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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를 위한
섹터 간 파트너십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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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 본 워크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익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사업(프로젝트)을 섹터 간(정부, 기업,
비영리 등)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한 회기의 교육(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워크
북 형태를 띄고 있으며, 강의 및 교육진행 교안은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제공된다.

8

워크북은
왜?
만들어 졌는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기
점차 복잡해져 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규모의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영리조직 등 단일 섹터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섹터* 간 활발한 상호협력이 필요
하다.
섹터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조직들과 실무자들
은 파트너십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 직접 실전에서 부딪히며 지식을 쌓아
나가는 실정이다 보니 파트너십의 질적 수준 저
하와 정체가 발생하고 나아가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에 다양한 영역에서 섹터 간 파트너십을 담당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장기적, 다
면적 협력을 통한 공동가치창출을 가능케 하는
파트너십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파트너십 역량
을 제고하고자 한다.
*1섹터:정부, 2섹터:기업, 3섹터:비영리조직,
4섹터: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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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 졌는가
교육 대상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섹터에
서 공익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각 섹터 내에서 대외협력 등의 활동을 지원하
는 중간지원기관의 임직원

-

파트너십의 경험이 일부 있는 자
조직의 파트너십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은 자
파트너십에 대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자
섹터 간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본 프로그램은 파트너십 실무자 위주로 작성
되어 있음.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파트너십
교육 프로그램은 후속으로 개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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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교육의 목적
단일 조직으로는 창출이 불가능하거나 미약했
던 사회적 가치(사회변화, 소셜 임팩트)를 파트
너십을 통해서 창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섹터 간 파트너십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 사회
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를 익히고, 시
행한다.
본 교육을 통해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이 다음과 같은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섹터 간 파트너십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
인 이해
 본인 조직의 파트너십 현황(as-is) 진단 및 미
래(to-be) 설계
 파트너십 실무 A to Z(문제인식-종료) 파악 및
실무 적용
 파트너십에 대한 동기부여와 도전의식 고취
 다른 섹터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
해 및 관계증진
 파트너십 실무역량 향상 및 파트너십 수준 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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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파트너십에 대한
필요성, 가능성 공감

현재 파트너십 단계/
수준/역량 인식

동기, 도전의식

자극, 의지

파트너십 이해
파트너십 사례

조직 파트너십 진단
개인 역량 진단

파트너십에 대한 실무 지식 확보

시야의 확대, 영감, 역량 강화
파트너십 기획, 운영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 활동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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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교육 특징 및 방향성
• 실무 중심형
• 다 섹터 공동 참석
• 단순 사회공헌(기부요청) 제안 교육 제외
-파트너십 단계 중 상위 단계인 통합적, 변혁적
단계 부분만 다룸
• 교육 목표인 동기 유발, 시도 촉진에 초점
• 강의, 워크샵, 실습, 게임 등의 방식의 혼용
-시나리오 문제해결 방식의 실습과 협력 게임 등
• 사후 섹터간 네트워크나 상위 단계 프로그램 참가
유도
• 본 교육은 기존의 파트너십 관련 워크샵에서 다루
는 모금(기부) 제안이나 사회공헌 계획 수준을 넘
어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변혁적 사회변
화’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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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 본 워크북에는 실제 파트너십 교육 워크샵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교안을 포함하였으며, 워크샵 진행요
령도 소개하여 광범위하게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 교안을 참고하여 누구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내용의 첨삭, 방식의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 대상별, 기간별 교육 프로그램은 교안 내용을 편집
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다양한 형태
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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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설계
대상별
구분

세부내용

기간별

초급 중급 임원
1일 2/3일 6주
실무 실무 CEO

파트너십 이해
파트너십 정의
파트너십 필요성(개인,조직)
파트너십 동향과 트랜드
파트너십 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주제 선정
문제해법의 탐구와 확정
파트너 탐색과 선정
파트너십 가치 제안
파트너간 다름 이해하기

강의

파트너십 자원, 교차정렬
파트너십 목표, 성과지표
파트너십 역할 배분
파트너십 계약
파트너십 운영 계획
파트너십 운영체크리스트
파트너십 장기로드맵

○

파트너십 장애극복 및 위기관리
파트너십 성과 측정
파트너십 성과 사회적공유

○
○
○
○
○

○

○

○
○

○

파트너십 인재
파트너 인재, 역량, 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 및 체크 실습
파트너십 단계 진단(조직)

실습

파트너십 단계 분석(조직)
파트너십 준비 진단(조직)
파트너십 역량 진단(개인)
파트너십 운영 체크리스트

○

※ 강의나 실습의 경우 대상자별, 기간별로 커리큘럼은 같지만 그 내용과 수준을
다르게 하여 구성할 수 있음(1개의 강의+실습+학습을 제대로 진행할 경우 각 1
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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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대상별
기간별
초급 중급 임원
1일 2/3일 6주
실무 실무 CEO

워크샵, 가상 실습
문제 정의 실습

○

이슈리포트 제작 실습
주제 선정 실습(기준 마련 포함)
문제 해법 아이디어 회의

○
○

문제 해결 변화 시나리오 작성
파트너 선정 기준표 작성(원칙 포함)
파트너 선정 조사 및 확정 실습
파트너 가치 제안 실습

○
○

파트너십 필요 자원 탐색 실습

실습

파트너간 자원 교차 정렬 실습
파트너십 가치체계 작성
파트너십/프로젝트 성공 정의 실습
파트너십 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실습
파트너십 장기 로드맵 작성 실습

○
○
○

파트너십 역할 배분표 작성
파트너십 계약서 작성 실습
파트너십 계획서 작성법
파트너십 운영체크리스트 작성
파트너십 장애요소 해결안 작성
파트너십 성과 측정 계획서 작성
파트너십 성과 공유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진행

운영

참가자 인사 및 상호 이해 놀이
파트너십 경험 공유
파트너십 게임(협력 게임)

○

○
○
○

○

심화 학습

학습

파트너십 심층 사례 연구/발표
파트너십 사례 진행자 포럼

○
○

○
○

과제, 실무 코칭

과제
실무

파트너십 계획서 코칭
파트너십 실무 적용 진행
파트너십 진행 멘토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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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교육 워크샵의
구성과 내용(기본)
파트너십 전반 이해
파트너십의
파트너십의
파트너십의
파트너십의

정의
필요성
동향과 트랜드
단계 이해

아이스브레이킹
팀원간 상호 인사
오프닝 게임(상호 이해)

파트너십 맛보기

우리 조직 파트너십 -1

파트너십 경험 공유
파트너십 게임

우리 조직 파트너십 단계 진단
우리 조직 파트너십 준비 진단

교육 한 눈 보기
환영 인사, 인사말
교육 운영진, 강사, 모더레이터 소개
교육 설계 이유와 목적, 일정 설명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당부

