년)

1,429,163 472,652 376,971 289,958 169,810 76,274 28,714

동작구
(2020년)

64,742 21,064 17,010 12,716 8,111 3,732 1,800 312



실태조사

서울시, 동작구 연도별 독거노인현황

합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노인 일반

계 65~79
80세
이상

계 65~79
80세
이상

계 65~79
80세
이상

계 65~79
80세
이상

2014
273,190 212,779 60,411 46,806 34,826 11,980 33,382 25,077 8,305 193,002 152,876 40,126

11,170 8,656 2,514 1,902 1,473 429 778 487 291 8,490 6,696 1,794

2015
281,068 212,295 68,773 49,122 35,850 13,272 15,534 10,337 5,197 216,412 166,108 50,304

11,769 8,825 2,944 1,772 1,294 478 800 488 312 9,197 7,043 2,154

2016
288,599 218,270 70,329 51,528 37,110 14,418 16,104 10,373 5,731 220,967 170,787 50,180

11,751 8,561 3,190 1,637 1,100 537 824 483 341 9,290 6,978 2,312

2017
303,824 227,093 76,731 59,772 44,654 15,118 18,664 11,693 5,197 216,412 166,108 50,304

11,740 8,527 3,213 1,615 1,191 424 893 496 397 9,232 6,840 2,392

2018
332,512 244,552 87,960 62,754 44,103 18,651 25,265 16,157 9,108 244,493 184,292 60,201

13,550 10,048 3,502 2,201 1,549 652 1,190 719 471 10,159 7,780 2,379

2019
343,567 255,395 88,172 80,376 56,572 23,804 20,131 11,772 8,359 243,060 187,051 56,009

14,228 10,447 3,781 2,779 1,878 901 934 490 444 10,515 8,079 2,436

서울시
동작구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사업진행



사업진행

사업목적

- 돌봄SOS센터 사업내 서비스 제공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네트워크 형성

- 일상편의 서비스 수요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서비스확대에 시범사업운영

-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내 서비스기관 발굴 및 연계

다양한 일상편의 서비스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사업진행

사업추진체계



사업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협동조합 동작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 2016년 2월 12일 설립인가

- 2020년 8월 1일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선정

- 27개 사회적기업으로 구성 (신규 3기업포함)

- 워크숍, 포럼 및 간담회, 네트워크 회의 참여

- 코로나19예방 방역사업, 장수사진, 월간 뉴스레

터 발행 등

- 지역내 돌봄 관련기관 및 사회적 기업들과 학습

네트워크, 통합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업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네트워크 형성

▪ 식사지원 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집밥셰프 외 3기업

▪ 정서지원 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연구소 외 5기업

▪ 일상편의 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미래 & 나래(자활기업) 외 3기업

▪ 지역통합서비스 네트워크 회의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작50플러스센터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사넷



사업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서비스확대에 시범사업운영

▪ 홍보 – 리플랫 제작 _사회적기업 대상

< 표지>                                                                                                                 < 내지> 



사업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서비스확대에 시범사업운영

▪ 현수막 및 포스터 – 포럼 및 네트워크 회의



사업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서비스확대에 시범사업운영

▪ 홍보 – 전단지(동작구청)

< 앞면>                                                                     < 뒷면> 



사업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서비스확대에 시범사업운영

▪ 대상자 발굴

동작구내 재가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 통합서비스(시범사업) 안내 연계 및 지원

▪ 통합서비스 연계 및 지원

돌봄SOS센터 대상 및 지역발굴 대상자 추가서비스(무료) 안내

* 통합서비스 : 지역내 돌봄관련기관 연계(무료서비스)

동작50+ 핸디맨(안전바, 방충망, 이미용, 동행지원)

우리동네나눔반장, 동사넷 장수사진, 이불세탁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사업결과



사업결과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내용 이용자 총계

협동조합 집밥셰프 식사지원 74 482식

엄마사랑재가노인 일시재가 16

우리노인 일시재가 5

상도재가 일시재가 11

동광노인 일시재가 8

㈜에리치엔원 일시재가 11

직접제공(돌봄매니저) 정보제공 138 138



사업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관회의 1 2 3 1 3

민민회의 1 2 1 2 1

포럼 및
간 담 회

1 1

총 계

총 20회 총 인원 184(82)

단위:명 (온라인 참여자수)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향후계획



향후계획

▪ 지역돌봄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학습네트워크 진행 예정

(매월 1회 이상)

▪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동사넷)을 주축으로

지역내 통합서비스 연계 및 지원

▪ 돌봄SOS센터 사업관련 지속적인 회의, 서비스확대

▪ 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크 확대 및 기틀확립



사업결과

모두가 우리 집에서 날마다 행복한 하루를 살 때까지

동작구사회적네트워크는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동네 나눔반장사례

#5. 광진구



- 광진지역 통합돌봄

광진통합돌봄사업단장

돌봄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한정림



2016
광진돌봄클러스터
사업단

광진통합돌봄사업단

커뮤니티케어

2018
소규모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0
서울시

돌봄SOS 나눔반장
사업

2014~
광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

2020
광진통합돌봄사업단

결성

2018
돌봄플러스 창립



광진통합돌봄사업단



광진통합돌봄사업단



광진통합돌봄사업단



나눔반장 성과

광진통합돌봄사업단

2020.8.1~2020.12.14 현재

주거편의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지원

8월 3         75       37       71        

9월 7         548      59       439      

10월 2         1,000   93       873      

11월 10       1,024   93       1,665    

12월 7         167      299      5,743    

지원건수 29       2,814   581      8,791    

사례수 27명 44명 30명 176명

총지원건수 12,215  

총사례수 277명



사례나눔

광진통합돌봄사업단

) 손00님(남, 70세, 일반가구)

동행지원, 식사지원 의뢰되었음. 

