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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내용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으로서(중소

벤처기업부 외, 2022),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및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을

국내 최초로 시범 도입(중소벤처기업부 외, 2021)하는 등 혁신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
성을 동시에 강조
 본 연구는 소셜벤처 혁신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셜벤처의 사회·기술혁신

능력 향상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혁신성·기술성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소셜벤처의 혁신 활동을 분석
- 토드웍스, 노을, 포이엔, 에누마 등 기술기반 소셜벤처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

2. 소셜벤처 현황 및 문제점
 양적 증대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지만 정책 지원은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함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혁신주체로 사회 경제조직의 참여가 강조

되어 있으나 소셜벤처를 위한 규정이나 기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소셜벤처의 2/3 이상이 기술기반 업종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셜벤처의 특성 및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미흡
 중기부가 소셜벤처의 창업, 펀드, R&D,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R&D 주무부처인

과기부나 기술-산업 연계를 위한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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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의 경우 인증·시험, 공공구매,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
 그동안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 같은

창업지원이나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확대 등의 자금지원에 한정
되어 있음

3. 사례 분석 내용 요약
 소셜벤처는 기업의 진화과정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모델과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업 모델을 분리 운영하는 등의 고도화 전략 활용
 1단계는 하나의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했으며, 2단계는

하나의 사업모델로 운영하되 사회적 가치 중심 전략과 경제적 가치가 중심 전략을
각각 분리하는 접근을 취함
 3단계 사업모델은 복합 사업모델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모델(사회가치>

경제가치)과 경제적 가치 중심(경제가치>사회가치) 사업모델을 동시에 운영
 하나의 사업모델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에서 복합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모델과 경제적 가치 중심모델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화

[요약 그림 1] 소셜벤처 사업 모델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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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모델 및 전략을 고도화시킨 사례가 많음
 사례 기업 중 노을, 포이엔, 에누마가 CTS에 참여해서 사업모델과 전략 고도화
 CTS 외에도 암 진단 관련 연구개발과제(노을), 지자체 협력 사업(포이엔), 민간기업

주관 사업(토도웍스, 포이엔, 에누마)등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킴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 신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임

4. 정책과제
과제 1. 소셜벤처 지원정책의 다양화·고도화 및 연계 촉진
 소셜벤처의 성장 및 유형에 맞춰 지원정책 다양화 및 고도화 전략이 필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소셜벤처의 규모·유형·

업종·문제에 맞춰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
-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소셜벤처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사업
으로 연결시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 2.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구성·운영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소셜벤처의 특성에 부합되는 정부 R&D

프로그램 구성·운영
 소셜벤처가 주관기관이 되거나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구성·운영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 및 구체화하고 혁신적으로 대안을 찾는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혁신능력을 갖춘 소셜벤처가 주관기관이
되는 비중을 늘리거나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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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는 물론 시험･실증, 법제도 개선, 시장 창출까지 고려한 지원체계 필요
 Pre R&D, R&D, Post R&D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진체계 검토

- 사회문제 해결형 R&D에서 시도되고 있는 추진방식을 활용하여 소셜벤처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사회기술혁신 Prize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운영 방식
모색

과제 3. 소셜벤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
 소셜벤처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및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임무지향적 정책 및 프로그램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 필요
 공공부문의 뉴딜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프로그램, 기업 차원의

CSR·CSV·ESG 운동,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혁신운동과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뉴딜 사업, 분야별 기본 계획 작성과정과 관련 위원회

등에 소셜벤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 작업 수행
 우선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련 기획과정과 위원회에 소셜벤처의 참여확대와

의견 청취 강화

과제 4. 공공구매 및 법·제도 개선 등의 후속 지원 강화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활용·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테스트베드 및 공공구매,

법제도 개선 등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제품·서비스 구매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조례·규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현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공공구매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나,

향후 소셜벤처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공공구매지원제도가 없으며, 정부 및 민간에서 주최하는

소셜벤처 경연 대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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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및 인증을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
 소셜벤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실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활용·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 필요

과제 5. 소셜벤처 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활성화
 개별적·파편적인 지원이 아닌 공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주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중간조직 활성화
 소셜벤처의 어려움 및 정책적 과제를 조사·분석·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 및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 포럼, 정책 좌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소셜벤처 활동과 성과를 소개·공유하고 정책적
과제 등 발전 방향 도출 필요
 소셜벤처 간 연계없는 각개약진식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공동의 문제를 중심

으로 인적·물적 지원 및 자원 연계, 관련 주체 간 네트워킹 필요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조직 활성화 필요
 ‘임팩트 얼라이언스’와 같은 소셜벤처 당사자 중간조직의 기능 확대도 검토

과제 6. 시민사회 및 최종사용 주체와의 공동창출 활동 강화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도전 과제 대응의 경우 당사자이자 최종 사용·

수요 주체의 성장·조직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 관련 주체 간 연계·협력
필요
 당사자·수요자·사용자·소비자 등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각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능동적·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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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랩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산-학-연-관의 협력에 기반한 혁신 방법론

으로서 소셜벤처는 최종 사용 주체와의 공동 창출 경험 및 수요 탐색,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소셜벤처 자체적으로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거나 자원순환, 공유경제, 지역사회혁신

등 중앙정부·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빙랩 활동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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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I. 서론
 소셜벤처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으로서(중소벤처기

업부 외, 2022),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및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을 국내 최초로

시범 도입(중소벤처기업부 외, 2021)하는 등 혁신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동시에 강조
 소셜벤처의 주요 사업모델은 △취약계층 고용촉진(30.8%)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 제공(26.6%) △취약계층을 위한 플랫폼 운영(13.2%) 순으로 나타남(중소벤처
기업부 외, 2022)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지만 그 동안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음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혁신주체로 사회 경제조직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으나 소셜벤처를 위한 규정이나 기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구체화
과정에 결과물의 최종 수요자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강조(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일련의 지원 사업을 통해 구매 및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셜벤처의 경우 인증·
시험, 공공구매,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
- 소셜벤처 지원정책은 주로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 같은 창업지원이나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확대 등의
자금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본 연구는 소셜벤처 혁신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셜벤처의 사회·기술혁신 능력