다 섹터 간 파트너 이해
타 섹터 파트너에 대한 이해
파트너와 협업 성공 포인트 정리

파트너십 전문가 되기
파트너십 역량 진단
파트너십 인재 이해
파트너십 역량 확보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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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주제 선정-2

파트너 탐색과 선정

파트너간 사회문제/기회 재논의
자원의 교차 정렬 진행
문제 재정의 및 주제 재선정

파트너 선정 기준 마련
파트너 탐색 및 제안
파트너 계약 및 협력 체계 구축

파트너십 프로젝트 목표 설정
프로젝트의 성공 정의
프로젝트의 목표, 성과지표 개발
프로젝트 모니터링 계획 수립

문제 해법의 탐구, 확정
조사와 연구
문제 해법의 근본 방향성 설정
문제 해법 아이디어 회의
문제 해결 방법 구조화, 실행 계획 수립

파트너십 주제 선정-1
사회문제, 기회의 인식
조사 및 분석
문제의 정의와 주제 선정

파트너십 역할 배분
파트너십 관련 필요 자원 재정의
파트너별 사용 자원 합의
파트너 역할 분담표 작성

파트너 프로젝트 승인
각 조직별 프로젝트 보고, 승인
파트너 프로젝트 계약

파트너십 계획 수립
파트너십 프로젝트 세부 운영계획안
팀 빌딩 및 운영 계획
내부 의사결정 체계
파트너십의 운영 규정, 예산, 일정
파트너십 프로젝트 장기 로드맵 수립

파트너십 실행

파트너십 평가 및 공유

운영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토
파트너십 성공을 위한 전략 수립
일정 및 성과 관리
장애요소의 극복
위기 관리
프로젝트 및 파트너의 변경

파트너십의 성과 측정 계획
성과의 정리와 공유 전략 수립
사회적 공유

CSP(Cross-Sector Partnershi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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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워크샵의
진행

• 워크샵의 가장 큰 줄기는 파트너십 기획과 운영에
해당하는 CSP(Cross-Sector Partnership) Frame
work 부분이다.
• 다 섹터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샵은 특히 이질
감이 클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의 전달도 중요하
지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게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 교육 워크샵은 참가자 수준이나 시간, 목적 등을
고려하여 내용과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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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 눈 보기
섹터간 파트너십 교육 참가자들은 관련 경험이 없고,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와 욕구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막연히 파트너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 보려고` 참가한 경우나 조
직의 상부 책임자가 참가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온 경
우 교육에 임하는 자세와 교육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자주 접할 수 없는 교육에 참여한 개인들에게 교육 운
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며, 왜 이런 교육
이 만들어 졌는지를 우호적 분위기 하에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운영자가 전체를 소개하는 방식 이외에
각자가 자기 소개를 하고 교육 참여 동
기를 얘기하고,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
수준을 말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
의 동기를 설명하는 방식도 있음.
참가자들의 수준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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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총 30분
인사말 5분, 운영진 소개 5분, 교육설계 이유와
목적 7분, 일정 오리엔테이션 7분, 질의응답 6
분
운영진 소개, 일정오리엔테이션, 교육진행 시
주의사항 및 요청사항 등은 가급적 프리젠테이
션 장표를 마련해서 하고, 운영진들은 별칭을
사용한다.
교육설계 이유와 목적, 교육의 구조 역시 장표
를 이용하고, 가급적 쉽고, 빠르게 설명한다. 초
반 설명이 길면 전체 일정에도 영향이 있고, 자
칫 딱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팀 구성: 1개 팀은 4인을 기본으로 한다.
섹터 혼합 팀의 구성
각 섹터별 1인씩으로 구성하여 다양성이 존재
하도록 한다. 파트너에 대한 이해, 파트너십
기획 등의 과정에서 유용하다.
동일 섹터 참가자 팀 구성
동일 섹터 참가자로 4인을 구성한다. 파트너
선정, 운영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유용하다.
역지사지 팀 구성
전혀 다른 섹터의 팀으로 역할을 바꿔서 구성
한다. 파트너 이해, 가치제안 등의 과정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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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브레이킹
참가자들이 상호 인사를 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
을 갖는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파트너십 교육
에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교류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딱딱한 분위기를 말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가급적 편안한 활동 위주로
구성하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신을 즐겁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창
의적 태도를 가지게 하고, 상대방을 주
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참 고 : 매 직 커 뮤 니 케 이 션
(www.mindstorm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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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총 40분
팀원간 인사/소개(20분), 오프닝 게임(20분)
팀원간 인사는 서식을 제공하고, 1인당 진행 시
간을 제한한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나 그림, 이슈 등을 토대로 참가자의 특성을 설
명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오프닝 게임은 처음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리허설을 거치고, 운영자간 진행을 위한 역할
분담과 함께 진행 도구들을 준비하고 동선을 계
획한다.

25

26

03

파트너십 맛보기
파트너십에 대한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우
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사례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파트너십 활동들에 대한 기
억을 환기시키고, 파트너십에 대한 고민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게 한다.