자녀(딸)과 함께 거주중인분으로 시각장애가 있음. 

자녀의 직장생활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여 대학병원 정기검진

동행서비스 요청하여 지원, 대상자의 점심식사해결 을 위해 식사지원 연계됨. 경제적 취약계층

이 아님 에도 그동안 믿을만한 돌봄제공기관 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 하

고 있었으나 돌봄SOS를 이용하고 나서 계속 연장하여 이용중 임.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가구로서, 돌봄사각지대가 존재, 믿을만한 (지역)돌봄공급업체-돌봄코디(사업단)-(관리)시스

템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



사례나눔

광진통합돌봄사업단

) 한00님(여, 64세, 저소득가구)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청소), 식사지원서비스 의뢰됨. 

자녀(아들)과 거주중이라고는 하나 장기간 귀가하지 않아 돌봄이 필요함.

일시재가를 제공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선행 필요 판단.

살림살이가 대상자가 접근하기 편한 기준으로 바닥에 펼쳐져 있어 정리수납이 제공되고 대청

소를 제공함.

그러나, 식사지원과 동행지원까지 제공되어야 하는 가구 로, 예산지원의 한계가 있어 주거편

의서비스의 일부는 지역돌봄강화사업으로 조성된 민간자원으로 제공 함. 통합돌봄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이나 1인당 지원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고민이였던 사례임.



광진통합돌봄사업단

지역사회 및 협력체계 변화

. 찾아가는 돌봄 확대

- 시설위주의 돌봄한계 보완, 개별맞춤형 돌봄제공(클러스터사업)

ⅱ. 지역사회기반 통합적 돌봄 강화 노력

- 공동이익, 사회적 가치실현, 상호협력, 사회연대,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공동사업단 결성

ⅲ.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및 개발

- 요양돌봄을 제외한 식사지원 등 제공방식 변화 및 보완 노력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 고립, 원격 건강돌봄 및 정서돌봄 등 필요 제시

ⅳ. 돌봄 취약계층 발굴

- 민민-민관네트워크가 함께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노력

- 구의동-중곡동 지역의 공모사업단 네트워크 조직 및 활동

광진통합돌봄사업단



광진통합돌봄사업단



2020년 우리동네 나눔반장사례

#6. 강동구



강동구

㈜친환경식품 이수한 대표



돌봄SOS 사업 - 식사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강동구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만나는 민관의 메신저 안부를 확인하는 도시락

식사지원서비스 도중 만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만난 사업의 가치

식사지원 서비스로 도시락 제조 및 배송을 담당하던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를 통해 이웃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르

신에 대한 관심을 만들고, 때로는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분께 사회적 돌봄(조치)을 만들어 냄으로서 돌봄SOS

사업이 이 사회에서 만드는 가치를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하나, 코로나 의심으로 격리 조치된 어르신(94세)에 대한 주위의 무관심과 소외감속에 기력을 상실해 가며

‘빨리 죽고 싶다’고 한탄하시던 할머니께서 돌봄SOS 사업의 서비스(식사, 일시재가)로 너무나 밝아진 모습으로 구

청에 감사하다며 건강까지 회복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례 둘, 더운 여름날 주위의 무관심으로 악취나는 방안에서 며칠째 배고픔으로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눕지도 못

하고 앉은 자세로 앞으로 고꾸라져 의식을 잃어가는 할아버지께 식사서비스 방문을 통해 (콩물의 공급으로) 의식을

일으키고, 신속한 구청 연락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시어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하신 긴급구조 사례입

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이웃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소외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봄SOS 사업의 서비스 참여 기관의 서비스는 민,관간의 메신저로서 소통을 만들고, 궁극으론 민,관이 함께 만들

어 가는 ‘참 좋은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고, 참여하는 서비스 관계인은 이를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

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겁니다. 

