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국 정책연수 보고서

미국사례 연구를 통한
비영리영역의 일자리 창출 및
채용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To strategize job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and the cultivation of the nonprofit job market
via examination of US civil society groups and NPOs.

v 일 시 : 2019년 10월 12일(토) ~ 10월 20일(일)
v 장 소 : 미국 워싱턴DC,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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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 개요

1. 연수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있었으며, 민주적인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정운영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먼저 발전시켜온 미국의 사
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영리 영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비영리영역은 이미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축으로서 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
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
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 규모가 커질 것이고 따라서 고용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와 비영리영역의 일자리를 일반적인 의미의 일자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민사회나 비영리영역에서의 활동을 직업이나 경제활동의 측
면보다는 자원봉사나 자선활동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비영리영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직무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정책연수를 통하여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영리영역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
미 있는 일자리’라는 측면에 더해서, 소득이나 직무안정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
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힌트를 찾고 싶습니다. 미국의 시민사회와 비영리영역이 구
성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비영리 채용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연수개요

○ 연수주제 : 미국사례연구를 통한 비영리영역 일자리 창출 및 채용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주요내용
- 미국 정부의 시민사회 및 비영리영역 지원 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미국 시민사회 및 비영리영역의 채용 및 구직 시스템
- 좋은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한 미국 시민사회 및 비영리영역의 전략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미국 시민사회 및 비영리영역의 대책
○ 연수기간 : 10월 12일 ~ 20일 (7박 9일)
○ 연수국가/도시 : 미국 / 워싱턴DC,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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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 참가자
No.

기관명

이름

직책

1

서울시NPO지원센터
Seoul NPO Center

정란아
Cheong Ran A

센터장
Executive Director

2

서울시NPO지원센터
Seoul NPO Center

이인섭
Lee Inseop

변화지원실 매니저
Manager

3

비영리경영연구소
Institute for Non-profit
Management Institute

이명신
Yi Myung Sin

소장
Director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s in
Korea

류홍번
Ryu Hong Bun

시민사회활성화 공동위원장
Co-Head Director of civil society
activation committee

5

재단법인 동천
Dongcheon Foundation

송시현
Song Si Hyun

변호사
Attorney

6

프리랜서 통역활동가
Freelance Interpreter

강혜주
Kang Hae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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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일정

일자

10/12(토)
1일차

시간

방문 기관 및 정보

08:00
~
10:35

•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08시까지 집결
• 출국 수속

10:35

• 인천 → 워싱턴 출발
• 항공편명
- 델타항공 DL0158 (12시간 50분)
- 델타항공 DL1233 (1시간 30분)

14:00

• 14:00 - 볼티모어 공항(워싱턴DC) 도착

14:00
~
16:00

• 입국수속 / 유심칩 구입
• 숙소 이동 및 체크인
Kellogg Conference Hotel at Gallaudet University
800 Florida Avenue NE, Washington DC
이동

10/13(일)
2일차

기상
~
16:00

• 자유시간
- 국립자연사박물관, 내셔널갤러리 오브 아트,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백악관, 링컨기념관
등 (의회의사당, 의회도서관 일요일 휴관)
이동

16:00
~
18:00

• 기관방문 준비회의 - 숙소 부근 커피숍
이동

10:00
~
12:00

[기관 1]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 면담자 : Stacy Palmer, Editor
이동 및 점심식사

10/14(월)
3일차

14:00
~
16:00

DC지역 도서관 중 1곳
- West End Neighborhood Library
이동

17:00
~
18:00

• 정리 및 준비회의 - 숙소 부근 혹은 시내 커피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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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방문 기관 및 정보
이동 및 점심식사

12:30
~
13:30

[기관 2] Global Giving
- 면담자 : Michael Gale, Director of Programs
이동

10/15(화)
4일차

14:00
~
15:00

[기관 3] Open Gov Hub
- 면담자 : Nada Zohdy
Director of the Open Gov Hub
이동

15:30
~
17:00

[기관 4] Nonprofit HR
- 면담자 : Corinne Hernandez,
Executive Assistant to the President
이동

17:00
~
18:00

• 정리 및 준비회의 - 숙소 부근 혹은 시내 커피숍

08:30

• 체크아웃 후 호텔에 짐 맡기기

09:30
~
12:00

[기관 5] Urban Institute
- 면담자 : Elizabeth Boris PhD, Institute Fellow
이동 및 점심식사

10/16(수)
5일차

13:00
~
14:00

[기관 6] Council on Foundations
- 면담자 :
Brian Kastner, Manager, Global Philanthropy
Natalie Ross, Vice President,
Resource Development & Strategic Opportunities

14:00
~
17:00

• 호텔로 가서 짐 찾기 (우버 이동)
• 역 부근으로 이동 (우버 또는 셔틀버스 이동)

17:00
~
18:05

• 유니언 스테이션 부근에서 저녁식사

18:05
~
21:35

• 워싱턴DC -> 뉴욕 기차이동 (Amtrak)
- Union Station -> Penn Station (3h30)

21:40
~
22:30

• 숙소 이동 및 체크인
The Wall Street Inn
9 S William St, New York NY 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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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방문 기관 및 정보
이동

11:00
~
13:00

[기관 7] Idealist.org
- 면담자 : Bradley Michelson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점심식사

10/17(목)
6일차

15:00
~
16:30

[기관 8] Candid
- 면담자 :
* Arif Ekram. Manager, Global Partnerships
* Lauren Bradford, Senior Director
of Global Projects and Partnerships
* Mitch Nauffts, Editorial Director
* Susan Shiroma, Senior Social Sector Librarian
이동

17:00
~
18:00

• 정리 및 준비회의 - 숙소 부근 커피숍
이동

10:00
~
12:00

The High Line Park
- 휘트니 뮤지엄에서 시작
이동

12:30
~
13:30

The New York Public Library
이동 및 점심식사

10/18(금)
7일차

15:00
~
16:30

[기관 9] Civic Hall
- 면담자 : Danielle Hamilton, Senior Membership
and Welcome Desk Associate
이동

17:00
~
18:00

[기관 10] NYC Civic Engagement Commission
- 면담자 : Sarah Sayeed
Chair and Executive Director

이동
18:30
~
19:00

Bluestockings Bookstore, Cafe & Activist Center
이동 및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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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09:00

• 숙소 체크아웃

10:00

• 뉴욕 JFK 공항 집결

12:29

• 뉴욕 → 인천 출발
• 항공편명
- 델타항공 DL5311(1h16, 보스턴 경유)
- 델타항공 DL1233(14h)

16:45

•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도착, 해산

10/19토)
8일차

10/20(일)
9일차

방문 기관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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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기관 요약

지역

기관명

Urban Institute

Global Giving

Open Gov Hub

워싱턴
DC

Nonprofit HR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The Council on
Foundations

내 용
비영리영역 연구기관
(the 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
크라우드 편딩 모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일하고 싶은 단체로 선정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기관 협업공간
비영리기관들의 연결 및 자원 제공
비영리기관 인력개발/인력운용 컨설팅 기관
비영리 채용구직 플랫폼
비영리영역을 주로 다루는 공익 전문 매체
비영리 채용구직 플랫폼
재단협회, 시민사회우산조직
비영리 채용구직 플랫폼

West End Neighborhood Library (지역 도서관)

Idealist.org

Candid

Civic Hall

비영리영역 채용구직 플랫폼

비영리단체 데이터 공유목적의 중간지원조직
자체 도서관 및 리소스센터 운영
비영리기관 협업공간
비영리기관들의 연결 및 자원 제공

뉴욕
NYC
Civic Engagement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Commission

The New York Public Library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뉴욕 공립 도서관)
Bluestockings Bookstore, Cafe & Activist Center (서점 겸 시민/활동가 참여공간)
The High Line Park (도시재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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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기관 소개 및 인터뷰 내용

1.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기관형태

설립연도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비전/미션

미국의 공익 전문 매체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Inc. 에서 운영함
1988
1255 23rd Street, N.W. Washington, D.C. 20037

Stacy Palmer / Editor / Stacy.Palmer@philanthropy.com

비영리영역의 자원 및 정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채용구직의 플랫폼을 제공
더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비영리영역을 다루는 매체이다. 워싱턴DC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자선사업리더, 재단임원, 모금전문가 등 자선사업(공익활동)에 관련된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매일 제공되는 기사를 바탕으로 1년에 12호의 잡

기관소개

지를 발간하고 있다.
자선단체와 재단의 작업을 구체화하는 큰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부터 온라
인 자원 센터의 실질적인 지침까지, 오직 더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만이 비영리 전
문가, 재단 임원, 이사진 등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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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우리의 뉴스와 오피니언 페이지는 사회에서 비영리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국
적인 대화를 촉진한다. 더 크로니클의 특별기사, 벤치마킹 데이터, 인기 웹세미나 등은
비영리 전문가들에게 필소적인 정보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비영리
기관들의 결정권자 중 80%는 그들의 미션을 수행하기에 앞서 더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
로피를 읽고 있다.

일간기사제공, 월간잡지발간, 자료 아카이브, 웹세미나, 기금정보제공, 채용구직정보제공
1) 온라인 리소스 센터(Online Resource Center) 운영:
* 기관이 발행하는 기사는 전국적으로 비영리 영역의 사회 기능에 대한 대화 촉진
* 특별 보고서, 벤치마킹 데이터 및 웨비나 등 비영리 전문가를 위한 필수 정보 제공
*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 자선 단체 5곳 중 4곳에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분
들이 발행물을 읽고 미션을 발전시킴.
2) 리쿠르팅:
* NPO 채용 세션 별도 마련
* JOBS에 들어가면 키워드, 직위, 분야, 지역,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현위치와의 거리 별로 구인정보 검색 가능
* 신입, 경력직 채용
* 문화,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NPO 채용정보가 구분
* Chronicle 회원은 최신 포스팅에 대한 이메일 받는 혜택 있음
주요사업

3) 기금 데이터베이스:
*GrantStation와 함께 자금지원기관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엔진
운영
* Chronicle 회원은 1년에 $89.95 혹은 2년에 $149.95을 지불해 Chronicle이 제공하
는 정보 서비스를 더 자유롭게 이용 가능

연관자료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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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시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참석인원
Stacy Palmer – 편집장 / Dan Parks - Managing editorMargie Glennon - 웨비나, 리소스
센터 운영 / Jim Rennen - 기자

질의응답 내용

1. 기관의 인력구조 및 수익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사 작성 및 편집과 관련된 직원은 20명 가량으로 디자인팀과 데이터팀은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서 20명 정도 경영지원, 기술지원, 사무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분들도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
다. 수익구조는 구독료 및 웨비나를 통한 수익이 50%, 구직공고 수익 25%, 상품 및 서비스 광
고 수익이 25% 가량 된다.

2. 웨비나(Webinar)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가?

웨비나는 1년에 16-17개가 개최되고 유료로 운영이 되며, 각 세션 당 400-800명 가량이 참여한
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미션과 규모를 가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중-상급 직원이 주로 참여
하고 있다. 주로 펀딩과 관련된 주제의 웨비나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캐나다, 이태리 및 다른
나라에서 온 참여자도 있지만 미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리소스 센터(Resource Center)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일부 기능으로서 주로 NPO에 대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식이나 체크
리스트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모금에 대한 내용이고 그 외의 내용도 있다.

리소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자들이 직접 찾기도 하고 다른 출처에서 찾기도 한다.

웨

비나에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탬플릿 적용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
기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비영리 단체에게 유용한 자료나 정보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Jim Rennen 기자가 최근에 쓴 기사를 예를 들면 단체들이 기부자들을 찾는 방법을 보도한 기
사에서 논란이 되지 않는 기부자를 찾는 방법, 기부출처가 단체의 미션과 정렬될 수 있도록 주
는 조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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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웨비나 안에 비영리 일자리 관련 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게 주요 주제로 다뤄지는
지?

비영리 일자리 자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없지만, 최근 기부 환경이 경쟁이 많기 때문에 기부자
들이 짧은 주기로(예를 들면 2년 정도) 다른 단체로 기부처를 옮기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걸 다
루는 웨비나가 많고,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비영리 일자리 문제가 언급되기도 한다. 기부자가 지
속적으로 한 단체에 충실하게 기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논의된다.

승계, 후계자 육성에 대한 웨비나도 기획하고 있다. 리더가 떠나면 리더 자리를 임시적으로 맡을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참여자 수요의 문제가 큰데, 웨비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펀드레이징, 기금을 다루는 웨비나를 원한다.

5. 최근 미국의 비영리 영역에서 가장 화제가 된 뉴스는 어떤 것인가?

최근에 몇몇 재단의 리더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별 지원을 넘어서 단체의 운영비를 지
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본래 재단들이 비영리기관들을 지원할 때 운
영비는 프로그램 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체의 전반적인 운영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
건비, 사무실 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한
정하지 않고 지원받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 지원금 역시 기관 전
체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재단들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화제이다. 재단
들이 선제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만들면 정부 변화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또한 비영리 일자리의 급여가 낮은 것을 문제제기 하는 기사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비영
리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되고 모금액이 미션이나 프
로젝트에 좀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비영리 영역에서 임금을 많이 주기 어
려운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비영리 영역에서 경력을 시작한 젊은 세대들이 임금
수준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업계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직의 측
면에서는 채용과정을 계속 운영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비영리영역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직의 지도자들이 은퇴를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진의 정체가 생겨서 경력이 짧은 직원들에게 비영리 섹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인센티브가 없는 점도 있다. 기부금이나 정부지원금을 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어려운 지점이 있다.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임금 수준에 대해서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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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다른 업종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영리 종사자들 중에 고학력자들이 많
은 편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고학력자
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은 임금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영역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분야별로 임금 수준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 결과를 보면 단체 간에도 임금의 격차가 크고,
조직 내에서도 직위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르다. 환경 비영리단체 분야가 임금 수준이 제일 낮
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애드보커시 단체의 비영리종사자들이 임금 수준이 제일 낮은데, 애드보커시 그룹이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예산이 적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 분야를 설문조사에서 빼면 비영리영역의
평균 임금 수치가 많이 변한다. 조사를 분야별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6. 애드보커시 저임금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있는가?

Fund the people이라는 전반적인 운영 지원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나 David Greco와
같은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LA에서 지역사회 재단을 상대로 인프라 구축, 기본소득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David Greco에 따르면 많은 지역단체 비영리종사자들이 급식센터에서 밥을 먹거나,
집세를 못 내서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재단 관련 기사에서 얘기했듯
이 기부 관행을 많이 바꾸고 있는 재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 웨비나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기부자
들이 있었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프로젝트 제안서를 거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7. 이러한 문제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더 나빠진 것인가?

세금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확실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비영리단체에 예산 투입이 줄
어든 것은 확실하고,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비싼 도시에 근거지가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더 올리기 어려워 질 것이다.

분야별로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예산이 마련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의료분야는 의료비,
교육은 학비 등의 재원이 있는데. 단체들은 대부분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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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비영리 활동가의 임금은 어느 정도인가?

단체와 직위(포지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입은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종사자들이 있다. 대졸
자들 중에서도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임금수준이 낮아도 열정이
있거나 비영리 업무가 의미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
을 때까지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미국이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경우라면 비영리 영역에서
도 임금 수준이 증가해야 맞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정확히 조사되지는 않았는데,
비영리 조직들이 임금 수준을 높일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아 보인다.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비영리 노동조합 단체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에서 이런 단체에 많
은 관심을 갖는데, 신입 종사자 임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노동조합이 있는 단체의 신입 임
금수준이 없는 곳 보다 높다. 노동조합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비영리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한 개 있고 (애드보커시 그룹, think tank으로 만들어짐) 다른 노동조합들
(예 United Auto Workers)이 비영리섹터 종사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박물관 노
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과 비영리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하나 있는데 기사를
보내주겠다.

9. 기관에서 리쿠르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규모는 어떠한가?

현재 채용공고는 100개 가량 올라와있다. 비영리기관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해
야 한다. 이전에는 비영리기관에서 채용관련 내용을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에 전달하
면 여기에서 공고를 대신 올리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채용을 원하는 비영리기관이 직접 공고
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50에서 400불 사이로 책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비용이 달라진다. 공고를 많이 하면 할 수록 할인이 많이 된다.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는 공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고, 별도로 매칭을 하
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는 한다. 하지만
아직 별도의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다.

비영리영역에서 채용과 구직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매월 수
천 명이 사용 하고 있고, 채용 분야는 모금 관련 직업에 대한 것이 많다.

- 15 -

Digital Fundraising과 같이 새로운 기술능력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고 있고, 최고
혁신관리책임자(Chief Innovation Officer)와 같이 혁신 중심으로 새로운 직종 나타나고 있다.

10. 비영리 영역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예전에는 비영리섹터에서 일하는 게 기업보다 편한 업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업무량이 적지 않다.

지난 10년간 NPO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비영리영역에서 안 좋은 사건이 몇 건 일어나면
비영리 전반이 다 비판 받는다.

누구에게 물어보는지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것 같다. 오바마 정부 내에서 역할을 했던 비영리영역
의 리더들이 많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영리가 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돈만 가져가는 섹
터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환경운동이나 여러 가지 애드보커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은 비영리영역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시민들이 중
요 섹터로 여긴다. 하지만 의료나 교육을 비영리로 여기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정리하자면 비영
리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분야나 그룹별로 시민들의 인식이 다르다. 다만, 지난 20년 간 새로운
경향이 생겼는데, 필란트로피나 비영리 부문 관련 석사나 박사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건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한다.

11. (경력관리의 측면에서) 이직을 할 때 비영리영역에서의 경험이 가치가 있는가?

비율적인 면을 보면 영리 부문에서 비영리 부문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비영리영
역에서 영리부문 경험이 더 가치 있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비영리종사자들이 다른 분
야로 진출하는 경우는 보통 정부 관련 직종으로 가거나 다른 분야의 비영리 영역으로 가는 경우
가 많다. 비영리 부문에서 영리부문으로 이동하는 게 영리에서 비영리로 이동하는 것 보다 어렵
다.

다만, 젊은 세대가 자원봉사활동/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내복
지의 차원에서) 기업에서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기업 종사자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기업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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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obal Giving

기관형태

설립연도

크라우드 펀딩 모금기관
일하고 싶은 비영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2002

소재지

1110 Vermont Ave NW, Ste 550, Washington, DC 20005, USA

담당자

Michael Gale / Director of Programs

연락처

mgale@globalgiving.org

비전/미션

기부자와 풀뿌리 프로젝트를 연결함으로써 세계 각지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 지역사회가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원조와 자선활동을 재구성한다.
* 200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개별 기부자와 연계하여 전 세계 풀뿌리 사업을 지원
* 직원 수: 50명 미만 / * 연간 수익: $2천5백만 - $5천만 달러
* 2002년 이후 19,78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한 781,251명의 기부자로부터 3억3300만
달러를 모금함.

기관소개

글로벌기빙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개인과 기업이 글로벌기빙 웹사
이트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 파트너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된다.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
: 포브스에서 세상을 바꾸는 10개의 스타트업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 글로벌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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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팀 멤버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직원인 알
리슨 칼먼은 “내가 고용이 되었을 때, 내 업무를 내가 되기 원하고 내가 가장 잘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할 자유가 허락되었다.” 라고 말한다.
글로벌기빙은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적인 크라우드 펀딩 커뮤니티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영리기관, 기부자, 기업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기
술,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60개국이 넘는 국가들에서 2019년 9월 17일 기준 5006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
고 있다. 기부자들은 관심있는 분야(교육, 여성, 아동, 보건, 환경, 구호등) 혹은 지역을
설정하여 관심있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검색하고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비영
리 단체들은 글로벌 기빙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 혜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레이닝, 캠페인/이벤트 참가를 통한 매칭 펀드 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Q: 글로벌 기빙과 파트너가 된 비영리 단체들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온라인상의 다양한 트레이닝과 펀딩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
다. 크라우드 펀딩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0개 정도의 캠페인을 통해 매칭 펀드와 bonus prize
상금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칭 펀드란,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액수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매칭펀딩을 실시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혹은 24시간동안 모금을 진행하여 모금된 금액에 비례하여 제공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주제별로 특화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여 우리의 파트너
들이 그들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기부자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사업

Q: GlobalGiving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든 GlobalGiving의 신규 파트너로 등록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들은 정식으로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 프로젝트 진행 사이클을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Accelerator Program에 등록하여 모금방법, 글로벌 기빙을 이용
하는 방법에 관련된 온라인 트레이닝을 받고 3주간의 시범 펀드레이징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40명 이상의 기부자들로부터 목표 금액 ($5000)을 넘는 금액을 달성한 비영리 단
체는 우리의 평생 파트너가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프로젝트 내용 혹은 기한, 목표 금액 등에는
(사회적, 비영리적 이슈에 관한 내용인 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올리고 모금을 하
게 되면 3개월마다 한번씩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Q: 글로벌기빙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협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나요?
A: 기업들과 함께 CSR의 일환으로 기업의 목적에 맞는 코즈 마케팅 (Cause Marketing: 사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며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마케팅)을 하며, API Web 서비스를
이용해 기업의 홈페이지와 글로벌 기빙 프로젝트 기부페이지를 연동시켜 기업의 수익이 프로젝
트에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도록 하거나 기업 홈페이지에 특정 주제의 프로젝트 정보들을 띄울
수 있게 합니다. 또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차원에서 기프트 카드를 배포하여 임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부
자들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와 함께 감사편지를 받게 되고, 자
연스럽게 기부 문화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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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giving.org/learn/nonprofits/
연관자료
/ 링크

https://www.globalgiving.org/nonprofit-partner-handbook/
http://tools.blog.globalgiving.org/category/globalgiving-resources/
https://support.globalgiving.org/hc/en-us/categories/360001624931-Nonprofits
https://www.globalgiving.org/acceleratorhub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2시 ~ 오후 1시 30분

참석인원
- Michael Gale, Director of Programs /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10명 정도 되는 팀을 관리하
고 있으며, 이 팀에서는 170여 개국의 npo파트너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협력하는 업무를 하
고 있다. 주요 업무는 1) 모금 조달 2) 협업 기회 제공 3) 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부자
와 연결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내용

1. 기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2002년에 World Bank 임원 출신의 2인이 지역 단체들과 기부자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하여 주
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본 기관을 설립했다. 마리 쿠라이시, 대니스 위틀이 공동 창립자이고 최
고경영자로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고 현재는 Alix Guerrier가 최고경영자로 일하고 있
다.

글로벌 기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웹사이트를 열면 여러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이슈 별
로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개인기부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본인에게
맞는 프로젝트 찾아서 기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검색 범주는 국가, 테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가 인증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글로벌 기빙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기부자로 웹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검색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NPO파트너가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프로
젝트를 올리고 관리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또한 기부실적과 기부금의 출처, 기부금의 통화
(USD, Pound, AUD etc.), 기부 날짜, 금액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기능은 Member만 접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후원 기업이 있다.

NPO파트너는 블로그 포스팅와 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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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전달해야 하는데,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부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NPO파트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부금은 법적으로 모두 글로벌 기빙에 기부되는
기부금이고, US달러로 기부하면 미국에, 파운드로 기부하면 영국 지부에 귀속하게 된다. 글로벌
기빙이 그 기부금을 프로젝트에 배분하고 있다.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유로화는 미국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기부자들의 세금 혜택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자선단체에게 기부를 하면 세금이 공제되는데 기부를 받는 자선 단체가 법적으로 미
국단체여야만 가능하다. 글로벌 기빙이 법적 단체라면 글로벌 기빙에 기부함으로써 미국이 아닌
세계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모금의 촉진을 위해서 글로벌 기빙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부자 명단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 유료 혹은 무료 광고를 통해서 글로벌 기빙에 올
라와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홍보한다. 또한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한다.
가장 큰 기부 방식은 기업을 통한 후원이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모금 총액을 기관에서 스
스로 모금한 부분, 글로벌 기빙에서 기여해서 모금이 된 부분, 글로벌 기빙에서 제공한 리워드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참여와 투명성 증진을 위해 이러한 양식을 만들었다.

