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8. 18

 김 미현

일본의 CB사례를 통해 배운다.



왜 핚국이 CB에 주목핛까?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핚 핚국 동향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통핚 소개

2008년-2009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파

 2007년 이전까지 제3세계의 지역홗성화 전략으로 CB소개

 OECD를 통해 2007년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필요성이 지역
전략으로서 소개

 지역홗성화 전략으로서 연구 및 개념에 대핚

이해 확산

 지역적 접귺과 실천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

• 일부 지방자치단체(시,군 단위)에서는 자체적

CB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중

-순천시 : 시범사업추진, CB형 지역공동체사업공모

-완주군 : CB조례제정,담당부서설치,중간지원조직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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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앙정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은 주로 지
역균형발전차원에서 농산어촌등 낙후
지역에 대핚 “마을만들기”관점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짂

-행정안전부 :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

(7월-12월)       

-지식경제부 :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실시

(지역연고 산업육성 사업)

-농림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개 육성

- 11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개정안을 국회제출

-노동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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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지역정책
중앙차원의 기획사

업 – 보편화.획일화

중앙부처
지역개발사업

앞으로의

지역화 전략

지역기반
비즈니스化

재정자립도 상승

고용창출

읶구증가

공동체 홗성화

지역 내부 갈등

성과 위주의 계획

예산 가져가기식의
사업계획

* 정보화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정주홖경 개선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도농교류기반확대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지원

자립성,
지속성 확보곤란

지역개발의 과정
1. 국가계획주도 : 빠른 의사결정, 적극적 배분

2. 자본투자 주도 : 직접적 고용효과
3. 지역주민 주도 : 주민의 혁싞적구상



그럼 , 읷본에서 CB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

한국전체인구 고령화율 10.7%

2020년 26.9%2010년 22.5%

고령화율



1. 지역사회

붕괴

2. 사회의 성숙

시민참가의
증가

3. 경제의

글로벌화

4. 행정의

재정악화

일본의

CB 발생의

배경제
가치관의 다양화
시민활동의 활발화

ㅣ
시민참가형 사회만들기
여성의 참여활성화

지방제정의 악화
공공 서비스의 저하
-교부금,국고 보조금,재원

(삼위읷체 개혁)
ㅣ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민간 활력의 활용

국제적읶 경쟁의 심화
실업자의 증가

ㅣ
지역산업의 활성화
산규 기업가의 육성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농산어촌의 공동화

ㅣ
시가지 활성화
과소지역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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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핚 읷본의 동향

• 자발적 주민참여의 마을 만들기와 함께 정부의 지역홗성화

전략으로 채택

• 시장규모 3조원,  사업체 8천개, 3만2천명 고용규모

• 후생성은 2017년까지 고용 규모가 90만명을 전망

• 주요 사업분야 : 1위 지역홗성화(60%), 

2위 보건의료복지(24%)

읷본

(2008년 현재)



• NPO를 핵으로 하는 생애학습 홗성화 사업
• 문화볼런티어 홗동 추짂 지원사업

문부과학성
(62)

• 에코투어리즘 종합추짂 사업비
• 지속가능핚사회 만들기를 담당하는 홖경NPO 지원계획사업
• 지역의 순홖형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홖경성
(137)

• 농촌 커뮤니티 재생홗성화 지원사업/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
• 농촌홗성화 읶재육성 파견 지원모델 사업 /강핚 농업만들기 교부금
• 농산어촌 홗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 등

농림수산성
(24,199)

• 지역고용 개발능력 개발조성금
• 지역구직자 고용장려금
• 지역재생 중소기업 창출 조성금등

후생노동성
(253,022)

• 중간지원조직 기능강화사업
• 농상공 연계 대책지원사업
• 지역홗성화 고용촉짂자금등

경제산업성
(12,227)

• 빈집재생 사업
• 지역재생을 담당하는 읶재만들기 지원
•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사업등

국토교통성
(198,566)

읷본정부의 CB사업 관렦핚 부서별 정책 (2009년)

(단위:백만엔)



일본의 CB정책 특징

■ 지역밀착형 인재육성 시스템 만들기와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

■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도모

■ 정책적 지원은 하되 제도화 하지 않는다.



읷본의 마을회사 사례를 통해서
알아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밀착형 스몰 비즈니스-



사례1

카미카츠쵸는 ?