*보도자료 참고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5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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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원구



노원구 우리동네나눔반장

코디네이터 강수미

노원구 돌봄SOS센터

‘우리동네나눔반장‘ 운영사례

2020. 12. 18



1. 노원 우리동네나눔반장 참여기관

2. 노원 우리동네나눔반장 추진실적

3. 노원 민관거버넌스 체계 수립

4. 돌봄SOS 식사지원 서비스 메뉴 다양화

5. 노원 우리동네나눔반장 공동 홍보물 제작

목 차



1. 우리동네 나눔반장 참여기관

구분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 사랑의손맛협동조합 일반저염식, 반찬식, 유동식 중 선택

주거편의 서비스

맑은나래 청소, 해충방역(소독)

녹색나라 해충방역(소독)

에코홈사업단(노원북부자활) 청소

정담그린환경 청소, 해충방역(소독)

㈜나사희 간편집수리

공동주택관리포럼협동조합 간편집수리

동행지원 서비스

노원지역자활센터
- 병원 입통원 진료
- 은행업무
- 관공서 업무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동행, 주거, 식사

하계종합복지관 식사

▷ 20년 사업단 운영 기간 중 업체2곳 신규발굴 (녹색나라/에코홈사업단)

사업단 참여조직
(통합창구 미이용)



2. 우리동네 나눔반장 추진실적 (20.08.01~20.12.11)

주거편의 28건

13건 8건7건118건 15건

방역/소독 잔손보기 청소

총 161건

추진실적

식사지원 118건 동행지원 15건



3. 민관 거버넌스 체계 수립

1 20.09.04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협력기관 46개 비대면 의견서 수렴

2 20.11.05 노원구 민관거버넌스 1차 회의

▶ 위원장을 포함한 총15명으로 구성

▶ 서비스별 담당자, 행정 담당자, 구〮동 돌봄매니저

▶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취합하여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틀 마련

▶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한시적인 돌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재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논의

3 민관거버넌스 연 4회 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회의)

4 민관거버넌스 향후 추진방향

▶ 민관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추진계획 공동 수립

▶ 돌봄SOS센터 지속가능성 및 향후 확대추진 방안 논의

▶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 발생하는 현안들에 효율적인 대처 및 발전적인 대안 수립



4. 식사지원 메뉴 다양화 (사랑의손맛 협동조합)

◈ 19년 ‘일반저염식’ 메뉴 개발, 20년 ‘영양군별’ 식단 개발

◈ 돌봄SOS서비스 대상자들의 주요특징에 맞춘 식단 개발
- 고혈압, 당뇨, 운동부족등의 만성질환자
- 치아의 부실함, 소화기능의 약화로 일반적인 섭식이 어려운 분
- 질병으로 인한 입퇴원이 반복되어 입맛을 잃은 분

일반저염식

반찬식

유동식

영양군별 식단



5. 우리동네 나눔반장 공동 홍보물 제작

잠재적인 수요자 및 사각지대 발굴과
노원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 연합을 위한 공동 홍보물 제작

< 표지면 > < 내지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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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봉구



2020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도봉구 사례발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 승 윤 사회적경제지원팀장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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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상황

도봉구의 이전 사업

•2018년 도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의제 수립 연구용역 : 교육 및 노인돌봄분야 선정

•2019년 지역의제포럼 : 어르신 돌봄을 사회적경제의 전략의제로 삼아

지역내 인식 확산 및 돌봄SOS센터 사업모델 구축에 대한 포럼 개최

•2019년 의제시범사업 : 한결사회적협동조합 주관, 어르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5개 기관구성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도봉구, 더 가까운 일상돌봄>

- 1차 년도 사업비 49,000천원, 도봉지역자활센터 주관

-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구축, 공백 영역의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판단

•이전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르신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컨소시엄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

- 공통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은 있으나, 도봉구청이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은 없음.

- <더 가까운 일상돌봄>은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4개 기업을 통해 서비스가 전개된 바 있음.

•서비스제공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음. (돌봄3개, 도시락3개, 집수리2개 등)  

•도봉구는 2020년부터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예정, 2단계 자치구

- 도봉구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짐. 돌봄지원팀의 편성전부터 담당주무관과 제공기관 설계 협의 시작

- 돌봄SOS센터 구상단계부터,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함.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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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사업단 운영을 통한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 시스템 강화

•돌봄SOS센터 등 일상지원서비스 제공시의 원활하고 정확한 서비스 전개 모색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확장 및 협업기반 강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안

사업내용
• 사업 1 : <우리동네 나눔반장> 컨소시엄 구축 및 협업 강화

• 사업 2 : 도봉구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안착화 지원

• 사업 3 : <도봉구, 더 가까운 일상돌봄>을 통해 독거어르신 서비스 제공

돌봄코디네이터의 역활설정

•서비스의뢰 및 결과보고, 정산과정 등의 행정서류업무에서 코디네이터를 통하는 구조는 지양

- 서비스제공기업 역량강화 및 코디네이터가 부재인 상황을 상정, 기업이 직접 수행가능토록 독려

- 다만 돌봄SOS센터(도봉구청 돌봄지원팀/돌봄매니저)와 기업간의 소통에 문제가 되는 기업은 직접 지원

•<우리동네 나눔반장> 컨소시엄의 안정적 구축과 협업강화 및 활성화가 주요 수행역할

- 컨소시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의사결정 구조 수립, 정기회의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중 분야별 서비스제공 가능기관 추가탐색 및 참여제안

-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의 안착화 지원 : 서비스설계를 위한 현장진단에 돌봄기업 대표와 코디네이터 동행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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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축현황

컨소시엄 회의운영 : 총 36회의 민관/민민 회의 및 미팅 진행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가/동행 2개 2개 3개
20개

(민간 17개소)
20개

(민간 17개소)

