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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충북지역 사례 -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임동균(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 문제 파악과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응 노력, 이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방향, 및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재난교육 필요성을 분석한 것
이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공공기관에 의한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생활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향
후 방향으로 행정기관 주도에 의한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 조사, 목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는 사회적 경제조직 협업 및 상부상조 문화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주제어: 코로나19, 취약성,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공헌]
Ⅰ. 서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보건・의료・복지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적 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휴업, 행사 중지, 휴업
등의 현실이 있으며, 점식을 같이하자는 말조차 민망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도서관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일제히 휴관이 되어 행사가 중지되었으며, 학교 휴교가 되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
들이 있는 학부모는 아이들을 어떻게 맡기면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빈곤 아이들에게 학교 급
식이 없어지는 것은 영양 부족에 연결된다. 감염 위험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간과 음식 기회, 사
람들의 유대가 단절되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173)
** 주저자
***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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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1인 가구 환자 사례를 들면 예전에는 통원 동행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원봉사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의료 붕괴나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을 수반하는 공적 요
청이나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배우는 기회, 먹는 기회, 일하는 기회, 의료를 받
는 기회, 사람들의 유대, 모이는 장소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방안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横田, 2020).
정부・행정은 방역 체계 구축과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 강화에 상징되는
것처럼 각 국가 단위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1). 특히 산업, 고용, 금융 등에 관련된
지원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방역체계 지원, 보건용품 시장 안정화, 피해부문 극복
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금 경감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대책 내용 또한 확충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대처하는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서로가 위로해 주
고 이웃 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마음은 더 가깝게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점포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거나 감액을 해 주는 사례, 고객이 급감한 식당
을 돕기 위해 배달을 시켜 먹는 사례 등도 보도되었다.
일반 시민 차원의 극복 노력은 정부지원에 비해 개별적, 산발적일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
다. 단,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금은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거나 신청, 수령 기간이 제한되어 있
거나, 혹은 대상자 요건 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율적 지원 활동은 그러한 제한 없
이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 현장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 경제적 활동의 대표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가 있다. 시민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 다시 말해 공공조직, 영리조직과 다른 비영리2)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
나19 사태 이전 한달에 한번씩 장애인 단체에 무료 회식을 제공해 오던 음식 관련 협동조합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리어 그 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식당 매상을 올려 주었다는 일화도 있
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십시일반 정신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조직, 활동
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각에 사회적 경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 문제 파악과 이에 대한
1) 현재 각국이 국경을 거의 차단하다시피 규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들은 각국 공통적인 것도 적지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지역의 고민과 지혜를 국경을 넘어 공
유하고 협력해야 함은 오직 의료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 영역에서 필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국가를 전재로 한 국제협력구조를 커뮤니티 위주의 국제협력구
조로 전환되는 과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란 해당 사업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운영 방식(전형적으로는 일주일
표제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배당금)에 비해,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
하도록 하는 운영(전형적으로는 일인일표제로 운영되고 배당이 금지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의미
한다. 따라서 잉여금 취급에 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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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의 대응 노력, 이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방향, 및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재난
교육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검토

1.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의와 특징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시민에 주도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
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공동 이익(general interest)을 위한 사회적 목적의 설정과, 이를 위한
이윤의 배분 원칙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민주적 운영 원리 속에서, 관련 정부 기구나 기업으로
부터 독립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며,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된 바 있다(장원봉, 2017). 이 범주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시니
어클럽, 소셜벤처 등도 포함된다.
현대사회는 생활양식의 다양화,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와 이에 부응한
사회 서비스 관련 산업 발전에 따라 지연, 혈연, 이웃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관계 또한 변화
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 서비스와 영리 서비스로 포섭되기 어려운 영역, 특히 과거
가족이나 이웃 등이 그 역할을 맡아 왔던 영역을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 협업 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네모토, 2013).
재난에 대해서도 같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즉, 과거 재난 발생 시에는 가족 간, 이웃 간에
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있었다면 기존 가족 역할의 축소, 근린 주민 관계의 희박화 등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개개인이 분단된 채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 서비
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과 개인 간의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호 협
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취약점이 잔존하는 구조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그간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이 제시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일반 시민에 의한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연구(帶
刀, 2004)가 있다. <표 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익 활동과 자립・자율성,
평가 및 운영관리의 중요성3)이 제시되어 있다.