3. 한국 NPO들이 글로벌기빙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의 파트너들이 많이 없다. 웹사이트에 프로젝트가 8개 정도만 올라와 있다. 한국 정부에 등
록된 NPO라면 누구나 글로벌 기빙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단체나 해외 기부
자를 찾는 단체라면 글로벌 기빙을 소개해주었으면 좋겠다.

4. 글로벌기빙이 다른 플랫폼들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는가?

글로벌 기빙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체에게 1:1 상담, 교육&훈련 기회 제공하고 있다.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개인적 지원과 관심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또한 매칭 펀드, 보너스 캠페인, 인센티브 캠페인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기빙 튜스데이
(GivingTuesday)는 1년에 8~10회 정도 진행되는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
관에게 추가 매칭 펀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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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트너와의 연계 또한 글로벌 기빙의 강점이다. 2018년도에 총 6천만달러 가량이 모금이
되었는데, 50%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50%는 기업 기부자로부터 왔다. 기업과 개인기부를 하나의
통로/채널을 통해 매칭 가능하게 하는 점이 글로벌 기빙을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한다.
펀딩 후 단체가 어떻게 쓰는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는
가?

신뢰는 하되, 증명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너무나 세부적으로 기금의 사용을 규
제하면 그 단체의 혁신을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단체가 스스로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도록 하고, 글로벌 기빙에서는 지원서 심사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있
다. 심사팀은 그 단체의 역사나 실적을 심사하는 일을 하는데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상에 올라온 단체 활동 관련 정보도 확인하기 위해 AI 절차도 이용한다. 2년에 한 번은 NPO파
트너들을 방문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파트너들을 방문할 수는 없다. 단
체에서 보내는 보고서는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적인 기금 보고서를 기부자들에게 보내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기빙이 물론 보조금의 형식
으로 기부를 하긴 하지만 이 보조금이 대부분 개인 기부로 형성되었고 평균 개인기부금액이 27
달러이므로 너무 세부적으로 기부자들에게 보고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 대신 보조금을 전달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식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난구제 시에는 배분
신청서, 항목별 재무서 작성하고 있다.

5. 기업 기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첫 번째 방식은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전통적 배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Ford에서 얼마를 어디에 기부해달라고 하면 보조금을 관리하고 배분을 한다.

두 번째는 글로벌기빙 API를 제공해서 각 회사 직원들이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기빙 웹
사이트를 바로 접속해서 기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기빙 Gift Card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이 카드를
주면, 그 고객이나 직원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서 기부할 수 있다. 기업에서
명절에 대량으로 이러한 기프트 카드를 대량으로 사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기부의 기회를 선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는 Cause related market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가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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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 유저들이 게임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 회
사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기빙의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또는 어떠한 게임 아이템을 구
매하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마케팅에 대한 제도가 국가
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 주 별로 상이한데다가. 형식이나 명분의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경우
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6. 글로벌 기빙은 501(c)(3) organization 단체인지? 그리고 기관의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
고 있는지?

501(c)(3) organization이 맞다. 글로벌 기빙의 가장 큰 수입원은 기업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다.
기업들에서 앞서 설명한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부금 배분 시 5%(영미권) 7%(비영미권) 정도를 차감하고 NPO파트너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수입원이다. 그 외에 글로벌 기빙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빌 게이츠 재단
과 같은 비영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큰 재단으로부터 프로젝트 별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7. 비영리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근로 환경개선 관련 직접적으로 글로벌 기빙이 어떠한 활동을 하진 않았다. 그런 것을 위해 일
하는 파트너들이 있을 순 있다. 그리고 Bridge 신분증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비영리 섹터에 기
여하고 있음 (https://bridge-registry.org/ )

8. 지원한 총 프로젝트를 정리한 보고서 등이 공개되고 있는가?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다. 연례 보고서도 있다. About US로 가서 Annual
Report확인 가능하다. UK 지부는 연례 보고서 따로 발행하고 있다.

9. 글로벌기빙이 왜 좋은 일자리로 선정되었을까?

설립 이래로 조직문화가 강조되어 왔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직원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문화
가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을 중요시 한다. 사내 복지로는 5년 일한 후 1~3개월
정도의 안식월이 주어진다. 그리고 출산 휴가가 잘 되어 있는데 미국 내에서 선구적으로 정착을
시킨 편이다.

또한 글로벌 기빙에서 모금을 진행한 NPO파트너들을 방문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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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인 업무의 보람을 느낄 수 있
다.

관리자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계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 컨퍼런스 기회, 다른 직원 따라다닐 수 있는 기회(펠로우십)
등 제공한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펠로우가 한 팀의 멤버로 13개월동안 일을 하는 프로그램으
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글로벌 기빙 직원 중 5명이 펠로우
로 시작했다.

그럼에도 업무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번아웃을 느낄 수 있다. 시기마다 번아웃의 수준이 달라지
는데, 너무 힘들 때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든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준을 낮추든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업무량을 줄이든가 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번 달에
“어떤 식으로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가?” 기사가 글로벌 기빙 블로그에 게재 되었다.

10. 글로벌기빙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중시하는가?

채용절차가 분권화되어 있어서 각 부서마다 기준이 다르다. 다만, 미션에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
지, 조직의 가치와 잘 맞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글로벌 기빙의 주요가치는 ‘항상 개방적 마
음으로 일을 수행해라.’ ‘듣고 행동하고 배우고 반복해라.’ ‘놀라움(영감)을 주라(Commit to
Wow)’, ‘안주하지 마라(Never Settle)’인데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붙어있고, 매년마다 각 가
치를 가장 잘 수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있다.

11. 아시아 지부 만들 생각이 있나?

로컬 파트너십으로 로컬 오피스가 중국 상해에 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외부에서 기부를 받
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열었다. 지역적 파트너를 찾느냐, 지부를 여
느냐는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지부를 여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파
트너를 찾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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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 Gov Hub

기관형태

워싱턴DC와 전세계 45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비영리 기관

설립연도

2012

소재지

1110 Vermont Ave NW, Ste 550, Washington, DC 20005, USA

담당자

Nada Zohdy / Director of the Open Gov Hub
(336)-880-7895 / nada.zohdy@globalintegrity.org

연락처

비영리 분야나 사회 문제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나 기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 어떤 사회개혁도 너무 복잡해서 어느 한 조직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오픈거브허브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어려움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분열된 영역과 기관
비전/미션

을 연계하고, 좋은 거버넌스 및 열린정부와 같이 범세계적인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관 간의 공유 및 협력을 촉진하고자 2012년도에 설립되었다.
오픈거브허브는 연구자, 데이터 분석가, 커뮤니케이터, 기술 전문가, 변호사, 기자 등 다
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국가와 배경에서 열린정부와 관
련된 이슈를 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유공간과 협력모델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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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오픈거브허브가 설립된 시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열린 정부를 위한 범세계적 운동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었던 때이다. 2011년, 아랍의 봄 및 다른 범세계적인 사회운동이 등
장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함께 열린정부파트너십을 추진하였다. 이 제
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열린정부’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당시, 코워킹스
페이스, 인큐베이터 및 리소스 센터와 같은 물리적인 허브들이 세계 곳곳에 증가하였다.
비정부기관인 Global Integrity와 Development Gateway의 협력으로 인해 오픈허브거
브가 창립되었다. 초기에 오픈허브거브는 Development Gateway의 전사무실인 미 주
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건물에 위치하였다.

2013년에서 2014년 사

이 창립자들은 초기 세입자 멤버들을 모집하였고 허브에 대한 비전과 적합한 공간을 찾
는데 노력하였다. 1년 반의 성장기간 후, 2014년 4월 1일 오픈거브허브는 워싱턴 D.C.
중심에 위치한 현재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로 오픈거브허브의 멤버 수, 프로그
램 규모 및 타 기관과의 콜라보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오픈거브허브의 영향력
오픈거브허브팀은 협력을 장려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40개 이상의 멤버단체
각 멤버들의 관심분야, 규모 및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더 정의롭고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기관소개
연간 행사가 150개 이상
함께 혁신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오픈거
브허브는 시민들과 멤버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한다.
75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멤버들
멤버들은 75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한다. 또한 오픈거브허브는 네팔과 라이베리아에
지부가 있다. 향후에는 지부를 확장할 계획이다.

오픈거브허브는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40개 이상의 단체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원하
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이다. 멤버 네트워크와 파트너를 지원하고 협력을 통해 시민의 권
한을 확장시키고자하는 오픈거브허브는 다음 세 가지 활동방식을 통해 미션을 달성하고
자 한다.
주요사업
1. 운영지원 (Operation)
멤버단체에게 세계 최상급의 코워킹 공간과 행사, 커뮤니케이션, IT 관련 스태프지원을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멤버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각 단체 당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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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4,000 절약) 모인 자원을 사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러한 운영 및 행정지원으로 인해 멤버들이 매년 절약하는 금액은 몇 천 달러 정도로 추
정된다.
2. 프로그램 기획 (Program)
오픈거브허브 네트워크 내외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오픈거브허브는 단기 프로그램
과 장기 프로그램을 주최한다. 실질적으로 오픈거브허브는 매주 3개의 행사를 기획한다.
지도 만들기, 와플 수요일, 스킬셰어 (기술나눔/기술공유), 워크샵, 해피아워 등 여러가
지 행사를 주최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절반은 멤버들만을 위해 진행되고 나머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 애드보커시 (Advocacy)
오픈거브허브 네트워크와 지식기반이 확대되면서, 범세계적인 열린정부운동이 직면하는
기회와 과제에 대해 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018년에 외부 파트너
와의 활동을 확장하고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1.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교훈
이는 오픈거브허브, Global Integrity와 Sunlight Foundation 간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훼손
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전달하여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DC와 라이베리아 오픈거브허브 스태프 교환
워싱턴 DC에 소재한 오픈거브허브의 본사와 라이베리아 지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흩어져 있는 허브들을 연계하고, 상호간의 배움 및 협력을 발달하기 위해 스태프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결된 허브들은 서로의 허브를 방문하고 행사를 공동주최
하기도 하며, 가상 교환 프로그램 또한 진행한다.
3. 글로벌 기빙 공유 공간 파트너십
오픈거브허브는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글로벌 기빙과 사무실을 공유한다.
때때로 비영리 운영 문제와 같이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
기도 한다.
4.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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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네트워크 내의 수많은 단체들이 인력을 공유하기 위해 같이 협력한다.
5. 기술공유 (skillshare) 와 실무그룹(working group)
본 단체는 소통, 혁신 및 운영과 같은 주제에 관해 매달 모여 논의하는 기술공유모임
등의 몇몇 협력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열린데이터, 닫힌시민공간, 적응학습과 열린
지역정부에 집중하는 실무그룹도 지원한다.

연관자료
/ 링크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3시

참석인원
Neda Zahdy (Director of Open Gov Hub, 센터장) / Izabela Chmielewska (Open Gov
Hub Program Manager 프로그램 책임자) / Bruce Teeter (Open Gov Hub Operations &
Facilities Manager 운영 및 시설 관리자)

질의응답 내용

1. 단체 및 공간에 대한 소개

이 협업공간을 통해 미션을 실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shared essential
resources; 필수적인 자원”이다. 공간, 스탭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시간 및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비정부 단체는 규모가 작고 미션을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 이런 자원 공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멤버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매일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회원은 50개 조직, 300명의 활동가로 이루어져 있다. 상근 멤버들은 지정석이 있다. 공간의 면
적은 20,000스퀘어피트(560평)가량 된다. 공간은 터미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멤버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공항처럼 설계했고 각 영역
을 “터미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 27 -

모든 공간은 개방되어 있고, 개인적인 사무실 공간은 없고, 모든 공간이 공유된다. 상급 직원도
다른 멤버와 같이 같은 면적의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투명성과 공평성의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
다.

Global Integrity와 Other Development Gateway라는 비영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
고 있다. Open Gov Hub는 사회적기업이지만 이 비영리기관들의 주도 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지만, 이윤은 모두 새로운 프로그램 창출하는데 사용한다.

협상, 문제논의 등을 위한 공용 공간이 총 4개가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 예를 들면
수유, 휴식, 기도,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도 있다. 전화업무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
다.

터미널 4는 행사 및 미팅 진행 공간으로 다양한 종류의 행사 및 미팅을 위해 설계되었다. 벽을
움직일 수 있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멤버들이 공짜로 이용 가능한 중요한 자원이며, 외부인은 대관료를 내고 사용 가능하다.

전체 책상은 160개, 공간은 작은 방부터 큰 공간까지 23개로 나누어져 있다. 책상 중 절반은 상
근 기관 및 단체들은 전세계 활동하는 단체의 워싱턴 지부인 경우가 많아서 기관별로 책상이 한
개 정도만 배정이 되어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10명이상의 멤버가 있는 큰 규모의 조직들이 차지
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작은 단체를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게 좋은 이유는 다양한 협력이 가능
하고, 큰 조직이 비용을 더 많이 내서 작은 조직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지는 점이 있다.

다른 국가에 있는 비슷한 테마를 가진 허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Open Gov Hub가 확장하고
있다. 테마가 똑같고 공간도 비슷한 제휴 허브(Global Affiliate Hub Network)가 현재 전세계에
6개 존재한다. 미국에는 워싱턴 지부 밖에 없으며, 다른 지부는 해외 - 알바니아, 파키스탄, 튀
니지, 나이지리아 2곳 그리고 라이베리아 - 에 있다.

미국 내에서는 조금은 더 단순한 형태의 파트너십 기관들이 있다. “Passport Partnership” 이
름으로 10개 정도의 기관이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있는데, 테마는 다르지만 비슷한 공간을 운영
하는 곳들이다. 이러한 공간에 방문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설명
한 제휴 파트너십보다는 느슨한 관계이고 각자 공간의 형태나 조직의 특징도 다르다. 패스포트
파트너십 공간들은 다음과 같다.

Tides Converge in San Francisco, Posner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Denver,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in Toronto, Civic Hall an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in New York City and the Center for Social Change in Mi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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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7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작은 규모와 큰 규모의 단체가 함께 (이 공간에서) 결합되
어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었다.

(두 번째 교훈을 말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2012년에 설립 되고 나서 일년 반 동안 더
작은 공간을 파일럿 차원에서 시작했다.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기간
이었다. 2014년도 4월에 이 곳으로 오고 나서는 100% 자체 수익을 통해 조직을 운영해왔다. 이
것은 NGO차원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차근차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오랜 기간, 현재까지도 작은
규모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항상 비용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유료로 이용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재정적
으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체 수익에 기반 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직을
유연하게 작동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기존의 비영리단체들은 재단 등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유연한 결정을 내리는 게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자립으로 인해 독립적 자율적 결정이 가능
하다. 더 많은 멤버가 생기면 매출은 더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 교훈은 두 비영리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구조가 리스크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공간은 사회적 기업이지만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세 명의 활동가는 이 허브를 운영하는
두 개의 비영리단체 소속이다. 시간의 100%를 허브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단체에
소속되어있다. 큰 단체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는데, 큰 단체의 재무팀 및 인사팀에
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Open Gov Hub팀이 그 단체에게도 운영 차원에서 더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교훈은 NPO협력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사교적 관계(Social Interactions)
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NPO간 협력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
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사교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있는 단체들이 다 비슷한
활동을 하고 기부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협력을 가로막는 큰 도전 지점은 NPO간에 왜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서로 같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서로에 대해 무엇이 가능한지 배울 수 있고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런 협력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 교훈은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배운 것인데, 프로그램 중심의 협
력보다는 기능 중심의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반적 운영에 필요한 기능 (커뮤니케이
션, 인력자원, 재무적인 관리, 홍보 등)이 부족한 소규모 NPO들이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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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많은 단체들은 정책연구, 애드보커
시를 하는데 이런 경우 연구방법과 같은 사업의 고유한 방식을 공유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한
된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멤버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Open Gov Hub에서 주도적으로 협력
을 촉진하고 있는가?

둘 다 있다.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 중 한가지 예는 협력사업을 위한 씨앗펀드 기회 제공을 한
적이 있는데, 공동 지원신청을 받아들였고, 그 제안서가 열린 정부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것이거
나, 내부적 시스템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서 작성된 제안서
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 달 간 진행했고, 신청자들 중 2명에게 5천달러를 각각 주었는데, 그
결과물을 이번 달 오픈 하우스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펀딩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 이유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각 단체들이 어떤 식
으로 협력하고 그 협력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번 여름 업무효율에 관한 생산성 워크샵을 했었다. 허브 멤버들이 같이 모여 업무효율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 받는 그런 장이었다. 슬랙이나 스마트시티와 같은 효율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도
구에 대한 훈련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많았다. 이런 워크샵이 단체들과 담당자 간 협력도 촉
진을 했고 단체 간 협력에도 도움을 주었다.

4. 건물과 토지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나? 두 단체가 기부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단으
로 마련했나?

90%는 회원단체들의 공간이용료로 충당을 하고 있고, 5%는 외부인 대관료, 5%는 협력사업 씨
앗펀드와 같은 작은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보조금이다.

현재 공간은 10년 임대 중이다. (공간 비용자체가) 싸지는 않지만 10년 계약을 하면서 좀 더 저
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기빙과 같이 이주했는데. 글로벌 기빙과 함께 층 전체
를 계약하다 보니 건물주가 100만달러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다. 장기간
리스를 하는 경우에 미국에서는 흔한 경우이다. 다만 지난 4년간 공간을 운영하면서 이미 95%
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조만간 이사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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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NPO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응답

OGH : NPO센터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정부
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SNPO : NPO센터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하는 건 아니다. 역량 강화, 리소스 연계,
조직 지속가능성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이 활동가 출신으로 NPO 협업공간,

도서관, 공론장, 공동사무국, NPO쇼핑몰 등을 넣고 싶어 하며, 구상 중이다
OGH : Civic hall은 뉴욕시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몇 년 후에 시민테크놀로
지를 위한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정부가 건물 비용을 대주고 대신 이 단체가 시민들에게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을 제공하도록 한다. 뉴욕을 가서 만날 수 있도
록 이 단체와 연결해주겠다.
SNPO : 열린 정부 파트너십의 경우 한국은 정부에서 주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안
부가 주무 부처이다. 정부에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또
정부 대표들이 연수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정부도 열린 정부 파트너십 멤버이
다.
OGH :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Open Gov Hub는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
SNPO : 센터는 올해 안에 물리적 공간 찾으려고 하고 있다. 2021년을 공간완성 시기로
잡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연락하겠다.
OGH :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NPO들 지원하고 있는가?
SNPO : 대관, 역량강화 지원. 소셜벤처나 민간재단이 NPO를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들에게 총 1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예산은 서
울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센터가 별도의 모금은 하지 않는다.
OGH: 가장 효과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
SNPO : 전문가를 매칭해서 컨설팅을 해준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활동가들의 자
기성장욕구에 맞춘 학습 프로그램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OGH : The nonprofit centers network가 있다. sharedspacebootcamp.org를 방문해
서 살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 캐나다 150여개 단체 노하우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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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nprofit HR

기관형태

비영리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HR 서비스 기업

설립연도

2000

소재지

1400 Eye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

담당자

Corinne Hernandez / Executive Assistant to the President

연락처

chernandez@nonprofithr.com / (202) 644-7450

비전/미션

Nonprofit HR은 소셜임팩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들에게 필요한 인적자원
매니지먼트 분야에 있어,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선도적인 기업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관소개

노력을 프로젝트 기반의 HR 컨설팅, HR 아웃소싱, 역량강화, 헤드헌팅에 집중하고 있
다. NHR은 또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진 교육과 연구, 이벤트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들은 기관 내 구성원들의 인력관리능력의 강화라는 목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역량강화 -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직원들의 미션 수행을 위한 자원제공
주요사업

· 임원 찾기 - 미션을 이끌고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완벽히 적합한 임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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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아웃소싱 - 핵심적인 인적자원기능을 NonprofitHR의 전문가에게 일임하세요. 시
각적이고 현장중심의 기능 들이 제공됩니다.
· 역량 관리 및 인력계획 - 비영리기관에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역량 전략의 개발
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제공 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 - 핵심적인 인력개발 기술 학습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혁신 탐험
· 문화와 참여 - 기관의 문화적 필요의 충족, 구성원 참여 증대 및 기관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능력있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
· 감사 - HR기능의 효율성 측정 및 지역, 주별, 연방법에 근거한 법적인 문제점을 점검
· 보상 및 혜택 제공 -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력 있는 보상이 가능한
단체로 만들기
· 업무 관리 - 개인적이고 조직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
· 학습 및 개발 - 기관의 전략계획상 목표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주요 역량
과 행동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
· Research & Data / Insight Library / Workplace Learning
· Career (Find a Job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Employment Trends Survey
연관자료
/ 링크

Nonprofit Employment Practices Survey
Nonprofit Talent Management Priorities Survey
https://www.nonprofithr.com/research-data/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15시 30분 ~ 17시

참석인원
- Lisa Brown Alexander :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19년간 최고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고객들
은 미국 내 NPO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기반 작은 단체 부터 전국적인 큰
단체까지 다양하다. NPO가 새로운 인력자원, 임원 등을 찾는 것이 주요 사업이고, 프로젝트 기
반 컨설팅을 하기도 한다. 미국 외의 클라이언트는 현재 없다. 최근 호주나 뉴질랜드의 초청을
받아 교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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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eetha Subramanian : 고객관리매니저. 경영개발, 고객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을 담당하
고 있다.

-Lisa : 인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구조, 직책, 복지프로그램, 인사업무 등 4가지 부문
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다. 전에는 국제NGO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질의응답 내용

1. 비영리단체들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가 많이 있나?

미국의 비영리 부문은 아주 크다. 총 노동력의 10%, 총 GDP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000만명이 넘는다. 실제로 굉장히 큰 섹터이므로 모든 비영리 기관들이 경제적으로 취약
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본다.

2. 주요 클라이언트는 어떤 곳들인가?

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전문서비스, 회원제 단체들, 문화예술, 환경 단체들이 주 고객이다. 상
대적으로 아주 적은 비율로 의료와 교육 분야 NPO도 있다.

3. 애드보커시, NGO 그룹은 몇 프로 정도인가?

정식 통계가 있지는 않고 추측이지만 애드보커시단체(시민단체)는 10% 정도 되는거 같다.
매칭 지원이나 컨설팅 이외에 채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가?

상담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정보제공 기관은 아니다. 직접 채
용과 임원 찾기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후보자들과 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이다. 임원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도 연결해주고 있다.

비영리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며 NPO들과 계약을 맺고 적합한 인재를 연결해주고 있다.
직원 중 리크루터가 3명 정도이고, 일주일에 10명의 후보자 정도를 인터뷰한다. 영리 분야에서
비영리 섹터로 가는 고객도 있지만 주로 비영리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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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자, 회사 모두 비용을 지불하는가?

고용주만 돈을 내고, 리크루터들이 후보자를 찾아다니면서 적합한 인물을 찾아 매칭을 한다.

5.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는가?

지속적인 장기계약, 해당 후보자를 찾기 위한 1회성 계약, 프로젝트 기반 계약 등 종류가 다양
하다.