식사제공 1개 1개 2개 (1개 자체배송) 3개 (2개 자체배송) 3개 (자체배송 병행)

식사배송 1개 (자활사업단) 1개 (자활사업단) 1개 (자활사업단) 2개 (라이더 추가) 3개 (자활기업 추가)

주거편의 2개 2개 4개 4개 4개

1단계

•돌봄SOS센터(도봉구청 돌봄지원팀)과 서비스 제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

•2020년 8월~10월, 서비스의뢰 및 정산 등의 업무수행시의 조정사항을 주로 소통

2단계

•서비스제공기업 확대로 인해 서비스분야별(돌봄/식사/주거편의)로 회의 구조 변경

•2020년 10월~12월,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시의 문제 해결 (예:식사제공 배송, 청소서비스의 제공 수준 등)

3단계

•분과별 회의구조 강화 및 확대 : 돌봄분야 민간기관 추가 (돌봄SOS센터, 사경기업 3개소, 민간대표 3개소)

•2020년 12월~현재,  분과별 회의구조 안착화, 기업별 서비스 제공권역 구분, 의사소통 구조 단순화 모색

4단계

•권역별 회의 : 권역별 동단위 돌봄SOS센터(동주민센터)와 해당 권역 서비스 제공기관

•2021년 예정, 분과(돌봄/식사/주거편의)별 회의와 권역별 회의 구조 병행 운영, 서비스의 질적 강화 모색



성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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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안정적인 회의 및 협업구조를 통해 <우리동네 나눔반장> 컨소시엄 구축 완료

- 다양한 논의구조를 통해 갈등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 모색 가능

•돌봄SOS센터와 원활한 업무조율 및 협업을 통해 돌봄SOS센터 안착화 지원

- 구단위의 원활한 협업구조 수립하여, 2021년 동단위 돌봄SOS센터 사업전개시 업무프로세스 확립

- 제공기관으로 민간기업이 유입시에도 안정적으로 업무프로세스 전개

- 도봉구는 8대 서비스중 대부분의 서비스를 업무개시 시점부터 제공 가능토록 설계됨

- 돌봄기업이 현장진단시에 돌봄매니저와 동행하여, 서비스 설계의 정확도 및 이용자 만족도 재고

- 향후 본사업(동단위) 시행시를 대비한 ‘업무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예정

평가 및 한계

• <우리동네 나눔반장>은 공식적 제공기관이 아님. 도봉구청과 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협약. 

- 의뢰기관과 제공기업이 직접 사업수행을 하도록 구조화된 것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 모든 의사결정이 돌봄SOS센터(행정)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협상력은 약화

- 지역(구)단위의 사고에 갇힌 행정업무 (관내 민간기업이 타구의 사회적경제보다 우선 순위)

• <우리동네 나눔반장>과 돌봄코디네이터의 역할 재설정 필요

- 장기적으로 조율과 지원의 역할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제공기업의 자부담 필요

- 기업의 자부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 설계와 필요성 인지를 위한 역할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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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랑구



중랑 우리 동네 나눔 반장

꽃 가람누리 마을 협동조합
00.00 

발표자 이희정
2020 12. 



어떻게 살지?어디에서살지?

우리동네 나눔 반장 있지



<iframe width="689" height="388" src="https:/www.youtube.com/embed/zlsVuEmN5Ow"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689" height="388" src="https:/www.youtube.com/embed/zlsVuEmN5Ow"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어떻게 살지?어디에서살지?

하나의돌봄이탄생하는순간 하나의돌봄이떠나가는이유

24
시간 3식

클레임비율 평균 20%

1. 여러번의돌봄식사지원설득
2. 여러장의계약서작성
3. 1번의협업체미팅(도시락구성)
4. 6번의안부전화서비스와방문

1.불규칙한식단
2.식어버린음식
3.유해물질용기에담긴국물
4.편의점보다못한도시락



어떻게 살지?어디에서살지?

1주일 평균 20개돌봄식 발굴 20개

누적 클레임 율

20개 32개 57개

품질표준화로
개선할수있는방향



어떻게 살지?

반찬 반찬 반찬

쌀밥과
고기덮밥

과일또는
채소

계란국등
간단한국류

사경기준표준식단구성패키지제작

공동브랜드제작

친환경용기로만든패키지
(사탕수수펄프이용)

국물을전자레인지에조리하여도
안전한 BPA프리용기



어떻게 살지?

HMR 솔루션~ 



어떻게 살지?