3)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는 현물 기부 품목과 자
원봉사 내용 및 시간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회계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경제적 가치 가시화와 이에 근거한 지원제도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네모토・이인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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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원봉사자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비교
구분

자원봉사자

개인/조직
개인
무보수
수익・보수 원칙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자발적이지만 정부・행정기관에 동
자립성・자발성 원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자립적
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상/목적에 자아실현과 가지만족을 위한 활동도
대한 관계/평가 가능함
경우 필요 없고, 조직적 운
운영 관리 개인인
영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 간편함
수익활동의 원칙적으로 수익활동을 하지 않고
필요성 있는 경우에도 부분적임
참여
참여하는 측
자료: 帶刀(2004: 233)를 재구성.

사회적 경제조직

조직
수익을 올리지만 비영리. 보수를 받
는 직원이 있는 경우도 많음
자발적이며 민간 활동으로서 존재하
기 때문에 자립성・자율성이 필요함
목적 달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도가 평가 대상이 됨
필요하고도 중요함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중요함
참여를 촉진하는 측

한편 Organ(1988)은 조직적 시민행동에서부터 이타심, 양심성, 예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이라는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타심은 업무 외적인 문제를 다른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돕는
행위이고, 양심성은 조직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칙, 기본사항 준수에 더해 부여된 역할 외에
부가적인 요구를 헌신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의성은 자신의 의사결정 혹은 행동으로 인
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려는 행동이고, 자발성은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행
동을 말한다. 시민정신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책임지고, 조직 활동에 참여해 몰입하고 고민하는
행동을 말한다(장병연, 2017: 150).

2. 재난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조직적 시민행동을 분석한 장병연(2017)은 조직신뢰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과 유대감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비상대응체계는 조직적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부연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비상체계는 개개인에 대한 영향은 있어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대응 활동에 직접적 영
향이 없다, 환언하면 간접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체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소희・김미송(2019: 3-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민간의 역할은 대부분 피해현장
의 복구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경우가 다수였고, 자원봉사를 위한 인력동원으로 그 기능과 역할
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하에서 공공의 역할 수행을 위한 보조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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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징인 자주성,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피해복구 위주의 소극적 참여에
서 벗어나 재난관리 전 과정에 걸쳐 민간의 기능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시범적 활동사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용숙 외(2018: 215) 역시 정부와 전문가 주도의 재난대응이 갖는 한계에 주목하고 비정부 조
직(NGO)4)과 지역사회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재난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
히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와 지역 기관 및 자원 연계, 사회적・정치적 갈
등 완화 등과 같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재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용숙 외(2018)는 재난 상황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조직(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옹호 역할, 규제 역할, 및 서비스 제공 역할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옹호 역할은 인권, 성평등, 환경보호, 사회적 재난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를 알
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 역할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감시하는 사회 통제 역할을 의미한다. 예컨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 활동을 조사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역할5)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 감시하고 확인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 역할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
고 제공하는 유형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은 관료제적 공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수요(수혜)자 혹은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ichter, 1999).
구분

조직적
시민행동
자주성,
자율성
옹호, 규제 및
서비스 제공

<표 2> 재난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내용

연구자

재난 피해에 대한 이타심, 양심성, 예의성, 스포츠
Organ(1988),
맨십, 시민정신
장병연(2017)
재난 대응 조직 유지를 위한 수익 활동과 자립・
帶刀(2004),
자율성, 목표달성 평가에 근거한 운영관리
이소희・김미송(2019)
인권, 성평등, 환경보호, 사회적 재난 등 문제 발
Dichter(1999),
굴과 대안 제시, 감시, 취약성 대응
이용숙 외(2018)