6. (연구에 따르면 증가세인데) 미국의 비영리 영역 고용규모 현황과 그 추이는 어떠한가?
비영리 부문은 다른 산업규모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지난 경기침체기간
(2008-2010) 전후에도 비영리부문의 서비스 수요 증가했는데, 정부 제공 서비스가 줄어들고, 민
간 기관이 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기침체기간이
이후에도 현재까지 비영리부문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공식적 통계 분석 자료는 없다. 주관적으로 해석해보면, 기부금이 줄어도 수요는 증가했고 정부
가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게 아웃소싱을 했을 수 있어서 단체들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

미국 국내 비영리부문은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는 NGO들에도 위 해석이 유효하다고 본다. 정부
가 보조금을 감소시켜도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주거문제, 국제개발, 사회복지 등 이런 서비스
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위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비영리 영역 일자리의 질은 어떤가?

분야마다 다르다. 지원이 잘되는 교육, 의료분야는 일자리의 수준이 높지만, 복지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는 일자리의 질이 아주 떨어진다.

8. 비영리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좀 더 공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비영리
종사자들이 빈곤 수준 이상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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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방정부가 전국적 기준을 정하고 주 정부 별로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 기준을
세우는데 연방정부가 그 수준을 높여야 주정부도 높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높이는 게 가장 필요
하다고 본다.

9.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단체가 많은가?

최저임금 이하로는 절대 주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생활이 매우 어렵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살 수 없고, 아이다호 주와 같은 지역은 좀 낫
다. 그리고 비영리 종사자들은 시간제 근무가 많고 임시계약직이 많다.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
계유지가 어려운 이유이다.

10.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 평균 연봉이 초임직원이 4만불, 중간직군이 5만불 상위직군이 6만불
정도라고 나와있는데 생계유지가 가능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학, 고등학교, 인턴쉽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비영리종사자들은 최
저임금 이상 받을 것이다. 직무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 4인 가족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 이상을 받는 것인가?

연방정부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4인가족 최저생계비 같은 개념은 없다. 기업들
의 반대로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이 되기 위해서는15년의 애드보커시가 필요했다.

12. 비영리 영역의 고용을 늘리거나, 고용의 안정성을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
행하는 게 있는지? 그런 정책을 진행한 주정부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있나?

미국 경제는 정부, 민간, 공공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부는 정부 섹터 외 섹터를 간섭을 하지 않는
다. 비영리 영역의 관행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감독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변화도 많지 않다.
대신 연방 정부 차원의 고용 관련법제도(government employment law)는 있고, 차별금지법(나
이, 젠더, 인종 등) 등은 있지만,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같은 것은 없다.

13. 비영리 일자리를 연결할 때 임금 외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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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부문에서 신규 인재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부문과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이다. 영
리 부문에서는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는 영리
나 비영리가 모두 비슷한 직무능력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회계, 인사노무 등은 공통적이
다. 그런 부문의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여에 따라 직장을 많이 바꾼다. 그래서
인재 유지도 문제이다. 직책이 낮을수록 고용기간이 짧다. 결국 저임금 때문인데, 더 높은 임금
을 받기 위해 고용기간이 짧아진다고 볼 수 있다.

14. 비영리와 영리간 이직율은 어떠한가?

직원의 경우 비영리에서 영리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임원들 같은 경우 영리에서 비영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가치와 미션을 중시하여 비영리영역에서 업무를 할 경우 임금이 낮아도 경력개발이나 성장기회
를 위해 계속 일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이나 임금 수준이 낮아도 교육, 자기계발 가능성이 있으
면 인재유지가 가능하다.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영리 부문에서 일해도 자기가 쌓아온 기술을 가치지향적 일에 적용
하고 싶어서 영리에서 비영리 부문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4-50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
꿔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다.

15.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나?

제한적인 자원 때문에 전략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인력자원
의 중요성을 모르는 조직들이 있다. 그래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단체들이 기업
이나 재단에게서 지원 받는 방식이 80%는 프로그램(사업), 20%는 인프라 운영 비용에 사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인력자원에 쓸 돈이 부족하다. 그
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의 예산 내에서 할당하는 방식을 좀 더 재구성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16. 비영리기관에서 최근 찾는 인재상은?

우선순위는 미션에 대한 열정, 업무에 대한 의욕, 관련 분야의 경력,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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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이 아주 중요하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과 협력하게 되므로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펀드레이저, 프로그램 매니저 등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대한 수요가 있다.

17. 단체들이 자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가?

크든 작든 간에 근무환경,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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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rban Institute

기관형태

설립연도

소재지

비영리 영역 연구기관
연구소 내의 여러 부서 중에 the 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가 있음

1968

500 L’Enfant Plaza, SW
Washington, DC 20024

담당자

Elizabeth Boris PhD / Institute Fellow

연락처

Phone:

비전/미션

202-261-5770 / Email: eboris@urban.org

비영리 및 자선부문에 가장 유용한 증거를 제공하여 기관의 성과와 개선에 기여

1968년에 설립된 Urban Institute는 정부, 지역사회 지도자, 실무자 및 민간부문 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주 및 국가 차원에서 도시 및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
기관소개
The Urban Institute는 워싱턴DC를 기반으로 하는 씽크탱크로서 "open minds,
shape decisions, and offer solutions"라는 모토 아래 경제 사회 정책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계약, 재단 및 개인 후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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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정책 효과, 비교 옵션 등을 측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최대 최소를 보여주고, 통
념을 점검하고, 추세를 밝히고, 비용, 이익 위험을 명시한다. 연구소는 독립적이고 진보
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서비스:
1) Strategic Advising:
* 자선, 정책환경에 대한 기관의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기업 및 재단에게 자선활동 및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
* 사례: The Health Foundation for Western and Central New York 와 함께 뉴
욕 주 북부 비영리 단체 리더들과 면담해 애드보커시 전략 세움
2) Evidence Assessments:
* to support evidence-informed practice in the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ectors, we conduct rapid evidence assessments to help practitioners mobilize
the full range of evidence relevant to their programmatic interests.
* 개별 기관에 해당되는 자원 및 비용, 현지 상황을 고려해 기관의 프로그램 설계에 도
움되는 자료 및 증거를 제공
* 사례: The Robin Hood Foundation 에서 현재 접근 방식의 강점을 검증하고 개선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비용-편익 통계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
3) Grantmaking and grantmaking analysis:
* 자금 조달자들이 개별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 주기위해 분야 별로 스캔을 진
주요사업

행함
* 자금 수령자 찾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 교부금 배포 및 관리
* 자금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및 분석
* 사례: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와 함께 새로운 데이터 사용 확산이
목적인 3개의 자금조달 이니셔티브에서 3백만 달러의 보조금 관리 및 모니터링.
4) Capacity-building services:
*비영리 단체와 재단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빠르게 혁신하며 비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
*내부 역량을 구축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움
* 사례: The Citi Foundation은 CNP를 전국의 6 개 도시에서 지역 사회 변화를 가능
하게 하는 40개의 국가 및 지역의 영향력이 큰 비영리 단체로 구성된 Community
Progress Makers Grantees의 데이터 및 평가 역량 구축 파트너로 선정.
5) Program Evaluation:
국가 및 지역의 비영리 단체, 재단, 기업 및 지방, 주 및 연방 기관에 광범위한 연구 방
법론을 사용하여 조직 및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
* 사례: The United Way of the National Capital Area에서 5년 지역 사회 확약 계
획을 평가하기 위해 CNP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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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The 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와 함께 AmeriCorps 프로그램
이 AmeriCorps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사례: Civic Corps와 City Service Corps의 두 AmeriCorps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New York City Service 에 의해 선정됨.

데이터 및 연구 이니셔티브: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The MasterCard Center for Inclusive Growth,
JPMorgan Chase & Co., The Open Philanthropy Project 에서 연구 지원
1) Th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비영리 부문의 성장, 재무 및 정책 입안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기타 추세에 대
한 최상의 통계 제공
2) Charitable Giving Potential:
*기부의 수준, 효율성 및 전반적인 경제적 기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 기부 추세를
조사함
*Urban-Brookings 세금 정책 센터와 함께, 세금정책 변화가 기부 관행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
3) History of Philanthropy program:
*비영리 및 자선 단체의 역사를 연구하여 민주주의적 기관 및 관행과 자선의 관계를 조
사하고 자선이 미국사회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봄. 이로 인해

자선의

성공, 실패 및 영향에 대한 이해 형성
4) Place-Based Impact Investing:
현장 기반 임팩트 투자의 영향을 학습, 적용 및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해하
기 위해 설문 조사, 인터뷰 및 컨텐츠 분석을 수행
5)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Social Justice Philanthropy:
구조적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촉진하며 공평한 보조금 배부 관행을 형성하
기 위해 현재 관행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 제시
6) Nonprofit Sector Regulation: 비영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실무 개
선을 위해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탐구
7) 비영리연감 (Nonprofit Almanac):
- 2016년 발행된 비영리부문연감 서문 저자는 Elizabeth Boris (면담자)

연관자료
/ 링크

The Nonprofit Almanac
- The Nonprofit Almanac features the most comprehensive and up-to-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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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n the nonprofit sector.
- https://www.urban.org/policy-centers/center-nonprofits-and-philanthropy/p
rojects/nonprofit-almanac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0시 ~ 12시

참석인원 : Elizabeth Boris PhD / Institute Fellow

질의응답 내용

1. Urban Institute와 the 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이하 CNP) 소개

Urban Institute는 1968년에 설립된 사회과학연구소이다. 린든 베이 존슨 정부에서 “Great
Society”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워싱턴DC의 많은 연구소들이 씽크 탱크보다는 오피니언
탱크-팩트보다는 의견이 중요한 연구소-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정부, 비영리 연구소로서
501c3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CNP 는 1996년도에 비영리 단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lizabeth Boris는

센터의 창립자 (“founding director”)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립기부통계국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런 정보들이 비영리 부문에 대한 연구를 개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관(“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기부 및 봉사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하는 부처)으로부터 비영리에 대해 (공모사업 방식으로) 연구 위탁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
면 봉사활동과 봉사활동관리에 대한 “request for proposal”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위탁한 재단에게 연구정보를 먼저 제공할 수는 있지만 모든 연구자료는 온라인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인쇄본으로 발간할 때는 출판을 하는 곳에게 돈을 지불하고 책을
구매 해야 한다.

국립기부통계국 모든 등록된 단체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양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규모 및 각 비영리 단체들의 재무적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어서 비영리 부문의 연구에 대해 큰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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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결과 70년대에는 필란트로피나
비영리 부문에 대한 학위 과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국에 300개가 넘는 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필란트로피/비영리를 주제로 하는 학술지, 협회, 언론매체 등이 생겼다.

이

통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디지털화

되기

전에는

자유정보법

요청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를 통해 정보를 요청하거나 UI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얻어야
했었는데, UI가 정보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연구자들이 쉽게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한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라는 말은 좀 더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3섹터, 소셜 섹터, 인디펜던트 섹터,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의미이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쓴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셜섹
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정부와 기업에 대비해서 사용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본다. 개
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이 부문에 오래 있다 보니 비영리 부문이라는 용
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법 상으로 비영리 조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자선단체만 기부
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시민사회단체의 설립의 근거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이다. (최근 표현
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경계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이는 자선단체에 대한 법령은 1601년도 영국
법 엘리자베스 법령을 관습법으로 채택한 것과 관계가 있다.

자선단체는 세금이 면제되는 단체이지만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의해 감독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런 기관이 자선단체를 감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
서는 국세청, 주 차원에서는 Attorneys general (법무장관실)과 State charities office(주 자선
국)가 자선단체를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다. 법무장관실과 주 자선국에서는 국세청에서 목록을 받
아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임금수준이 적합한지,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
지, 활동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단, 종교단체는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단체는 자동적으로 자선단체라는 지위가 부
여된다. 가끔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화예술활동하는 단체는 거의 다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고, 정보 공유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
단체들도 있으며,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거의 대부분 비영리 단체이다. 예를 들면,
전미 총기 협회도 비영리 단체이고, 총기를 반대하는 단체도 비영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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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기관 방문 결과 비영리활동가들 처우가 매우 좋지 않은데, 고용규모 성장이 의미가 있
는가?

노동통계국, Johns Hopkins센터와 협력해서 구축한 고용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5.3%의 대형
비영리 단체가 대부분의 자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재단 및 단체에는 충분
한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비영리 부문의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비영리 부문에 의료 및 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이 두 분야가 고용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의료 분야는 자영업인 의사는 포함하지 않는
다. 교육 및 의료 분야를 제외한 비영리 영역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자료가 있다. 비영리 연감을
확인해 보면 찾을 수 있다.

어떤 비영리 부문은 고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휴먼서비스-직접 전달하는 복
지 서비스-의 경우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휴먼서비스 종사자들은 저임금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40%의 단체들은 많은 경우
회계연도 말에 충분한 자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overnment Contracts and Grants with Charitable Nonprofits라는 자료를 참고하면 좋겠
다. 정부와의 계약이 가능한 이러한 단체는 일정 정도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의 단
체들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 위탁에 의존하는 이런 단체들은 정부
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면 이
런 단체들도 감소한다.

3. 501c3 에 등록된 단체와 501c4에 등록된 단체는 어떻게 다른가?

자선단체의 조건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자선활동은 하고 있어
서 501c4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로비활동과 같은 정치적인 활동을 더 하고 싶은 경우에
501c4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자선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애드보커시 활동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애드보커시를 할 수 있지만 애드보커시가 주요 목적일 수 없다. 회원제
단체면서 애드보커시를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단체들은 501c4로 등록하는 게 더 적합하다. 수익
의 50%를 로비활동에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미 총기 협회, 많은 환경운동단체와 같은 애
드보커시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제 단체들이 있다. 물론 모든 501c4 단체가 애드보커시 단체는
아니다. 회원제단체(member-serving organization)로서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501c4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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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개혁의 영향은?

기부를 할 인센티브를 줄였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원금
을 줄이고 기부할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비영리 단체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는 데이
터가 없어서 확실하지 않지만4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된다.

5. 역량과 규모가 부족한 단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은 없는가?

지원에 관한 연방 체계가 있기는 한데,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내려주고 주정부와 지자체가 각
단계를 거치면서 지원을 추가해서 비영리로 가는 방식이라, 사실상 이 중에 연방정부 지원금은
매우 적고, 비영리단체들이 심지어 지원금 출처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추후에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

미시건 주와 같은 주는 주 차원에서 역량강화 지원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미시건에서 주지사와
비영리 단체의 연계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해 한 재단이 재정적인 지원 제공
한 사례가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비영리단체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부처 내에서 비영리 중심의 직책이 있다는 게 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ational Council on Nonprofits에서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에 비영리 부문 내에
있는 문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부에 개선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비영리부문을 위한 법령이나 조항이 비
영리 담당하는 정부부처 내에서 비영리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공익
활동 지원 지침의 개선 같은 것과 유사하다.

20년 정도 활동을 해온 캘리포니아 비영리 협의체 (California Association of Nonprofits)는
주 단위 기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 부처가 위탁한 단체에게 임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고, 총 비용을 커버할 수 있도록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컨퍼런스에 정부 인
사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이런 변화는 주 정부 차원에서 비영리 단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이 기관은 (정선애 센터장님 각주에 쓴) 공익활동사무국과 같은 기관을 말하는가?

협의체는 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다. 비영리 기관이지만 중간지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주
차원에서 애드보커시를 많이 하고 있다. California Associtation of Nonpropits의 경우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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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Independent Sector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 비영리에 대한 주 정부 정책을 잘 파악한 조
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부문을 주 차원에서 대변하고 있다. 공익활동사무국 (Governor’s office
on volunteerism) 은 정부 부처라고 생각이 된다. 모든 주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매우 적은 수의 주에만 존재한다. 미시건, 커네티컷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캘리포니
아에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이지는 않다. 연방차원에는 Americorps를 운영하는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가 있다.

7. 비영리 부문에게 중요한 과제는?

재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비영리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환경이 중요한데, 인디펜던트
섹터와 National Council on Foundations 와 같은 조직도 이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본다.
비영리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필요하다. 1980년도에 Independent Sector 조직이 설립되었을 때 비영리 부문은 가시화 되어
있지 않았고 비영리부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비영리 부문을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였고 현재도 그렇다. 비영리부문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
한 상태고,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무국이 있지만 비영리는 그렇지 않다.

8. 비영리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한국에서 비영리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필요하다. 자료 중 Charities’ Sources of Revenue 참조
하면, 미국 비영리부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수수료, 정부지원금, 개인기부,
투자수익 등이 있는데 개인기부차원에서 저녁 행사를 마련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스타트업/창
업 활동 혹은 이사회에 부호들을 초청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기부를 창의적으로 접
근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부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므로 좀 더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9. 우리정부가 의지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사회에 대한 데이터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
서 정부를 대상으로 비영리부문을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도까지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이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몇 년도까지 이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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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는 식의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분석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하면 설득 과
정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 그 데이터가 없다면 미래에는 어떤 만큼의 자
원이 필요하고 비영리 부문이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NPO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는데, 이런 기관(CNP)이 한국에 있으
면 좋을 것 같다. 초기에 이 기관을 만들 때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초창기에 이런 필란트로피 및 비영리 기관에 관한 연구 아이디어는 앞서 말한 Independent
Sector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Atlantic Philanthropy라는 재단이 UI가 이러한 연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비영리 부문을 가시화해야 된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7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으로 다른 재단에서 두 배의 돈을 받을 수 있었고, CNP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면 정부나 기업가에게 가서 비영리 부문이 왜 한국사회
에 중요한지 설득하고 그 비전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CNP의 경우 좋은 기회가 운 좋게 찾아온 것일 수 있다.

10. 연구소 안에 비영리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 중 비영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지?

대부분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졸자를 바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영리 부
문에 있다가 대학원 공부를 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 발표 자료 출처에 나온 분도 비슷한 케이스
로 지금은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인데 나중에 다시 비영리부문에서 일할 수도 있다.

본인은 처음에 Council on Foundations 일할 때, Nonprofit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는데 그 이
유는 70~80년대에는 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현장 출신 연구자들이다.

11. CNP에서 관심 있는 의제는?

지금은 기부율 증가에 대한 연구에 관심 있는데, 기부율이 GDP의 2%로 정체중인데, 기부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 양극화로 인해 고소득층의 경우 기부금액이 늘어나
고 있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기부가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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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는 세 가지 이다. 첫 번째는 주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나 전반적
인 규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501c4 단체들에 대한 연구 특히 저소득층 커
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앞서 말한 기부율 추

세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기술, 정치적 활동 등 새롭고 다양한 의제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지침)이나 제도들
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를 논의하고 있다

CNP센터장인 Sheena Ashley의 경우에는 재단들과 성과측정 연구 중인데, Mario Morino라는
분이 설립한 Leap of Reason의 경우, 비영리단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비영리부문이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
로의 성과를 측정하는 실천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제고, 기부자들의 경우 자기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의무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기관과 협
력해서 performwell.org라는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금을 못 받아서 아직 만
들지 못했다.

Cooperation for National Community Service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봉사활동이 줄어
드는데 그건 큰 문제다. 자원동사자들이 기부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중요성
과 잠재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봉사자들은 장래에 다른 단체에서 일할 수도 있
고, 사회적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아주 잠재력이 있다. 봉사
활동기회를 늘리는 것은 고객 베이스와 지원자 베이스를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구축
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12. Amercorps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이 비영리로 갈 확률이 높은가?

비영리 부문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다.
정부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다. 평화 봉사단(peace corps.) 참여자는 아주 높은
비율이 비영리 부문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잘 아는 분은 Americorps의 Shirley
Sagawa라는 분으로 한 번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13. 결론 관련하여 정리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 48 -

비영리 경영 리더십(Nonprofit Leadership in Management)는 저널/학술지로 운영에 관한 연
구를 많이 하는데, 이에 따르면 비영리 영역에 재무적 부분을 다루는 회계사 수가 증가하고 있
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아주 인기 있는 주제라고 한다. 학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기업
에 관심이 많다. 앞서 비영리영역이 GDP 5% 정도라고 했는데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성과측정은 꽤 연구가 많이 되었고 정부에서 이런 연구를 요청/진행하고 있다. 재단들도 연구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부 수요를 알아야 재단이 성과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영리부문 평가는 한정적인데 여러 단체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정보교환은 부
족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collective impact”는 서로 다른 분야의 개인이 특
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의제로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참여, 애드보커시에 대한 연구는 태동단계에 있다. Nonprofit Vote (비영리 투표) 라는 곳
은 유권자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단체 하나에 불과하다. 이 유권자 운동은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것이다.

연방예산이 NP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법률 연구학자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기부 증가에 효과적인가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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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Council on Foundations

기관형태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우산조직

설립연도

1949

1255 23rd Street NW,
소재지

Suite 200
Washington, DC 20037

Brian Kastner / Manager, Global Philanthropy
202-991-0953 / brian.kastner@cof.org
담당자
연락처

Natalie Ross
Vice President, Resource Development & Strategic Opportunities
202-991-2517 / natalie.ross@cof.org

비전/미션

자선단체 활동능력을 확장, 향상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 리더십 및 도구를 제공

* 1949년에 설립된 활발한 자선 네트워크
* 보조금 조성 재단 및 기업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리더십 협회
기관소개
정책·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와 협력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미국의 여러 시민사회 우산
조직 중 하나. 작은 규모의 지역재단부터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같은 거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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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공익재단의 ‘우산조직’이다. 전미 재단을 대표해 연방정책,
의회 로비활동, 세금 관련 정책, 행정부와 관련한 자선 파트너십 활동을 한다. 매년 전
국대회를 열고 재단의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 ‘미국 사회의 변화나 도전과제, 재단의
역할 변화’ 등을 공유한다.

* 자선영역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육성하는 교육 및 전문개발 프로그램 제공
* 자금 조달 관련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규제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제공
* 기부가 세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지원
* 자금 조달자 간 관계 형성 및 강화
* 의회 및 행정부에서 일하는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기관의 다양한 멤버들을 대변
1) COF 멤버십이 가져오는 다양한 혜택: 1. 인맥형성 및 네트워킹 2. 법률 상담 3. 정
부를 대상으로 한 애드보커시 관련 상담 4. 자선기관 운영에 대한 맞춤형 상담 5. 경력
발전 관련 정보 제공 6. 리더십 훈련 기회 7. 비영리 영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뉴스레
터로 제공 8.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발행물, Benefits 보고서/직업 혜택 관련 보고서,
연간 Grantmaker Salary 보고서) 를 할인 된 가격에 이용가능
2) COF Career Center/ 커리어 센터:
주요사업

* COF 회원, 비회원 및 조직으로 분류되는 비영리 종사자들을 고용주와 연결
* 전국에서 비영리 직업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
* 직위, 업무분야 및 지역의 세 가지 분류로 비영리 직업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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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b Search Resource Center/구직 자원 센터:
이력서 작성, 소셜 미디어 구성, 인터뷰 및 비영리 부문에서 경력 향상을 위한 기타 방
법에 대한 정보 제공

*Tax Reform Act of 2014 (2014년 세금개혁법):
연관자료
/ 링크

https://www.cof.org/sites/default/files/documents/files/Tax%20Reform%20Act%
20of%202014--Public%20Summary_0.pdf
*Form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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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f.org/sites/default/files/documents/files/2017-990.pdf
*COF Financial Report 2017:
https://www.cof.org/sites/default/files/documents/files/2017-Consolidated-Audi
ted-Financial-Statements.pdf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3시 ~ 14시

참석인원
Brian Krastner - 글로벌 필란트로피 매니저 (Global Philanthropy Manager). 해당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음. 미국 내 멤버와 해외 멤버의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Natalie Ross

- 부대표 (Vice President). 리소스 부서와 전략기획부서에서 수익구조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한지 5년 되었음. 그 전에는 아가 칸 재단(Aga Khan Foundation,
COF회원 단체)에서 국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업무를 담당했음

질의응답 내용

1. COF 설립배경
1949년에 설립된 단체로 설립한지 70년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지역사회 재단네트워크로 활동을
하다가, 지역사회재단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역사회재단들을 대변하는 역할
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지역사회재단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재단들을 대변하고 있다. 700
개가 넘는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재단, 기업재단, 민간/사립재단, 가족재단 등을 포함하
고 있다. 그 중 5개의 재단들이 유럽에 있다.

