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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는 읍면동 등의 지역사회(커뮤니티)
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량과 지역
내의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즈니스원리를활용하는것을말한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커뮤니티재생을 위하여 19751976년‘단기고용창출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출발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회기금 등이 공
동으로출자·관리하면서지역주민을고용한다. 사업에서얻
은 이익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재투자하며, 사업 참
여자개개인에게는분배하지않는것이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대도시
중심부에 생겨나는 일본형 도시내부(inner-city) 문제가 제
기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지역사회와 커뮤니티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마을만들기와 연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계하여새롭게진화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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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사업을출범시킨영국은현재시장규모가60조원대

될 수 있는 바,‘커뮤니티비즈니스’
는 향후 주민자치사업의

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 영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일

새로운방향이될것으로예상된다.

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가 2008년 2400억
엔(약 3조7000억원), 2011년 2조20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
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목표를‘비즈니스’
가아닌‘커뮤니티활성화’
에두어야한다.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지역과

한국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
여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것이 2010년 행정안
전부에서‘마을기업’
이라는 명칭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별화되고 사적 영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점역시간과되어서는안된다.
또한 관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합의가 필요하며 사

초창기에는 주로 읍면동 청사 내부에서 취미나 레크레이

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중앙-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시

션 등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가 서서

민단체-중간협력지원조직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구축

히다양한형태의‘마을기업’
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이절실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주민에게 이익
이 되는 사업으로 다른 마을사업의 재원조달에도 도움이 되
기 때문에 마을사업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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