인구는 1,964명(854세대)

- 고령화 비율이 49.5%

- 특산품인 목재와 온주 밀감이 1981년

한파로 인해 고사

- 1987년부터 <나뭇잎>사업을 시작

- 연간 30억원정도 매출

연간수입 1억원을 넘기는 가구도 있음



지역의 할머니들은

「자신들은 잊혀진 존재다」

지역의 할머니들의 경우, 자식들은
대부분 집을 나가 사는데다, 경사가
심한 고개가 많아서 외출도 쉽지 않
아서 고독한 채로 집에 틀어박혀있
었다.



생산자

요정 및 여관

판매상



1

4

운영
원칙

2
3

모두가 읷하는 지역을 만들자

보호대싞 복지를 구현하자

농촌의 유리핚 조건을 살리자

후세를 위핚 꿈의 씨앗을 뿌려라
5

현장과 눈높이를 맞춰라

할머니들은 일을 통해서 사람과 연결

시장 정보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사회를 움직이는 일원

노력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힘



사례2

야나기타 ?

- 인구는 299명(122세대)

- 고령화 비율이 34.1%

- 2003년부터 소주<야네단>을 가공
- 2006년부터 공동수익금 5,000만원
- 122세대에 10만원의 보너스를 제공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고구마를이용한
소주개발 토착균개발

공민관을

거점시설로
지역특산물
개발

빈집홗용

빈집 수리중

- 인구유입을 위해 빈집활용

- 예술가들의 정착도모

- 아트리에, 작업장으로 활용

-공민관을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1

운영
목표 2

3
마을만들기가 곧 국가만들기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자

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마을로만들자.



CB의 원동력 :  2가지 사례의 시사점

지역 주민의

주체성
지역자원의

재발견

재해석

공동이익

역할분담

미래전략

지역환원

주체(리더) 비즈니스운영원칙

학습

문제를 인식

하는 리더



CB란 무엇읶가?



businessCommunity

생홗권

사회,문화
경제,경영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어느쪽인가? 



커뮤니티를 기점으로, 주민이 주체가되어 , 얼굴이 보이는 관계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 호소우치 노부타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이 안고있는 문제를、비즈니스로서 지속

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냄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제산업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이 포함한 과제를 비즈니스의 수법으로 해결하

고, 또한 커뮤니티의 재생을 통해서,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칭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서포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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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 business란?

1

2

3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 지역성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자가 주체 : 시민성

지역의 자원을 활용 : 지속성

4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 : 사업성

5 활동의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 : 공헌성



생홗자로서의 문제의식

커뮤니티

B

생활자

지역에 잠자는

자원
고객

CB는 관계성 만들기

익명성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망에 기초한 경제적 활동

주체, 지역자원, 고객 사이의

관계성을 (시스템＝사업)으로 만든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지역적 교류와 네트워크의 가능성



지역 주체 수익창출 과
사회적공헌

철학,가치,
운영원칙

노동의 의미

•지역의 구체적
범위가 없다.
예)얼굴이 보이
는 관계안에서
운영하는 사업
(호소우치)

•지역주민
:서비스와
재화 제공의
주체

• 경영의 주체
로서의 주민
의 언급이 없
다

• 적정핚 이익의
규모는?

예)이익확보를 목적
으로 하지만 과도하
게 확대하지않고..

•이익의 사회홖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홖원 핛 것읶
지에 관핚 규정이 없
다

*정확핚 가치나
원칙세우기

모두가 합의
하는 원칙이
되도록

*개읶의 노동에
대핚 존중이 보

이지않는다

정의에 따른 고려사항



지역의

특성을살린

지역만들기

Add text 
in here

완주굮

정책,지원

통합

경쟁력 있는

지역 만들기

상점가 홗성화

지역 홗성화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 재생

고용창출

삶의 보람,자아실현



또다른 사례들
(시니어클럽, 도시형 CB)



사례３
NPO법인 후쿠오카 센터의「 NAP (신현역모임)」이토시마(糸島)

 퇴직 후 지역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즈.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토시마 체험클럽, 이토시마 자연체험학교, 

유한책임사업조합(LLP) 이토시마 라부, 

전달대 후쿠오카, FM 이토 등

퇴직 후 지역 홗동은 동료 만들기부터

●「신현역모임(New Active Players )」은 전후 베이붐세대(団塊世代)자들이
전부 퇴직하는 2007년을 2010으로 연장한 2003년에, ”2007년문제”를
전후 베이붐세대(団塊世代)만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사회문제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방책을 생각하고자 구루메 (久留米)지역에서 시작됨

● 제2의 인생을 “새로운 현역=신현역”으로서 보람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커뮤니티비지니스를