파트너십 게임은 보드게임 이외에 게임
이론에 기반한 내용들이나 협력게임,
협력을 전제로 한 퀴즈 등이 있음.
참가자들의 수준과 참가자 수, 공간 특
성을 고려하여 준비할 것.
참고 : 놀공발전소(www.nolg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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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총 120분
경험 공유 60분, 파트너십 게임 60분
경험 공유는 제공된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진
행토록 한다. 1인당 진행시간은 제한된다.
팀 내에서 개인별로 진행한 후 팀 내에서 가장
훌륭한 사례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
지목된 1인이 전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파트너십 게임은 게임의 종류에 따라 진행하되
진행자는 그 게임에서 의도하는 바를 중간중간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게임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하고,
우선 진행하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시 진행요원이 게임을 돕거나 주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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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이해
파트너십의 향상을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파트너십 진행에 관한 지식이나 운영 요령보다 파트너
십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인드 세팅
일 것이다.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압력이 없을 경우 복잡하고
귀찮으며 힘든 파트너십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기란 매
우 어렵다.
이 과정은 파트너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더
불어 파트너십이 조직과 개인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
지 알려주어 파트너십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시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파트너십의 최신 트랜드와 함께 파트너십이 단계적 수
준이 있음을 이해시켜 보다 나은 단계의 파트너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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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총 90분
강의 90분(관련 사례, 단계 이해 포함)
강의는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좋다. 학술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업무나 경
험을 빗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요점만 정
리해서 전달한다.
동향이나 필요성 등은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실질적인 파트너십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자
극적이고 참가자 중심적이어야 한다.
중간중간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토론
케 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게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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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단계 진단
파트너십의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조직의 파트너
십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한다.
파트너십의 단계는 단지 이해를 위한 구분이지 실제로
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 한 조직에서 어떤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낮은 단계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면서 다
른 프로젝트에서는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이 진행될 수
도 있다. 다만, 더 파급력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
해서는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에 대해 이해하고 시도하
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파트너십이 많고,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이
적은 것은 자원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
하다. 조직의 파트너십 단계를 진단해보는 것은 파트너
십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나아가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변화
참여에 대한 관심과 시도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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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총 70분
강의 30분, 작성 10분, 공유 30분
진단은 특정 파트너십 사례가 있어야 한다.
해당 조직이 최근 진행했던 사례를 먼저 대략적
으로 기술한 후 진단에 임할 수 있도록 참가 전
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준비를 못
한 참여자의 경우는 별도로 준비한 샘플을 통해
가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강의를 통해 파트너십의 단계에 대해 이해
를 충분히 하게 한 후 진단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진단표의 문구와 의미를 설명하여야
참여자들이 혼동이 없다.
개별 진단표 작성 후에 팀 별로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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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본격적인 CSP(Cross-Sector Partnership)Framework
내용을 다룬다. 본 과정의 몸통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실제 파트너십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춰 전반
적인 고려 및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실제 적용해보는
워크샵이다.
현장에서 자칫 시간, 예산, 인력 제약상 소홀했거나 몰
라서 간과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보는
체험이 주요 목표이다.
각 과정별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와 워크샵, 그리고
참가자 조직의 실제 사례 적용이 진행될 수 있다.
본 워크북에 실린 내용은 실무적으로 가장 간과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을 선별하여 실었다. 전체 CSPF에서 다
뤄야 하는 내용은 추후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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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각 과정별 180분
각 과정별 강의 60분, 실습 90분, 발표 30분
(각 조직 별 과제가 있을 경우 60분 추가)
각 과정별 강의에서는 해당 과정이 전체 프레임
워크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분명히 밝혀줘
야 한다. 강의는 가급적 실습을 원활히 진행하
기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팀별로 진행되는 워크샵에서는 ①참가자 개인
의 의견/내용 작성 ②팀 내 공유 ③팀 전체 의
견 수렴 및 정리 ④전체 발표의 순으로 진행한
다.
워크샵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해당 과정 내용의 정사례와 오사례를 구분해서
보여주면 좋다.
<심화> 각 조직별 과제가 선정되었을 경우는 워
크샵과 워크샵 일정의 중간 과제로 제출케 하고,
①과제발표 ②참가자 컨설턴트 진행 ③진행자
(모더레이터) 종합정리 ④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한다.
참가자가 너무 많을 경우 사전에 과제를 전달받
아서 우수사례로 4개 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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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Cross-Sector Partnershi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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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에 대한 이해
화성 남자, 금성 여자보다 더 괴리감이 큰 것이 바로
타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협업이다. 타 섹터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일하는 방식, 언어 등은 거의 외계인
을 만난 것 같아 낯설고 껄끄럽지만 이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서 일해야 하는 것이 파트너
십이다.
이들과 팀을 이뤄서 사회변화를 만들어 내려 한다면
상호간의 이해를 넘어서 깊은 신뢰관계까지 도달해야
만 가능하다. 이것은 종교수행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섹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
양식의 일면을 살펴봄으로써 섹터 간의 차이를 ‘틀림’
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 다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파트너를 감정 상하는 대상이
아닌 전략적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보자.

상대방에 대해 불만과 찬사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
긴장 및 갈등 관계에 있는 주체들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함.
참고 : 매직 커뮤니케이션
(www.mindstorm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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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총 80분
강의 10분, 워크샵 60분, 종합정리 10분
실습 전 섹터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섹터
간의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의를 통해
대략적으로 짚어본다.
실습 후 각각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면서, 섹
터간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효
과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다름으로 발생한 어려움
이나 다름을 역이용한 사례를 보여주면 더욱 좋
다.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 들리는 소문, 경
험들을 사례 위주로 빈 칸을 채워간다.
파트너십을 잘 하기 위해 상대방 섹터에게 요구
할 사항을 적고 공유한다.
개인별로 작성한 후 상대방 섹터 참가자의 내용
에 대해 그 이유(혹은 변명)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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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조직 진단
파트너십은 한 사람의 ‘원맨쇼’로 해결될 수 없다. 조직
이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만
그 성과가 배가될 수 있다.
파트너십 친화조직은 마인드, 인력, 제도, 보상, 프로세
스 등에서 파트너십 DNA를 이식한 곳이다. 물론 제도
를 잘 갖추었다는 것이 파트너십이 원활하거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몇 사람
만 아는 죽은 규정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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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요령
총 50분
강의 10분, 작성 10분, 공유 30분
진단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실제 실무자의 경우 그 직위나 업무 범위에 따
라 조직의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다.
교육 전 사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이
나 제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강의는 조직의 준비나 문화가 수준 높은 파트너
십을 추동한다는 내용 위주로 한다. 관련 사례
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좋다.
개별 진단표 작성 후에 팀별로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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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전문가 되기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파트너십 역시 마찬가지
이다. 파트너십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 지 살펴본다.
파트너십 인재의 역량 요소를 ‘우산형 인재’라는 독특
한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여 보
다 나은 파트너십 실무자가 되기 위한 학습계획을 수
립해 본다.
이 과정에서 해외 파트너십 관련 직업 동향을 제시함
으로써 미래 직업으로서 파트너십 관련 직종이 훌륭한
비전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30

진행 요령
총 100분
강의 20분, 진단20분, 실습30분, 발표30분
강의는 파트너십 인재의 개념과 해외 파트너십
브로커에 대한 동향을 설명한다. 열정을 가지고
파트너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부
여될 수 있게 비전 트레이닝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능하다면 몇 명의 파트너십 인재를 실명 소개
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각자 진단표를 작성한다.
역량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자신의 진단표와 계획을 팀원에게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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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고 자료

• 현장 전문가 인터뷰
• 현장 전문가 칼럼
• 파일럿 테스트 워크샵 참가자 피드백
• 교육 개발 자문위원 피드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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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 인터뷰

141

Interview
● 김민석(LG전자 CSR팀 팀장), 2015.9.4.(금) 8:30-9:30(A.M.)
● 윤기돈(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15.9.4.(금) 10:00-11:00(A.M.)
● 조윤주(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장),
2015.11.5(목) 3:00-4:30(P.M.)
● 김선영(사노피젠자임 정책&환자관계 상무), 2015.9.1.(화) 8:00-10:00(A.M.)