3.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 선행 동향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응에 관해 해외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茨城NPO
センター・コモンズ, 2020)를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빈곤 아동과 육아 중 여성 특히 한
4) 비영리 민간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NPO)와 비정부 조직(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각각 비영리성, 비정부성이라는 강조하는 바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행정기관,
영리 추구조직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공통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5) 기업측에서도 우선 수익을 창출한 후에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공유가치창출(CS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임종혁・전달영, 2018: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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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정 어머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시사되고 있다6). 또한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일거리,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에 곤궁한 사람들이 늘어나, 월세 지불이 어려워 퇴거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퇴거 요구 중지와 공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극화된 자택 주거환경에 따라 가정 내 감염 위험성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자택 통신환
경 여하7)에 따라 학생의 학력 양극화도 확대되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에 대한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여성 노동자 연구가
여러 개 있는 외에는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관점에서 현장에 접근할 경
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생활 및 직업에 미친 영향, 대비 현황, 향후 대응 방안이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향후 재난 위험 인식과 교육・훈련 필요성이다.
셋째, 인구학적 문항으로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장애・질병 유무 등이다.
한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 선행연구(민기, 2015)에 의거해 정리해 두면 경제적
활동은 소득, 고용과 관련한 활동이고, 사회적 활동은 사회적 연결망에 따라 유대감, 소속감을
수반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사태 영향에 따라 그
양태 변화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파악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 코로나19 감염 확대 대응 등에 관한 이바라키현 내 시민활동단체 의견
구분

설문

어려운 점
현재 대응
방법
규칙 변경
내용
1. 단체에 향후 예상
대한 영향 되는 영향
필요한
지원 내용
향후 사업
전개 방향

응답 내용(일부 발췌)

행사 전체 취소, 직원 건강관리, 마스크 부족 등
한부모 가정・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게 간식, 쌀 배포, 소독제
배치, 근무체계 유연화, 원격근무 등
이용자 전원에게 건강관리 카드를 배포해 건강 상태 파악, 활동
참여 전 자택에서 체온 확인 등
빈곤 아동의 고립, 학교 휴교로 인한 여성 직원 결근, 행사 취소
로 인한 수입 감소, 활동 축소, 가급적 자택에서 작업 등
빈곤 가정에 대한 도시락 배포, 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 타 단체
대응 사례, 고민 공유 등
식자재 무료 제공과 반찬 지원, 고령자 안부 확인, 독거노인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 각종 행사 취소・휴교로 인해 남은 식품
의 푸드뱅크 기부

6) UN 여성기구(2020)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대에 수반해 정부나 지자체 대책이 여성을 제외시키
고 있지는 않은지 10개 항목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예컨대 행동이 제한된 비상시에는 여
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 학대 가정에 장시간 머무르고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구제
조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한부모 가정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독거 중 특히 고령여성
에 대한 생활지원과 정보 전달 여부 확인 등이다.
7) 거실 수가 적은 주택에서는 학생의 학습시간이 적은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취약
한 가정에서는 인터넷 교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양극화 해소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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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영양을 취하고 있었던 빈곤 아동의 영양 부족 문
어려운
점
제, 전문가 면담 횟수 감소 등
2. 단체
활동 이용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학교 휴교로 인한 생활습관 악화, 독
자에 대한 향후 예상 거노인의 고립화, 장보기 지원, 이동 서비스, 가사・육아 지원
영향
되는 영향 수요 증가,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 심화, 한부모 가정 부담 가중,
은둔 경향이 있는 주민과의 접점 감소
3. 향후 지역사회에 필 지역사회와 행정의 협업, 안전한 행사 개최 공간 마련, 1대1 지
요한 사항
원, 입소문 피해 예방, 정보 타당성의 신중 검토 등
가정 포함 아동 환경 파악과 대처, 긴급사태 응급대책 거
4. 행정 등 타 조직에 빈곤
점
시설,
마스크, 소독제의 공익시설 우선 배포, 당사자 의견, 지
대한 희망 사항
역현장 목소리에 대한 일상적 정취
잉여 식재 활용(빈곤 아동 등), 지역주민의 불안과 고민을
5. 지역사회 유대 유지 급식
외면하지
않도록 작은 규모의 유연한 커뮤니티를 만듦, 정보기
방안
술 활용 보급 촉진 등.
지역사회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6. 지역사회에 대한 메 장소, 경제와 건강이라는 2분법이 아니라 폐를 끼치지 않을 정
시지
도의 인사하기, 행사 중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행동
약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됨, 학대 가정에서 학교 휴교는 지
극히 위험한 상태, 장애 아동 가정의 부모 부담 가중, 이러한 아
7. 기타
이들과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사재기로 인해
임산부 등 필요한 사람에게 물자가 부족한 문제 인식 필요 등.
자료: 認定NPO法人 茨城NPOセンター・コモンズ(2020).
Ⅲ. 조사 분석