향상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혁신성·기술성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소셜벤처의 혁신 활동을 분석
- 토드웍스, 노을, 포이엔, 에누마 등 기술기반 소셜벤처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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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구분됨
 [그림 1]에서 보면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영역에 걸쳐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 혁신적인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9)
[그림 1] 소셜벤처의 기업형태상 위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1년 4월 법적 정의가 마련됨
 초창기 유사 개념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법적 정의가 이루어졌지만,

소셜벤처는 법적인 정의가 없는 대신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만듦
-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2가지로 구성되며 인증 제도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과 차이가 있음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0항을 신설, 소셜벤처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다만, 소셜벤처는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판별 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여 소셜벤처 판별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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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증대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
 ’19년 8월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이 998개사였으나 ’21년 8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2,031개사로 크게 증가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93.4%로 일반 기업(63.7%), 사회적 기업(72.0%)

대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 소셜벤처 684개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7,882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중소벤처기업부, 2022)
[그림 2] 소셜벤처의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2)

 중기부의 지원 체계 구축
 중기부는 ’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년간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통해 3,444개사(중복 포함)의 소셜벤처를 지원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설립 등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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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임팩트 측정·보고의 국제 표준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기반으로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 마련(중소벤처기업부, 2022)

STEPI Insight |

 창업 및 자금지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현재 중기부가 소셜벤처의 창업, 펀드,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7월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과 사회정의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정해
사회정의벤처기업의 요건, 판별 절차, 지원사항 등 구체화(중소벤처기업부, 2021.7.21.)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정책수요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자금지원, 시설・공간,

각종대회, 교육/컨설팅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1)
<표 1> 소셜벤처의 지원체계
지원 유형

지원 내용

각종 대회
등을 통한
창업 지원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한해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부터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및 자금지원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지원

-

소셜벤처경연대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온드림(현대차그룹)
사회성과 인센티브(SK・사회적가치연구원)
LG소셜펠로우(LG소셜캠퍼스)
청년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성동구청)
아시아 소셜벤처 경연대회((사)소시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LH소셜벤처 지원사업(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설·
공간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을 위한
유·무상의 전용 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소셜캠퍼스 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주요 도시)
소셜벤처허브(서울)
LG소셜캠퍼스(서울)
소셜벤처캠퍼스(대전)
I-Square(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20개 도시)
소셜벤처허브센터(서울)

교육/컨설팅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사업화, 정보,
네트워크, 판로, 자금
등을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멘
토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소셜
벤처 육성사업 등

소셜임팩트펀드

자금지원

세부 사업 내용

모태펀드 출자 기반 소셜벤처 투자 전용 펀드(투자 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일반 시중금리보다 저리대출 일부 상품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융자 지원)

사회적가치기업
특별대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 사회적가치 제고 기업 대출상품(융자 지원)

소셜임팩트보증

소셜벤처 전용 보증상품 보증비율, 보증료 우대(보증 지원)

1) 소셜벤처스퀘어, https://sv.kibo.or.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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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세부 사업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특례보증(보증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보증(보증 지원)

자료: 소셜벤처스퀘어 지원제도 내용 정리

 ’21년 8월 기준 소셜벤처의 79.1%가 기술기반업종이며, 68%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음
 제조업(39.9%), 정보통신업(18.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1.6%) 순으로 기술기반

업종이 주종을 이룸
 소셜벤처로 판별된 2,031개사 중 절반이 넘는 1,089개사(전체 53.6%)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혁신인증서를 보유
- 실태조사에 응답한 1,435개사 중 지식재산권과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기술개발(R&D)
조직 등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각각 67.5%(968개사), 61.9%(888개사)로 나타남(중소
벤처기업부, 2022)
[그림 3] 기술기반 소셜벤처의 현황
2020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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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욱·윤종진(2020) 연구에 따르면, 소셜벤처의 사회문제 해결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으로 구분
 구체적인 혁신의 유형은 적정한 기술 등을 통한 중간기술혁신, 신기술혁신, 가치사슬혁신

STEPI Insight |

으로 구분
 플랫폼 운영은 시장의 소비자·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줄여 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참여자(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 구조를 개선
<표 2> 소셜벤처 기술혁신의 유형
사회문제 해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형

의미

기술혁신
(중간기술)

적정한 기술을 통해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소비자(취약계층)에게 재화·서비스 제공

기술혁신
(신기술)

신기술을 통해 편리성·경제성 개선을 이뤄 전통적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소비자(취약계층)에게 재화·서비스 제공

가치사슬혁신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의 가치사슬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고용촉진,
상품구매 등)

플랫폼 운영

정보격차 혁신

시장의 소비자·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줄여 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참여자(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

-

기타

위 분류방법으로 구분 불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자료: 주재욱·윤종진(2020)

 주재욱·윤종진(2020)에서 제시된 소셜벤처 기술혁신의 유형을 기준으로 기업 사례를 선정함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모델 중 중간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 사례로

토도웍스를 선정하였으며,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 사례로는 노을, 가치사슬혁신으로는
포이엔을 선정함
 정보격차를 혁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로는 에누마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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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 기반 소셜벤처의 혁신활동 사례 분석
1. 토도웍스: 수동 휠체어 동력보조 장치 개발
가. 사업 개요 및 목표
 휠체어 동력장치, 휠체어, 이동약자 보조기기 제작 기업
 토도웍스의 심재신 대표는 팔 힘이 약한 어린이들이 휠체어를 사용하기 불편하겠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비즈니스를 전개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의 경우, 팔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사용이 어려우며 장애 정도에 따라 이동범위에 한계가 발생
- 이를 개선한 전동 휠체어는 편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차량 수납을 통한 기기 이동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
<표 3> 토도웍스 기업개요
회사명

토도웍스

기업구분

중소기업

창업가(대표자)

심재신

설립일

2016년 3월 11일

업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매출액

18억원 (2020년 기준)

종업원

29명

사업내용

휠체어 동력장치, 휠체어, 이동약자
보조기기 제작

투자유치

총 45억원 (Pre Series-B)

홈페이지

https://www.todo-works.com/

자료: 토도웍스 회사소개서 및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나. 기술혁신 내용
 작고 가벼운 수동휠체어 동력 보조 장치로서 토도 드라이브 개발
 보조 장치 개발 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