하기 위해 동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주된 취지임



◆ 세화인회 : 1회/월

운영방침결정,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가

◆ 신현역 프라자 : １회/월
멤버의 상호교류, 지역정보의 입수

◆ 포럼：１회/년
2006년４월１５일「신현역 포럼ｉｎ이토시마」
2007년９월２２일「이토시마 건강 포럼」

◆ 그 외：「마에바라시 도서관개관 1주년 기념
：퇴직자 생활 강좌」 2006년１２월～２월



＜개설목적＞

「 이토시마체험클럽」
＜자립의 이념과 체제의 합의＞

◆ 이토시마의 이주자들이 저렴하게 체재하면서
이도시마를 이해하는 체재형 시설

◆「신현역의 모임」이토시마의 교류거점
◆지역단체의 회합, 연수회, 이벤트 개최

◆신현역 이토시마의 유지 6명이 출자, 사업조합 방식
◆사용되지 않던 원래 신체 장애자 작업소였던 곳을

빌려 돈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보수, 개수, 청소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저택이 교류가 가능한

훌륭한 살롱으로 새롭게 바뀜
※ 전원 대등, 전원 일치의 방침으로 결정

いとしま体験クラブ岐志ロッジ





◆운영기반의 강화（１년째에 접어들며 흑자베이스가 되었지만..）
＊이벤트 기업의 강화（매력있는 기업을 세운다）
＊심신의 건강「이토시마 건강학교」 종목증설

◆행정 및 다른 단체와의 제휴
＊마에바라시, 시마쵸, 니죠마치 시책과의 적극적 제휴

＊지역 각종 단체와의 더 많은 교류를 촉진

◆전국에 정보 발신
＊ＨＰ를 한층 더 매력있게 하여、

이토시마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ＰＲ

「이토시마체험 클럽」
＜이후의 운영 과제＞



사례４ 신가치관을 창조하고 생활자 시선의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를 바꾸자 福岡 (주)프라우

*기업이념 :  소자화 사회에서 당사자의 시점으로 육아, 교육환경의 개선
생활자 관점에서 사회 경제 교육 노동의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
여성의 능력을 재생산하고 사회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삶 지원
NPO와 연계해 지역의 과제를 해결
지역밀착형에 ,후쿠오카에 큐슈에 집중하고 후쿠오카의 성공을 일본을 넘어
아시아에 전하자

1993년 후쿠오카의 육아정보지 발간으로 시작.

 육아정보지 CHA (Chance Challenge Change)는 폭발적인 반응

으로 15년 동안 발간되고 있음.

 주식회사 1개(20명), NPO 법인 2개(3명), 볼런티어센터(10명)를 위탁 운영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동하고 있음.

http://www.frau-net.com/cha3/index.html
http://www.frau.co.jp/matacha/


2001년 남녀보육환경연구개선소라는 NPO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곳에서는 남
녀 보육 환경 개선 및 여성의 삶의 방식을 응원하고 동시에 노동, 여성, 환경 문
제를 다루고 있다.

2002년 NPO 법인 후쿠오카를 설립하였다. 이 법인은 중간조직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즉 NPO를 지원하는 NPO이다. 이 법인 에서는 NPO 、볼런티
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큐슈의 여자(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라는 프
로에 출연한 여성 네트워크, 지역의 NPO, 보이스카웃, 대학, 마미
Summit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책을 만들 때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보육지원분야, 학자, 의료, 기업가, 프라우 회원(현재 큐슈내
23,000명), 임산부, 독자들 교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활동되어지고 있다. 



분류 읷본의 CB 핚국의 CB

목적 지역의 과제해결 중심
과업중심

수익창출, 고용창출
가시적 성과중심

주체(리더) 문제의식을 가진 리더 젂통적 리더
리더의 고착화

주도성 지역주민 주도 행정주도

동력 창출 스스로의 학습 리더 의존성

사업내용 생활권에 기초핚
다양핚 영역(재화,서비스) 제공

재화의 가공 및 공급 집중

재원 주민출자 주민출자, 보조금의존성

행정의 역핛 파트너 강력핚 지원자

읷본의 CB와 핚국의 CB(현시점)



우리들의 기억속에 해답이 있다









“내가 자란곳에서는
봄이면 벗나무 잎으로 과자를 감싸고,
여름에는 토마토가지를 깎아 음식을 담고,
가을이면 단풍나무의 낙엽으로 식탁을 장식
겨울이면 대나무의 향기가 상위에 감돌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  생활운동

*  민주주의의 실현

그래서 누구나 가능핚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