Q1. 섹터 간 파트너십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민석 :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CSR을 추진해오다가 내부의 역량에 기반한
CSR로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내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 외부의 이슈나 기회들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시 파트너십을 통한 CSR을 고민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LG CSR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윤주 : 현 리더십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정방향이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 필요하다. 특히, 행정이 가지는 구조
적 한계로 기업의 자원(재정)과 비영리조직의 전문성, 현장성 등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Q2. 조직이 경험한 파트너십 사례를 애기해주십시오.
□ 김민석 : LG소셜펀드, LG Hope Community
LG소셜펀드
 2010년 말 기획, 2011년 시작, 현재까지 진행 중
 연간 20억 규모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
 10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
- LG도 그 중 한명의 맴버로 참여, 정부관계자(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참여
-운영위원회가 자문, 심사, 평가하는 일을 담당
LG Hope Community
 에티오피아에서 다양한 CSR활동 시작 - 현지 지사설립, 지사장이 CSR을 직접 담당
 LG & 월드투게더(NGO) & 에티오피아 주정부가 협력
 주요사업 : 농촌개발, 직업훈련학교, 콜레라백신 제공, 6·25참전용사 후손지원
 사업의 장기적 로드맵 : 1단계는 주민소득 50%향상과 인프라 구축(전기, 도로, 물),
2단계는 현지인 중심의 시범마을 운영 및 정착, 3단계는 현지 자립 모델 구축 및
타 지역 확대 검토
 CSV적 접근 : 시범마을 내에 태양광 전력시스템 구축하여 레퍼런스 사이트로 삼
고, 직업훈련학교의 경우 교육내용이 전자제품수리여서 이후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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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돈 : 웅담판매를 위한 곰사육을 반대하는 곰사육정책 폐지 활동
곰사육정책 폐지 운동
영국보호동물단체(WPA), 녹색연합(local partner), 환경부 참여
 2005년 사육곰 옥외광고 포스터 공모전 ‘감옥속의 곰, 자유를 꿈꾸다’
 2006년 곰사육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한국의 곰사육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6년 사육곰 프로젝트 지역순회 캠페인
 2006 ~ 2008년녹색음악회 ‘곰아! 미안해’, ‘We Loves Bears’ 개최
※ 법개정이나 폐지정책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캠페인성에서 그치고 종료

□ 조윤주 : 서울숲 조성,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서울숲 조성
 2005년 6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그린트러스트(비영리재단)’와 파트너십 유지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제안과 참여로 이루어진 민관협력의 성공사례
 시민들과 기업들이 사업기금을 조성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컨텐츠 설계단계부터 파트너십으로 시작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고가산책단”(사단법인)이 주민소통, 홍보 등 협력
 주무부서 : 고가안전문제는 안전총괄본부, 관리운영부분은 푸른도시국
 대체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차질

Q3. 현재 조직의 파트너십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민석 : 단순한 재정후원, 직원들의 재능과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지역사회변화를 추구하는 다섹터간 파트너십까지 여러
형태를 경험해왔다. “Life's Good with LG”, LG와 함께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LG 파트너십의 지향점이다.
□ 윤기돈 : 녹색연합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하는 경우가 많
아 거래적/교환적 수준에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정체성, 도덕성의 훼손으로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있어 파트너십

143

Interview
수준이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경계에 대한 고민이 많다. 애드
보커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성격상 활동가들이 정부,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진 경우가 많다. 몇몇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장기적으로 유지하
고 있으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파트너십 수준의 발전이 안되고 있고 솔직히 발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조윤주 : 공적소유-공적관리에서 점차 공적소유-사적관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거버넌스(협치)를 강조하여 민간위탁 형태가 많
아지고 있는데, 위탁을 넘어서는 변혁적 수준으로의 파트너십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지자체의 규정이나 관습, 감사체계 등이 원인일 수 있다.

Q4. 파트너십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김민석 : 파트너(NGO) 단체의 역량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단체의 전
문성과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실무자들도 자주 교체되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
할 수 없다.
□ 윤기돈 : 비영리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가치와 필요의 충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조윤주 : 공원관리에 있어 파트너 단체가 수행하는 참여프로그램과 서울숲 현
장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사무소에서 곤충
체험전시를 하는데 파트너 단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반대한다. 또한, 파트너 단
체의 리더십 변화로 파트너의 역량이 저하된다거나 관이 요구하는 회계나 행정을
제대로 맞춰 주지 못하는 경우가 곤란하다. 행정이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파트너
들의 불만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책임소재는 관에 있기 때문에 맞춰주면 좋겠다.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5. 파트너 선정기준을 포함한 파트너십 원칙이 있습니까?
□ 김민석 :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내부문서로 공유하고 있다. 요청기관
이 많은데 규정준수가 어려워 명문화하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고 파트너를 선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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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돈 : 내부의 7가지 기준이 있으며, 1-2가지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내부논
의를 통해 가능하나 3개 이상의 경우는 파트너를 맺을 수 없다.
□ 조윤주 : 서울숲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단 회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유지하
였으나, 지속적인 지원과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2007
년 이후로는 공개입찰로 변경하여 선정하고 있다.

Q6.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
까?
□ 윤기돈 : 녹색연합은 자원연계 능력, 관계 능력, 여론주도 능력은 낮고 현장성,
문제제기 능력, 이슈화 능력은 높다.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김선영 :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 창조
적 모방, 기획력, 관계 능력, 매체에 대한 이해, 실무스킬, 협상력, 순발력, 의사소
통 능력, 영향력 발휘, 전략적 사고 능력 등이 필요하다.