- 보호자인 부모가 휠체어를 싣고 나를 때 한계 무게가 20kg이기 때문에 일반 휠체어의
무게 10~15kg를 고려하여 보조 장치는 5kg 이하로 제작(행복나눔재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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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부품인 바퀴를 교체하지 않고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 모터를 바퀴에 붙이는

모터를 연결하는 간접 구동 방식 활용
STEPI Insight |

 제조 혁신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
 제품 생산 후 제품 보급률을 높이는데 치중하고자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

- 수요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200만 원 이하면 구매 응답이 나왔고, 휠체어 사용자 일상
변화를 목표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여서 제품 보급률 확대 시도
- 이윤을 줄이고 보급률을 늘린 후, 이미 의료 보조기기 시장이 형성된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함
 부품 세공장비 구매,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등 제조과정 상의 운영비용 절감

 기술혁신의 유형으로 보면 중간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유형에 가까움(주재욱·윤종진,

2020)
 출범 당시 토도웍스의 기술혁신은 주재욱·윤종진(2020)에서 말하는 기술혁신 중 중간기술을

활용한 사례에 해당
- 토도웍스의 토도 드라이브에 활용된 기술은 IT, 제조 등 대학 이상의 공학지식을 활용한
기술에 해당하며 이를 중간기술이라고 칭함
 향후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기업으로 발전 가능성 있음

-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서의 휠체어가 아닌 퍼스널 모빌리티를 추구하며, 자체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IoT 기능을 강화한 모듈형 전동휠체어를 개발 중임

다. 사회혁신 관련 주요 활동
 휠체어 사용 아동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
 행복나눔재단·상상인과 협력하여 장애 아동이 밖에 나가 활동하도록 돕는 이동권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
- 전국 6~13세 휠체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토도웍스의 토도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안전
사용교육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지원(데일리임팩트, 2020.03.20.)
- 약 60억 원 규모, 현재까지 1,595명의 아동이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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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프로젝트를 진행 중 국내 많은 아동이 몸에 맞지 않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성장기 아동이 사이즈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개발·보급
- 아동의 경우 신체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휠체어 또한 교체해야 하나, 아동전용 휠체어는
높은 가격과 낮은 보조금으로 인해 매번 교체하기 어려움
 휠체어를 타는 아동의 올바른 휠체어 사용 및 몸에 맞지 않는 휠체어 사용으로 인한 2차

장애 위험을 줄였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활동으로 볼 수 있음
 의료기기에 ‘수동 휠체어 동력보조 장치 신설’
 제품 개발 초기에 다른 의료보조기기와 달리 휠체어 동력보조 장치는 근거법령이 없기에

소비자가 구입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함
- 독일은 동일 품목인 파워 어시스트 구매 시, 의사의 보조기구 사용 권고로 보조금을 받아
4,000유로 제품의 경우 사용자 실제 부담금은 10유로 정도임
- 국내에서는 이러한 동력보조 장치를 의료보조기기로 취급할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했고 소비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했음
 2018년 중기부 주관 규제해결 끝장캠프 토론에 참여 후 식약처와 회의를 거쳐 2019년에

의료기기 품목으로 ‘휠체어동력보조장치’ 신설, 2022년 3월 4일 의료기기에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3.11.)

라. 과제 및 어려움
 의료기기 등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2017년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없었음
 개발-시험-인증-공적급여등록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휠체어 사용자-전문가(보조공학사)-개발자-인증기관(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리빙랩 활동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활동 필요
 제조기반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 부족
 제조기반 소셜벤처의 경우 제조설비를 갖추기 위해 초기에 자본이 투입되고 이러한 초기

자본의 투입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제조기반 소셜벤처가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한 설비 관련 지원 및 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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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과 및 의의
(1) 경제적 성과
STEPI Insight |

 매출액 및 투자금액, 재구매율 지속 증가2)
 최근 3년 매출액을 보면, 2018년 9.1억 →

2019년 27억 → 2020년 13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 판매량도 증가 추세에 있음
- 해외 판매량 2018년 25대 → 2019년 56대 → 2020년 160대 → 2021년 161대
 현재 Series B 투자를 받았으며 총 45억 원의 투자를 받음

- 2017년 Seed 투자로 퓨처플레이 및 행복나눔재단에서 6억 원, 2018년 Series A 투자로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라임자산운용 등에서 20억 원, 2021년에 Series B 투자로 SK
에서 20억 원을 받음

(2) 사회적 성과
 장애 아동 이동권 향상을 통한 장애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기존의 정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애 아동의 이동권 문제를 공론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동들의 우울증상 및 목표행동, 정서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우울증상이 개선되고 목표행동이 증가(행복얼라이언스, 2019)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시장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줌
 휠체어 이용자가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점에서 사회

혁신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음
 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의료기기로 인증받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

2) 혁신의숲, https://www.innoforest.co.kr/company?idx=CP0000298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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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을: 말라리아·혈액 검사 진단 키트 개발
가. 사업 개요 및 목표
 노을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혈액 검사 진단 키트 개발을 목표로 시작
 노을의 이동영 대표는 아프리카 여러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VC로 일하던 임찬양 대표와 말라리아 진단 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이 아이
디어가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당선(최선희, 2017.2)
 이후 혈액검사 기술(NGSI)이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검사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플랫폼 ‘마이랩(miLab)’으로 발전
<표 4> 노을 기업개요
회사명

노을

기업구분

중소기업

창업가(대표자)

이동영, 임찬양

설립일

2015년 12월 2일

업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매출액

3억원 (2020년 기준)

종업원

17명

사업내용

질병 진단 플랫폼 개발

투자유치

총 405억원 (IPO)

홈페이지

https://www.noul.kr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나. 기술혁신 내용
 노을은 혈액 검사 기술(NGSI: Next Generation Staining and