2. 회원 가입 조건

회원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700개가 넘는 숫자가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은 미국의 재단들이지만 미국 밖의 재단들이 5개 정도 있다. (주로 유럽). 우리 협의
회에서 회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단의 형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분업무를 하는
재단 그리고 미국에 비영리 공공 자선단체로 등록된 곳이다. 주요사업이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배분업무인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역기반의 재단들이 많고(현재 멤버의 1/3), 지

- 53 -

역사회에 직접 배분을 진행하는 배분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공공재단의 수가 많
지 않다. 공공재단은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3. 회원단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가?

지원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매년 1,000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훈련도 하고, 법률 자문이나 배분에 대한 리소스도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을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대한 조언이나 이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다.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의회에는 현재 최소 4명의 변호사가 근무 중인데 자문과 상담 업무만 하고 있다. 자문이 필요
한 사람이나 기관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에 대해 질문하면 그
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주거나, 그 재단에 소속된 변호사와 어떤 부분을 상의하면 좋을지 조언을
준다.

4.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재단유형에 따라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이 다른데 커뮤니티 재단의 경우 community foundation
excellenc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반적 운영 훈련이 제공되는 기본 핵심 교육이다. 재원조달
등 재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면, 또한 1일 법률 워크샵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단
들이 알아야할 기초법률에 대해 교육하기도 한다. 그리고 매년 웨비나 등 온라인 리소스를 제작
하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1년에 4번 기본핵심교육을 운영하고, 재무교육은 1회 정도, 법률 워크숍은 연
간 6회 정도 진행한다. 웨비나는 매월 2~3 정도가 공개되는 것 같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컨퍼런스 이외에 9월마다 150명 정도가 참여하는 재무 및 기부 서밋
(Finance and Endowment Summit)를 기획했고, 역시 매년 9월 진행되고 50여명이 참여하는
인력자원 서밋 (HR Summit)이라는 제목으로 인력자원 및 인재를 중심 주제를 다룬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인재양성 관련하여 1년 동안 진행되는 Cohort Learning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매년 24명 참여를 받는데, 각 재단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중에 최고경영자
업무를 하기 위한 역량강화나 상급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 4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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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업을 진행하고, 매달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1:1 리더십 코치가 배정된다. 교육비
는 회원단체 활동가에게는 5,000달러, 회원단체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7,000달러를 지불한다.

COF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의 기관이나 대학 등과 협력해
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5. 회원 단체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회원들은 1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한다. 재단 유형과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재단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새로운 회비 규정을 지난 달에 시작했으며, 총 6가지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최저 금액은1,000달러이고 최고 금액은 45,000달러이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멤버십 혜택을 다 정리한 페이지가 있다. 회원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 및 교육에 참
여할 수 있고, 법률지원 등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COF 홈페이지에 있는 채용구직 플랫폼은 회원단체 소속 재단만 이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오픈 플랫폼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관은 비용을 내고 채용공고를 내고 구직자들은 무료
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회원 여부에 따라 다른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COF가 별도의 마케팅이나 홍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알아서 활용하고 있는 게시판이다.

Job Resource Center역시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게시되어 있는 정보이고, 이 페이지와 관련
해서 대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 예전부터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페이지
이다.

7. COF내부 고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재 채용을 하는 경우 COF 내부 게시판, LinkedIn에 공고를 내든가 커리어센터에 올리든가 하
는데, 채용절차는 전화 인터뷰, 직접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비영리 인재 채용에 특
화된 회사들을 통해서 임원 헤드헌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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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hilanthropy Exchange는 어떤 사업인가?

필란트로피 익스체인지는 회원 기관들을 위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이고, 멤버 혜택에 포함된
서비스이다. 페이스북 그룹 처럼 기능하는 개별의 커뮤니티들이 이 플랫폼 안에 있다. 회원단체
소속이라면 누구나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고, 이 플랫폼에서 본인이 원하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커뮤니티, 재난구조단체 소속 활동가 커뮤니티 같은 것들
이 있다. 커뮤니티에 소속되면 정보교환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이 직원들을 교환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원단체들이 자발

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직원교환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COF가 관여하는 사안은 아니고, 사실
상 직원교환은 별로 본 적이 없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한다.

9. 회원단체 중에 환경, 인권 등 사회적 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가?

멤버들은 대부분 애드보커시를 하는 재단들이다. 다양한 의제 분야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다
만 CSO NGO라고 할 수는 없다. 501c3 재단들이지만 민간/사립재단으로 등록됨. 멤버들의
60%가 민간/사립재단임. 나머지는 공공자선단체로 등록 되어 있는 지역사회재단. 민간/사립재단
들은 재원이 한 가족이나 한 명의 개인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지역재단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재원이 모인 것이 차이점이다.

10. COF는 어떤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는가?

“자기방어”를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필란트로피 섹터를 규정하는 법/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애드보커시와 정책이 COF의 주요 활동이다. 예를 들면 필란트로피 부문의 규제에 대한 애드보
커시를 하는데, 재단은 세금면제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단이 운영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
금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COF의 변호사들의 경우 세금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1. 재단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민간 재단들은 자원을 보통 1곳의 출처에서 받는데 기본재산으로 규정된다. 법적으로 민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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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년 총 자산의 5%를 자선활동에 써야 하고, 수익에 소득세(excise tax) 1~2%정도를 납부해
야 한다. 자산 혹은 기본재산이 100%라면 배분사업으로 5%를 지출하는데 기본재산 수익이 5%
이상 발생해야 매년마다 기본재산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영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12. 로비와 애드보커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로비는 특정한 안건이나 법에 대해 투표하라고 의원에게 요구/부탁하는 것이다. 애드보커시는
어떤 이슈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알리는 것에 가깝다. 모든 비영리조직들은 로비활
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민간재단은 제한이 가장 많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는 로비
를 할 수 있다. 해당 재단에 적용되는 세금 안건이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경우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로비는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하고, 스태프들이 직접 하기도 한다.

로비의 예시를 들자

면, 기본재산에서 받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현재로는 1% 혹은 2%인데, 재단들은 1%를 원한
다. 그런데 소득세를 1.39%로 정하는 법안이 올 해 소개 되었고, 이 법안에 대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COF가 이것을 지지하는 이유는 1.39%라는 한 가지 옵션만 있는 것이 1% 혹은 2%
중에 한 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이 소득세에 대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왔고, 올 해 이러한 법안이 소개 되었기 때문에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13. 트럼프 정부에서 특별히 애드보커시 하는게 있는지?

멤버들이 하고 있는 활동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활동은 다르다. 이 정부에서는 2017 세법이 가
장 이슈이다. 2017 세금개혁은 기부로 인한 세금면제 혜택은 계속 부여하나, 표준 공제의 금액
을 2배로 늘려서 항목별로 세금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항목별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 5%로 줄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항목별로 세금 신고를 하
는 경우에 기부의 여부가 세금혜택에 영향을 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에 기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COF는 보편적인 기부 공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 기부를 하면 항목별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면세혜택 주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
았지만, 기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 나오기 시작한 자료들을 분석했을 때
증거가 추측과 맞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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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단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데 어떻게 조정하는지?

COF는 빅텐트로 규모나 이슈 등 다양한 특성과 구성을 가진 재단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기후변화, 환경, 낙태 등등. 재단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재단의 목적이나 이슈에 대한 입장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COF의 주요 목적은 이런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플랫폼을 제공하
는 것이므로 이런 재단들이 자기가 차이의 문제점을 교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COF가
각 이슈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어서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

의회 통과한 한 법안이 한 재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재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법안이 재단
들이 다루는 이슈에 대한 법안이면 입장을 내지 않지만, 어떠한 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면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15. 재단이 서로 협력하는지? 큰 재단이 작은 재단을 인큐베이팅 하는 경우가 있는지?
지난 5년 새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있는데 협력기금(collaborative fund) 이라는 것이다. 여
러 개의 재단이 함께 기금을 모아서 하나의 단위로서 한 가지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다. 전반적
으로 점점 협력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기업과 지역재단 간 협력 또한 나타나고 있다. 큰 재
단이 작은 재단을 인큐베이팅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흔하지는 않다. 큰 재단이 성과 있는 프
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하는 인큐베이팅 유형
이 있다.

16. 트럼프 정부의 세금개혁 관련한 추가 내용

미국에서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신고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거나 항목별
로 정산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는 기부금이란 항목을 포함하고 사업비와 관련
한 공제 항목도 있다. 납세자들은 항목별 공제가 표준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항목별 공제를 선
택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기부금이 세금공제 혜택을 표준 공제에서 받는 혜택보다 크면, 더 많
은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항목별로 세금신고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개혁을 통해 표준 공제 혜택이 상당수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
은 기부금 혹은 다른 항목에 의해 받는 공제 금액이 현 표준 공제 기준인 $12,0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별로 세금 신고하는 것 보다 표준 공제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었다. 미국에
서 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기부하
는 인센티브를 줄일 거라 예상되고 있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기부함으로 받는 세금혜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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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참조하면 좋다
https://smartasset.com/taxes/standard-deduction
https://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how-did-tcja-affect-incentives-charitabl
e-giving

17. 민간재단의 5% 기금 규정에 관하여 추가 설명

민간재단은 $1억 정도의 큰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된다. 이 기부금은 재단의 기본자산 혹은 “재
산" 이다. 이 기본자산은 증권에 투자되어 재단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매년, 민간재단은 기본자
산의 5%를 지불해야 한다. 이 말은 즉, 기본자산이 1억인 재단은 해당 연도에 500만 달러의 기
금을 배분해야 한다.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이 평균 6-7% (혹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더 이상
일 수 도 있음) 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 지불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도 투자이익이 5% 이상이
라서 재단은 지속가능하다.

정부는 재단들이 부를 영속적으로 축적하지 않고 재단에 투자된 돈이 자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끔 5% 지불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재단들은 언제든지 기본자산 5% 이상을 지불
할 수 있다. 1억 전액을 2년이내에 기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재단의 대부분
은 장기적인 성장에 더 관심이 있고 영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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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dealist.org

기관형태

Action Without Borders에서 설립한 채용구직 플랫폼 웹사이트

설립연도

1995

소재지

389 5th Ave, 9th Floor, New York, NY 10016

담당자

Bradley Michelson /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연락처

+1 917 821 1015 / bradley@idealist.org

비전/미션

사람, 조직, 아이디어, 자원을 연결하여 의도와 행동 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

아이디얼리스트는 공익을 추구하는 아이디얼리스트에게 실천과 협력의 기회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목표로 Action Without Borders에서 설립
기관소개

한 국제 네트워크로서 12만개 이상의 기관과 14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매월 웹사이트
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
니다. (채용, 인턴십, 자원활동,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연결)

주요사업

* Idealist Grad School Fairs/ 대학원 박람회:
2004년 부터 Idealist 대학원 박람회는 수 천명의 대학원 지망생들과 미국 및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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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익 분야 대학원 프로그램 입학 담당자들과 연결함
* Idealist Careers:
→ 비영리 영역에서의 일자리 관련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NPO 관련 뉴스, 사람 등 이야기 전달
* Job searching resources: 비영리 및 사회-영향 (“social-impact”) 부문에서 구직
및 직업개발을 탐색하는데 도움되는 자원 마련

→ https://idealistcareers.org/resources/

* 리크루팅 플랫폼 운영/ 구인구직: 기관과 구직자들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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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얼리스트는 미국 기반의 비영리기관에는 채용 공고마다 90불의 비용을 청구하
고 있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110불) 패키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됩니다. 또
한 인턴십 공고의 경우 25불을 부과하고 있고 영리의 경우에는 35불을 부과하고 있습니
다.

연관자료
/ 링크

https://idealistcareers.org/resources/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11시 ~ 13시

참석인원

Bradley Michelson

- 미국 중부 출신으로 청소년기 종교단체를 통해 비영리영역을 알게 되었음.
- 뉴욕에서 Fashion Institute 졸업하고 나서 소비자 경영 및 의류 경영 임원으로 일함 이
10-15년 정도 비영리 활동 잠시 중단. 봉사활동 기회를 찾기 위해 IDO를 찾았는데, 마침 기관
의 설립자가 신규가입자들을 초대해서 피드백을 듣는 자리가 있었고,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IDO
가 비영리 리크루팅 플랫폼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영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팀을
만들었고, 그 이후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어떤 오프라인 제품이
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현재 맡은 업무는 경영/비즈니스 협력을 감독하는 일이며, Microsoft 와 같은 기업, Civic
Hall 과 같은 단체 및 스탠포드 MIT 와 같은 대학과의 협력을 기획 중
- IDO 어플리케이션도 관리 중으로 이 앱은 세계 최초 가치지향, 위치, 검색 필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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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내용

1. 공간 소개

Idealist Days라는 것이 있는데, 매달 그 달과 날의 숫자가 같은 날에 사람들이 사무실에 모여
사회에 공헌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공유하는 행사 진행한다. 이 사무실로 이사 온 것은 2년 가
량 되었고, 사무실은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있다.

사무실은 각 팀별로 나눠지는데, Idealist Days & 혁신 기획 담당 팀, 프로그래머 및 기술팀,
Idealist Careers 담당하는 팀, 메인 플랫폼 운영, 운영, 고객서비스, 경영 시스템 및 데이터 분
석 팀, Idealist 대학원 입시 박람회 팀이 각각의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등등 10개의 도시에서 대학원 입시 박람회를 주최하고 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수백 명의 대학원의 입학 관리자와 만난다. 대부분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비
영리 부문과 관련 된 곳들이다. IDO에서 기획해서 IDO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매 박람회 당 250-260개의 대학원이 참여한다.

2. 웹사이트 소개

13만 개 조직이 등록되어있고, 채용 공고는 7천 건, 인턴쉽 공고는 5백건, 자원봉사공고 1만건
이 올라오는데, 채용공고는 30일간 게시되며, 매년 10만개 넘는 채용 공고가 뜨고, 15,000개의
봉사활동, 10,000개의 인턴쉽 기회 등이 게시된다.

비영리 및 사회적 미션이 있는 단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IDO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컨설턴트/공급업체, 채
용업체, 사회적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다. 비영리단체나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곳들만 가능하다.

가입 승인 전에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작동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적인지
도 체크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501c3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데, 웹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조직
같은 경우에 미션이 정말 사회공헌 목적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웹사이트를 번역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번역 작업은 진행 중
에 있다. 본사는 뉴욕에만 있고,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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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소개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의해 페이지가 구분된다. 유저들이 소통 및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 많은 유저들이 누가 주위에 있고 주변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
해하므로 플랫폼을 만들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LA에 환경 문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누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
하면 구글 로그인은 가능하지만, 다른 sns와 API로 연결하진 않는다. SNS 프로필 계정에 대한
정보는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소개는 할 수 있다. 동네 단위로 주변 사람 찾아서 행사 기획할 수
있다. 사람을 즐겨찾기 해서 나중에 연락 가능하다.

Idealist Days 연장선으로 페북 그룹이 있다.

4. 비영리 영역에서 인기 있는 직종은 무엇인가?

규모가 큰 단체는 변호사수가 많다. 많은 단체들이 애드보커시를 같이 하는데 정치후보자 지지,
미션을 달성하 는것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단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 범위에 대
해 변호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비영리 부문에서 스토리텔링 및 저널리즘을 담당
하는 커뮤니케이션 직종도 인기가 있다.

5. 사람들이 비영리부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급여가 조금 낮아도 일과 삶의 균형이 좋고,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급여와
일과 삶의 균형 등등의 복지는 단체 사이즈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단체는 번아웃이 올 수 있다. 뉴욕이나 해안 도시에 위치한 큰 규모의 단체
라면 시장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작고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단체는 펀딩
규모도 작은 경우가 많고, 단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끊기면 대책이 없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수준의 격차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비영리 일자리가 많은 해안 도시 같은 경우 이직 기회
가 많아서 임금수준이 더 높다. 교육분야에서는 주로 세금을 지원하므로 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
을 수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서 임금 격차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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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인터뷰

알렉시스 페로타 - 아이디얼리스트 커리어 팀 / 비영리 부문 이직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탬플릿
제공 등의 업무

로리 디 - 리크루팅 플랫폼 커뮤니티지원 고객서비스 팀 / 채용공고를 올리고 싶은 조직이나 구
직자가 아이디얼리스트연결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연결됨

리지 쿠케 - 마케팅 코디네이터 / 이 팀은 몇 달 전에 만들어졌는데 소셜미디어 관리, 대학원
입시 박람회,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함

레나토 - 프로그램 관리자 / 포르투갈어 팀을 담당, Idealist Days 담당 (10/10), 시민참여에 대
한 글로벌 운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1. Idealist.org 창립 계기나 과정은?

법인명은 Action without Borders이고, 사업체명이 idealist.org로 둘이 다른 곳이 아니다. 설
립자가 인터넷 시대 전에 upper eastside에서 비영리단체 명단을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
그 시작이다. 설립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자원은 많은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아서 자원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사
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 검색 기능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람들과 필요
한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최초의 비영리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

로고의 의미는 숲, 강, 태양 같은 자연을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하고, Imagine(노랑, 전구),
connect(연결, 물), act (행동하라, 청신호)를 의미하기도 하다. 누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데, 2년 전 쯤 창립자가 로고를 공공재로 내놨다. 이 로고 자체가 단체의 것이 아니라 이상
(Idealist)의 상징으로 진화했다 이 로고에서 공원에 그리면서 나는 아이디얼리스트라는 의미가
된다.

2. 구인구직 플랫폼의 수익구조는?

미국 비영리조직들은 공고 할 때마다 95달러를 내야 하낟. 파타고니아와 같은 사회적 기업을 포
함한 기업에게 적용하는 금액은 125달러이다.

이는 링크드인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

국 외 조직들은 무료이다. 수익은 박람회에서도 나오는데 참여자들은 무료이지만, 학교들은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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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면서 7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들이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한다.

보조금을 받을 때는 특정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영리 산업에 대한 보
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3. 기관과 구직자 간의 매칭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는지?

별도의 매칭을 위한 서비스는 하지 않지만, 등록된 조직들이 찾고 있는 인재를 직접적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콘텐츠 마케팅, 행사, 이메일 홍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을 이 플랫폼으로
유인하기는 하지만 헤드헌팅을 하진 않는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있는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없으므로, 인터뷰한 사람 고용된 사람 등을
알 수 없어서 신청자 추적 시스템 (“applicant tracking system”)을 개발하고 있다.

LinkedIn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구직자 프로필과 직업을 매칭하지만, 그 회사
는 수 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래에는 도전할 예정이다.

4. 아이디얼리스트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

적극적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문제 있으면 1:1지원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플랫폼을 최초로 설계한 단체이기도 하고, 25년 간 이런 플랫폼을 운영
해왔기 때문에 비영리 고용 시장에서 제일 알려지고, 가장 믿을만하다고 알려진 단체이다. 그러
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도 훨씬 많은 편이다.

비영리 채용할 때 LinkedIn 등을 통해 순식간에 200명의 후보자가 나타나지만 실제 자격이 있
는 후보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IDO에서는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는 높은 수준의
인재들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기관에서 찾는 인재가 많이 연결이 된다. 서베이를 통해
서도 인정되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대학친구, 교수님이 IDO 추천해주면 IDO를 먼저 가는 게 좋다. Indeed나
LinkedIn은 후보자가 많아서 경쟁이 엄청 심하고,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IDO를 통해 찾
는 게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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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자의 이직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건 무엇인가?

섹터 간 이동도 인기 많다. 경력단절 후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싶어하
는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리소스가 많다. 비영리 부문 내에서 이직을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자료도 많다. 특히 비영리 부문에서 일을 찾기 위해 필요한 이력서나 스
펙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1:1 상담은 하지 않지만 웹사이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질의를 통해 경력개발 단계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아이디얼리스트 안에 비영리단체에 특화된 커리어패스가 정형화 되어있는가?

정형화된 진로 같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 비영리 진입하고 싶지만 경력이 부족할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개인적 프로젝트도 시도해보라고도
알려주는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신청서 작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트폴리오에 넣
어보도록 하기도 한다.

7. NPO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는?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다양하다. 박람회에 있는 200여개의 대학에서 제안하는 진로설정은 다양
한 분야를 거친다. 법, 인사부, 교육, 재무 등 모든걸 할 수 있고,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가 비영리 관련 프로그램 졸업자가 영리 쪽으로 가는 경우보단 많다.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가치지향적 일을 원하고 더 다양한 업무를 수행/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요
구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므로 영리조직 내에서도 가치지향적 부분이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8. NPO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것이 다른 전공보다 메리트가 있는가?

구글, 페이스북 등 큰 기업들과 얘기해보면 엔피오에서 일한 분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
언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 다방면에서 발전된 인재도 증명된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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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로 엔피오 부문 경력자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리부문에서 개인적 미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IDO에서 그런 장을
많이 만든다. 영리부문에서도 비영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9. 한국에서도 IDO와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 때 조직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면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오피스 사진, 스텝 비디오 인터뷰, 근무환경 조직활동에 대한 세부
적 정보를 제공하면 좀 더 도움 될 것이다.

직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IDO가 이미 소프트웨어가 있으므로 그 소프트웨어를 번역 작업
을 하면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게 가능한가?

추후 협력과 관련해서 논의해 보자.
(운영 참여가 아니라 번역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생각됨.)

1년 전에 만든 포르투갈어 버전이 있다.

플랫폼 구축할 때 유저 유인에 어려움이 많은데 채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 기여하는 공
익활동 기회에 초점을 두면 더 많은 유저들이 올 것이다. 번역 작업은 어렵지 않았지만 브라질
에서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저베이스를 만드는 게 어려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봉사활
동, 공익활동 등 키워드를 초점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야 한다. 왜냐면 구인구직으로 초점을 맞추
면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주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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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ndid

기관형태

비영리단체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세워진 중간지원조직이자 지식뱅크

설립연도

1956

소재지

32 Old Slip, 24th Floor New York, NY 10005

Arif Ekram / Manager, Global Partnerships
212 807 3649 / arif.ekram@candid.org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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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 중심 도구, 연구, 분석, 모범 사례 및 교육을 제공하여 소
셜 섹터의 영향력 향상

비영리단체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세워진 중간지원조직이자 지식뱅크. 기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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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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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주고(The

Funding

Information

Network), 비영리 관련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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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소재하고 있으며 501(c)(3)법에 따른 비영리 기관. Grant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
과 찾으려는 곳을 연결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
인에서 다양한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다.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섹터가 자선금 및 기부금 모금을 원활히 하여 활
동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집을 출간하며, 기부와 자선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재원 조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
행하고 있다.
뉴욕 본부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 총 5곳, 인도네시아·중국·스리랑카 등 전 세계 13곳에
지부가 있다. 미국 및 전 세계 재단들의 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연구,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매일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센터 홈페이지
를 방문하며, 매년 재단 총수익의 60% 이상이 사람들이 구매하는 자료나 교육비에서
나온다. 재단센터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정기 구독하는 사람만도 1600만명에 이른
다.
Foundation Center와 GuideStar가 2월 1일 2019년에 Candid라는 이름하에 합병
“1950년대 미국에선 공익재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이
전까지 500개 남짓하던 재단이 4~5년 만에 1000여개로 늘고, 총 자산 규모도 2배 가까
이 많아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신도 팽배했다. 재단은 사람들에게 ‘공익’을 위해 존재
한다는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 카네기재단 대표였던 러셀 레핑웰
(Russell Leffingwell)은 ‘재단들이 유리 주머니처럼 투명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센터가 만
들어진 배경이다.”