Q7. 실무자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 윤기돈 : 교육의 장을 통해 활동가들이 가진 사고의 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많이 마련돼서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프로그램도 그러한 서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조
직과 활동가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조윤주 : 본청 직원들은 흐름파악도 빠르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도 있으
나, 시민접점의 실무자들은 자원봉사나 시민참여를 번거로워하여 동기부여 교육
이 필요하다.
□ 김선영 :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단기
적이고 일회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Q8.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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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 직원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
한 교육보다 실무자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워크샵에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패널로 참여하는 것이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 조윤주 :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도 거버넌스, 파트너십, 코크리에이션
둥둥 용어가 너무 많고 어렵고 낯설다. 좀 더 실무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와 내용들로 정리되면 좋겠다. 그리고 적용 불가능한 외국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라도 우리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제시해주면 좋겠다.
□ 김선영 : 스스로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
해주면 좋겠다. 제대로 자격을 갖춘 멘토나 코치 혹은 전문가를 만나서 동기부여
되는 것이 중요하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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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시작 :
답을 찾기 전에 문제를 공유하자
호빗족에 따르면 “답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한다. 파트너 십에도 여
러 가지 길이 있고 정답도 아마 하나는 아닐 것이다. 가끔 파트너십이 언론을 타
고 넘칠 때가 있다. 대대적인 사인행사가 있고, 카메라가 철컥대는 부산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통 큰 파트너십을 TV를 통해 볼 때 마다 그 결합이 부럽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파트너십은 아주 실질적이며 구체적이
라 실행이 더 궁금해지는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제안서도 없고, 그저 얼굴 보고 서로 토론하는 워크샵으로 시작되는 파트너십이
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날 때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엘리
어트 강이란 분은 파트너 십이란 3가지 요소가 지켜져야 하는데, 1)나 혼자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고, 2)내 파트너가 그 일을 제일 잘한다고 믿
어주고, 3)서로 중복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아주 단순한 조건이지만,
우리의 실행을 돌아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 특
히 내 파트너가 그 일을 제일 잘한다고 믿어지기 어렵다. 또한 중복된 일을 서로
챙기고, 혼자 할 걸 하는 순간도 많이 있다. 아래 사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긴급
구호 현장에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파트너십
이다. 아직 진행 중임으로 기업과 브랜드를 모두 공개할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리아 난민 아동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제공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밀려드는 난민과 아동들, 특히 데이터나 과거 정보가 없는 상태
에서 수십만 명이 머무는 난민 캠프에서 아동의 교육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
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다 혁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시리아 사태로 2백만 명의 시
리아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동결혼, 아동 노동, 소년병, 방임 등 추가적
인 폐단이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이 단절된 요르단 지역의 아동들 약
30만 명과 요르단 지역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했다. 특히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이에 따른 학습 평가 및 교
제 개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세계적인 교육기업을 두들기고 일단 한번 만나서 워
크샵을 가져보기로 한다. 이 워크샵의 목적은 문제를 공유하는 것으로 파트너십
을 개발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3월부터 “Every Child
세이브더칠드런 Learning”프로젝트를 설립, 시리아 난민 아동에게 긴급구호 상황에서 접목 가능
최혜정 한 교육, 교사 제공 및 심리적 지원 3개년 사업으로 발전된 이 파트너십의 진행
캠페인 디렉터 과정은 먼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워크샵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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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를 보면, 가치 공유 단계가 먼저 준비되었다. 기업 분야 전문가, 세이
브더칠드런 현장 전문가, 인도적 지원 담당자들이 고민과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를 제안할 수 있고 서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기업전문가
들은 현장의 필요와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질문할
수 있으며, 현장 전문가들은 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워크샵 이후 이들은
긴급구호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전문적 지원 범위를
토론한다. 그리고 돌아와 새로운 솔루션을 공동 기획 하고, 테스트와 파일럿을 걸
쳐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장기적으로 확대될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긴급구호상
황을 감안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솔루션 제작, 교사와
교실 부족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모바일 교육 솔루션 개발, 정규 과정 기록 없이
도 증명될 수 있는 시험자격시스템 개발, 최대한 많은 교육 과정이 함축된 교과서
개발 등이 워크샵을 통해 도출 되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은 긴급구호지역의 밀려
오는 아동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멀어지고 있고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난민 캠프
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위협이 될 거라는 공유된 문제의식이다. 정확
하고 구체적인 문제 속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난민캠프의 아동들이 보다 신
속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모두 제공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언제 누가 할 것인가는 바로 실행의 단계이다.
제안서가 대신 먼저 자리를 마련하고, 얼굴을 보며 질문과 대답이란 토론의 과
정을 워크샵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특히 결정과 자원을 리드할
정도의 책임과 힘이 있는 분들이 꼭 첫 자리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전문가의 파트
너십이야 말로 앞에 언급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내 파트너가 제일 잘하고 또
한 중복된 일을 하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 일요일 아프리카 코트디
부아르에서 학교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왔다. 학교에 오지 못하거나, 거리나 여러
장애로 학교교육에 충실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이미 E–Learning과 E-Book의
파트너십이 진행 되고 있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그리고 첨단의 IT
회사 출신들이 나와 제 3세계 아이들에게 태양열 충전 밧데리가 달린 이쁜 배낭
에 핑크색 타블릿을 공급하고 있었고, 파울로 코엘로 같은 작가뿐만 아니라 전 세
계 출판사와 컨텐츠사들이 무상 내지는 합리적 수준의 파트너십을 이뤄내고 있었
다. 이 중에는 아프리카 태생 전자회사와 젊은 그룹도 적지 않았다. 모두가 새로
운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움직이고 있었다. 일하는 법
은 일을 통해 배워야 한다. 왠지 현장에서 멀어져 가는 듯한 문제의식들이 과연
세이브더칠드런 제대로 답을 찾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돌아왔다. 구체적 문제의식과 과제, 그리고
최혜정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것이 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본다. 좋

캠페인 디렉터 은 질문은 이미 그 질문에 답을 지니고 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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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대류현상’을 기대하며
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마치 커다란 냄비 안
에 담겨 있는 물을 끓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냄비에 담긴 많은
양의 물을 데워서 끓는점까지 가게 만들려면, 적당한 열기가 지속적으로 냄비에
가해져야 하며 그로 인해 데워진 냄비 아래쪽의 물이 냄비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이 열기에 가까운 냄비 아래로 이동하면서 다시 데워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를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충분한 지원이나 주목을 받지 못해
즉, 충분한 열기를 받아 위로 상승하지 못한 채 거대한 냄비의 바닥에 미지근한
상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나마 열기에 가까운 아래쪽 물이
충분히 뜨거워지고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 냄비 윗쪽에 있는 차가운
물은 온기를 접할 기회조차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류현상’에 의한
역동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냄비에 가해지는 열기와 냄비 안
에서 먼저 데워지는 아래쪽의 물 – 이 둘의 관계를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활발해 질수록 데워져 올라간 물 대신 위쪽의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와 또 다른 파트너십의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
서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아쇼카
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아쇼카라는 조직은 35년 전 설립이 됐을 때부터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
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존에 비즈니스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던 개념인 ‘기업가(앙터프러
너, Entrepreneur)’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소셜 섹터에도 적용해 그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소셜 섹터
에 기반을 둔 아쇼카가 비즈니스 섹터를 “해킹”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 이후,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비즈니스 세계의 뛰
어난 기업가들 못지않은 실행력과 스케일업(scale-up)에 대한 감각을 지닌 사람
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전 세계에서 3,000명 이상의 ‘사회혁신기업
가(소셜 앙터프러너)’들을 찾아내 그들의 임팩트를 보여줌으로써 말이다. 아쇼카
가 시작된 그 발원부터가 철저하게 ‘크로스 섹터(cross-sector)’적이었던 것이다.
그 후 아 쇼 카 에 서 는 두 번 째 “ 해 킹 ” 을 시 도 했 다 . 바 로 Hybrid Value
Chain(HVC)이라는 것인데, “가치 사슬(value chain) ”이라는 지극히 비즈니스적
인 개념에 “혼합(hybrid) ”이라는 개념을 더한 것이다. 물론 HVC에서도 핵심은
아쇼카 한국 위에 언급한 ‘사회혁신기업가 ’들의 존재이다. 사회문제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이혜영 깊은 이해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천가들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기