Immunoassay)로

실험실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기존의 복잡한 실험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
 말라리아 퇴치의 어려움은 1) 말라리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조기진단 및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2) 데이터 기반의 질병감시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임(행복나눔재단, 2018)
- 2020년 기준 말라리아 환자는 약 241만 명으로, 이 중 62만 명이 사망했으며 95%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발생(WHO, 2021)
* 아프리카의 경우 말라리아 조기진단을 위한 실험실이 제대로 구축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수기로 의료
정보를 관리해서 데이터 관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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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진단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미경 진단인데, 이는 실험실의 테크니션 의존이
커 숙련도나 장비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며, 대체수단으로 저비용의 신속 진단
키트(RDTs)를 활용한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짐(행복나눔재단, 2018)
STEPI Insight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 염색 패치를 개발, 테크니션 도움 없이 한두 방울의 혈액으로

10여 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함(행복나눔재단, 2018)
- 종래의 혈액 검사가 혈액의 염색, 도말, 현미경 관찰까지 모두 검사자의 수작업에 의존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신속·정확한 혈액 검사 가능(팜이데일리, 2022.02.17.)
 이 원천기술은 염색에 기반한 진단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혈액 검사 진단 플랫폼 마이랩(miLab: Micro-Intelligent Laboratory) 개발
 마이랩은 기존 혈액 검사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별도의 실험실 없이 기기 안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 샘플을 준비하고 촬영을 한 후 기기 안에 내장된 AI모듈이 분석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음
 2021년 말 말초혈액 진단 솔루션을 출시했고, 2022년 하반기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유방암·폐암 등에 대한 정밀의료플랫폼으로 확대할 예정(마켓인
사이트, 2022.02.14.)
- 현재 암 진단은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한데, 노을은 마이랩을 통해 로컬병원이나 개발
도상국과 같은 실험실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암 진단을 가능하도록 함
 기술혁신의 유형으로 보면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유형에 해당함(주재욱·윤종진,

2020)
 출범 당시 노을의 기술혁신은 주재욱·윤종진(2020)에서 말하는 기술혁신 중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에 해당함
- 본래 현미경을 통해 숙련된 테크니션이 실험실에서 해야 했던 작업을 신기술로 단순화한
것으로, 바이오엔지니어링, 재료, 화학, 반도체, AI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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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혁신 관련 주요 활동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수행
 WHO FIND, 콜롬비아 대학, 노트르담 대학, 바젤 대학, 질병관리청 등과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캄보디아 등에서 말라리아 샘플 수집·분석 연구 진행
 다수의 글로벌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수단과 르완다를 시작으로 독립적인 말라리아 임상

연구 체계를 구축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접근성의 획기적 향상과 정밀의료에 대한 관심
 노을의 마이랩은 실험실 환경이 열악하기에 기존 의료체계 안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쉽게 제공하고자 함
- 노을이 보유한 AI, 디지털 이미징, 혈액 검사 기술 등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정밀의학
분야에 적용하여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방향을 개선하고자 노력
 의료접근성과 정밀의료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하며,

UN의 SDGs와 연관된 회사 차원의 실행목표를 구상 중임
- 노을이 집중하는 말라리아나 결핵 등은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감염병 퇴치(SDG 3.3)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라. 과제 및 어려움
 향후 노을은 마이랩을 통한 암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접

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암 진단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말라리아와 마찬가지로 암 또한 로컬 병원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실험실이
부족하더라도 쉽게 진단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행복나눔재단, 2018)
 동종업계 상장사들의 부진 이후 부정적인 시장환경 속에서 IPO를 추진함
 노을은 2022년 3월 경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IPO를 진행하였으며 미래

성장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팍스넷, 2022.02.11.)
- 타 체외진단기기 업체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8개의 진단기기 업체가 IPO를 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2개 업체만 IPO를 하여서 시장상황도 좋지 않았음(더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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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과 및 의의
(1) 경제적 성과
STEPI Insight |

 지속적인 대규모 후속투자 유치 이후 IPO 성공
 2020년 250억 규모의 Series B 투자를, 2021년에는 130억원의 Pre-IPO 투자를 받아

총 400억 원이 넘는 후속투자를 유치하였고, 2022년 3월 3일 IPO에 성공함
- 코스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여서 빠르게 IPO를 추진함
 판로개척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선정
 마이랩과 말라리아 진단 카트리지는 2020년 상용화를 이뤘으며, 질병관리청과 글로벌

제약사에서 연구용 제품으로 처음 사용을 시작
- 국내 진단 업계와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렇게
발생한 매출로 인해 다른 고객들이 신뢰할 만한 레퍼런스를 쌓음
 그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미래유니콘 선정, 글로벌 연구기금 라이트 펀드(Right

Fund) 연구 과제 선정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유

(2) 사회적 성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진단검사시스템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추구
 현재 대형병원은 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대량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환자 개개인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격차도 확대
- 대형 병원에서 한 번에 많은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대기시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지만 이는 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음
 노을의 마이랩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기기 안에서 모든 검사가 가능하며, 혈액 이미지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 요소가 있음
- 장비 부족 환경에서도 다양한 질병 진단이 가능하며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 노을의 성과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생산시설 및 기업문화 구축
 2020년 6월 공장 인프라를 갖춘 이후 오염방지 설비 유지보수, 유해 화학가스 배출 차단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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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이엔: 커피박을 활용한 대체 연료 개발
가. 사업 개요 및 목표
 온실가스 감축, 폐자원 재활용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변화 대응기업
 ㈜포이엔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화석연료 대체재를

개발하고 사업화함
- 고형연료(Bio SRF): 커피박, 땅콩껍질 등 바이오매스를 재활용한 펠릿 또는 성형탄으로
기존 무연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
- 바이오플라스틱(Bio based plastic): 커피박을 재활용한 복합소재로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합성수지 사용량을 절감
- 저탄소비료(Biochar): 농업부산물을 열분해한 biochar를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로서
기존 화학비료를 대체
<표 5> 포이엔 기업개요
회사명
창업가(대표자)
업종

포이엔(4EN)
이호철
고형연료, 비료 제조업

기업구분
설립일
매출액

종업원

15명

사업내용

투자유치

총 25억원 (Pre Series-A)

홈페이지

중소기업
2011.08.03.
약 9억원 (2021년 기준)
커피박,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및 연료 개발
http://www.4en.co.kr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나. 기술혁신 내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특화된 화석연료 대체재와 생산 공정을 개발
 기존 화석연료의 물성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존 생산 공정과 차별화된 탄소