표준화 된 솔루션~ 

5개이상의균형있는음식 밥과국 쌀밥과덮밥



중랑이종
연합회

GO~ go~



“코로나19 이후”

공동체성 회복 과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돌봄 맞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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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포구



우리동네
나눔반장사례

마포구 지역



돌봄사회적경제

마포구 공동생산사업단

우리 지역의 돌봄을 위해 모였다



사업근거 서울시 돌봄 센터 일상편의서비스 공급

사업단 운영의 필요성 의의

지역주민 동복지매니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측면 -얼굴아는, 가치있는 서비스
-관계기반 서비스 경험기회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가치 기반
조직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Social Impact 창출

-지역기반 공동사업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대응 역량강화/실험

효율성측면 -서비스민원창구 단일화 :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됨

-서비스탐색, 선택 에너지 절감
-서비스프로세스, 의사소통창구
통일을 통한 효율

-기업별 전화/접수관리 인력 대응 한계
-서비스 조율과 중재를 통한 효율

안정성 측면 -서비스 예측가능성/과정적. 질적안정성 확보
-개별기업의 공급문제 발생시에도 공동생산사업단을 통한 서비스
보완으로 결국, 안정적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 내 공공 사업 참여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 기회 확보

-돌봄SOS센터 내 예측 어려운 불안정한
수요 대응의 한계사업단 내 조정, 공동
수요 확대를 위한 대응 가능

공동생산사업단/통합창구 통한 안정적 공동대응

사업안정화, 규모화(일상편의부문 서울시 최대규모)

 홈케어주치의사업(2020년도 수행) 등 사업확장 모색 가능



사업추진 구조 공동서비스제공 컨소시엄

참여협력 :  주민기술학교 (집수리, 소독방역사업단, 도시락사업단)  

기타 지역내 돌봄관련 사업과 연계, 통합, 확장을 위한 지역통합돌봄 모델로 개발필요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진행장면 식사지원

일반 도시락

*월수금 1회 2식 기준 생산/배송
*도시락 생산 업체에서 생산  라이더 업체를 통한 스테이배송(16개 동주민센터)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자활배송사업단 근로자들이 직접 당사자 집으로 배달!

명절
특식

(추석)

아이스팩(하계)



• 이동 경로(동선) 확인

• 자전거/오토바이/도보 등등 이용
하여 당사자 집으로 이동

•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전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사자 거절
혹은 상호 안전 위해 비대면 전달도
진행함)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진행장면 식사지원

연하식 도시락

*월수금 1회 2식 기준 생산/배송
*연하식 도시락 생산 업체에서 생산  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통해 차량으로
직접 당사자 집으로 배달!

다회용용기+에코백+보냉가방



• 친환경 다회용용기가 담긴 에코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

• 다음 회기 배달시, 기 사용한 다회용
용기 회수/ 마지막 배달시(종결일)
자연생분해 일회용용기 이용하여 전달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진행장면 주거편의

집수리 서비스

*의뢰서 접수 이후 1-2일 이내 사전방문 및 집수리 서비스 완료

산동네 2층집에 사시는 어르신. 창문 위의 시멘트는 떨어지고, 비가 고스란히
새는 상황인데 사설 업체들도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턱에 아슬아슬 상체를 걸치고, 긴 실리콘건과 장대 헤라로 수리하고 창문에
는 폼이라는 충전재를 채우고 실리콘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위험하고 귀찮은 일.  돈은 크게 되지 않는 일. 돌봄SOS가 합니다.

좁은 방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마치 작
은 새집의 새처럼 얼기설기 설치된 허름
한 방충망 가운데를 힘들게 여시고 나오
셨습니다. 기존 방충망을 철거하고 미관
상 보기 좋고 편한 커튼식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좀 더 보기 좋고, 편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돌봄SOS입니다.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진행장면 주거편의

청소위생 서비스

청소 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후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진행장면 주거편의

소독방역 서비스

*장애인직업센터 담당직원과 장애인이 2인 1조로 출동합니다!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진행장면 동행지원

동행지원 서비스

*병원, 관공서, 마트, 약국 등 동행지원 서비스 진행

동행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70대 건강한
지역돌봄활동가
박**님은
돌봄SOS사업을 통해
인생을 더 배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건강한 늙은이들이
힘든 늙은이들을
돌보는…

누구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전산프로그램 백의민족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 전산프로그램 백의민족

*주문/발주/상담관리/모니터링 등 고도화!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수행 실적 월

*코로나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지역 돌봄의 틈새를 함께 메우다!



마포구
지역돌봄은

공동생산사업단이
함께한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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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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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로구



종로구 돌봄SOS센터(식사지원서비스) 대응

사례공유

종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김진호

2020. 12. 18 



돌봄SOS 대응 주요추진 경과

순번 기업명 주요사업 협력분야

1
한살림서울

(돌봄사업부)
유기농식자재유통,요리교육
어르신방문요양,목욕등

일시재가
식사지원

2
㈜심플프로젝트

컴퍼니
공유주방서비스,푸드메이커양성등 식사지원

3 A기업 장애학생 위한 급식제공 식사지원

4 B기업 고품격 건강식, 일반 가정식 요리 식사지원

1) 돌봄SOS사업 이해

2) 사회적경제조직 자원조사

3) 참여 가능기업 간담회(+종로구)

4) 참여기업(공급주체) 확정

5) 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단 구성

6) 주민기술학교 “Food Maker” 교육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 돌봄SOS 사업취지 등 이해, 추진방법 등 상담

 돌봄SOS 이해관계자 이해조정 및 운영프로세스 설계

 효율적 배송을 위한 주체발굴 : 자체배송, 거점 및 도보배송, 라이더 등 검토

1

2

3

4

5

6
 주민 중심의 돌봄커뮤니티 주체양성

 관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돌봄SOS사업 시범참여



식사지원서비스 이해관계자별 ISSUE

구 분 발 주 생 산 배 송 정 산

이
해
관
계
자

종로구청

• 수요자 발굴
• 수요자 자격 확인
• 매일 발주, 익일 제공

수발주체계 (D+1일)