대표 업들과 연계해 비즈니스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둘 다를 얻어내는 방법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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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과 연계해 비즈니스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둘 다를 얻어내는 방법을 제시
한 것이다. 이 때 둘의 관계는 전통적인 기부자-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가 된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갖도록 소
셜 섹터의 사회혁신기업가의 비영리조직과 비즈니스 섹터의 타일 회사가 협력해
기존의 가치사슬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
업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와 고객을 통한 재무적 가치를, 지역 사회
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그로인해 개선된 건강 및 교육 효과라는 가치
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기업과 비영리조직이 각자의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
고도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더 나아가, 현재 아쇼카에서는 빠른 변화로 정의되는 이 시대에 분야와 섹터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하고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써“팀오브팀즈(Team of
Teams)”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에 이어 모바일 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은 불과 20년 전의 환경과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바로 변화를 만
들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소수의 리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있던 시대에서 이제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소수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던 시대에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기만 해도 나름대로 사회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
의 변화가 어떤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더
이상 반복, 벤치마킹, 혼자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에 더해서, 인류는 이전 그 어떤 세대도 경
험해 보지 못한 새롭고 복잡한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
기후변화, 인공지능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처럼 세상의 환경은 급속도로 변
화하고 있는데 반해, 사람들이 일하고 조직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과 크게 달라
지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칸막이 또는 서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고,
자기 조직 중심의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쟁자와 파트너를 혼돈하는
일이 허다하다. “팀오브팀즈”란 바로 그러한 낡은 마인드셋과 조직 문화에서 벗
어나 문제해결 중심, 임팩트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이합집산에 능한 아메바이자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
같은 유기적인 협력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팀오브팀즈”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개개인들
이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나아가 서로를 변화의 동반자이자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역동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간 매개자들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거대한 냄비의
아쇼카 한국 물도 어느 순간 팔팔 끓어 수증기로 변화되기 시작하듯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혜영 많은 문제들도 효과적으로 해결되어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근거있는 기대를
대표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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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소통 :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이 되기 위한 조건
파트너십은 파트너가 되기 전과 파트너가 된 후로 나눌 수 있다. 파트너가 되어
동일한 비젼과 목표를 갖고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쉽지 않은 과정, 그리
고 어렵게 성사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는 것 또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므로
전후로 나누어 보자는 것이다.
기관·단체의 입장에서 기업과 파트너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기업은 수많은 제안 중에 극소수만 선택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공익사업 파
트너를 결정하는데 무척 신중하고 까다로운 자세를 갖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
해 보면 함께 일을 한 단체들은 한결같이 2~3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기업
은 제안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관·단체를 쉽사리 사업 파트너로 맞이하지
못한다. 기업은 기관·단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기 까지 오랫동안 검토하는 시
간을 갖는다.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했던 기관·단체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의 소통을 이어가며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
다.
기업사회공헌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 장소에서 유의미한 질문을 종종 던지며
이목을 끌었던 신생 국제구호단체의 사무국장이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후 곳곳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며 꽤나 친숙해져 가면서 조금씩 그 분이
속한 단체의 성격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친숙해져 갔다. 이후 회사의 신입사
원들이 조성한 꽤 큰 금액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우리의 고
민을 말하게 되고 그 분은 적절한 사업을 제안해 주었다. 이후 5년간 파트너로서
함께 일을 하였는데, 그 분은 수시로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매년 사업종료 이벤
트와 결과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었다. 파트너가 되기까지 2년간 신뢰를 쌓는 긴
시간이 있었고 파트너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프로그램 현장의 소소한
스토리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키워
가면서 오랫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었다.
또 다른 기억도 있다. 한 단체와 파트너 관계가 되면서 초기에는 공익사업 기획
을 위한 회의도 잦았고 함께 출장도 다녔지만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파트너에게
사업수행을 일임하면서 점차 소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지금쯤 많은 일들이 진
척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하고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연락을 하
면 그제 서야 경과를 구두로 들려주거나, 때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큰 문제
CSR WIDE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당년도 사업을 위해 무척 큰
임태형 금액의 기부금을 냈지만 그 단체의 소식지에는 8폰트 정도의 깨알 같은 글자크기
대표 에 단 6음절로 기부사실을 소개하여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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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적이 있었다. 이후 잦은 만남과 소통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점차 좋은 파
트너 관계로 발전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맺음 하긴 했지만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기업과 기관·단체 간의 파트너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
은 신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당장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
락을 끊어서는 안 된다.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까지도 소통이 중요하지만 이후에
도 소통은 중요하다. 그리고 기관·단체 입장에서 기업은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기부자가 아니라 동일한 비젼을 추구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파트너십 형성
과 유지에 유리하다. 기관·단체 종사자는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의 부족한 전문
성을 채워줄 수 있다. 비단 같이 수행하는 사업 뿐에서만 아니라 기업 사회공헌
전반에 더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기업을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제안하는 사업의 채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체에 관심을 갖고 관련한 유익한 정보
를 제공할 수도 있고 좋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소통과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기업과 함께 일을 할 확률은 점점 커지게 된다.
2000년대 중반 홍콩에 자원봉사 국제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호텔
행사장 양 측면에는 세로로 된 6개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동일한 기업명
[휴렛팩커드]가 6개의 색채로 크게 새겨져 있었다. 누가 봐도 이 대회의 스폰서임
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강하게 기억에 새겨질 것 같았다. 미국의 전미자원봉사대
회에 한국의 S전자가 2대의 키오스크를 후원한 적이 있었다. 금액으로는 PC 5대
가격에 불과했지만 대회의 사회자가 이틀에 걸쳐 수시로 S전자에 감사멘트를 하
고 청중의 박수를 유도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프라카드 한 구석에 잘 보이지
도 않게 후원기업을 표시하고 칭찬에 인색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된다. 행사후
원의 경우도 낮은 단계의 파트너십인데, 파트너의 기대 이상으로 치켜세우고 배
려해주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다.
파트너십은 일종의 교환이다. 기업과 기관·단체가 아무 대가없는 자선적 교환
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전략적 교환, 마케팅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
CSR WIDE 라서 사회적 성과나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적 성과나 가치를 어떻게 만들
임태형 어 낼 것인가도 파트너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대표 채워주면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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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철학과 원칙 :
글로벌 표준 관점에서 바라본다.
급속한 글로벌화와 시장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라 현대의 모든 조직에서 경쟁이
조직 운영의 근본적 생리로 인식되며 치열한 대립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지도 모
르겠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확대되는 글로벌화되는 사업 구조와 이에 따라 더욱 복
잡해져만 가는 공급망이란 비즈니스 환경에서 과거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을 경쟁
관계로만 인식하여 무한경쟁만을 강조한 개념은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
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보다 폭 넓고 유연한 협업과 연
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업과 연대는 새로운 개
념이 아니며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이 이룩한 훌륭한 성과와 업적이 수없
이 많음은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 경험적 교훈이
최근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을 거치며 경쟁적 비즈니스 환경에서 협업
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재조명되고 명문화되며, 비전통적 이해관
계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동인과 관
련 효익이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 협업을 필요로 하는 동인은 다양하다. 과도한 경쟁, 우수한 품질의 제품
을 시장에 더 빨리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
기 위한 디자인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동력 필요, 낮은 생산단가 지역으로의 글로벌
아웃소싱 요구 등이 그것이다. 선진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고객만족과 품질 제고를 위한 부서 간 상호 협업
시스템 강화와 이행, 내부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셰어드 서비스 확
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협력회사 및 파트너와의 보다 적
극적 협업을 통해 보다 빠른 제품 출시와 비용 절감을 추진하며 협력회사에 대한
인식을 단순한 공급사에서 혁신의 전략적 파트너로 전환하고 있으며, 보다 장기
적 관계로 발전을 기하며 최적의 가치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공공 및 시민사회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 이는 모든 조직
의 파트너십과 협업의 관계가 성숙되어 보다 큰 가치와 역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는 상호 신뢰 구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협업을 위한 신뢰 구
축의 시간을 줄이고, 협업적 비즈니스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철학, 원칙과 지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BSI Group Korea