격리 효과가 큰 열분해 기반 솔루션을 개발
- 커피박, 땅콩껍질 등 바이오매스를 열분해3)함으로써 탄소 함량 및 공극률 등을 높여 화석
연료 기반 기존 제품(화학비료, 고형연료 등)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성을 확보

3) 열분해(Pyrolysis): 바이오매스를 무산소 또는 저산소 조건에서 열을 가해 Bio-gas, Bio-oil, Bio-char 등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을
만드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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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존 화석연료(원료) 기반의 생산 공정에서 제품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존 공정에서 바이오매스 열분해 설비를 추가 도입 또는 일부 대체하여
열분해 설비의 장점인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
STEPI Insight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기물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제품을 개발
 ㈜포이엔은 국내 폐기물 처리업 면허업체로서 커피음료 추출과정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이

대부분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수거해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 커피박으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합성수지 함량을 줄일 수
있으며 제품 사용 후 재생플라스틱으로 활용하거나 미세먼지 흡착과 이산화탄소 저감
등에 활용
- 수거한 커피박은 바이오플라스틱 및 인테리어 제품으로 재활용하여 다시 카페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기술혁신의 유형으로 보면 가치사슬 혁신유형에 해당함(주재욱·윤종진, 2020)
 ㈜포이엔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형연료 및 바이오플라스틱 제작 기술은 기업의 가치사슬

중 제품생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석유화학 기반 원부자재를 친환경적으로 대체함
 제품생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화석연료에서 환경․사회적 문제를 찾고 이를 대체할 대체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조업 내 가치사슬 혁신에 해당
- 반대로, 커피를 생산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폐기 처리(소각/매립)되는 커피박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커피 산업의 가치사슬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음

다. 사회혁신 관련 주요 활동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참여해서 미얀마에 진출, 미얀마의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저감 노력을 진행(KOICA, 2020)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전기, 가스 보급이 미흡해 벌목을 통해 요리 및 난방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삼림파괴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천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
 ㈜포이엔의 열팽창 공법을 적용한 땅콩껍질 고형연료는 목재 숯에 비해 발열량이 높아서

연기와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며, 연소 효율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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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너지㈜와 미얀마 CDM 사업 추진을 위해 합작법인(Green&Co. Asia)을 설립하고
현지 고형연료 공장을 건설, 땅콩 농가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이었던 땅콩껍질을 재활용한
고형연료를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
 지역 내 커피박 수거-재활용 프로젝트 수행
 성동구와 함께 지역 내 카페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리빙랩

프로젝트(CoffeeToGo)를 수행하였음
- 지역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ICT 기반으로 수거하는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조해, 공공·조경시설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평가받고자 함
 최근 성동구, 화성시, 안성시와 함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22~’24)에 선정되어

지자체별 커피박 수거-재활용 프로젝트를 수행
- 카페 내 스마트 모듈을 장착하여 카페 내에서 커피박이 언제/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과 전기차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들이 커피박 수거에 참여하는
물류 체계 개발

라. 과제 및 어려움
 향후 ㈜포이엔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할당대상과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화석연료 대체재, 방법론)을 사업화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5.2%를 농어부문에서 감축하고자 하는데,

포이엔은 이중 1.7%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이로운넷, 2019.03.18.)
 포이엔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이 다른 아시아 농업 국가에도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아시아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월간인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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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산물 수급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부산물 확보의 어려움
 본래 포이엔은 산소 공급이 제한된 환경에서 농업부산물을 열분해한 숯을 의미하는 바이

오차(Biochar)를 생산하고자 함(한국농정, 2018.11.24.)
STEPI Insight |

- 바이오차는 농업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농업
부산물은 벼를 제외하면 발생량과 처리방법도 집계·조사되지 않아 수급과 활용이 어려움
(농수축산신문, 2017.10.11.)
- 이러한 상황에서 발굴된 대안 원료가 커피박이었으며, 커피박 수급을 위해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고 매일유업과 스타벅스에서 커피박 수급 계약을 진행
 농업부산물을 쉽게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농업부산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
 커피박이 순환자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문제(동아일보, 2022.01.04.)
 유럽은 국내와 달리 커피박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속해왔음

- 영국의 바이오빈은 커피박을 활용해 바이오디젤·에탄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네슬레도
자사에서 산출되는 커피박을 활용해 에너지원 활용
 국내의 경우 커피박이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폐기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운반과 보관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적임
-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처럼 운반과 보관이
수월해지나, 커피박에 영양분과 수분함유량이 많아 대량 보관 시 병충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마. 성과 및 의의
(1) 경제적 성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지속적 수익창출
 포이엔은 농업 부문 민간기업 최초로 외부사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2018년 4월 농림부-환

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커피박 펠릿 사용시 탄소배출권(KOC)을 확보하고 KRX
등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은 석탄이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덜 사용한 만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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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박 펠릿 1톤을 석탄 1톤 대신 사용하면 약 2.5톤의 CO2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1톤 CO2당 약 30,000원 정도에 거래(2021.12 기준)
 현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탄소절감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대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예측

(2) 사회적 성과
 포이엔의 기업활동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회혁신 활동을 동반하고 있음
 포이엔이 생산하는 저탄소비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커피박을

활용한 고형연료는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커피박 바이오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를 대체할 수 있음
 폐기처분해야 해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커피박을 재생에너지로 바꾸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19년 기준 국내 발생 커피박은 약 15만톤이며, 이를 소각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약

5만톤이 발생하고 매립 시 카페인 성분이 토양을 오염(월간인물, 2021.08.02.)
-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커피 시장을 가지고 있어 커피박 또한
많이 배출되지만 커피박의 배출·수거 체계는 전무
 포이엔은 활용도가 적어서 단순히 환경을 오염시켰던 커피박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성과를 창출
- 지역 내 카페의 커피박을 수거해서 공공시설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4. 에누마: 장애·문맹 아동을 위한 교육 소프트웨어 제작
가. 사업 개요 및 목표
 에누마는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자 창업하였음
 에누마의 창업자 이수인 대표와 이건호 기술총괄은 부부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

에게 최고의 학습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자는 생각에서 창업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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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부부의 아이가 학습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장애 아동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나, 비장애아동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잘 만들어진 소프트
웨어는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학습도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음(조선일보,
STEPI Insight |

2016.12.27.)