1. 조사 설계
1) 가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에 관해 선행연구
와 선행 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가설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
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변수 간에 관계에 대해 인과관계
분석이 아니라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가설 1-1,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자제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행사 중지, 연기, 제품・서비스 규모 변
경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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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외출 횟수를 줄일 것이다.
가설 2-1,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취약계층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마스크, 소득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1,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적 활동을 자제할 것이다.
가설 3-2,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행사 중지, 연
기, 제품・서비스 규모 변경할 것이다.
가설 3-3,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외출 횟수를
줄일 것이다.
가설 4-1,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
공기관에 의한 취약계층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2,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자
체적 안전성 고려 제품/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3,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4,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
공기관에 의한 시민 목소리 수렴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외, 재난안전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단순 빈도 분석을 하도록 추
가 설문을 설계하였다.

2) 조사 범위

조사의 지리적 범위는 충청북도 지역(일부 대전지역 포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
합,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단체(일부 일반 시민8) 포함) 총 87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협종조합 2개에 대해 각각 이사장 총 2명에게 인터뷰를
하였다.
참고로 충북지역 4대9) 사회적경제 규모(2018년말 기준)는 조직 수 688개, 취업자 수는 약
39,898명으로 환산10)된다(한국사회적진흥원, 2019: 10-11). 본 조사 응답자 수 89명 중에는 4대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가 아닌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충북지역 취업자 수 39,898명과 비교
하면 0.22%의 비중을 가진다.
8) 응답자 중 일부 대학생(총 15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학생 또한 임시 휴교, 학사일정 변경, 비
대면 강의 진행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말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8).
10) 2018년말 기준 4대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수는 전국 총 110,829명이다. 이에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비중 3.6%를 곱하면 39,898.44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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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로서 설문지 응답 기간을 2020년 3월 19일(목)부터 3월 25일(수)까지 설정해 배
포, 회수하였으며,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 대상 인터뷰는 9월 18일(금) 및 9월 25일(금)에 각각 1
명씩 총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조사 방법과 분석 방법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온라
인 형태와 종이 설문지를 출력해 배포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장애인 단체의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접속 등에 어려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이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이와 별도로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항목 구성 및 항목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영향, 대비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설문 항목 40개로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위험인식과 교육훈련 필요성 관련 항목 7개로, 경험 항목 선택과 우선순위 3개 선택하
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셋째, 인구학적 문항 10개로 구성하였다.
<표 4>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조사 개요
구분

중분류 및 하위 문항 구성

1) 생활, 직업 관련 영향 (10개, 5점 척도)
설문조사 2) 생활, 직업 관련 대비 (10개, 5점 척도)
(인터넷 3)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20개, 5점 척도)
및 설문지) 4) 위험인식과 교육훈련 필요성 (7개)
5) 인구학적 문항 (10개)
현장 인터뷰 코로나19 사태 전후 변화, 필요한 지원 등

대상자 수

실시기간

87명

2020/03/19부터
2020/03/25까지

2명

2020/09/18 및
2020/09/25

* 일부 관련 일반시민 포함.
분석 방법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영향, 대비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설문 항목 40개 5점 척
도 설문 결과 중에서 아주 많음과 많음 수를 합계하고 가장 많은 순에서 10개를 추출하였다. 그
후 생활, 직업 관련 영향 항목, 및 대비와 향후 대비 방안 항목에 대해 SPSS 이변량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문항 10개와 상기 40개 항목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 인터뷰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하였다.
위험인식과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난 유형별 경험 분포를 확인한 다음, 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과 교육훈련 필요성 응답 비율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교육훈련 보완이 필요한
재난 유형을 부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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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분석 결과

1) 인구학적 통계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문 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총 87명에게서 응답
을 받았다. 온라인의 경우 웹 설문지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총 17개 단체에게 응답을 요청, 회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종이 설문지를 총 50개 배포하였고 32
개를 회수하였다.
인구학적 통계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구분