협업적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 원칙은 ‘포용성(Inclusivity)’의 원
전민구 칙이다. 이는 조직 운영과 프로젝트 실행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핵심
이사 요소로 실행하고 통합하자는 원칙인데, 지속가능경영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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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포용성 원칙을 조직에 잘 통합하
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이슈의 조직적이고 완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
CSR 전략 수립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며, 열린 거버넌스, 적극적 파트너십
등을 통한 실행과 성과 관리, 검증, 보고에 이르기까지 CSR 추진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포용성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새
로운 전문성과 아이디어에 접근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인을 마련해 주게 되어 조직의 전략과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단계별 내용과 사례, 지침을 얻으려면 AccountAbility와 UNEP가 공동
발 간 한 Stakeholder Engagement Manual 과 AccountAblity 에 서 제 정 한
AA1000 SES (이해관계자참여 표준)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AA1000 SES는
Vodafone 등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진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며 유용한 표준이다.
조직 간의 협업과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보다 최
신의 표준으로는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가 2010년 제정한 ‘BS
11000: 협업적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한 체계 규격’을 들 수 있다. BS
11000은 기업, 시민사회, 정부 등 모든 형태와 규모의 조직이 타 조직과 효과적
인 협업 관계를 개발, 관리하는 방안은 물론 관계의 종료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포
괄적 규격(BS 11000-1:2010)과 지침(BS 11000-2:2011)을 담고 있다. 실제
조직의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제정된 BS 11000은 협업을 통해 지식, 기술과 자원
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거버넌스, 투명성의 강화는 물론, Relationship
Management Plan(RMP)을 통해 비용 절감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을
추구하여 공통의 성과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아래
와 같은 8단계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1. 인식제고(3항):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필요성, 목표, 가치 이해, 초기 위험
평가, 실행계획 및 RMP 개발
2. 지식(4항): 협업 추진전략 개발 위한 관련 교육, 지식, 문서화 및 위험관리, 가치
분석, 잠재 협업 기회 파악 및 초기 출구전략 마련 등 이슈 파악 및 역량 강화
3. 내부평가(5항): 협업 추진의 내부 준비상태, 역량 및 강약점 점검
4. 파트너선택(6항):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파트너 관계 수배, 공통 목표 설정
5. 협업실행(7항): 공통 합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거버넌스, 공통 프로세스 관리 위
한 목표, 위험관리, 성과관리, 감사, 책임권한 부여, 공식적 계약 또는 합의
6. 가치창조(8항):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혁신 등 협업의 부가적 효익 창출을 위한

BSI Group Korea

전민구
이사

프로세스 개발, 협업의 강점과 성숙도 평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 개발
7. 관계유지(9항): 최적화되고 효과적인 협업 성과의 측정, 유지 및 지속적 혁신
8. 출구전략(10항): 내외부의 변화 동인 인식, 공통의 출구 전략 수립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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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테스트 워크샵 참가자 피드백
기존 파트너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유용하다. 파
트너십 브로커의 개념과 함께 직원들의 파트너십 역량
체크와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 같다. 파트너십 자체에 대한 가치 및 동기
부여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참가자
기업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실제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
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기업> 제약회사 참가자

파일럿 프로그램
일시 : 2015. 12. 09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참가자 : 총 27명(4개팀)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상호토론 등
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개인수준별, 진행시간
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좋겠다.
<비영리> 시민단체 참가자
<전체>
*파트너십 자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구체적 사례와 실습이 포함된 것이 좋다.
*우리 조직의 핵심 역량, 자원을 재평가 해야 한다.
*여러 섹터가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로 의미있다.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한다.
*내용들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해가 충분히 된 후 진단
이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회적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가한 조직이나 개인의 경험 소개가 길었으면 한다.
*실무자 버전에 더해 의사결정권자 버전이 필요하다.
*파트너십 기획과정 실무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사회혁신 범주의 광범위한 내용이 매우 함축적으로
포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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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발 자문위원들의 코멘트 1, 2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상위단
계 파트너십이 왜 이뤄지지 않는가? 마인드세팅은 의
사결정권자 대상의 교육에 적합하고, 방법론에 대한 교
육은 실무자에게 적합할 것이다.
파트너십을 잘 모르고 참가한 사람들에게 먼저 충분히
기초적인 내용을 숙지하게 한 다음(몸과 마음이 풀렸을
때) 실습이나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실습할 때 정사례와 오사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
고, 특히 성공사례 하나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 같다. 각각의 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실습 예가 필요해 보인다.
실습을 할 때 팀 구성이 중요할 것 같다. 실습 결과 공
유에 대한 방식도 갤러리업 등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
을 것이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할극 등을
해보면 효과적일 것이다.
-LG인화원 형경화 부장
앞서 나가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다 섹터
간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기업과 비영리간의 파트너십
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 공공영역과의 통합 파트너
십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보
강이 필요하다. 시간이 짧아서 정답을 주입하는 느낌이
있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
하며 암묵지를 이전하는 방식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문
제 해결책의 경우에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투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다뤘으면 한다.
-거버넌스센터 이벽규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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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문위원들의 코멘트 3, 4
이 주제에 대한 최초의 종합 워크샵일 것이다. 그 자체
로 의미있다. 각 섹터 주체들에게 왜 파트너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너무 많은 지식과 지표들, 잘 짜여진 매뉴얼은
도리어 핵심을 흐릴 때가 있다.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가져가야 할 부분을 선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
히 통합단계 이상의 파트너십에는 이전 단계하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정
리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관련된 사례를 계속 조사하여
추가한다면 근거가 더욱 마련되고 합리성을 갖출 것으
로 보인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운호 교수
사회변화라는 주제 자체가 가지는 각 섹터들의 관심
정도와 참여에 대한 기대가 다를 것 같다. 기업 입장에
서는 추상적인 대의만으로 설득의 한계를 가진다. 기업
들의 파트너십 참여를 실질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구
체적 효과 제시(명분)와 성공 사례가 조금 더 필요하다.
각 섹터 담당자들이 파트너십에 대해 가지는 니즈를
파악하여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 제공이 많았으면 한
다.
교육의 진행 방식도 공동교육(파트너십 이해 부분 등)
과 섹터 혼합교육(차이의 이해 부분), 심화토론 등으로
3단계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 즉, 기업, 비영리, 공공
각각의 욕구가 다르니 모듈화된 프로그램으로 이합집
산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항공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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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문위원들의 코멘트 5
상위단계의 파트너십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면 하위단위
의 파트너십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분명했으면
한다. 자칫 연구 결과물을 교육생들에게 주입하는 방식
이 될 우려도 있다. 교육의 목적 역시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좀더 초점
을 맞춘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교육 대상자들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따라서 내용과 방식이 달
라질 것 같다.
교육 방식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흥미 요소를 많이 사
용했으면 하고,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일방적 교육이라는 형태를 벗어나면 좋겠다. 중복되
거나 반복되는 콘텐츠들은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재단 관계자