<표 6> 에누마 기업개요
회사명

에누마

기업구분

중소기업

창업가(대표자)

이수인, 이건호

설립일

2012년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

약 200억원 (2021년 기준)

종업원

약 100명

사업내용

장애 아동 및 문맹 퇴치용 교육 소프트웨어 제작

투자유치

약 220억원 (Series B)

홈페이지

http://www.enuma.com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에누마의 사업모델은 크게 상용 서비스와 임팩트 서비스로 나뉨
 상용 서비스는 유아~초등 저학년이 대상인 ‘토도수학’, ‘토도영어’ 등 교육 어플리케이션임
 임팩트 서비스는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등의 문맹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킷킷스쿨’, ‘에누마

스쿨’ 등이 해당됨

나. 기술혁신 내용
 에누마의 주요 제품은 수학 교육 어플리케이션인 ‘토도수학’임(2012년 6월 출시)
 이수인 대표와 이건호 기술총괄은 본래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에서 각각 게임 기획자, 기술

총괄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게임회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학습과정 전반에 게임화를 적용(동아비즈니스리뷰, 2019)
 에누마의 토도수학은 게임회사의 방식을 차용하여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함
- 기존 교육시스템은 학습장애 아동이 있을 시, 학습 자료를 줄이거나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속도를 늦춰서 학습을 따라가도록 함
- 이러한 방식은 학년별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해당 학년 내에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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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량을 소화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작 사용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고려하지 못함(동아비즈니스리뷰, 2019)
-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닌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놀이하듯이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됨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토도영어, 한글 학습 프로그램 토도한글, 영어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

토도라이브 등에도 게임화 과정을 적용

다. 사회혁신 관련 주요 활동
 2015년 에누마는 개발도상국의 문맹 아동 대상으로 기초 학습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게 됨
 엑스프라이즈(XPrize)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회로,

세계 최대 비영리 벤처재단인 엑스프라이즈재단이 주관하며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후원(동아비즈니스리뷰, 2019)
-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는 문맹 퇴치를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하고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한 탄자니아의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에누마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킷킷스쿨’으로,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문맹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해력과 수리력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킷킷스쿨은 토도수학과 마찬가지로 게임화 과정을 차용하되, 탄자니아의 문맹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흥미있는 학습을 제공할지 고민(동아비즈니스리뷰, 2019)
- 예를 들면, 킷킷스쿨의 주요 콘셉트는 헛간에서 알이 부화하는 설정이며 주로 태양,
풍뎅이, 꽃, 젖소 등의 이미지를 활용했는데, 이는 탄자니아 아이들이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물체였기 때문임
 대회에 참가한 총 700여 개 팀 중 에누마는 공동우승을 차지

- 킷킷스쿨을 사용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대비 4~5배 상승하였으며,
수학 능력은 3~6배 상승
- 대회 참가와 별개로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참여하여 대회가 진행되지
않는 탄자니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케냐나 르완다 등 아프리카
내 다른 나라에서도 테스트 수행(잡스엔, 2021.10.25.)

28

III. 기술 기반 소셜벤처의 혁신활동 사례 분석

 킷킷스쿨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이후 에누마는 다양한 국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
 2020년 에누마는 국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한글 학습 앱인 ‘에누마 글방’을

배포해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시도(부산일보, 2021.05.18.)
STEPI Insight |

 또한 2022년 1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어, 영어,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에누마스쿨’을 출시(테크엠, 2022.01.27.)
- 2026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소외지역 내 교육기관에 에누마스쿨을 보급해서 기초 학습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플래텀, 2022.01.27.)
 기술혁신의 유형으로 보면 플랫폼 운영을 통한 정보격차 혁신 유형에 해당함(주재욱·윤종진,

2020)
 정보격차 혁신은 시장의 소비자·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줄여 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참여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혁신을 의미
 장애·빈곤 등으로 학습의 어려움과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정보격차 혁신 유형으로 볼 수 있음

라. 과제 및 어려움
 에누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현재 개도국의 경우, COVID-19 이후 디지털 교육을 하고 싶지만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기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때문에 에누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동시에 태블릿을 같이 보급하며, 개도국
아이들이 PC의 키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 한다는 이유로 PC 소프트웨어 대신 모바일
앱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음(한국일보, 2021.10.27.)
 에누마의 수익 모델 중 상용 서비스 영역을 맡고 있는 토도수학, 토도영어 등은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유아용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사용자와 지불능력자(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감시키는 콘텐츠라고 해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보장이 없음(매일경제,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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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킷스쿨로 대표되는 임팩트 서비스 영역은 서비스 안착 시 중저소득국가 현지 교사들과의

원활한 협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중저소득국가에 서비스를 안착시킬 때 현지 교사들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잡스엔, 2021.10.25.)

마. 성과 및 의의
(1) 경제적 성과
 상용 서비스인 토도수학은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으며, 투자자들 또한

에누마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2014년 출시 이후 20여 개국의 애플 앱스토어 교육 범주에서 1위를 기록했고 누적 다운

로드 수는 900만을 돌파(한국일보, 2021.10.27.)
- 미국 내 1,000여개 초등학교에서 토도수학을 활용하며, 중국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매출 중
절반을 중국에서 차지
- 2021년 매출액은 약 2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
 옐로우독 등의 임팩트 투자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약 220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

- Series B 투자의 경우 110억 원을 받았으며, SK, 카카오벤처스, 신한대체투자운용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4)

 토도수학의 성공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공 영역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및 소비자

들의 고정관념을 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토도수학 개발 당시 투자자들은 장애 아동을 위한 제품이라 시장이 작고, 공공 영역의

상품이기에 질이 낮고 혁신적이지 않다는 고정관념으로 투자를 꺼림5)

(2) 사회적 성과
 임팩트 서비스인 킷킷스쿨은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우승 이후 전 세계 개도국 교육

기관에 무료 배포되고 있음
4) 혁신의숲, https://www.innoforest.co.kr/company?idx=CP00010678
5) 아쇼카한국, https://blog.naver.com/ashokakorea/22132016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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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기준 65개국, 330개 기관에서 45,000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으며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정규학교의 방과 후 활동도구 및 학교 밖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활용(잡스엔, 2021.10.25.)
STEPI Insight |