1) 연구, 협업 및 교육을 통해 비영리 단체, 재단 및 종사자들을 필요한 자원과 연결
2) 수 십년 동안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특성, 활동, 재정 흐름 및 지출 연구
* IssueLab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
3) Foundation Directory Online (FDO):
주요사업

*자선 기부 흐름 및 기금지원 기관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최신 데이터베이스
*100,000개 이상의 재단, 250,000개 이상의

IRS 양식 및 990-PF에 대한 필수 정보

접근 가능하게 하는 무료 검색도구“FDO Quick Start”를 제공
* 등록된 기관 프로필에는 주소, 연락처, 관심분야, 프로그램 영역 및 재정정보 포함 됨
4) 990 Finder 는 민간재단,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개별적인 990 양식에 대한 정
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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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uideStar Pro:

* GuideStar Charity Chec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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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unding Information Network:
* 비영리 단체들을 비영리기금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Foundation Directory Online, Candid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및 교육 자격증 수
업 및 지역단체 지원하기 위한 자원/자료 포함 됨
**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공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펀딩이나 기금 지원 등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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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 흐름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받는다. 그 외에 개별
재단 홈페이지나 연례보고서를 분석하고, 매년 2만개 이상 재단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
로 공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재단이나 비영리단체들의 재정이나 모금, 배분 등에 관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단센터에서 취합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데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재단센터에서는 단순 통계 수
치에서부터 재단 간의 비교·분석, 특정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자료 등 다양한 분석 결
과물을 제공한다.

연관자료
/ 링크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15시 ~ 16시 30분

참석인원
Arif Ekram –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매니저
Mitch Nauffts - Philanthropy News Digest(이하 PND) 편집장, 1996년도 데이터의 온라인을
등록을 시작했던 때부터 PND에서 일하고 있음
Susan Shiroma – 캔디드 뉴욕 도서관 소셜 섹터 선임 사서

질의응답 내용

1. Candid 소개

Candid의 전신인 Foundation Center(이하 FC)는 1956년도에 설립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매카
시즘에 의해 공공 부문 단체들이 공산주의 혐의를 받는 일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관
들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고 투명성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고, 카네기 재단에 있던 Russell
Leffingwell이 파운데이션 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2019년 GuideStar(이하 GS)와 합병을 했다.

2. 합병을 진행하게 된 계기

Gates Foundation이나 Ford Foundation 등 규모가 큰 재단들과 10여년 간 두 기관의 합병을
논의해 왔다. 이 합병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디고 보았다. 두 기관 모두 비영리단체의 투명
성이 조직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합병을 하게 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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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병을 한 가장 큰 원인은 기술적인 변화, 테크놀로지 변화에 의한 위협 때문이었다. 요
즘은 세금신고양식 등이 디지털화되었다. GS의 비즈니스는 IRS 세금신고를 바탕으로 한 사업인
데, 요즘은 다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국세청 데이터를 가공
해서 판매할 수 있고 GS 및 FC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는 Candid
수준의 정보를 가공 및 제공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이런 위협이 없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합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합병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영리기업의 합병과 방식이 다르다. 아예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므로 지분에 대한 얘기는 없
지만 이사회는 FC이사회와 GS이사회를 5:5로 결합해서 현재 총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합병으로 FC와 GS 양측의 리더들이 보유한 인맥들을 활용하여 재원을 상당히 조달할 수 있
었다. 합병 전 논의를 할 때 5천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3천만 달러 이상을 모으면 합병을 진행
하기로 했었고, 그렇게 합병이 진행되게 되었다. 아직 5천만 달러 목표는 달성하지는 못했다.

합병 이후 기관명은 Candid로 변경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파운데이션 센터의 사업자번호를 쓰고
있다. 임금이나 연금혜택 등을 양 기관의 중간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부서나 인력의 배치
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4. 합병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없는가?

중간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2~3년 정도는 이러한 이런 노력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C가 2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에 구성원 145명으로 더 큰 조직이었음. GS는
1200만 달러 예산에 직원이 85명이었다. 사실 이러한 규모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
다. GS가 더 큰 조직에 의해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FC쪽에서는 보상의
수준이 줄어든 측면이 있어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고 있다. 합
병을 하면 재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5. Candid를 차별화하는 점은 무엇인가?

API을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가 많은데 캔디드가 특별한 이유는 비영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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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

Candid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미국 내 정보지만, 국제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도 증가하
고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들을 대상으로 훈련도 제공을 하고, 지식도 제공한다. 제공되는 데이터
가 재무적인 데이터 이외에도 프로그램 데이터, 성과 데이터, 질적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문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가공할 수 있는 것들로 이 시장에서 Candid
외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다.

또한 Foundation Directory Online이라고 부르고 있는 기부자를 찾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맞춤형 도구가 있다. Candid의 경우 투명성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금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FDO는 Candid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정리
한다. 여러 가지 변수 조정이 가능하고, 검색을 아주 특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굉장히
독창적인 서비스라고 자부한다.

6. PND Jobs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Candid의 주요사업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의해 모여지는 컨텐츠를 저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20년 전부터 운영해 온 웹사이트로 지금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Job board이다.
1주일에 100개 정도 공고가 뜨는데 세금이 면제되는 501c3 기관이나 대학만 무료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용료 대신에 광고수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때문에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 광
고비가 15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FC와 GS가 모금 중심의 업무를 많이 하므로 모금 관련 직무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다. 포드
재단, 게이츠 재단 처럼 큰 조직의 임원직이 필요하다면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책임자와 같이 실무자를 찾을 땐 여기에 포스팅을 할 것이다. 모금에 관련된 직책이 많기는 하
지만 유형은 다양하다. CEO들은 인맥이나 이사진의 추천, 전문 리크루팅 업체(임원 관련 업체)
등을 통해서 채용된다.

7. Candid가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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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나 워크샵을 진행하진 않고 NPO운영자, 관리자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여러 주제를 다루
는 특별행사를 진행하는 편이다. 웨비나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행사의 주된 목적은 네트워킹이다. 참여자와 강연자가 서로 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

Candid 내에서도 구직 관련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서포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직접 연락
해도 되고, 온라인 사서라는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 24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하루에 8시간
은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받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뉴욕의 비영리 일자리가 궁금하다 하
면 그걸 물어봐도 되고, 기금에 대해 물어봐도 답변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부문 고용 관련 질문
은 경력이 있는 분이나 학부 졸업예정자 등 다양하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해 고용관련 기사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grantcraft라는 리소스센터 플랫폼이 있다.

8. Candid 외에 IRS 에서 정보를 받는 조직이 있는지?

전문 지식만 있으면 2년 전부터는 아무나 접속 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이다. 알고 있기로는 2
개의 다른 단체가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 경영구조가 달라서 현재로는 위험이 크진 않은 상태지
만, 언제든지 미래에 스타트업들이 정보를 Candid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경쟁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합병을 한 것이다. Candid는 현재 독보적으로 특별하고 잘 정리된 분류 시스템
을 갖고 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분야, 등 다양한 분류 범주로 비교해볼 수 있음.

9. IRS990정보를 활용해서 Urban Institute나 Johns Hopkins에서는 비영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의미 있는 연구나 결과물이 있는가?

정보를 지식화 하는 연구보고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다. (포드재단과 한 인도 연구 페이지 보여
줌) 한국 정보도 있는데, 정보를 받는 출처가 국세청만 있는 건 아니다. 출처는 다양하지만 국세
청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 가지 연구결과로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련된 재단들의 성과를 보여주
는 웹사이트로 주소는 Sdgfunders.org이다. 요즘은 책이나 보고서를 내지 않고 이제는 상호작
용적인 웹사이트의 형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Fundingtheocean.org도 그런 방
식으로 정리된 연구결과 중의 하나이다.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도 있지만, 유료 구독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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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Map 같은 경우가 유료 서비스 중 하나임. 이러한 이용료를 통해 수익구조를 지탱
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은 변화, 추세, 인구 등 분석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
다.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430개의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곳은 모두 필란트로피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 비용을 내는 파트너 단체들이 있고 이러한 파트너 단체들이 지역에 있는 비영리 프로젝트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파트너들 대부분은 미국에 있고. 아름다운 재단도 2009년에는 파트
너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러한 파트너 단체들의 경우에는 Candid의 자료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장점은 필란트로피 분야에도 다른 분야들처럼 특화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러한 공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된다.

10. 도서관(Grantspace.org)에 대한 소개

과거 도서관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다. 430개의 도서관의 네트워
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서관들은 실제 공간을 가진 곳들이다. NPO와 풀뿌리의 플랜트의 증
진을 위한 좋은 협력 경로이다. 도서관은 비영리 문화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 된다.
도서관이라는 안전한 실제 공간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FC의 미션으로 이는 FC의 헌
장에도 있다. 그런데 지금 Candid의 물리적 도서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Candid와
파트너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Grantspace는 온라인 도서관으로 한국에서도 접속 가능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Ask Us 를
이용하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협력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리소스 항목
으로 가서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e-book빌리는 것 역시 무료이다. 미국에서 비영리단체
를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관련한 자료는 여기에서 다 찾을 수 있다. 구글보다는 이 곳을 통해서
찾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Training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웨비나에 접속이 가능하다. 각 지역 행사 정보도 찾을 수
있고, On demand 항목 아래 Self-Faced Learning을 누르면 기부금 신청서 쓰는 방법, 제안
서 적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Grantspace는 비영리 설립 및 운영,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해 배
울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Ask us 를 통해 이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 77 -

9. Civic Hall

기관형태

설립연도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시민사회단체 협업공간, 기술중심 교육기관
시민 기술 발전과 공공 이익을 위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학습과 협력 센터

2015

118 West 22nd St, 12th Floor, New York, NY 10011

Danielle Hamilton

Civic Hall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 도구, 학습, 관계 및 모
험에 대한 역동적이고 독특할 정도로 포괄적인 교류를 제공한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시민활동가 모두에게 21세기에 시민 참여를 재창조할 수 있는 수
비전/미션

단을 제공한다. 시민활동가들은 국가, 도시, 기업, 공동체, 조직 안의 모든 단계에서 긴
급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 팀, 조직 및 네트워크를
말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기
관과 시스템을 심도 있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술, 관계, 기술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이 공동체를 건설, 연결, 다양화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에 더 큰 가치, 형평성, 정의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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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2015년 2월 설립된 Civic Hall은 많은 정부 기관, 기술 회사, 미디어 리더, 시민 기술
리더, 학술 기관, 재단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의 회원과 100
개 이상의 회원 기관을 가진 다양하게 발전된 커뮤니티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뉴욕 검찰총장실, 뉴욕시장 기술혁신실, 보건정신위생부, 마이크로소프트와 리프트 같은
기술회사, 블룸버그와 컨슈머리포트와 같은 미디어 리더, Do Something and Vote,
Run, Lead,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포드 재단, 오미디야 네트워크, NYC 재향군인 연
합을 포함한 기타 중요한 시민, 자선 및 학술 기관들이 포함된다.

기관소개

2021년에 우리는 Civic Hall @ Union Square라고 불릴 8만 평방 피트의 지역사회 시
설로 이사할 것이다. Civic Hall @ Union Square는 기술, 시민 참여,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에 초점을 맞춘 새롭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21세기 시민 센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시설에는 4만 평방피트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 400석 규모의 회의 센터,
그리고 수십 개의 동급 최고의 디지털 인력 개발 기관들이 18개의 교실을 공유하는 디
지털 학습 센터가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공공
부문 전문가들에게 소외된 인구에 필요한 기술과 디지털 사용능력 훈련을 제공할 것이
다. 이 새로운 교육 센터는 매년 약 5만 명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성장하고 있는
뉴욕 기술 생태계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세 가지 주요 채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118번지 웨스트 22번지에 있는 8,000평방피트의 공동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수준 높게
기획된 행사, 워크숍 및 주간 모임을 통해 시민 기업가들을 양성하고 보다 광범위한 시
민 기술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일을 한다.
주요사업
당사의 디지털 학습 센터를 통해 수백 명의 비영리 및 공공 부문 전문가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전문 강좌를 제공한다.
그리고 “Forums @ Civic Hall” 제작하는 우리의 “지식 허브”는 글로벌 시민 기술 현
장 안내서, 시민 뉴스 사이트, 책과 보고서를 포함한 독창적인 연구와 분석을 제공한다.

연관자료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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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시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15시 ~ 16시 30분

참석인원
Danielle Hamilton, Senior Membership and Welcome Desk Associate

질의응답 내용

1. Civic Hall 소개

Civic Hall은 내년 2월이 되면 5년차를 맞이 한다. 개인민주주의포럼(Personal Democracy
Forum)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립이 되었다. 이 포럼은 16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민
주주의,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을 논의하는 장이다.

테크놀로지 증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협업센터로서, 이윤 창출이나 상품 생산에 집중
된 조직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테크놀로지가 고소득층 백인들을 위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뉴욕에는 매우 부
유한 사람들부터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
다.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5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인종, 경제수준의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자료집를 보면 이런 미션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8장을 보면 디지털 교육센터
가 나오는데, 이 센터에서는 비영리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업들로는 사이버 보안, 윤리적인 데이터 구축, 윤리적인 정보 수집,
시민사회 테크놀로지 디자인, 애드보커시를 위한 마케팅, 소셜미디어 등 실무자 전략 등이 있는
데 실무자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참여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다만 60%의 참여자가 여전히
백인이고, 라틴, 아시안 등 유색인종 참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여자의 나이는 다양
하지만 여전히 고령자 수가 적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Knowledge hub에서는 Civic Hall의 공동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인 미하가 일주일에 2회 Civic
Tech의 다양한 방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뉴스레터 내용은 다양한데, 예
를 들면 어떤 뉴스레터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파는 문제를 논의하
는 내용을 담는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작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시민 테크 현장지침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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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Field guide)이 있는데, 시민단체 3천여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만들어진
지침이다.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개발 중이다.

플랫폼에 나라별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들이 해당되는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시스템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시민 애드보커시를 위한 테크놀로지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에서 역할
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2. Union square project 소개

민간개발자와 뉴욕시와 유니언 스퀘어 시빅홀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단체들이
렌트해서 쓰는 개념으로 2021년 오픈 예정이다. 그 중 6개 층이 Civic Hall로 사용된다. 컨퍼런
스 이벤트 센터, 교육시설, 업무 공간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건물 전체 면적은 25만 평방피트
로 예정되어 있고 Civic Hall에 배정된 공간의 면적은 80,000 평방피트이다.

개발업자가 다양한 규모의 여러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할 예정인데 그 공간 자체가 벽이 움직여
서 기업 규모가 커지면 공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는 Civic
Hall이 담당하는 6개층 공간을 임차 할 수도 있고.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
다.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은

뉴욕시

경제개발법인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경제개발 및 주거보존을 위한 시장실이 맡
는 부서인데 이 부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뉴욕시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임대권을 가지고
있다. Civic Hall애게 제공되는 6개 층과 다른 층의 임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
표이고 그러한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Civic Hall은 전문가를 트레이닝하는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할 예정이다. 이
는 노동력 개발 및 확장에 기여하는 서비스고, 이런 수업들은 외부 공급자들을 데려와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테크놀로지 노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딩 프로그래밍과 같은 하드
스킬 교육만 진행할지, 기술 마케팅, 홍보 같은 소프트 스킬도 진행할 지 논의 중이이다.

3. Civic Hall이 진행하는 교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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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대상은 전반적으로 테크 실무자. 사회적 기업가들로 영리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익에 관심
을 가지고 비영리단체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 기업가들 대상으로 하며, 더 포괄적인 공익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지금 시빅홀이 제공하는 워크샵의 대상은 비영리 종사자와 공무원이지만, 2021년 건물이 완성되
고 이사를 간 뒤에는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옮기고 나면 Civic Hall 자체는 공무원과
비영리 종사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Civic Hall 외의 외부 공급자들은 그 외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걸 생각 중이다. 외부공급자는 Per scholas 같은 곳이 있다.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조직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조직들을
많이 찾아서 파트너를 할 예정이다.

4. Civic Hall 운영 수익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Civic Hall은 비영리단체여서 정부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지 않다.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행사, 대관료 등 현재 공간의 임대료와 별도의 기금 모금을 통해 자원을 조달한
다.

5. 뉴욕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니언스퀘어 건물의 경우 경우 시장 기준 이하로 임대료를 할인 받는다. 그리고 뉴욕 시 정부
의 테크놀로지 혁신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정신건강 및 위생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정보통신부
서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멤버십 이용료를 내고 이 공간을 사용한다.

멤버십은 두 가지 유형인데, 조직멤버와 개인멤버가 있다. 비영리조직, 영리기관, 정부부처, 재단
등 형태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자료를 방문하면 회원 이용료와 혜택이 안내되어 있다.

6. 영리기관, 정부조직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협업의 목적이 있는가?

협력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공간을 대여하기도 하고 멤버면 수업을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할 수 있
기 때문에 그런 혜택 때문에 멤버십 가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행사나 공동체 행사를 위해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 워킹을
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그 분들을 위해 멤버십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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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협력 유형은 기술교환이다. 어떤 프로
젝트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술이 없다면 프로그래머/개발자들과 협력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다.

행사를 통해서 아이디어 교환하고 서로의 공동체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기관의 경우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환경보호 부처 (d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같은 경우 매년 그린인프라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해 이 공간을 사용했다. 내년에는 Civic Hall이 정신건강 및 위생 (Dpt. of
mental health and hygiene) 부처와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행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
끔 주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연 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뉴욕 시 소상공인 서비스 부서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강연을 제공하기도 했다.

7. 뉴욕시청이 지정해서 뉴욕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인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샵이나 수업을 제공하는 이유는 정부 공무원들이 기술을 배워야 하지
만 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Civic Hall에서 민간
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술 워크샵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 정부 측에서도 공식적인 조달 과정을 통해 이런 교육/수업/워크샵을 제공하는 것보다 부처/
업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수업을 구매하는 게 효율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맺어졌
다. 이런 방식이 더 간편한 이유는 뉴욕 시 정부는 각 부처가 굉장히 분권화 되어있어서 각 부
처 마다 조달 과정/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보다는 부처 신용카드(업무
용 신용카드)를 갖고 온라인상으로 수업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더 편리하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기술 관련 교육은 제공하지 않는다. 기관이 규모가 크고 IT 부
처가 있을 만큼 크면 구매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일정정도 제공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8. 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을 Civic Hall이 전담해서 진행하나?

Civic Hall이 기술 교육을 독점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
이 많지는 않다. Civic Hall처럼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 정부 공무원들
이 이 곳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 위탁교육이나 계약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서 테크놀로지 교육
은 여기가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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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외에 Civic Hall과 뉴욕 시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있는가?

뉴욕 시의 구조가 분권화가 되어있고, 우리는 각 부서별로 접촉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뉴욕
시”와 함께 하는 협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비영리 기관으로서 수익사업 외에 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있나?

Civic Hall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무료이다. 특히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거
의 다 무료이다.

11. Civic Hall에 입주한 사람들은 기술자들인가?

기술자/프로그래머, 주최자/조직자 및 애드보커시하는 분들, 저널리스트들 등이 입주해 있다.

12. Civic Hall을 운영하는 스태프의 규모는?

18명 정도가 있는데 파트타임/계약직은 6명이다.

13. 공간의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조용한 구역과 시끄러운 구역이 구별되어 있다. 지정좌석은 아니다.

14. Civic Hall은 왜 인종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있는가?

미국에서 테크놀로지 부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는 크게 실리콘밸리와 뉴욕으로 나누는 편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통상적으로 백인이고, 남성이고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
다. 실리콘 밸리는 “male pale stale” (남성이고 창백하고 오래되었다)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
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뉴욕 시민들과 뉴욕 정부는 200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뉴욕에
있는 기술 분야의 문화에서 다양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New York
City Venture Fellow (http://nycventurefellows.org/) 및 코워킹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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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분들에게 테크놀로지 학습의 기회를 주고 교육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이유
는 부의 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인종, 성별을 포함해서 사회경제학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해서 그게 논란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위기를 방지하기 위
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기술 분야의 문화가 중요하기도 하다.

연구를 통해 소셜 임팩트 측정에 대한 논리 모델을 지금 만들고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미래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나올 수 있다.

15. 제공되는 기술적 훈련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나?

기술적 훈련, 민주주의 관련 공론의 장은 분리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 트레이닝은 오로지 기술에
만 집중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을 논의하는 강연 시리즈 혹은 “포럼"이 있다. 최근 “인터넷이
현재 평등한가?”를 묻는 질문이 대두되었다. 또 한가지 사례로는 최근 ‘아마존’이 뉴욕에 두 번
째 본사를 열려고 했는데 반발이 많아서 계획을 취소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기술직 일자리를 비롯하여 단순 노동 일자리까지 많은 일자리의 창출이 쉬소 되었는
데 이에 대해 토론한 강연이 있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포럼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주제를 다
룬다.

16. 민주주의를 촉진하는/확산하는 도구를 개발한 적이 있나?

조만간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101, 102 수업이 제공될 예정이다. 101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생태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102는 민주주의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하나의 사례로는 멤버들의 협력으로 개발된 위보트(We Vote)라는 도구가 있다.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도구이다. 민주주의 업무 (Democracy
Works) 이라는 프로젝트는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는데, 아무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였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종류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조달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시 정부 부서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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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YC Civic Engagement Commission

기관형태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연도

2018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비전/미션

기관소개

City Hall Park, New York, NY 10007

Sarah Sayeed / Chair & Executive Director
ssayeed@civicengagement.nyc.gov
Tel: 212-788-6574(o) / Tel: 929-270-6542 (m)

시민참여위원회는 뉴욕시에서의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증진하며 민주주의를 굳건히 합니다.

2018년 11월 뉴욕시민들은 헌장 개정 위원회가 제안한 세 가지 투표안을 승인했고, 뉴
욕시 헌장 76장에 근거하여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주요사업
• 참여 예산 자문위원회의 지도하에 도시 전역의 참여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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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시민 지도자와 협력하고, 뉴욕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며, 시민 참여 이니셔티브 개발과 관련하여 뉴욕시 기관을 지원합니다.
•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뉴욕 시민이 위원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언어 지원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여론 조사에서 통역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관자료
/ 링크

비고

방문일시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17시 ~ 18시

참석인원
Sarah Sayeed / Chair & Executive Director

질의응답 내용

1. State Charities Bureau에 대한 안내

주정부 자선국(State Charities Bureau)이라고 정부부처가 있는데 자선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주마다 자신들만의 자선국을 갖고 있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실에 소속되어있
고, 주요 업무로 자선기부자, 수혜자/고객들을 불법 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기록 제
출 등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와 자선국은 서로 연결된 지점은 없다.