161

05

참고 문헌

162

<국내 자료>
• 김승권·신희선·강성공·오혜인(2014), 민관협력의 모형개발과 매뉴얼(우수사례
분석을 기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운호(2013), 기업과 비영리단체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구
축, 한국비영리연구, 12(2):131-155
• 김지혜(2011), 기업과 사회복지기관의 파트너십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파트너십 관
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53-81
• 방대욱·강철희·허수연(2013),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파트너십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통권 제40
호): 217-241
• 비영리학회(2015),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 구축
• 서울시NPO지원센터(2014), NPO와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보고서
• 숙명여자대학교 역량개발센터(2012), 희망이 되는 인재 세트_핵심역량 개발 프로젝
트, 시그마프레스
• 이명신(2003),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에 있어 신뢰와 성과,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논문
• 이재희(2008),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민구(2014), BS 11000-1:2010 협업 경영시스템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BSI
Group Korea
• 조현주(2013), 비영리기관 모금전문가의 역량모델 개발,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
대학원
• 송석휘·장진하·윤정호(2013), 서울시 사회혁신의 방향과 과제, 서울시립대학교 산
학협력단
<해외 자료>
• Austin(2000), The Collaboration Challenge : How Nonprofits and Businesses
Succeed Through Strategic Allianc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Austin & Seitanidi(2014), Creating value in nonprofit-business collaborations:
New thinking and practice, JOSSEYBASS
• Catherine Squire(2012), Partnerships and capacity building: A guide for small
and diaspora NGOs, November 2012, PLP(THE PEER LEARNING PROGRAMME
FOR SMALL AND DIASPORA ORGANISATIONS)

163

• International HIV/AIDS Alliance, Toolkit "Pathways to partnerships", 2002
• Jay Aldous(2002). "Checklist for a winning cause/corporate partnership".
GIVING KOREA 2002
• Jeff Cohen(2012), Collective Impact Implementation, Session for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ving Seoul. FSG.org
• John Kania & Mark Kramer(2011), Collective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Winter 2011
• Rovert J.Crawford(2008), "Unilever and Oxfam: Understanding the Impacts of
Business on Poverty(A), INSEAD-EABIS
• Tennyson(2005), the Brokering guidebook: Navigating effective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hips,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The
Partnering Initiative
• Tennyson(2011), The Partnering Toolbook: An Essential Guide to Cross-Sector
Partnering,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The Partnering
Initiative(www.ThePartneringInitiative.org)
• Vodafone UK Foundation(2008), Collaboration : Working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관련 웹 사이트>
• http://www.conservation.org/partners/Pages/starbucks.aspx
• http://partnershipbrokers.org(PARTNERSHIP BROKERS ASSOCIATION)
• http://blog.naver.com/2013academy/140199573026
• http://www.iisd.org/business/viewcasestudy.aspx?id=109
• http://ccc.bc.edu/index.cfm?pageId=1538
• http://www.grameenuniqlo.com
• http://knowledgeconnector.ca
• http://www.un.org/staffdevelopment/DevelopmentGuideWeb/intro5.html
• http://assets.wwf.org.uk/downloads/wwf_parthershiptoolboxartweb.pdf

164

165

연구진 제언
전세계적으로 섹터 간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사회
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 학계나 실무적 합의가 없어 파트너십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필요성, 목적, 단계 등에 대해 연구진들의 많은 고민
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시간, 예산, 인력의 제약뿐만 아니
라 사회적으로 파트너십 인프라(학계의 연구성과, 사회적
담론, 지원체계 등)에 대한 부족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실
질적인 요구와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
는다.
섹터 별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파트너십 계
약, 파트너 역할 분담(Job Description), 다 섹터간 파트너십
팀빌딩, 세부운영 계획 수립, 파트너십 회의/의사결정/소
통 체계 구축, 파트너십 운영 규정 및 예산 수립, 위기관리
예측 및 예방/해결 기법, 파트너십 출구전략, 사회적 공유
및 확산 전략 등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함께 공동의 가
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향하
는 통합이나 변혁적 단계도 좋지만, 시혜적인 자선 수준에
머물러 있는 파트너십을 전략적 관점의 가치교환 수준으
로 끌어 올리는 교육도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연구 과정에서 늘 의문이 있었다.

과연 교육을 통해서 상위 단계의 파
트너십이 진작될 것인가. 의구심의 기저에
는 ‘(상위단계) 파트너십은 실무자가 아닌 조직의 의사결
정자인 리더들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리더들에
게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교육이 절
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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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중심의 교육은 여전히 불가결
하다. 조직입장에서는 파트너십 인재를 육성하는 것보다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파
트너십 교육을 통해 협업을 훈련하게 되면 조직 내부적으
로 팀워크와 창의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사회이
슈에 대한 관심을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조직을 바라보고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이해관계
자들의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 대상자 별로 적합한 방식이 개발되어 맞춤형으로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은 것은 ‘사례의 부재’였
다. 쓸만한 사례는 대부분 해외 사례였고, 그나마 3개 섹터
가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시도한 국내 사례는 거의 없었다.
파트너십의 혁신을 추동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든 실패사례든 다룰 만한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
례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하
는 바람이다. 또한 파트너십 코칭&멘토링, 파트너십
CEO포럼, 파트너십 아젠다 마켓, 파트너십 브로커 직업군
개발, 파트너십 사례 저널 발행, 파트너십 해외연수 등은
추진해 볼만 한 사업으로 보인다.
그 동안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2015. 12. 29

연구진 일동
이명신(다나)
신혜정(아지)
김재춘(밝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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