성별
연령대
동거인 수
동거인(본인 포함) 중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유무*
동거인(본인 포함) 중 장애
/질병 유무
차량 소유 여부
주거 형태
주거지
거주 지역 유형*
직장 분류*

<표 5> 인구학적 통계

응답자 수(명, %)

남성 54(62.1%), 여성 33(37.9%)
20대 이하 15(17.2%), 30대 13(14.9%), 40대 24(27.6%), 50대
21(24.1%), 60대 이상 14(16.1%)
독거 14(16.1%), 2명 25(28.7%), 3명 11(12.6%), 4명
29(33.3%), 5명 이상 8(9.2%)
있음 44(51.2%), 없음 42(48.8%)
있음 24(27.6%), 없음 63(72.4%)
있음 68(78.2%), 없음 19(21.8%)
아파트 64(73.6%), 다가구주택 9(10.3%), 단독주택 11(12.6%),
각종 시설 1(1.1%), 기타 2(2.3%)
대전, 세종, 충남, 충북 82(94.3%), 경기, 인천 4(4.6%), 대구,
경북 1(1.1%)
도시지역 69(81.2%), 농어촌지역 9(10.6%), 복합지역 7(8.2%)
1차 산업 3(3.5%), 2차 산업 9(10.5%), 3차 산업 52(60.7%)

* 질문 항목에 따라 무응답이 있는 경우 소계가 87명이 되지 않음.

2) 항목별 분석 결과

우선 코로나19 사태 영향, 대비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설문 항목 40개로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그중 아주 많음과 많음 수를 합계하고 가장 많은 순에서 10개를 추출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이 중 특히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현황
파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목적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11) 자유응답 내용 중, ‘60대 이상 노인층을 포함한 마스크 구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홈쇼핑이
마련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수혜를 받지 못하였다. 장애인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마스크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취약계층의 방역물품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 보급해야 한다. 마스크에 관해서는 동네의 반장이나 이장 등을 통해 어려운 상황
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거나, 마스크 양보 캠페인도 방안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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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과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인터뷰 결과에서부터 부연하면 청주 소재 음식점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씩 회식으로 모시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경제적 활동 자제 분위기 속에서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그때 장애인 단체 분들이 기왕 외식하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가자고 찾아와 매출을 올려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처음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지역사회 기여가 이런 식으로 돌고 돌
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 새로운 상부상조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그 계기를 현황파악을 통
해 마련하는 역할이 지자체에게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표 6> 아주 많음과 많음의 합계 비율이 높았던 설문 항목 상위 10개
구분

설문 항목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
행사 개최/제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
사회적, 경제적 활동 자제
행사 중지/연기, 제품/서비스 규모 변경
외출 횟수 줄이기
공공기관에 의한 어린이/고령자/여성/장애인 현황파악
향후 전망 자체적으로 안전성 고려 제품/서비스 제공
및 대응 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안
공공기관에 의한 시민 목소리 수렴
공공기관에 의한 마스크, 소득 등의 지원
생활, 직업
관련 영향
생활, 직업
관련 대비

3) 가설 검증 결과

변수명

1. 사회경제
2. 행사영향
3. 활동자제
4. 행사중지
5. 외출감소
6. 현황파악
7. 안전제공
8. 안전지원
9. 의견수렴
10.위생지원

아주 많음과 많음
합계 응답자 수(%)

80명(92.0%)
76명(87.4%)
81명(93.1%)
80명(92.0%)
78명(89.7%)
84명(96.6%)
79명(90.8%)
79명(90.8%)
79명(90.8%)
77명(88.5%)

위 10개 항목의 각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상관관계

1.

사회
경제

2.

행사
영향

3.

활동
자제

1.사회 2.행사 3.활동 4.행사
구분
경제 영향 자제 중지
Pearson 상관
1 .212 .282** .219*
유의확률(양측)
.051 .009 .041
N
87 85 86 87
Pearson 상관
.212 1 .226* .793**
유의확률(양측) .051
.038 .000
N
85 85 85 85
Pearson 상관 .282** .226* 1 .357**
유의확률(양측) .009 .038
.001
N
86 85 86 86

적도 있었다.