• 서비스 품질 확보
• 서비스 위생안전 대응

• 서비스 적시 적절 제공
• 배송인-수요자간 충돌,

갈등 우려

• 서비스 청구내역 확인

우리동네
나눔반장

• 나눔반장 역할 확립
• 수발주체계 확립
• 적정 수요-공급 연계 문제
• 수발주 방법(양식 등)

• 공급주체 발굴
•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방안 수립
- 만족도 조사 등

• 서비스 적시 적절 제공
• 배송 주체 발굴
• 서비스 배송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등

• 서비스 청구내역 확인

공급기업

• 발주/공급 시기
: D+1일 준수 어려움
(신선식품 재료 준비)

• 발주 양식
: 일자별/수요자별 분류

•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
• 도시락 제조 시간 확보
• 여러 반찬 제조/공급
• 도시락 위생안전 확보

(품질인증, 보험 등)
• 원가 부담
• 도시락용기 : 친환경 용기

사용 여부

• 배송 부담
: 배송 주체, 배송비

• 물량 인도시간 준비

• 정산 청구 관련 행정업무
처리

• 정산비용 적시 수금

배송기업
(라이더)

• 발주/공급 시기
: D+1일 준수 어려움
(라이더 배치 문제 등)

• 발주 양식
: 일자별/수요자별 분류

• 적정 시간 및 배송비
- 인수시간 지연 배송

•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
• 서비스 위생안전
• 계약서 등 수령에 따른

배송시간 지연 보상

• 정산 청구 관련 행정업무
처리

• 정산 비용 적시 수금

비
고

• D+2일 수발주체계
: 매일 발주
: 월~금 주5일 제공

• 수발주 양식 체계화

• 적극적 수요 발굴
• D+2일 수발주 체계
• 친환경용기 사용에 따른

원가보전방안 검토

• 적극적 수요 발굴
• D+2일 수발주체계
• 배송비 추가 보상/보전
• 나눔반장 배송주체 관리

• 정산청구 간소화 강구
• 종로구청 – 공급기업

직접 송금



식사지원서비스 운영현황(12월15일 기준)

식사지원서비스 공급 : 1일 평균 180식
- 한살림생활협동조합(100식),  ㈜심플프로젝트컴퍼니(80식)

※ 종로구 돌봄SOS 식사지원서비스 일평균 전체 수요량은 약 400~450식

식사지원서비스 배송 : 라이더협의회 소속 라이더 6명 투입

 누계 공급량(예상, 12월말) : 약 4,000식

- 예상매출 : 31,200천원

 일거리 창출 : 총 12명

- 주민생산자 6명, 지역라이더 6명

식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제고
-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메뉴구성과 품질유지,

클레임처리 방법 등

지역 내 효율적인 서비스전달 체계구축 : 라이더 + 도보배송

 지역돌봄 네트워크 연계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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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은평구



은평구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김어지나

2020. 12. 18 



목 차

1. 긴급돌봄서비스

2. 신규서비스 개발

3. 2021 돌봄서비스



1. 긴급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 돌봄사업의 필요성

• 고령화 및 긴급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

- 사회적경제부문의 통합 돌봄 참여

- 사회적경제부문의 사회적 가치창출

• 일상편의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기획 포착

-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은평구 사회적경제 돌봄사업 실적

• 2019년(0725~1231)

- 식사지원 53명:1,607식 11,570,400원

- 주거편의 69명:194시간 2,709,000원

• 2020년(0101~1031)

- 식사지원 327명 9,286식 69,270,600원

- 주거편의 442명 1,432시간 25,417,930원



2. 신규서비스개발-1



사회적 경제기업 중심의 마을 돌봄 서비스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의 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의 사업 활성화

-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 주민 친화적 2차 서비스 개발

- 마을 돌봄의 다양화



마을간호스테이션

•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시민 지원 모델

- 기존 방문 간호서비스는 소변줄, 콧줄 등 교체나 욕창관리

- 긴급의료지원의 어려움

• 이용 프로세스

- 의뢰 접수되면 간호사 가정 방문

- 방문 결과 의사 왕진 필요시 요청

- 마을간호스테이션 이용 적정성 여부 판단



마을간호스테이션 1단계

• 사업대상자 발굴

- 서울시 돌봄sos센터를 통한 발굴

- 직접의뢰 소개의뢰, 관내협의체 통한 의뢰

• 통합사례관리 필수정보

- 현병력 및 신체상황

- 사회적 자원 및 연결망

- 의뢰인 욕구 및 사례담당자 판단



마을간호스테이션 2단계

• 의료제공

- 의사 : 월 정기적 방문 , 필요시 응급상황대처

- 간호 : 주마다 방문 및 전화상담

의사지시에 따른 간호처치 및 수행

응급, 야간의 경우 의뢰자와 간호사간 응급콜 상담 및 방문



마을간호스테이션 3단계

• 조정 및 연계

- 다른 분야 의료전문팀과 동행방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등)