 킷킷스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누마 스쿨도 2022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협업해서 무료배포를 시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내 47개 기초교육기관에서 2,16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에 추가 진출할 예정(잡스엔, 2021.10.25.)
 킷킷스쿨은 임팩트 서비스를 할 때 실제 사용자들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상기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음
 장애 아동 대상의 소프트웨어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에누마라도 킷킷스쿨을 제작할 때는

사용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많은 고민을 했으며, 사용자인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학습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표에 집중하여 성공시킴
 이는 사용자인 취약계층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나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깊이 고민한 후 제품에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큼

5. 소결
 소셜벤처는 기업의 진화과정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모델과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업 모델을 분리 운영하는 등의 고도화 전략 활용
 본 연구에서 다룬 4개의 소셜벤처를 기업가치, 현재 사업 진행상황 등으로 보면 노을과

에누마는 토도웍스와 포이엔보다 고도화된 사업모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노을은 현재 IPO를 하여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에누마는 투자유치금액이나
기업가치, 매출액 등에서 다른 소셜벤처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음
 사업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 또한 진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토도웍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고 공급률을
늘렸으며, 해외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
- 포이엔은 커피박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고형연료를 만듦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로 인해 생긴 탄소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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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로 사회적 가치를 중심의 사업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를 대부분의
혈액검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랩으로 발전시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사업모델을 만듦
- 에누마는 토도수학을 통해 경제적 가치 중심, 이를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모델인 킷킷스쿨을 만들어냄
<표 7> 소셜벤처의 사업 진화 과정
단계

정의

예시

1단계

단일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동시추구

초기 소셜벤처

2단계

단일 사업모델로 사화적 가치 중심 전략과 경제적 가치 중심 전략을 분리해서 추진

토도웍스, 포이엔

3단계

전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사회가치>경제가치)의 사업모델과 경제적 가치
중심(경제가치>사회가치) 사업모델을 분리하는 복합 사업모델 추진

노을, 에누마

자료: 연구진 작성

 하나의 사업모델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에서 복합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모델과 경제적 가치 중심모델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화
-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업모델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업모델 창출의 토대가 됨
- 경제적 가치 중심의 모델에서 수익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모델을 지원하면서
소셜임팩트 지향성을 유지
- 이런 점에서 경제적 가치 중심 사업모델로 운영되는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가치 중심 사업
모델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그림 4] 소셜벤처 사업 모델의 진화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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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모델 및 전략을 고도화시킨 사례가 많음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혁신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STEPI Insight |

- 사례 기업 중 노을, 포이엔, 에누마가 CTS에 참여해서 사업모델과 전략 고도화
 CTS 외에도 암 진단 관련 연구개발과제(노을), 지자체 협력 사업(포이엔), 민간기업

주관 사업(토도웍스, 포이엔, 에누마)등을 통해 역량을 발전시킴
-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그 경험을 바탕
으로 고부가, 신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기업의 제품 생산 및 가치창출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
 토도웍스는 토도 드라이브 제작 시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였으며 이를

제작 과정에 반영
 포이엔은 성동구와 함께한 커피박 수거 프로젝트에서 지역카페 및 대학생을 참여시켰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커피박은 성동구 내 조경시설물을 만드는데 활용
 에누마는 킷킷스쿨 제작 과정에서 탄자니아 아이들이 처한 환경을 고려했으며, 아이들의

실제 사용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전시키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토도웍스는 자사 제품인 토도 드라이브가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지 못해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자비 부담이 커지는 애로사항이 있었음
 포이엔은 커피박이 순환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운반과 보관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으며,

커피박을 수급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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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책과제
1. 소셜벤처 지원정책의 다양화·고도화 및 연계 전략 추진
 그동안 소셜벤처의 지원은 창업 및 자금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소셜벤처의 성장

및 유형에 맞춰 지원정책 다양화 및 고도화 전략이 필요
 단기적·직접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소셜벤처의 규모·유형·업종·문제에 맞춰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
- 소셜벤처의 성장 단계에 맞춰 시험인증 및 법·제도 지원, 일반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생산·판매 기업과의 매칭 지원, 대량생산 및 마케팅을 위한 펀딩 지원 강화 등 차별
화된 전략이 필요
* 2021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소셜벤처는 기업 성장단계 중 성장 및 성숙 단계(60.6%), 제품/서비스
초기 사업화 단계(30.8%)에 있는 경우가 많았음(중소벤처기업부, 2022)
* 성장단계별 필요한 지원책을 분석한 결과, 제품/서비스 초기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은 자금(투자)에
대한 지원책의 수요가 높았으며(79.0%), 성장 및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은 판로 개척(55.8%), 자금
(투자)(57.7%)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중소벤처기업부, 2022)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형성한 사업모델과 능력·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영역으로 진입해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양상도
나타남
-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소셜벤처의 경우 후속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결시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2.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구성·운영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소셜벤처의 특성에 부합되는 정부 R&D프로그램

구성·운영
 소셜벤처의 2/3 이상이 기술기반 업종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셜벤처의 특성 및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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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가 소셜벤처의 창업, 펀드, R&D,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R&D 주무부처인
과기부나 기술-산업 연계를 위한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 노력은 미흡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STEPI Insight |

합동은 물론 적극적인 민-관 협업이 강조됨
- 신기술개발 및 R&D 데이터 구축(과기부),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시험·실증을
위한 지자체(시·군·구) 관할(행안부), 녹색기술제품 등 산업지원 및 산업구조전환(산업부),
공공구매 및 혁신조달(조달청), 장애인 등 복지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복지부) 등
문제해결 중심의 협업 필요
 소셜벤처가 주관기관이 되거나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구성·운영

-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에서 R&D 활용 및 확산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시민
사회조직, 소셜벤처 참여가 가능하지만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활동은 미흡한 상황
- 일부 소셜벤처가 정부R&D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소셜벤처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R&D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
및 구체화하고 혁신적으로 대안을 찾는 연구개발사업의 확대가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혁신능력을 갖춘 소셜벤처가 주관기관이 되는 비중을
늘리거나 소셜벤처 전용의 연구개발사업 신설 필요
 R&D는 물론 시험･실증, 법제도 개선, 시장 창출까지 고려한 지원체계 필요
 혁신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최종 수요자 지향성, 문제해결 지향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존 R&D와는 다른 목표, 추진방식이 필요
 Pre R&D, R&D, Post R&D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진체계 검토