5.외출
감소
.330**
.002
86
.270*
.012
85
.635**
.000
86

6.현황
파악
.265*
.014
86
.427**
.000
84
.158
.148
85

7.안전
제공
.098
.368
86
.504**
.000
85
.343**
.001
86

8.안전
지원
.114
.294
86
.389**
.000
85
.366**
.001
86

9.의견
수렴
.144
.189
85
.337**
.002
83
.189
.085
84

10.위
생지원

.381**
.000
86
.202
.065
84
.234*
.031
85

248「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219* .793** .357**
4. Pearson 상관
.041 .000 .001
행사 유의확률(양측)
중지 N
87 85 86
5. Pearson 상관 .330** .270* .635**
.002 .012 .000
외출 유의확률(양측)
감소 N
86 85 86
.265* .427** .158
6. Pearson 상관
.014 .000 .148
현황 유의확률(양측)
파악 N
86 84 85
.098 .504** .343**
7. Pearson 상관
.368 .000 .001
안전 유의확률(양측)
제공 N
86 85 86
.114 .389** .366**
8. Pearson 상관
.294 .000 .001
안전 유의확률(양측)
지원 N
86 85 86
.144 .337** .189
9. Pearson 상관
.189 .002 .085
의견 유의확률(양측)
수렴 N
85 83 84
Pearson
상관
.
3
81**
.202 .234*
10.
.000 .065 .031
위생 유의확률(양측)
지원 N
86 84 85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1
87
.315**
.003
86
.301**
.005
86
.479**
.000
86
.360**
.001
86
.419**
.000
85
.259*
.016
86

.315**
.003
86
1
86
.267*
.013
85
.326**
.002
86
.354**
.001
86
.052
.640
84
.261*
.016
85

.301**
.005
86
.267*
.013
85
1
86
.366**
.001
85
.453**
.000
85
.403**
.000
85
.410**
.000
86

.479**
.000
86
.326**
.002
86
.366**
.001
85
1
86
.525**
.000
86
.408**
.000
84
.415**
.000
85

.360**
.001
86
.354**
.001
86
.453**
.000
85
.525**
.000
86
1
86
.330**
.002
84
.408**
.000
85

.419**
.000
85
.052
.640
84
.403**
.000
85
.408**
.000
84
.330**
.002
84
1
85
.506**
.000
85

.259*
.016
86
.261*
.016
85
.410**
.000
86
.415**
.000
85
.408**
.000
85
.506**
.000
85
1
86

첫째,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자제
하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행사 중지, 연기, 제품・서비
스 규모 변경을 하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2가 채택되
었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외출 횟수를 줄이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취약계층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마스크, 소득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가설 2-2가 채택되었다.
셋째,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활
동을 자제하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또한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행사 중지, 연기,
제품・서비스 규모 변경하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2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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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대비 측면에서 외출 횟수를 줄
이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3이 채택되었다.
넷째,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공기
관에 의한 취약계층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1이 채택되었다.
또한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자체적
안전성 고려 제품/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2가 채택되었다.
나아가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3이 채택되었다.
끝으로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향후 대응 방안 측면에서 공공
기관에 의한 시민 목소리 수렴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4가 채택되었다.
위 내용에 관해 아동복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인터뷰 결과를 원용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에는 수용하는 인원 수가 다소 과다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찾아오는 한편 꼭 오지 않아도 괜찮은 아동이 있음이 부각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
초 다소 과다하던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들어 활동이 수월해졌다고 한다. 한편, 아동복지를 일정
정도 사적 영역에서 부담해 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기존 활동 규모에 변화가 생기고,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경제적 활동 자제, 행사 중지, 연기, 제품・서비스 규
모 변경 등의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고려
제품,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에 의한 취약계층
현황 파악, 시민 목소리 수렴 필요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경영
지원과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 목적에 보다 본질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취지가 여실히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가지 덧붙이면 직업 관련 영향 응답항목 중 기타로서 ‘말하기가 아주 조심스러움’이라는 기
술이 있었다. 이는 목소리 없는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
뢰 관계를 형성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수요조사 선행에 이
어 그 수요에 부응 가능한 조직 활동 연계가 필요하다.