- 사회적 자원 연계 : 이동, 재활, 일상업무 대행, 정서지원

• 종결

- 긴급도 중증도 상태에 따라 최대3개월 서비스이용 후 종결



마을간호스테이션 : 팀접근 방문의료 사례

66세 남성, 가족력 조부, 조모

컴퓨터프로그래밍 연구원

뇌졸증(2019)

국립 재활원 입원, 재활치료



마을간호스테이션 : 팀접근 방문의료 사례

1                           2                           3                           4 

뇌전증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퇴원후상황 : 

무기력, 우울감

계속누워있음

코로나로

방문재활중단

배우자의

위암수술

▶대상자의돌봄공백



마을간호스테이션 : 팀접근 방문의료 사례

1                                                   2                            

왕진-

정기혈액검사

응급시방문

재활-

컨디션이회복되면지역사회활동을하고싶다

말을잘했으면좋겠다.



마을간호스테이션 : 팀접근 방문의료 사례

1                                   2                                       3                  

장애인주치의사업등록

- 정기왕진

- 혈액검사

마을간호스테이션가동

- 응급콜시스템적용

물리치료사 방문

-재활코칭

사회복지사방문

-살림재가복지센터연계



마을간호스테이션 : 물리치료, 재활치료



마을간호스테이션 : 팀접근 방문의료 사례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친환경 도시락 주 2회

자원활동단방문

- 재활 지원

4                                      5                                                        



2. 신규서비스개발-2



친환경 도시락

• 메뉴의 다양화

- 간편식 형태의 가벼운 식사 메뉴 개발

- 이용자 특성에 맞춘 도시락 (죽, 과일도시락)

• 대상 : 마을간호스테이션 이용자

• 제공 : 일주일에 2번 2세트 8주간 예정

• 대상자 식이 특성 등을 고려한 메뉴 개발



친환경 도시락 후기



3. 2021년 돌봄서비스



2020년 그후 지속되는 마을 속 돌봄

• 마을 돌봄을 실현하고 체계적 서비스의 안정화

• 나이들어도 살고 싶은 마을 = 은평

• 신규서비스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서비스화

• 돌봄을 중심으로 한 은평통합돌봄네트워크 활성화



감사합니다^^



2020년
서울시사회적경제
돌봄광역추진단



돌봄광역추진단

광역추진단 명칭 및 역할

○ 명칭: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단

○ 역할

•사회적경제생활권역돌봄서비스실현을위한 협력네트워크구축과지

역특성을고려한서비스운영체계구축을위해 정책사업, 공공자원, 유

휴공간등 다양한자원을연계한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발굴

•서울시돌봄SOS센터사업 대응 등 다양한현안에 대응하는정책 창구

역할

○ 구성원 대상

•광역사업에동의하는서울시소재 돌봄분야네트워크* 및 자치구사회

적경제중간지원조직

▸돌봄분야네트워크: 지역 내 돌봄분야논의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연

대활동등 포함

○ 광역 추진위 및 분과 구성

•광역추진단에서논의된내용을 토대로전략분과시스템설계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단 조직도

<노란색> (5개구)

*’19년 돌봄SOS센터 신규시행 자치

구

<초록색> (8개구) 

*‘20년 공모선정 자치구

<흰색> (12개구) 

*‘20년 신규 시행구



돌봄광역추진단

￫ 교육분과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실무자 돌봄 전문가 육성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진행.
￫ 내부 스터디를 통한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가치 및 장기적인 비전 수립

교육 분과

사업명 세부사업 상세내용

사회적경제

지역돌봄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개발 자문단 운영 •사회적경제지역돌봄교육과정개발위한자문단운영

교육과정개발 •사회적경제지역돌봄교육과정개발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시범

교육과정운영

워크숍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사업 실무자 (자치구 우리동네 나눔반장 코디

네이터,지역돌봄관련기업종사자및행정담당자등)대상워크숍 (포럼)

세미나 •국내사회적경제지역돌봄관련사례,정책,사업공유등을위한세미나

네트워크및 역량강화

•역량강화네트워크:사회적경제지역돌봄사업실무자의네트워크및역량강화과정

•역량강화심화과정 :사회적경제지역돌봄사업실무자의전문가과정 (동향, 비전

과전망,국내외사례학습등)

<전략분야 (돌봄)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돌봄광역추진단

공동배송 지역돌봄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돌봄SOS센터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 식사지원

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 사업 목표

• 식사배송 문제해결을 위한 배송사업단 시범 운영

•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수행의 요건 도출

○ 추진전략

• 지역의 필요와 역량에 맞는 배송체계 마련

• 사업단의 사회적경제기업화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통한 수익률 제고 전략 마련