2. Governor’s office on Volunteerism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NPO설립과정이나 자격에 대해 설명해줄 수는 있으나, Governor’s office on Volunteerism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하지만, Americorps 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NPO나 정부기관과 매칭해주는 그런 부서가 지자체 정부 안에 있을 수 있다. 뉴욕시에는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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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라는 부서가 있고, Civic Engagement Commission에도 Americorps 자원봉사자가 있
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급여를 주긴 하지만 급여가 낮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시 정부에 준 지원
금에서 급여가 지원된다. 주 정부가가 시에게 주는 돈을 갖고 이런 자원봉사자에게 보험혜택을
지원 받는다. 주 차원에서는 New York State commission on national service 가 있다

3.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소개

시민참여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시민들의 발의와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2018년 헌장
개정 위원회 (Charter Revision Committee)에 의해서 안건이 국민 발의에 넣어졌고, 이런 위
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15명의 위원이 있고, 의장인 나를 빼고는 모든 위원이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의 이사진을 생각하면 된다.

미션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 전반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확산시키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다양한 언어지원을 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이사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
도 다양한 방식으로 섹터 간 이해를 증진하고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
시민참여에는 투표권의 행사, 지역사회 이사회에 참여, 자선활동, 자원봉사활동, 공무원이 되어
사회기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시민참여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경로를 지원
하고 있다.

최근 투표율이 감소하고, 점점 더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
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방향을 전환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시민참여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현재는 민주적으로 투표된 정치인이 스스로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령 상 사업의 기한이 있는데, 2020년도 11월까지 투표소에 언어지원을 해야 하고, 2020년 7
월까지 참여예산제 확산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4월에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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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직 조직의 구조를 만드는 단계로 아직도 직원을 채용 중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스태프
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
청의 한 부서이긴 하지만 헌장에 따라 주 정부와도 협력의 의무가 있기는 하다.

4. 왜 기술부서 사무실에 있는가?

미션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한 부서가 새로 설립되면 더 큰 부서 내에 들어가는데, 행정처리 업
무 등의 교육의 용의성을 고려해서 실무적인 이유로 이 사무실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작은 기관이 생기면 임대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큰 부서와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같이
일하면서 시너지가 있는데 정보통신부서가 지역사회 이사진에게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
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고, 이 부서 또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디지털 격
차가 시민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여 예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게 도움
이 된다.

5.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시민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뉴욕 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뉴욕 시에 51개의 의회구역(지역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 중 34개만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
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예산제가 시 전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었다.

참여예산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의회 의원이 각 구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공비 예산
(discretionary funding)에서 100만 달러의 금액을 참여예산에 할당한다. 그러면 지역사회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시청의 담당 부서나 기관에서 심사한
다.

아이디어들은 보통 자전거 도로와 같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1차적으로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친 후 후보군을 추려
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인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시민권 없어도 되고, 나이 어려도 된다. 사
회보장번호도 필요 없다. 주소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실제로는 투표연령을 16살 이상으로 적용
하고 있지만, 지금 시의회에서는 13살로 지정하고 있음, 연령에 대한 규정은 변동 가능하다.

6. 각 의회구역에서 투표로 결정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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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랑 시 정부 부처가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논의를 한 후 이 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만약 부적합하다고 결정된다면?) 투표 전에 검토 과정을 거치키 때문에 투표 후에 거
절되는 일은 없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다.

7.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8명, 시의회가 지명한 위원은 2명, 각 자치구청장이 1명을 지명해서 총 5
명, 이를 다 합쳐서 15명이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구성 비율이 결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규정이 결정된 이후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8.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서 참여하는가?

여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각 구마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비영리 조직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영리 조직에 사업을 위탁해야 하는 시행
령이 있는데, NPO단체들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구상한 참여예산제도가 같은 게
현재 전 시에 적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시 정부와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비영리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투표 플랫폼은 D21이라는 비영리단
체가 만든 플랫폼이다.

9. 의회 구역 (Council District) 이란 무엇인가?

시의회 위원이 관할하는 구역이 의회 구역이다. 51개의 의회 구역이 있다. 자치구의 크기에 따
라 각 자치구에 있는 의회구역 수 달라진다.

뉴욕 시 뉴욕 시장 관할 --> Borough(자치구) Borough President(구청장) 관할, 다른 주에서
는

“county”라는

용어도

사용

-->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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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의회

구역,

시의회

선거구)

City

Councilor(시의원) 관할 --> neighborhood (마을, 우리나라 동 개념) community board(마을
위원회) 관할

10. 이 위원회에서 비영리 활동가들이 위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위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
서 비영리 단체들이 결정권이 있나?

위원회에서 400여개의 지원서를 받았는데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었다. 당연히 비영리 활동가들
도 지원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 NPO에 소속된 린다 리 (Linda Lee)라는 한국계 활동가도 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 보드에 소속된 비영리 활동가도 있다.

시 정부 기관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비영리조직에게 계약을 맺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은 비영리 기관들의 주요 자원이다. 시나 주의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 비영리기관에 소속된 활동가들이 많다.

11. 참여예산프로그램이 미국 전역 현황에 적용되고 있는가?

뉴욕 시 정부가 분권화되어 있다 보니, 참여 예산제도를 집중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
민참여위원회를 자치구나 의회지역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고 시장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른 주나 시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겠다.

12. 사무국의 구성은?

특정 부문에서 선택되는 게 아니다. 그냥 민간 채용으로 구성되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고, 미국의 행정에서는 일반적이다.)

배정된 예산에 맞춰서 채용은 6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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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O도서관 및 NPO협업공간 관련 방문처
1. West End Neighborhood Library
2. The High Line Park
3. The New York Public Library
일본의 저널리스트 스가야 아키코는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에서 뉴욕 공공도서관을 세계에서 가장 문
턱이 낮은 도서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일반 도서 뿐아니라 방대한 양의 사진, 판화, 지도 등도 소장되
어 있습니다.
뉴욕공공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도서관이라고 한 이유는 세계 유수의 컬렉션을 자랑하면
서도 사용 목적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귀중한 고문헌을 열람 할 때에도 그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때문에 뉴욕공공도서관은 시민의 대
학으로 일컫으며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전문분야로 특화시킨 대학원 수준의 4개의 연구 도서관과 커뮤니티에 밀착한 85개의
지역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언급하였지만 뉴욕공공도서관은 미국은 물론이고 세
계적으로도 톱클래스의 공공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국의 국립도서관 수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자랑 하면서도 주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이 아닌 미국에서도 드물게 비영리 민간
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의 도서관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5. Housing Works Bookstore
기증받은 책만을 판매하는 서점. 수익금은 노숙자와 에이즈 환자를 위해 쓰인다. 기증받은 책만으로 진
열되지만 일반 서적의 모든 카테고리를 갖추어 놓았고 빈 카테고리는 앞으로 기증받을 책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층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까페와 2층 등에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콘서트, 북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공간 대여도 한다. 대부분의 인력은 자원활동가이며 책을 큐레이션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6. Bluestockings Bookstore, Cafe & Activist Center
1993년 문을 연 뉴욕 최초의 페미니즘 서점. 페미니즘을 넘어 진보정치, 사회운동, 인종문제 등을 주제
로 하는 책과 활동의 공간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독자층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독자층을 겨냥
한 서점이다. 서점이자, 커뮤니티 공간, 이벤트 장소로 매일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유급 직원은 2명
이고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책 구입, 이벤트 기획 등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activist)들이 모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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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방문을 통한 시사점

1. 비영리 고용현황 및 일자리 창출
1) 경제력 있는 산업군으로 고용성장의 기여자
¡ 방문기관 중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Urban Institute(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hy), Nonprofit HR 등 비영리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에서 비영리가 가지는
중요성과 고용창출, 고용성장 효과에 대해 지지적 견해를 보임
¡ 비영리부문은 미국의 주요한 경제력(major economic force)으로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5.4%를 차지. 10년 이상 소매업, 숙박&식품업 다음으로 가장 큰 노동력을 가진 산업으로 제
조업과 동일한 비중(12.9%)을 차지하는 분야임
¡ 2019년 미국 총 고용규모는 1억3천만명, 비영리부문은 1,230만 명 유급 노동자가 있으며 이
것은 미국 전체 사적영역 노동력의 10.2%를 차지함. 절반 이상의 주(state)에서 비영리 직업
이 사적영역 노동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펜실베니아, 노스다코타, 메인과 미네소타 포함
한 10개의 주에서는 15%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존스홉킨스센터, The 2019 nonprofit employment report1)
1) <2019 비영리고용보고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의 비영리부문 고용동향에 초점을
맞춰 2007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의 민간 및 비영리부문의 고용 및 임금 경향에 대한 신간 자료를 발표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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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Institute의 비영리연감(Nonprofit Almanac)(2016)2)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비
영리단체 수는 2003년 약237,000개에서 2013년 294,000개로 23% 증가, 비영리부문 종사자
의 임금은 17% 이상 증가, 고용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7-10년 사이 비영리부문
의 양적 성장률은 영리부문과 정부부문의 성장률보다 높았으며, 경기침체초기(2008-2009년)
영리부문과 정부부문 임금이 줄기 시작했을 때 비영리부문의 임금은 악화되지 않았음, 2008
년 기준 연수입 $50,000 이상인 비영리단체 중 단지 5%만이 단체가 해산(파산)하였음
¡ 비영리 부문은 제조업(797억달러), 전문적 서비스업(783억달러)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급여 수입원임. 2016년도에 비영리 영역이 지급한 임금 638억 달러는 전국의 소매업 임
금의 30% 이상, 미국 건설업 임금의 60% 이상, 숙박 및 식품 서비스업과 정보산업 임금의
130% 이상, 부동산업 임금의 4.5배, 농업 임금의 14배로 나타남. 비영리직업은 보건의료가
55%(병원 34%, 진료소 및 요양원 21%), 교육 16%(초중고, 대학, 기타 교육시설 등), 사회적
지원이 12%(개인 및 가족복지, 주거복지, 직업재활, 탁아시설, 지역급식서비스 등) 순으로 높
게 나타남
¡ 전체 연간 임금은 $67억, 비영리부문 연봉 합계는 $6억 7천만이고, 개인의 평균 연봉에 있어
서는 전체 $55,338, 비영리부문이 $53,667로 나타남(Idealist제공, 2019)

* 출처 : 존스홉킨스센터, The 2019 nonprofit employment report

용
2) 4년마다 비영리부문의 지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비영리연감(Nonprofit Almanac) 발행, 미국세청에
990Form(공익법인 결산서류)을 작성하여 공시한 연 수입 $50,000이상인 비영리단체 전수조사. 2016
비영리부문연감은 2008년 금융위기의 전과 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비영리부문 동향을 처음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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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침체기에 충격완화 혹은 흡수효과를 가지는 비영리영역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에 의한 경제사회
충격완화 또는 흡수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 제3섹터의 수입과 고용규모가 경제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경기순환적(cyclical)이라는 입장과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이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 특히, 미
국을 중심으로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제3섹터의 고용창출, 고용
유지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 옴
¡ Urban Institute의 Nonprofit Almanac(2016) 연구진들은 지난 경기침체기 동안 비영리부문
의 활동성과가 더욱 의미 깊다고 애기함. 비영리부문에서마저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지고 이
와 함께 사회에 제공되는 비영리사업과 서비스가 줄었다면 미국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고 국민들의 삶 또한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봄. 미국에서 비영리부문은 경제위기 상황
에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비영리부문은 2007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에 노동력이 16.7% 증가,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비영리부문의 고용증가율이 영리부문 증가율보다 4배나 높음 (16.7% vs. 4.6%)

* 출처 : 존스홉킨스센터, The 2019 nonprofit employment report
¡ 한편, 비영리 부문이 영리 부문의 고용증가율을 전반적으로 상회한 반면에 전통적으로 비영
리 영역이라 인식된 분야에서 영리 부문 고용이 비영리 고용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즉, 10년 동안 비영리 고용증가율을 유지해온 경기조정적 사회정책이 같은 분야에서
영리부문 고용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악화된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비영리부
문의 회복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비영리부문을 둘러싸고 점차 경쟁환경이 치열해져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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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의미. 영리 부문은 미션과 관련된 제약이 적어 고객확보에
유리하고 주식 발생으로 투자자원에 대한 접근이 우월하여 정부의 확대대거나 새로운 지원으
로 증가된 수요에 순발력 있게 대응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비영리 부문은 이러한 점에서 취
약하여 고용률은 증가하나 시장점유율은 감소해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지원 분야에서 영리 부문의 고용증가율은 20%인 반면 비영리 부문의 고용증가율
은 8.4%
- 사회적 지원 분야에서 영리조직의 비영리부문의 시장 점유율을 2007년 56.9%에서 2016
년 42.3%로 감소시킴
¡ 이러한 수치들은 비영리 부문의 잠재적 고용창출 능력을 볼 수 있으며 비영리 부문의 가능성
은 경기침체기에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고용률 증가에 노력하는 가
운데 비영리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에 주목해야 할 것임. 다만,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오로지 소득세 메커니즘에 의존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노력이 부족하며, 비영리에 큰 잇점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선 및 공동체 형성 등 비영리 부문을 특별하게 만드는 주요 특징을
배제하는 것임
¡ 경제성장과 미국 내 일자리 생성을 위한 세금개혁인 트럼프 행정부의 「The Federal Tax
Cut and Jobs Act」 (2017.12 통과)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개인 및 법인 세금 감면을 포함
하고 있음. 이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공제 혜택을 확장함으로써 수 만 명의 납세자에
게 기부 세제 혜택을 없애 자선기부금이 매년 $13억 이상 감소하며, 약 220,000-264,000개
의 비영리 일자리를 없앨 가능성 등 비영리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3). 이에 대해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Urban Institute(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hy), Nonprofit HR의 비영리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애기하였으나 The Council on Foundations의 관
계자는 2018년 연례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고 애기함.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디펜던트 섹터, The Council on
Foundations 등의 중간지원조직에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함

3) 비영리영역 규모추계에 대한 통계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
¡ 미국은 정부의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 비영리영역의 고용규모 및 경제적 가
치, 임금구조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며, 이를 활용한 비영리 고용현황 및 연감 등의 연구들도
활성화되어 있음
¡ 방문기관 중 Urban Institute(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hy), Candid 등은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NCC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영리
3)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Tax Cuts and Jobs Act H.R.1: Nonprofit Analysis of the
Final Tax Law,” (Updated April 5, 2018). “이 정책으로 자선기부금이 매년 $13억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략 220,000에서 264,000개의 비영리 일자리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유사하게, 재산권에 대한 세금 면
제 금액을 1천1백만에서 2천2백만 달러로 늘리는 것은 순 자산이 높은 개인 (high net-worth individual)이 자
선재단을 형성하거나 사망 시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인센티브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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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자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 NCCS는 비영리기관이 매년 작성해서 보내는 Internal
Revenue Service(IRS) Forms 990(미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공시된 자료로 리서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재무정보와 다른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정보를 <Nonprofit
Almanac>, <Nonprofit Sector in Brief> 등에 활용함
¡ 존스홉킨스센터는 노동시장 정보기관(뉴욕 노동부 및 메릴랜드 노동부(Maryland dpt. Of
Labor,

Licensing,

and

Regulation)이

Bureau of Labor)이 감독하고 있는

운영하고

연방

차원에서

미국노동통계국(U.S.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조사’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 QCEW) 를 토대로 <비영리고용보고서>를 작성. QCEW는 연방실
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각 주에서 수집한 관리 자
료이며 1930년대부터 주 고용보장당국이 실시한 사업장 분기별 설문조사를 사용. 연방 법 하
에, 직원이 4명 이상인 비영리 일자리는 실업 보험 시스템에 참여해야 함. 하지만, 22개의
주는 이 조건을 직원 수가 1인 이상인 곳에도 도입. 비영리 고용동향을 추적하는 다른 기록
시스템과 달리 QCEW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a) 미국의 거의 모든 비영리 기관을 포함; (b)
단체 대신 기관을 조사단위로 선정함으로써 종사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음; (c) 월
별 및 연도별 직원 수 기록과 평균 임금을 주요 분야와 주 별로 구분; (d) 데이터의 시의적절
한 가용성 등이 있음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hy는 미국에서 최소 15만 달러(한화 약1억7천만원)를 버는
1만 명 이상 비영리단체 임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2016-17년 분석보고서를 발행. 개인, 기업,
재단 등 최소 3,500만 달러(한화 약 400억원)를 모금하는 모든 비영리단체에 대한 데이터,
860개 비영리단체에서 1만 명 이상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음. 각 조직의 최고 연봉 직원을 나
열한 IRS Forms 990에서 추출, 미국세청(IRS)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의 수익을
내는 조직의 직원에 대한 급여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의
임원, 이사회 구성원 또는 기타 내부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보상과 담합거래 등에 대해 면
밀히 조사, 이러한 단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기초급여, 이연배상
등을 포함한 직원개개인에 대해 전반적인 포상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도록
하고 있음

4) 소결
¡ 미국에서 비영리 일자리는 총 노동력의 10.2%(유급 노동자 1,230만명, 비영리사업장 총
300,000개), GDP의 5.4%를 차지하는 경제력을 가진 산업군으로 위상을 가지며, 경제위기 상
황에서 고용창출 및 고용성장을 통해 충격완화 및 흡수효과를 입증하였음.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국내 상황에서 비영리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역임
¡ 국내에서 비영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영리가 단순히 선한 일이나 봉사가 아니라 하나
의 직업으로서의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비영리 영역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규모 추계를 위한 통계 확보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생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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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 구인구직 플랫폼
1) 민간 주도의 다양한 구인구직 플랫폼 존재
¡ 미국의 경우 많은 민간 기관 및 단체들이 주도하여 다양한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
며, 각자의 특색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직자들은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다양한 공고를
확인해볼 수 있음
¡ 연수팀이 방문한 기관 중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던 곳은 IDEALIST, CHRONICLE
OF PHILANTHROPY, COUNCIL ON FOUNDATIONS, CANDID가 있었음. 이하 이 네 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비영리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함

2) 플랫폼별 다양한 운영방식 채택
(1) 기관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이 발생
¡ 기관에서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기관들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지 않는 수동적인(passiv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즉 구인공고를 올려주
는 역할만 할 뿐 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았음
¡ 다만, IDEALIST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어 다른 플랫폼들보다 더 능동적
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매칭까지는 하지 않지만 구직자들이 공고를 더 직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CANDID의 경우 기관에
서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플랫폼이지만 아래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서포트 센
터(Support Center)를 운영하고 있었음

(2) 적극적 고객지원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등 부대사업 진행
¡ IDEALIST와 CANDID는 플랫폼 운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고객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
극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음
¡ IDEALIST의 경우 적극적 고객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구인구직자들은 언제든지
IDEALIST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1:1 지원도 제공함. 질의응답을 통
해 경력개발 단계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비영리 진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고 있음. 또
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 마케팅, 행사, 홍보(email)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2004년부터 대학원 박람회를 열어 수 천 명의 대학원 지망생들과 비영리 분야 대학원 프
로그램 입학담당자들을 연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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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의 경우 구직자들이 서포트 센터(Support Center)를 통해 비영리 일자리 구직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4시간 동안 질문을 받으며, 영업시간 중에는(8시간) 실시간 채팅으로
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구직자는 뉴욕에 있는 비영리 일자리나 관련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음. 학교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한 질문도 할 수 있음

(3) 공고기관의 차이
¡ 각 플랫폼별로 공고를 올릴 수 있는 기관 범주를 달리 하고 있어서 구직자들은 자신이 구하
고 싶은 직종별 특성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IDEALIST의 경우 비영리, 사회적 기업, 정부기관 등 비영리단체나 사회공헌 기관만 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THE COUNCIL ON FOUNDATIONS의 경우 회원단체(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리단체(재
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ANDID는 501(c)3 기관이나 대학만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HRONICLE OF PHILANTHROPY의 경우 비영리 기관(nonprofit)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음

3) 플랫폼별 채용공고 규모
¡ IDEALIST의 경우 13만 개 조직이 등록되어 있고 채용공고는 7천 건, 인턴십(Internship) 공
고는 5백 건, 자원봉사 공고 1만 건이 올라와 있으며, 매년 10만 개가 넘는 채용 공고가 업
로드 되고 15,000개의 봉사활동, 10,000개의 인턴십 기회 등이 게시됨. 다른 플랫폼보다 압
도적으로 많은 공고가 올라오고 있음. 비영리 구인구직 플랫폼을 최초로 설계하여 25년 간
운영해 온 곳이어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영리 고용 시장에서 많은 신뢰를 받
고 있기 때문임
¡ 참고로 CHRONICLE OF PHILANTHROPY의 경우 월 300여개, CANDID의 경우 1주일에
100개 정도의 채용공고가 업로드 됨

4) 각 플랫폼의 구조 및 특성
(1) IDEALIST
¡ IDEALIST의 경우 지역(위치), 재택근무 여부, 전업(Full time) 여부, 교육 수준, 직급, 조직의
형태(비영리, 정부기관, 사회적기업 등), 업무(Job function), 분야(Issue areas) 등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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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구인공고를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공고에는 채용하는 기관 및 팀의 특성, 지원 요건, 근로 조건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공고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CHRONICLE OF PHILANTHROPY
¡ CHRONICLE OF PHILANTHROPY는 직종(position), 분야(field), 위치(location) 3가지 필터
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공고는 공고를 내는 기관들이 직접 올리는
것이므로 내용의 구체성은 공고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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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NCIL ON FOUNDATIONS
¡ COUNCIL ON FOUNDATIONS는 지원자들이 업무(job function), 재단형태(industry, 지역
재단, 가족재단, 기업재단인지 여부 등), 위치(state)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단형태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플랫폼과 다른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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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NDID
¡ CANDID는 지원자들이 조직 형태(교육기관, 재단, 비영리조직 등), 업무 형태(인사, 마케팅
등),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수익 구조: 구인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 채택
¡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채용공고를 올리는 기관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직
자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함
¡ CHRONICLE OF PHILANTHROPY의 경우 비영리 단체들이 250~400불 정도의 비용을 내고
직접 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THE COUNCIL ON FOUNDATIONS의 경우 회원단체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인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인 정보에 하이라이트 표기, 구직자들에게 email 발송 등 별
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고 있음4)
¡ IDEALIST의 경우 단체의 지역과 성격에 따라 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데, 미국 내 비영리
단체들에게는 매 공고마다 95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파타고니아와 같은 (사회적) 기업에
게는 125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음. 미국 외 조직들은 무료임. 대학원 박람회의 경우 학교들
이 부스 설치하면서 700 달러를 내야 함.
¡ 다만, CANDID의 PND Jobs는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 대
신에 구글, 페이스북 등의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음