-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서 시도되고 있는 추진방식을 활용하여 소셜벤처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사회기술혁신 Prize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운영 방식 모색

3. 소셜벤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
 소셜벤처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및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임무지향적 정책 및 프로그램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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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도전과제, 충족되지 못했거나 소홀했던 수요·불편, 비어

있거나 틈새가 있는 공공 서비스 등에서 사업을 시도하므로 정책과의 연계 필요
 공공부문의 뉴딜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프로그램, 기업 차원의

CSR·CSV·ESG 운동,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혁신운동과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뉴딜 사업, 분야별 기본 계획 작성과정과 관련 위원회 등에

소셜벤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 작업 수행
 현재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소셜벤처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우선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련 기획과정과 위원회에 소셜벤처의 참여확대와 의견

청취 강화

4. 공공구매 및 법·제도 개선 등의 후속 지원 강화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활용·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테스트베드 및 공공구매,

법제도 개선 등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특정 기술·제품·서비스가 개발되어도 인증·시험 등 안전기준 확보, 법·제도 확립·개선,

공공구매, 복지 체계와의 연계, 경제적 인센티브 등과의 연계는 필수적인 과제임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제품·서비스 구매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조례·규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산업 및 시장 창출에 한계를 드러냄(예: 아동의
이동권 문제, 어르신들의 먹거리 문제 등)
 현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공공구매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공공구매지원제도가 없으며, 정부 및 민간에서 주최하는

소셜벤처 경연 대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 특히 소셜벤처 중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대부분 소셜벤처 지원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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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지원 제도에 소셜벤처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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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했으며
(’16년 0.81조 → ’20년 1.89조원),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준정부기관(’18~)·기업(’18~)·지자체(’19~) 등)(관계부처합동, 2021.12.1.)
 실증 및 인증을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
 소셜벤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실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활용·확산

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 필요
- 기술 안전성 검증 및 실용성 점검, 트랙레코드 확보, 제품의 상용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성, 고령화 등 사회적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국가 간 교차
시험･실증사업 촉진

5. 소셜벤처 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활성화
 개별적·파편적인 지원이 아닌 공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주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중간조직 활성화
 소셜벤처의 어려움 및 정책적 과제를 조사·분석·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 및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 포럼, 정책 좌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소셜벤처 활동과 성과를 소개·공유하고 정책적 과제
등 발전 방향 도출 필요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및 스케일 업을 위해서는 생태계 구축 지원 활동 필요
 소셜벤처 간 연계없는 각개약진식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공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지원 및 자원 연계, 관련 주체 간 네트워킹 구축 필요
-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조직 활성화 필요
 ‘임팩트 얼라이언스’와 같은 소셜벤처 당사자 중간조직의 기능 확대도 검토

- 소셜벤처의 정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심체로서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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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사회 및 최종사용 주체와의 공동창출 활동 강화
 소셜벤처의 경우 일반대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과 함께 하는 만들어 가는 혁신(co-creation)에 대한 노력은 미흡
 취약계층의 의견·수요·행태가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방적으로

돌봐야 하는 대상이나 수동적인 객체로 보고 있으며, 함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만들
어가는 주체(Co-Creator)로서의 인식은 부족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도전 과제 대응의 경우 당사자이자 최종 사용·수요

주체의 성장·조직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 관련 주체 간 연계·협력 필요
 당사자·수요자·사용자·소비자 등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각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능동적·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

 리빙랩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산-학-연-관의 협력에 기반한 혁신 방법론으로서

소셜벤처는 최종 사용 주체와의 공동 창출 경험 및 수요 탐색,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연구자에게는 현장기반 연구활동의 경험과 방식에 대한 지식, 시민들에게는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창조의 지식과 경험, 지자체에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
 소셜벤처 자체적으로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거나 자원순환, 공유경제, 지역사회혁신 등

중앙정부·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빙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로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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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Social Ventures
Jieun Seong · Wooseok J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ocial

venture innovation activities and present policy tasks to activate social
ventur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soc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of social ventures.
 For this reason, we analyze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successful social

ventures that are performing social value creation activities while performing
outstanding results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 We selected four social ventures such as Todo Works, Noul, 4EN, and
Enuma for examples of outstanding technology-based social ventures. Also
we checked their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and achievements
- In result, we derived problems and policy tasks for those social ventures
 Policy suggestions

Poilcy 1. Diversification, advancement and collaboration of supporting
policie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ventures has been focused on start-ups and

funding. From now on, we need strategies for diversifying and upgrade
support policies for considering the growth rate and business type

Policy 2.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D projects exclusively for social
ventures
 Organizing and operating government R&D programs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ventures that aiming social value and innovation
simultaneously

42

Summary

 Need a supportive system that considers not only R&D, but also tests and

demonstrations, legal system improvement, and market creation
STEPI Insight |

Policy 3. Strengthening strategic links between social venture activities
and policies to respond to social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trategic links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ission-oriented policies and programs to respond to social
challenges and transform social and technology systems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ocial ventures in R&D projects for social

problems, New Deal projects and related committees for planning basic
processes to carry out joint work

Policy 4. Strengthening follow-up support such as public purchase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In order to products and services to be utilized and sprea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the social and technological system transformation such as
testbeds for innovative prototype, public purchases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Currently, a public purchasing system is focused on SMEs,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cooperatives. Social ventures need to be included in the future
 Integrated and active support is required for demonstration and certification

Policy 5. Activate intermediate organizations to support social venture
activities
 The intermediate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he relevant

subjects by devising an integrated support plan centered on common issues,
not individual and fragmented support
 Sustainability and scale-up of social ventures requires activities to support

ecosyste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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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6. Strengthening co-creation activities with civil society and
end-users
 In order to cope with the social values and challenges pursued by social

venture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end-users and demand subjects, improve
social awareness, change behavior and cooperation
 Living Lab is an innovation methodology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Social ventures can receive help from joint creation experiences
and demand search, and active policy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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