• 배송사업의 다양한 경로 제시

공동배송 지역돌봄 사업 현황

○ 주민조직화 모델

• 지역 주민의 조직화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형 배송 모델

• 같이살림프로젝트, 주민기술학교, 도시재생CRC, 의료사협 등 다양한 사경조직과 결합하

여 추진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등

○ 라이더 모델

• 중년 라이더를 이용한 배송 모델

• 배달앱 고도화를 통한 배차 시스템 수립

• 동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라이더협의회와 협업 중

• 라이더 관련 협동조합 설립 추진

※서초구, 중랑구, 종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등

○ 자활 모델

• 지역 내 자활센터 사업단을 이용한 배송 모델

※광진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 직배송 모델

• 도시락 제조업체가 직접 배송하는 모델

※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 서대문구, 용산구

공동배송 지역돌봄사업



돌봄광역추진단

￫ 먹거리 통합돌봄 서비스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한
품질관리 및 역량 강화

￫ 권역・광역 단위 연대를 통한
공동사업모색

(친환경/다회용 용기 사용 및 세척 모델 구상,  
공동 식자재 구매, 안부카드 제작 등)

￫ 돌봄SOS센터 민간돌봄네트워크
식사지원서비스분과 제안 사항
도출

주거편의 통합돌봄 TF 
먹거리 통합돌봄

TF 
주거편의 통합돌봄 TF 

재가장기요양 TF 
재가장기요양 TF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업사업
대응 (소규모주택의 주거복지・
관리 협업사업) 

￫ 복지재단 돌봄SOS센터 민간
돌봄네트워크 주거편의서비스
분과 제안 사항 도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와
의 협업 방안 모색

￫ 복지재단 돌봄SOS센터 민간
돌봄네트워크 민간재가장기요양
분과 제안 사항 도출



2020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공동교육



2020년서울시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돌봄전문가육성교육



1. 커뮤니티케어실무자역량강화네트워크

(동북권역) 2020. 09. 07(월) 10:00~12:00

(서남권역) 2020. 09. 09(수) 14:00~16:00

(서북권역) 2020. 09. 09(수) 16:00~18:00

※동남권역은 네트워크 모임 자체 진행

 참석자 : 권역별 실무자 총 36명

 성 과 : 이후 권역별 정기 간담회 시작!

다른 구 사례를 통해 해결점을 찾고 싶습니다.

힘든 부분에 대해 가끔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역돌봄에 대해 무엇이든 배워 익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커뮤니티케어실무자역량강화심화과정

현장에 투입되고 바로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운

점이많았는데실무자심화교육으로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비롯하여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돌봄SOS사업의 취지와 커뮤니티케어

에대해이해하게되었습니다.

국내사례와 더불어 해외사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회기) 10.16(금)오후 2:00-3:30 지역돌봄사업의 개관

/ 김연아박사님

(2회기) 10.16(금)오후 3:30-5:00 사회적경제지역돌봄

비전과 전망 I (현황) / 김연아박사님

(3회기) 10.23(금)오후 2:00-3:00 사회적경제지역돌봄

비전과전망 I I (비즈니스모델) / 박용수위원장님

(4회기) 10월 23일(금)오후 3:00-5:00 지역돌봄사업의

해외 동향 (일본 사례) / 강내영박사님 참석자 : 실무자 총 20명



3. 커뮤니티케어실무자역량강화세미나 I

다른 지역을 포함한 선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듣고있으니지금막시작하는기관으로서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돌봄 제도 및 정책, 사회적경제 기본 이해, 사회적경제

방식의커뮤니티케어, 나눔반장실무자의역할(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더알고싶습니다.

*2020. 08. 19.(수) 14:00~16:00

*온라인교육(zoom)

참석자 :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및 중간지원

조직 종사자 44명



4. 커뮤니티케어세미나 II (가이드북제작)

*2020.11.20(금) 10:00-14:00

 참석자 : 광역추진위 교육분과 총 9명

 성 과 :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보는 서울의 커뮤

니티케어에 대해서, 그동안의 고민과 사례를

엮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나

올 수 있잖아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

고 사회복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다양

한 복지가 나오잖아요.

특히 지역에서 우리가 했던 여러 사례와 고민

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하면 현장 실무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 서울시사회적경제커뮤니티케어포럼

*2020.11.30.월

(15:00-18:00)

*온라인 웨비나운영

 참석자 : 서울지역

지역돌봄 관련 실무자,

커뮤니티케어에 관심

을 가진 기업인 등 총

69명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학습하며
지역커뮤니티 돌봄전문가로
성장하는 시간!



2020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공동배송



































2021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계획



-지역사회를 삶의 안정망으로!

감사합니다^^



협동화지원

2일차 채널-2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기간 : 2020.3.31~ 11.30

서울지역협조합협의회



목차



1. 진행 개요



2. 사업 목적 및 목표



3. 사업 추진실적 1



3. 사업 추진실적 2



4. 세부사업내용 : 사업화 TF 추진



4. 세부사업내용 : 유망협동조합 선정 1



4. 세부사업내용 : 유망협동조합 선정 2



4. 세부사업내용 : 공통 리플렛 제작



4. 세부사업내용 : 지역, 업종 등 네트워크 지원 및 공론장 운영 1



4. 세부사업내용 : 지역, 업종 등 네트워크 지원 및 공론장 운영 2



4. 세부사업내용 : ICA 협동조합 부문 활성화 1



5. 사업 평가 : 추진 성과



5. 사업 평가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감사합니다



seboddaritalk.net
유튜브 채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info@sehu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