4) https://jobs.cof.org/employer/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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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웨비나(Webina, 온라인 세미나), 또는 오
프라인 세미나 등을 운영하여 비영리 종사자들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음
¡ CHRONICLE OF PHILANTHROPY의 경우 1년에 16-17개의 웨비나를 개최하며, 주로 펀딩
과 관련된 주제의 웨비나를 많이 개최함. 주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중-상급 직원이 참여
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리소스 센터를 통해 비영리 전문가를 위한 데이터, 필수 정보 등을
제공함. 기사를 통해 NPO 사례에 대한 정보, 양식,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 대부분은 모금
관련 내용임
¡ THE COUNCIL ON FOUNDATIONS의 경우 회원재단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단
운영 관련 기본 사항 교육(연 4회 정도), 재원 조달 등 재무 분야 교육(연 1회 정도), 재단들
이 알아야 할 기초법률 워크숍(연 6회 정도) 등을 진행하며 매월 2, 3개의 웨비나를 제공함.
인재 양성을 위해 1년 동안 유료 집단 교육(Cohort Learning)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데 주로 각 재단 현직 중간관리자 중 상급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IDEALIST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보와, 경력개발 단계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함
¡ CANDID의 경우 NPO운영자, 관리자가 관심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주제로 특별 행사를 진행
함. 다만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역량 강화보다는 네트워크임. 그 외 웹페이지를 통해 고용
관련 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7) 소결
¡ 미국의 비영리 플랫폼은 민간 주도 하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
이 넓음. 미국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여 비영리 분야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일자리 플랫폼 역
시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민관협력에 기반하여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완전히 민간에 맡겨서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기보다는 민관
협력을 통해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 IDEALIST와 같은 전문 플랫폼의 경우 기관에서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과 달리 더 직관
적인 플랫폼과, 더 많은 비영리 일자리 관련 데이터,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를
하고 있었음. 그 결과 채용공고의 수가 다른 플랫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즉 단순한 구인
구직 게시판으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비영리 일자리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인재 풀을 더 확장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었음. 국내에서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을 만든다면 IDEALIST의 플랫폼을 참고하여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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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다보니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기관들
은 고용주로부터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었음. 우리나
라의 경우 민간이 주도한다 하더라도 단체들 사정이 열악하여 유료로 구인공고를 올리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플랫폼의 유료화는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함
¡ 플랫폼의 운영과 함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체계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CHRONICLE

OF

PHILANTHROPY,

THE

COUNCIL

ON

FOUNDATIONS였음. 비영리 (예비)종사자들이 더욱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훈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 활
동 등이 많아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비영리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웨비나를 활성화시
키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또한 IDEALIST처럼 웹사이트에서 비영리 일자리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3. 비영리 근로조건 현황 및 양질의 일자리
1)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임금 수준의 문제
¡ CHRONICLE OF PHILANTHROPY, NONPROFIT HR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건비가 문제시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주로 재단들이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재단들이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넘어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화제가 되기도 함
¡ 미국사회에서도 비영리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되고 모
금액이 미션이나 프로젝트(사업)에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비영리 영역
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함. 또한 기부금이나 정부지원금을 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어려운 부분도 있음. 이러한 환경
때문에 비영리 영역에서 경력을 시작한 젊은 인재들이 짧은 시간 안에 비영리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비영리 영역에서 다른 업종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영리 종사자들의 학력을 고
려하면(고학력자가 많다고 함)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고학력자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낮은 임금이 더 문제가 됨. 또한 비영리 조직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량도 더 많은 편이라고 함
¡ 단체와 직위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활동가들도 있으며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함. 특히 비영리 종사
자들은 시간제, 임시계약직 형태의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유지
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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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 조직 중에서도 애드보커시 단체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데,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예산이 적기 때문임

2) 양질의 비영리 일자리 조건
¡ 좋은 조직문화, 그리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GLOBAL GIVING의 경우 설립 이래로 좋은 조직 문화가 강조되어 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직원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시한다고 함. 또한
직원들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준을 낮추거나, 업무량을 줄이도록 하거
나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IDEALIST에서는 사람들이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급여가 조금 낮아도 일과 삶
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함
- NONPROFIT HR에서도 단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강한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인
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함
¡ 사내 복지제도의 존재
- 사내 복지제도의 경우 단체의 규모(특히 펀딩 규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복지제도가
있는 단체가 없는 단체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음
-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손꼽히는 GLOBAL GIVING의 경우 안식월 제도, 장기휴가제도(25일+10
일), 선구적인 출산휴가 제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자기 계발의 기회 제공
- GLOBAL GIVING은 업무와 관련하여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 컨퍼런스 참가,
펠로우십(어떤 분야의 경력직원과 매칭하여 13개월 간 업무를 배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업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
- GLOBAL GIVING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모금을 진행하는 NPO 파트너들을 방문하여 만나볼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어 본인 업무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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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근로조건의 핵심은 임금일 수밖에 없음. 단체의 규모에 따라 격차는 있으나 미국에서도 우리
나라처럼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인한 활동가
들의 생계 문제, 잦은 이직의 문제가 있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재단들이 운영
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에서
도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의 경우 후원금, 보조금으로 운영되므로 영리 분야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은 건강한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워라밸, 사내 복지제도, 자기계발 기회
제공, 업무에서의 보람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의 단체들이 강조했던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임.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 비영리 일자리 정책 및 비영리 영역 채용구직 플랫폼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연수이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미국 비영리 영역 및 시민사회
를 활성화 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다양한 인프라 및 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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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연구 역량
¡ 방문했던 기관 중의 하나인 Urban Institute의 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
의 경우 비영리와 자선영역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고
16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이 연구소의 경우 비영리 부문에 있던 현장 출신 연구자
들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가시화 및 사회변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
행 하고 있음. 특히 비영리영역이나 시민사회의 현황에 대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
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임. 미국의 시민사회도 80년대에는 전
혀 가시화 되어있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민사회와 비영
리영역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관련분야 연구를 통한 비영리영역의 가시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이러한 센터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 활동을 지속함
으로써 미국의 시민사회와 비영리영역에 큰 자산이 되고 있음
¡ Candid 역시 비영리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통해 비영리 영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면서, 지원을 주려는 곳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연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
고 있는 곳이지만 그 기반에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관임. 미국 국세
청에 보고된 비영리 기관의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수 십 년째 해오고 있으며 비
영리 영역 및 시민사회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Candid의 경우 일찍부터 도서관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리소스 센터로 그 형태가 변화해 가고
있지만, 비영리 영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연수 사전 조사 활동을 통해 Johns Hopkins 대학의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이 연구소 역시 설립된
지 30년 가까이 된 기관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직접적인 연구기관
은 아니지만 정책연수를 통해 방문했던 많은 기관들이 많은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었고, 직접
방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시민사회 및 비영리영역과 관련된 전공과목
을 개설하고 학위과정을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시민사회 및 비영리영역을 주제로 한 연구
인프라가 미국 시민사회가 과거에 비해 성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2) 협업의 지원과 자원의 연결
¡ 이번 연수를 통해 방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비영리 영역 내에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연결하
고 협업을 지원하는 곳들이었음(이번 연수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기획을 하였고, 미국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나 채용플랫폼을 보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지원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이 섭외가 된 지점이 있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Open Gov Hub나 Civic Hall과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협업공간이 중심이 되는 기관들
로서 협업 공간 안에서는 단체들 간의 협업을 지원하고 협업공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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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업공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었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국에서도 비영리단체들
이 규모가 작고 활동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협업이나 지원이 필요하며, 그러한 지원이 비영
리단체들을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음. 그리고 이러한 협업들이 다양
한 배경과 자원을 가진 다양한 규모의 기관들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음
¡ 또한 미국에서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음. Global Giving처럼 모금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Idealist.org처럼 자원봉사
나 필요한 인력 들을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Candid처럼 배분처가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금이 필요한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결
기능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교육과 정보 공유의 기능
¡ 앞서 이야기한 연구기관들의 다양한 자료 생산도 인상적이었지만, 마지막으로는 미국 시민사
회 및 비영리영역의 교육과 정보 공유 기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The
Council on Foundations가 제공하는 중간관리자 교육이나, Civic Hall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기술교육들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참고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 방식일 것으로 보임
¡ 그리고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Candid, Civic Hall 등 많은 기관들이 Webinar
라는 형태로 온라인 교육 자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점이 특이했음. 미국은 세계적으로 국
토의 면적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의 제공시 물리적인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컨
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웨비나의 경우 그 제약을 해소할 수가 있음. 이 웨비나의 경우
위치적으로 정보공유나 교육이 소외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컨텐츠가 전달될 수 있음. 또한
컨텐츠의 판매를 통해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관에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음

4) 소결
¡ 미국 시민사회 및 비영리영역이 한국보다 좀 더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비영리 영역과 시민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연구 역량
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임.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객관화된 데
이터는 비영리영역과 시민사회의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음
¡ 미국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드러난 두 가지 중요한 역
할은 첫 번째로 협업 공간 등 공간 지원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연결
임. 공간의 지원은 그 자체로서 재정적 지원일 수도 있지만, 비영리단체가 성장하고 활성화되
기 위한 환경적인 요건으로서도 중요한 지원일 수 있음. 그리고 모금, 채용, 교육 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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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각의 비영
리단체들이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가 더 많이 생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와 비영리영역에서 부
족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사례의 참고도 필요함.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있
는 활동가 교육의 기회를 지역의 활동가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잘 정착되어
있는 웨비나와 같은 온라인 교육 컨텐츠의 생산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경력
별로,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의 기획을 통해 활동가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의 생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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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채용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1. 비영리 일자리 창출 정책
1) 현황진단
¡ 정부차원의 비영리 영역 일자리에 대한 지원 및 정책 부재
- 현재 정부차원의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이해도나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정부의 주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나 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대부분이 중소·
중견기업 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져 있고, 사업대상 또한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
정 지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임. 비영리 영역 중 사회적경제 부문을 제외한 정부의 비영리 일
자리 정책으로는 행안부에서 올해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정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
으로 볼 때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이나 비영리 영역 취업 청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대응 계획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 사실임
- 특히 비영리 일자리와 관련한 부서나 기구가 없어 영리영역의 일자리의 부수적·부차적 업무로
추진되다보니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2) 정책 제안
¡ 비영리 영역 및 비영리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개선
- 무엇보다 정부의 비영리 영역 및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비영리 영
역이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이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
가 일자리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
식하여야 함
- 현재와 같이 비영리 영역에 대한 인식 부재와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이나 취약계층 위주의 일
자리 창출 위주로 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는 비영리 일자리 확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비영리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세계적 흐름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비영
리 일자리가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향후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차원의 인식전환과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함
¡ 정부 차원의 비영리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양적 확대
- 현재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범주와 유형으로 2018년 현재 6개 영역 182개의 사업(직접일자리
창출 5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50개, 고용서비스 35개, 고용장려금 18개, 창업지원 19개,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10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함. 이 중 비영리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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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일자리창출의 경우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개 정도이고, 고용서비스나
고용장려금 관련한 비영리영역에서의 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태임. 이러한 조건에서 비영리 일
자리 정책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음. 즉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업 및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함.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
원확대를 추진하고, 6개 영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지원사
업 확대와 모색 – 예, 지역주도형 비영리 일자리 사업 지원 및 확대, 비영리 공제기금 설치
및 지원, 비영리 고용장려금 지원, 비영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50플
러스 비영리 일자리사업 지원 등-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비영리 일자리 촉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연계협력 체계 마련
-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연
방정부 지원 사업인 WIRED(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를 3
차에 걸쳐 추진.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지님. 즉, 지역 관계기관(교육 및 훈련기관, 산
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고숙련·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 이 과정에서 지역인력투자위원회
(WIB)는 지역의 공공인력투자계획을 지역의 경제개발 어젠다와 일치시키고 조율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임
- 정부 차원의 비영리 일자리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광역지자체-기초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비영리 일자리 추진계획과 전략이 필요함. 비영리 일자리는 계
획은 정부가 수립하더라도 시행되는 곳은 지역인 만큼 지역 차원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체
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가능함. 그러나 현재는 지역의 경우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인 정책수립에는 매우 소극적임. 따라서 정부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안과 협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비영리 일자리 정책 설계 및 법적 근거 마련
- 미국은 비영리에 대한 공공정책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영국은 2006년 제3섹터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제3섹터 지원정책을 활성화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영역별로 관할 부처가 상이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전
반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
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
업 육성법’을 마련한 것처럼 사회적 경제를 제외한 비영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단체
육성법’ 혹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진선미의원발의, 2018)’, ‘공익증진을 위
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정안(권미혁의원발의, 2019)’ 등에 비영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또는 행안부 내에 비영리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 전체의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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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음. 전담부서의 신설은 우선 정
부 내 비영리 일자리 추진계획을 공식화한다는 점과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정부 내 전담부서만으로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대
한 효과적인 대응구조로는 한계가 있음
-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13.6.20, 국무총리 훈령)한 총리 자문
위원회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등 비영
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중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을 수립
¡ 비영리 일자리 관련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지원
- 정부의 지원사업 만으로는 비영리 일자리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정 부처 내 신설시
융합행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영리일자리센터와 같은 비영리 일자리 관련 다양한 민간 중
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실제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기구 설립보다 민간의 다양한 중간지원기구 정책
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비영리 일자리 연계 플
랫폼(Idealist 등), 비영리 일자리 등 정보제공(Independent Sector,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등), 비영리 일자리 촉진 기금 지원(SIF, Social Innovation Fund 등), 비영리 일
자리 관련 연구 전문조직(Urban Institute 등) 등 다양한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어 비영
리 일자리를 촉진하는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의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 및 기구와 연계해 다양한 비영리 일자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민간 중간지원기구가 부재함. 따라서 비영리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중간지원조직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우선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조직, 비영리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연구, 정책개발기구, 비영리 일자리 지원 기금 조성
기구 등에 관한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
음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연구 지원 확대
- 미국은 미국세청(IRS) Forms 990 자료 및 미노동통계국의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조사’
(QCEW) 등의 자료를 활용해 비영리 영역에 대한 규모추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영리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 국내도 국세청에 신고한 비영리 자료가 가이드스타 외 일부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향후 이를 활용한 비영리를 분석한 다양한 자료들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기관이
아닌 모두에게 공개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 더 다양한 비영리 자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비영리 규모추계 및 고용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연구기금을 마련하여 대학 및 민간연
구소, 중간지원조직 등에 지원하거나 기존 국책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함

- 112 -

2. 비영리 채용시장 활성화
1) 현황진단
- 현재 비영리 구인구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나 기관은 없음. 고용노동부에
서 영리 영역 중 사안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를 중계하기도 하지만 비영리 구인구직만을 독자
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서울시NPO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의 구인
구직 사이트를 운영해 비영리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구인구직자나 단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정보를 올리는 방식이여서 체계적으로 구인구직을 매칭하거나
활성화시킨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음

2) 정책제안
¡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 관련 정보제공 및 전문적인 상담, 컨설팅 제공
- 현재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 관련하여 게시판을 활용하여 단순 정보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
는 기관은 없음. 즉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즉 채용조건, 조직문화, 주요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또한 원하는 비영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능력, 준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은 전무함
-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컨설팅의 부재는 구인구직의 비효율성과 수공업성을 극복하지 못하
고 있음. 이는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실패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증가시켜 비영리를 떠나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때 비영리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컨설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구인구직 온·오프라인 플랫폼 설립
-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이를 운용할 온·오프라인 플랫폼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비영리
다양한 영역의 구인구직 관련 기본 정보가 모이고 일차적으로 구인구직이 연결되게 하도록 하
되, 추가적인 정보나 실질적인 구인단체와 구직자를 연결을 필요로 할 경우 비영리 일자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오프라인에서 일자리를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청 내 비영리 일자리 관련 부서나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행안부에서 비영리 일자리 관련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 중간지원
조직으로는 현재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
동조합인 동행 등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거나 지역별 NPO지원센터에서 비
영리 일자리 센터 등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는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을 전
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선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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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볼 수 있음
- IDEALIST와 같은 전문 플랫폼의 경우 더 많은 비영리 일자리 관련 데이터, 각종 부대서비스
를 제공하여 차별화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채용공고의 수가 다른 플랫폼보다 압도적으로 많
았음. 즉 단순한 구인구직 게시판으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비영리 일자리
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인재 풀을 더 확장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었음. 따라서, 구
익구직 기능을 확장하여 대학 및 대학원연계 프로그램,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활동가들의 연
계, 활동가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구인구직 플랫폼을 뛰어넘는 비영리 경력설계 지원
-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곳들이 많았음. CHRONICLE OF PHILANTHROPY, THE COUNCIL ON FOUNDATIONS
등은 비영리 (예비)종사자들이 더욱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경력주기별 관련 교육 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하며, 물리적 거리 및 외부 활동 등이 많아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비영리 일
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웨비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함
- 승진과 보상이라는 경력사다리를 가진 기업과 달리 비영리영역은 활동범위도 다양하고 경력주
기별 고민들도 표준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짐. 활동가들이 자신만의 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멘토링 혹은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음

3. 양질의 비영리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1) 현황진단
¡ 비영리 공익활동가들의 근로환경 열악
- 최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공익활동가 8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익활동가들의 월평균 임금은 기본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9만원 정도로
나타나 일반 전체 근로자에 비해 2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서 공익활동가 복
지부문에서도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상호부조나 월차 등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높은
비용이 드는 자녀학자금 지원, 유급 휴직, 보육료 지원 등은 전체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조사결과, 공익활동가들의 경우 공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
게 나왔으나 급여 등 근로조건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공익활동가들의 근
로조건에 대한 개선없이 공익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양질의 비영리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정부의 제도적 문제
- 비영리 영역이 활동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크게 창출하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
게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비영리 영역에서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대표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공익활동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의 경우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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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인정하고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민간의 역량과 에
너지, 비용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비영리 조직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뿐만 아
니라 비영리 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부금품 모집에서도 각종 제약이 많아 기부금품법
이 기부금품 제약법으로 평가되고 있어 비영리 단체들의 운영재원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이 존
재함
- 따라서 비영리 활동 및 비영리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영리활동 및 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정당한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
야 함

2) 정책제안
¡ 비영리 활동 및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양질의 비영리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영리 활동의 필요성 즉 공공
성·공익성·사회적 가치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해 정부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지금과 같이 사회적 인정과 정당한 보상체계
없이 정부의 단순한 대행사업 또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지원사업 정도로만 이해할 경우 사회문
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 활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정부의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 제도를 전면적으
로 개편해야 함. 비영리사업이 공익활동으로서 정부사업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사업비 외 인건
비를 보장해야 하며, 민간위탁에서도 법인에게 위탁관리비 등을 보장해줌으로써 보다 책임있
는 운영과 성과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최근 SK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
치 측정과 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 정도를 경제적 성과기금으로 환산해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정부차원에서 참고해볼만한 좋은 사례임
- 나아가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비영리 단체들이 사업 및 운영기금을 자유롭고 폭넓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로조건의 핵심은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인
건비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인한 활동가들의 생계 문제, 잦은 이직의 문제
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재단들이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정부에서도 운영비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비 지원
을 확대하여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함
¡ 비영리 기관단체 스스로 자체 수익모델 개발 및 대외적 모금 능력 강화
- 미국의 주요 비영리조직들의 운영구조를 확인한바 주로 30~50% 정도에서 자체 수입구조를 확
보하고 나머지에 대해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모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음. 수입구조로는
회원기관의 회비도 있었지만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비영리 관련 유료 정보제공 및 웨비나
(Webinar) 운영, 비영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워크샵 운영, 비영리 상품 및 광고 등을 통
해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음.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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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는 구글이나 MS 등 미국의 대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기
부금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비영리 단체들의 자체 수익구조는 매우 취약한 편임. 이는 우리나라 기
부문화나 시민사회 자원봉사 문화가 미국의 비해 매우 취약하기도 하지만 애드보커시 위주로
한국사회 시민사회가 성장·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자립적인 수익 및 운영구조 확보 노력과 경
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아울러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편법·불법으로 성장·발전해 온 과정
에서 시민사회로부터 감시·비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에 매
우 소극적·부정적 입장이 강해 별도의 기금조성 자체가 어려웠음
- 그런 점에서 이제는 비영리 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자립적 운영구조 확보를 위한 수익구조 및
지원구조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비영리 분야 일자리 정보제공 및 구인구직 연계사업, 비
영리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온라인 강좌개설, 비영리 스타트업 일자리 컨설팅 및
연계지원, 비영리 분야 조사 및 연구, 비영리조직 지속가능 경영 컨설팅, 기업과 비영리 단체
들과 사업 및 기부금 연계 지원, 광고 유치 및 홍보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음
¡ 비영리 조직들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 물질적 보상의 구조적 어려움을 가진 미국의 단체들은 건강한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워라밸,
사내 복지제도, 자기계발 기회 제공, 업무에서의 보람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가고 있음
- 비영리 조직이 가진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소통, 협력, 자발성 등의 장점들을 강화한다면 새롭
게 유입된 청년세대들을 포용하고 핵심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전략이 될 수 있음

4.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
1) 현황진단
¡ 비영리 영역의 시민사회는 공적 영역인 국가(정부), 경제영역인 기업(시장)과 더불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3대 영역임. 정부의 공권력을 견제하고, 시장의 독점 및 착취 등을 견제
하는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유지 및 활성화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평가
받고 있음
¡ 그러나 시민사회가 유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공익활동가 즉 비영리 일자리가 유지되고 활성화될 때 가능한 일임.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비
롯해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활동가들의 근로조건
등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비영리 활동가들이 비영리 영역을 떠나거나 새로 유입되지 않음으
로써 시민사회가 심각히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위한 비영리 단체들의 지속가능성과 비영리 활동가들의 근로조
건 개선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유지·확대 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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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공론화 및 정책개발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및 정책개발은
아직 미흡함. 특히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통계나 조사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객관적인 정책개발은 물론 사회적 문제제기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임
- 이에 한편으로는 실현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책개발 및 실행을 추진하면서도, 중장기적
으로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비영리 독자적인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비영리 일자리 포럼과 같은 일상적 공론화 틀을 마련하여 비영리 일자리 문제
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슈 제기를 통해 시민사회 내부는 물론 정부 차원의 비영리 일자
리 지원 여건과 문화를 조성해야 함
¡ 비영리 영역 독자적인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 정부 차원에서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나아가 정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영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독자적인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과 이를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필요함
-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과 중간지원조직 설립은 우선 비영리조직들의 구인구직 정보를 보다 효
과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비영리 영역 및 단체간의 인력교류를 원활히 한다는
점, 제한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인력을 활성화한다는 점, 비영리 영역에서
의 일자리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이 설립된다
는 점, 정부와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단일한 논의 창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등
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일자리 관련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플랫폼 운영, 이차적으로는 경력개발지
원, 교육프로그램 제공(예, 웨비나), 일자리 관련 가장 취약한 데이터 형성 및 연구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필요
-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함. 우선 비영리 일자
리 창출 및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선행적 과제로 비영리 일자리 관련 통
계 구축 및 조사연구를 통해 사업추진의 객관적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비영리 일자리
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강화, 넷째,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우선 과
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다섯째, 비영리 일자리 관련
상시적 논의구조로 민관 TF나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관한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비영리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상시적 협의구조(거버넌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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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일자리는 민간만의 노력으로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큼.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비
영리 일자리를 창출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 및 협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비영리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TF 또는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
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 일자리 민관TF를 통해 앞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종합적
으로 다루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나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TF를 구성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 또는 행안부에 TF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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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 기관방문 참고자료

Chronicle of Philanthropy

부유한 재단의 CEO 5인,
자선단체의 간접비 지원 확대 약속5)

2019년 9월 4일
마리아 디 멘토(Maria Di Mento)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재단 5곳이 수혜 단체의 임대료, 적절한 임금, 기술 및 기타 간접비 지원
확대에 힘을 싣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오늘 이들 재단의 대표들은 보조금 지급 주체가 수혜 단체들의 주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Ford 재단, Hewlett 재단, MacArthur 재단, OpenSociety 재단과 Packard 재단의 대표들은 2
년간 비영리단체가 처한 어려움을 연구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규모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인색한 정책으로 인해 큰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John D. and Katherine T. MacArthur 재단의 대표직을 사임한 줄리아 스태시(Julia
Stasch)는 5개 재단의 대표들이 모범을 보이고 다른 재단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간접비에 관
한 오명을 벗기고”, “사업 진행뿐 아니라 사업의 성장과 인프라 및 영향 증대를 위한 투자에도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줄리아 스태시는 “무엇보다도 재단이 이러한 문제에 건설적인 관심을 기울일수록 사회복
지 분야 전반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자금의 배분 방식을 간접비 중심으로 변경하는 일은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번 발표에 동참한 재단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혜 단체의 간접비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자금
만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위 15개 재단 2곳 이상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274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7년의 Bridgespan 연구에 따르면, 42%가 운영비 3개월 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 https://www.philanthropy.com/article/5-CEOs-of-Big-Foundations/247063?cid=FEATURED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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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서 간접비 충당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 유의미한 새 지출을 확충하거나 수는 적지만 규
모는 더 큰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재단의 대표들은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는 데 얼마의 비용
이 소요될지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연간 보조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
다.
금일 발표에 참여한 5개 재단의 총 자산은 미국 내 86,200개 이상 재단이 보유한 총 자산의
5.3%에 달하는 458억 달러이다.
최근 GuideStar와 Foundation Center의 합병으로 탄생한 Candid 그룹의 부사장 제이콥 해롤
드(Jacob Harold)는 이와 같은 노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보조금 지급 주체들이 비영
리단체의 간접비를 충당할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Hewlett 재단에서 자선 보조금의 효과를 관리했던 해롤드는 “이는 대형 자금 제공자가 자신의
행동이 보조금 수혜 단체 및 이들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며, “정책에 관한 사소한 의사결정도 다년간 실행하면 시장의 역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속이다’
Ford 재단의 대표 대런 워커(Darren Walker)는 재단 대표들이 2016년부터 대면으로 그리고
화상 회의를 통해 만남을 가졌고 보조금 수혜 단체의 행정 비용, 간접비 및 사업비용을 지원하
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다고 밝혔다.
간접비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 여러 재단과 달리 5개 재단은 간접비를 지급하나, 지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워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단은 행정 비용과 간접비 등을 위한 자금을 공정하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간접비의 10%를 지급하고 사업 기금 행
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라고 말했다.
5개 재단의 CEO들은 특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니즈 외의 사항에 소요되는 자금까지 포함
된 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도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10년 이상 기금 수혜 단체의 지속적인
자금 부족을 연구해 온(예: ‘기아의 악순환’이라는 문제를 다룬 2009년의 저명한 보고서) 비영리
컨설팅 그룹 Bridgespan의 자문을 구했다.
Bridgespan은 5개 재단의 기금 수혜 단체를 연구하여 재단 대표들의 기금 조성 현황 분석을 도
왔다.
(또한 이들 재단은 본문과 무관하게 Chronicle 9월호에 게재된 16페이지 분량의 보완 기사를
Bridgespan에 요청했다. 이 기사는 Chronicle의 뉴스룸에서 독립적으로 취재 및 작성하였다)
5개 재단의 대표들과 협업을 진행한 Bridgespan의 파트너 마이클 에첼(Michael Etzel)은 대표
들이 조사 및 숙고 끝에 비영리단체들이 간접비를 충당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방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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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첼은 “명료한 하나의 해결책은 없습니다.”라며, “각 재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관
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각 재단의 기금 조성 일정, 기금 갱신 주기 및 기금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기금을 수여하
는 방식에 관한 내부 절차가 모두 다르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에첼은 덧붙였다.