4) 재난안전 교육・훈련 경험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난안전 교육・훈련 경
험으로 생활사고,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각각 58.8%, 58.8%,
58.1%의 순)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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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재난안전 유형별 교육훈련 경험
구분
응답자 수(%)

생활안전(치안, 교통, 식품의약품, 미세먼지, 감염증 등)
50(58.8%)
자연재난(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염, 폭설 등)
50(58.8%)
인적재난(화재, 붕괴, 침몰, 폭발, 싱크홀 등)
44(51.8%)
원자력 사고(방사성 물질 등)
10(11.8%)
기타
2(2.4%)
없음
18(21.2%)
* 기타: TV 재난방송 등.
재난안전 위험도 인식과 교육・훈련 필요성에 관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재난으로 생
활안전(치안, 교통, 식품의약품, 미세먼지, 감염증 등) 3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연재난(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염, 폭설 등) 23.6%, 원자력 사고(방사성 물질 등) 20%로 순으로 나타났다. 인
적재난보다 원자력 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험도 인식과 같이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
성이 가장 높았고(47.6%) 이어 자연재난 (23.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위험도 인식보다 교육훈련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시시된다.
<표 9> 재난안전 유형별 위험도 인식과 교육훈련 필요성
구분
위험도 인식 응답자 수(%) 교육훈련 필요성 응답자 수(%)

생활안전
자연재난
인적재난
원자력 사고

33(38.8%)
20(23.6%)
15(17.6%)
17(20%)

40(47.6%)
20(23.8%)
19(22.6%)
5(6%)

Ⅳ.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 노출 문제 파악과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응 노력, 이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방향, 및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재난교육 필
요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
시하였으며, 이로써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5점 척도 총 50의 설문 항목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분석된 항목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84명(96.6%)이 있다. 이는 본 조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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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먼저 부각되는 부분이다. 즉,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목적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사회 과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
황 파악을 수행하기에는 조직 역량 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행정 지원이 필요하
는 구조가 부각된 것이다.
나아가 가설 검증에서 사사되는 바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기존 활동
규모에 변화가 생기고, 행사 개최, 제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이 클수록 경제적 활동 자제,
행사 중지, 연기, 제품・서비스 규모 변경 등의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며 그 가운데에
서도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고려 제품,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에
의한 취약계층 현황 파악, 시민 목소리 수렴 필요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
다. 이는 경영지원과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 목적에 보다 본질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취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자유기술 응답에서는 ‘말하기가 아주 조심스러움’이라는 기술이 있었다. 이
는 목소리 없는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도 현황 조사
가 필요하다.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관련해서는 우선 생활사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관련 교육・훈련 경
험자가 절반 정도(각각 58.8%, 58.8%, 58.1%의 순)로 나타났고,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그 위엄도
인식도보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포함한 생
활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이상 조사 결과에 의거해 향후 코로나19 사태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역할 제고 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 주도에 의한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조사 선행적 추진이다. 특히 사회
적 경제조직 직원 및 이용자 중에는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일정 정도 신뢰성과 회수률 높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사회적
경제조직은 조사를 자체 수행하기에는 재정적, 인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연구기
관에 위탁한 다음 조사 대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둘째, 현황 파악 후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은 그 해결 역할을 전면적으로 행정측
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 이 조사에서 일부 밝혀진 것처럼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찾아내 함께 돕고 도와주는 관계를 촉진하
기 위한 방안을 행정과 사회적 경제조직 협업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기술 응답에 있었듯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소외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
되지 않도록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 문화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의료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배려
와 인식변화 또한 중요하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취약한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
회적 경제조직들이 취약계층 현황 파악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12)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지자
12) 맞벌이 가정의 아이는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는 등의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방치되는 경
우가 생긴다. 이럴 때 자녀들의 친구 중에 맞벌이하는 가정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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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추가적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충북지역에 지리적으로 한정된 조사로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조
사기간 한계로 상세하고 심층적인 취약성 조사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
해 개별 구체적 취약상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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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to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due to COVID-19
and Ru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Case of Chungbuk Region
Nemoto Masatsugu, Yim Dong-Kyun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exposure to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caused by COVID-19, the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 support. Specificall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hungbuk region. As a result, the response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children, the elderly, women, and the disabled by public
institution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addition, the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life safety including COVID-19 was suggested. In the future, an administrative
agency-led survey of local communities including the vulnerable, the need to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give a helping hand by listening to
voiceless voices, and to develop policies for mutual assistance were suggested.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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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