해결 방안 모색
5개 재단의 대표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재단과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협업 방식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6가지 기금 조성 방식을 고안했다.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 수준의 고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축 등 성장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이 6가지 방식의 주된 목표는 모든 기금이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비용을
충당하고 기금 수혜 단체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에첼은 밝혔다.
기금 지급 주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재단 기금 수혜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Center for Effective
Philanthropy의 대표 필 부캐넌(Phil Buchanan)은 이러한 변화가 기금 수혜자들에게 좋은 소
식이라고 말했다.
필 부캐넌은 비영리단체들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융통성이 절실하며, 제약 사항이 없는 기금
은 바로 이러한 융통성을 보장하므로 제약 사항이 없는 기금 지급에 대한 고려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의 리더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아 단체
의 목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기금을 받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은 합리적이
지 않습니다.”라고 부캐넌은 덧붙였다.

재단이 기금 수혜 단체의 간접비를 지원하는 6가지 방법

유연한 엔터프라이즈급 지원. 간접비 또는 사업 니즈에 대한 지원. 이사 재량으로 기금
사용처 결정 가능.
특정 목적의 성장 지원. 급여, 새로운 연구실 조성, 연구 지원, 개발 지원 등 특정 목적
에 대한 지원.
유연한 사업 지원. 사업단 사무실 임대료 또는 사업 담당자 급여 인상 등 사업 니즈 외
의 비용에 대한 지원.
결과 지원. 특정한 방식으로 건전성을 개선하는 등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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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영리단체와 재단은 함께 성공 지표 및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산 금
액을 합의한다. 기금 수혜 단체는 지원 받은 기금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일체 비용 포함. 사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 수혜자
는 기금을 사업 진행에 지출했는지 또는 간접비에 지출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
간접비 비율 기반 사업 지원. 사업 진행 비용 및 사업 진행비의 일정 비율을 사업에 관
련된 기타 비용과 간접비 충당용으로 지원하는 방식.
출처: Bridgespan

실험 단계
향후 5개 재단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Hewlett 재단은 지난달 새로운 기금 정책을 발표했다. 재단장 래리 크레이머(Larry Kramer)는
이 발표가 향후 Hewlett 재단이 제공할 기금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일 뿐이라고 밝혔다.
크레이머는 Hewlett 재단의 기금 중 70% 가량이 제약이 없으며, 임직원들과 함께 기금 지원 방
식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ewlett 재단은 Chronicle of Philanthropy를 후원한
다).
크레이머는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의 이점은 내부적으로 자연스레 실험을 진행하여 수혜
자의 사업 진행 현황을 주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며, “Hewlett 재단
은 여러 컨설턴트와 함께 직원과 기금 수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돕고
있으며, 한동안 다각적인 실험을 통해 성공적인 실행 방식을 모색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워커는 Ford 재단이 간접비 지원을 2배로 늘렸으며, 2015년에는 기금 수혜 단체들의 간접비 지
원을 10%에서 20%로 증대하고 이후 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300개 기금 수혜 단체에
5년간 10억 달러 상당의 일반 운영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직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내년까지 새로운 계획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초래하는 불충분한 기금
미국 상위 15개 재단 2곳 이상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274개 비영리단체를 분석한 결과, 2%가
운영비 3개월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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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보유 현황(단위: 개월수)
안정적: 3 이상

58%

취약: 1~3

19%

매우 취약: 1 미만

23%

출처: 2017 Bridgespan 분석

데이터 받아보기

Datawrapper로 제작

기금 수혜 단체와 소통하기
MacArthur 재단의 전 대표 스태시는 이제 재단의 기금 조성 방식 개발에 대한 결정권은 후임
자

존 팰프리(John Palfrey)에게

있다고 밝혔다.

스태시는 보다

유연한

기금의 증액이

MacArthur 재단이 조성할 수 있는 전체 기금 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태시는 간접비 지원의 확대가 재단의 사업 중심 기금 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재단의 대표들이 모든 기금을 제약 없는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충분한 기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보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스태시는 예를 들어 재단이 대학교나 씽크탱크 연구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간접비 기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재단이 대학교나 씽크탱크의 간접비가 아닌 연구자의 연
구 자체를 지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결과
자선 전문가들은 대표 5인의 노력이 자선단체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
에 대한 진일보이며, 이번 노력의 장기적인 결과는 재단뿐 아니라 모든 기금 조성자의 자선 지
원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기금 조성자를 대변하는 Council on Foundations의 CEO 캐슬린 엔라이트(Kathleen Enright)
는 이번의 노력이 개인 기부자와 기업 기부자뿐 아니라 다른 재단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엔라이트는 일부 감시기구에서 여러 자선단체의 간접비가 과도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많은 독지가와 기업들이 간접비 지원을 꺼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엔라이트는 궁극적으로 정부 기금 조성자가 이번 노력에 영향을 받아 자선단체의 간접비를
더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과 개인 기부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선단체의 필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라이트는 모든 기부자 유형의 기부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리
더들이 비영리단체의 재무 건전성과 성공이 보다 유연한 기부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사실
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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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라이트는 “비영리 부문의 펀드레이저들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라며, “기부자가 많은
지식을 접할수록 성공적이고 건전한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사업 기금 지
원만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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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직원의 이탈을 초래하는 낮은 급여
낮은 연봉이 비영리 분야로 유입되는 인재 및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및 향후 비영리단체의 목적과 수익을 저해할 수 있다.

2019년 9월
짐 렌든(Jim Rendon)

경기침체가 극에 달한 시기에 구직을 하기란 제이미 씨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다. 제이미 씨는
막 대학을 졸업했지만 환경 부문의 비영리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제 일자리만
을 구할 수 있었으며, 어쩔 수 없이 판매직으로 부업까지 뛰어야 했다. 결국 제이미 씨는 로스쿨
에 진학했다. 로스쿨 재학 중 제이미 씨는 환경단체의 무급 인턴직에 종사하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2014년에 로스쿨을 졸업한 제이미 씨는 법률 분야의 커리어를 지망하고 있
었다.
자신의 성 없이 이름의 표기만을 허용한 제이미 씨는 워싱턴 D.C의 Animal Welfare Institute
에서 46,000달러의 연봉을 받고 펠로십을 시작했으며, 이후 인턴으로 근무했던 환경보호 단체의
정책 관련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이 일자리의 연봉은 48,000달러에 불과하여 상위
로펌의 초봉인 160,000달러 + 보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제이미 씨는 기뻤지
만, 동시에 이 연봉으로 어떻게 생활비를 감당하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지 걱정을 느꼈다.
제이미 씨는 “저는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며, “이
분야는 동시에 연봉이 낮은 것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라고 말했다.
제이미 씨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무실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고 값
싼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집세가 절감될수록 교통비는 증가했다. 종국에는 남자친구와 또 다른
룸메이트 한 명과 직장에서 한 시간 넘게 떨어진 버지니아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집을 쉐어하기
도 했다. 또한 수많은 동료 직원들처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법률 웹사이트의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결국 제이미 씨는 지치고 말았다. “정신 없이 일하고 부업을 뛰고 룸메이트를 들이면서도 가정
을 꾸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삶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제이미 씨의 이야기는 특히 비영리단체의 신입 직원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수많은 자선단체들
은 물가가 비싼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일자리 중 26%는 비영리단체의 일자
리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급여가 낮고 대부분의 경우 복리후생이 없으며, 직업적 계발의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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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수많은 젊은 직원들은 학부 또는 대학원 시절에 받은 수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영리 업계나 정부의 직원에 비해 석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높은 비영
리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일부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연한 보조금을 찾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지친 나머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직원들
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Non-profit Professional Employees Union의 노
조원 수는 2배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가능한 한 버티려고 애쓰고 있으며,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영리 업계를 영영 떠나고 있다.
제이미 씨는 결국 낮은 연봉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야생동물 보호 분야를 완전히 떠나 고
향인 샌디에이고로 돌아갔으며, 에너지 문제 관련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연봉은 28,000
달러 올랐지만, 제이미 씨는 여전히 룸메이트와 동거하고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벌
이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느낀다.
“34살까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제이미 씨는 말했다. 그녀는 영리 업계라
면 연봉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하고, 생활비를 더 줄여서 비영리단체에서 받
는 연봉만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텍사스는 생활비가 싸다고 들었지만……텍사스
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비영리단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오랫동안 일한 리더들이 업계를 떠나지 않아
리더십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급여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또한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동통계국이 직책별 급여
파악 방식으로는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의 급여를 쉽게 비교할 수 없다. 단, 다른 설문에 따르
면 비영리 부문의 보상에 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Young Nonprofit
Professional Network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200명 중 95%가 생계를 유지하기
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단 1/3이 향후 3년간 현재의 직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
다.
Young Nonprofit Professionals Network의 상임이사 제이미 스미스는 “많은 비영리 부문 종
사자들이 업계에 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부업, 프리랜스 일, 자문 또는 비영리 업계와 상관
없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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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높이다
YWCA Pierce County 의 CEO 미리엄 바넷은 직원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
운 보조금을 거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갱신이 불가능하여 향후 직원 해고를 초래할
수 있는 1 회성 기금은 신청하지 않는다.

젊은 전문가들은 비영리 분야에 남기 위해
부업을 뛰고 가정을 꾸리는 일을 미루고 있다.
비영리 종사자들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Fund the People이 비영리단체 및 재단 직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신입 직원의 급여 수준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대다수의 단체에서 낮은 급여로 인한 문제는 신입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Assisi Foundation
of Memphis의 상임이사 잰 영은 일부 상임이사들조차 적절한 노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잰은
25년 동안 단체에 근무하고도 연금 없이 은퇴한 비영리단체의 리더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더들이 생계 때문에 은퇴할 수 없다면 이들보다 직위가 더 낮은 직원들의 승진도 불가하며,
모두의 커리어가 정체된다.
Fund the People의 상임이사 러스티 스탈은 “비영리단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오랫동안
일한 리더들이 업계를 떠나지 않아 리더십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직
위를 막론하고 단체 전반의 부적절한 급여와 복리후생이 비영리단체에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
는 것이다.
“아무도 소속 단체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직원들은 박봉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진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라고 스탈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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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을 거부하는 밀레니얼 세대
낮은 급여 수준은 직원과 직원의 진로뿐 아니라 – 당장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 단체 자체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
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하지만, 낮
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유색인종 또는 경제 사정이 비교적 좋지 못한 가정의 인력은 비영리단체
의 일자리에 진입하거나 이러한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학자금 대출 금액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유색인종은 가족 전체를 책
임지거나 고소득 직업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색인종의 경우 전
반적으로 백인에 비해 자산이 훨씬 적기 때문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흑인 가정의 평
균 순자산은 백인 가정에 비해 단 15%에 불과하다.
Dress for Success Oregon의 상임이사 셰리 던은 “흑인이라면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뒤쳐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뒤쳐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근무해야 할 이유는 없죠.”라고 말
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공공정책 및 공공행정 조교수 재스민 맥기니스 존슨은 부조리하게도 가정의
경제력이 비교적 낮고 학자금 대출이 많은 학생들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기부여 수준과 사명감이 높으며, 자신의 일에 대한 신
념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맥기니스 존슨은 덧붙였다.

다양성의 중요함
Dress for Success Oregon 의 상임의사 셰리 던은 비영리단체의 낮은 급여
수준이

유색인종의

고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흑인이라면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뒤쳐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뒤쳐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근무해야 할 이유는 없죠.”라고 그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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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비영리 부문에 남지 않는다.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이직률이
높다. 맥기니스 존슨은 2년 후 비영리 부문을 떠나는 직원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석사 학위 소
지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급여이다.
“이들은 비영리 부문에 남고 싶지만 결국 떠나게 됩니다.”라고 맥기니스 존슨은 밝혔다.
테네시 주의 비영리단체와 옹호 단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omentum Nonprofit
Partners의 상임이사 케빈 딘은 직원의 지속적인 이탈이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
다. 직원이 퇴사하면 관리자들이 채용 절차를 거쳐 신입 직원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추정에 따르면, 직원을 교체하는 경우 소요되
는 총 비용은 직원 연봉의 1.5배에 달한다(신입 직원의 경우 이보다는 낮은 수준임). 뿐만 아니
라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 조직 전체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이직
률 또한 상승한다. “잔류한 직원들은 채용 중인 빈 자리의 업무까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소진을
겪게 됩니다.”라고 딘은 설명했다.

열정과 절약 정신이 약해지는 순간
오늘날의 젊은 비영리단체 직원들은 과거의 직원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이 많은 만큼 박봉과 전문 기술과 계발 기회가 적은 일자리를 견딜 가능성도 낮으
며, 이전 세대에 비해 이직 빈도가 높고 비영리 부문을 완전히 떠나기도 한다.
국제학을 전공한 아만다 퀸은 대학 졸업 직후 비영리단체에 취직하는 어려운 일에
뛰어들었다. 아만다는 항상 돈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그녀는 볼티모어 카운티의 메
릴랜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며, 대출을 받지 않기 위해 부모님의 집에서 살
았다. 또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유료 인턴십뿐 아니라 무료 인턴십에도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졸업한 아만다는 연금 혜택도 없이 39,000달러에 불과한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비영리 국제개발단체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물가가
높은 워싱턴 D.C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금액이었다.
아만다는 자신의 업무를 사랑했으며, 6명이 쉐어하는 집의 지하방에 매달 850달러
의 월세를 지불하며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프로젝트 관리로까
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으며 연봉은 매년 2% 인상되
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전문적인 계발의 기회가 없
다는 사실이었다. 프로젝트를 힘들게 성사시켜도 실제로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아닌 상급 직원들뿐이었다. 게다가 수업을 듣거나 컨퍼
런스에 참석할 기회도 없었다. “직원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제가 떠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아만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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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는 박봉과 기회 부족에 시달린 끝에 영리 기업의 국제개발 담당자로 이직했
다. 덕분에 연봉도 10% 올랐으며 룸메이트 수가 더 적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비영리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아만다와 다른 자선단체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명
세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실상은 비효율적인 단체를 겨냥한 ‘비영리 업계 콤플렉
스’를 언급했다. “사명감을 중시하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요?”라고 아만다는 반문했다.
아만다는 이제 비영리 여부가 아닌 성과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든 영
리 기관이든,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 짐 렌든

비영리단체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

-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개발 우선시하기. 이러한 덕목을 우선 순위로 정하면 상임이사와 이사회
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 기부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항 요청하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찬찬히 파악하고
기금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한다.
- 좋은 대우를 받는 직원의 가치 알리기. 프로그램은 저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기부자와 이
사들에게 직원이 단체에 주는 가치를 설득하면 급여 인상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 수입원 다양화하기. 수입원을 다양화하면 단체가 단일 기부처의 비현실적인 간접비 인하 요구
를 수용하거나 기금이 갱신되지 않아 급여를 삭감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기. 몇몇 기금은 서비스 비용을 일부만 지원하는 등 조건이 너무 제한적
이다.

오래된 갈등
비영리단체의 운영 방식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선행을 하므로 대
중, 기부자와 기금 제공자는 비영리단체가 단체의 목적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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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최소한으로 투자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의 기저에 깔린 사고방식은 비영리단체의 직
원들이 부유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
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
력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기관이기도 하다.
전문성과 이타주의 간의 갈등은 남북전쟁 시대의 유명한 구호단체들 사이의 갈등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Urban Institute의 연구원 벤 소스키스는 당시 유급 직원을 채용했던 단체와 자원봉사
에 의존한 단체 간에 경쟁이 있었지만 승리한 쪽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 사회복지기관과 엘
리트 자원봉사자들은 불편한 관계로 공존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비영리단체는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기를 희망하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수십 년간 급여, 행정 비용 및 기타 비용에 지출되는 금액인 간
접비가 낮을수록 단체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의 성과 향상을 돕는 컨설팅 기업 Social Sector Partners의 CEO 데이비드 그레코
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레코에 따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가격에 포함된 마케팅 비용, 행정 비용, 수익과 보너스는 무려 74%라고 한다.
그레코는 비영리단체가 기금과 계약에 지원할 때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급여와 같은 직접 비용
만을 예산에 포함하며, HR 이사와 회계 담당 직원의 급여 및 모금 비용 등 고액의 간접비를 포
함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경쟁력 있는 급여, 복리후생이나 전문 역량 개발
을 제공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단들은 처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단 지원금은 비영리단체 기부금의 18%에 불과하
나,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이 어느 정도는 재단의 지원금에 의존한다. 기금 제공자들을 대변하는
협회인 Maryland Philanthropy Network의 협회장 셀레스트 아마토는 비영리단체들이 수십 년
간 재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간접비를 억지로 절감해왔다고 말했다. “재단들은 마치 낮은 간
접비가 비영리단체의 운영 성과 지표라도 되는 듯이 간접비가 적은 단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라고 주장해왔습니다.”라고 아마토는 지적했다.
또한 재단들은 일반 운영 지원보다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여 단체들이 직원 및 전문 역
량 개발을 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아마토는 협회 회원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적절한 수준의 간접비를 지원하지 않는
다면 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아마토는 말했다. 아마토에 따르면, 적절한 간접비 수
준은 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전체 예산의 17%
가량이라고 한다.
하지만 Assisi Foundation of Memphis의 잰 영은 재단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단체 또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주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다. 영은 일부 경우 기금 지원 대상 단체들에게 임대료와 IT 서비스 요금 등 다른 기관이 동일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지침을 주어야
했다고 말했다. “마치 충분한 금액을 요청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은 것 같았어요.”라고 그녀는 회
상했다.

- 131 -

정부 계약 또한 이러한 예산 축소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사회복지 서
비스 계약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일부만 지급한다. 연방 정부가 간접비 비중을
10%로 늘린 것은 불과 4년 전이다. 단체들은 정부 기관의 지급 지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 모든 사항은 정부 기금에 의존하는 단체들이 직원에 투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
다.
일부 비영리단체는 지원할 기금을 직접 선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워싱턴 주 타코마에 위
치한 YWCA Pierce County의 CEO 미리엄 바넷은 “간혹 일부 기금에는 지원하지 않기도 합니
다.”라고 밝혔다. 미리엄 바넷은 직원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전문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갱신할 수 없는 기금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회성 기금은 직원 해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엄은 정부 기금은 경기 침체 시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최근 미리엄은 지역의 United Way에게 보고
요건을 충족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금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
다. 제약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금 제공자들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간접
비는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기금 제공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원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최근 Ford 재단은 기금 제안서의 예상 간접비 비중을 10%에서 20%로 인상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 운영 지원의 비중을 전체 기금 대비 36%에서 71%로 늘렸다.
기금 수혜 단체는 이러한 변화 덕분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Ford 자선 프로그램 담당자
크리스 카도나는 “이는 물론 자금의 유연성이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숨통이 트이고
이러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생겨서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Ford 재단은 기금이 직원
급여를 비롯한 보다 넓은 범위의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5 곳의 기금 제공자 중 하나이다.

10년간 비영리단체에서 힘들게 일한 끝에 남은 것이 없는 직원의 이야기
긴 근무 시간과 박봉을 감수하는 20대의 젊고 열정적인 직원들은 비영리 업계의 중
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부문에서 평생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
자나 가족의 경제력에 기대곤 한다. 이러한 안전망이 없다면 상황은 금방 어려워지
며, 직원들은 뜻 깊은 비영리 진로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헤더 로더는 10년 이상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했다. 헤더는 자신의 가족들 중 대학교
를 졸업한 첫 여성이었으며, 2008년 졸업 직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그룹홈에
취직했다. 헤더의 초봉은 23,000달러였다. 헤더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할아버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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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있는 방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빚을
지게 되었다. 이후 이직한 그룹홈에서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주하며 10대
소년 10명을 돌보았지만, 연봉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룹홈 아이들의 의류비, 식대와 선물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헤더
는 2곳의 그룹홈에서 일한 기간은 각각 1년에 불과했다.
“아이들을 향한 제 열정은 컸지만, 이러한 일은 사회에서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합니다.”라고 헤더는 말했다.
헤더는 이후에도 2곳의 비영리단체에서 일했으며, 남편과 함께 8만 달러 상당의 집
을 구매했다. 이후 지역의 유명 단체(헤더의 요청으로 단체명 비공개)에서 많은 사
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취직하게 되었다. 연봉은 40,000달러로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몸이 아픈 아들이 태어나면서 헤더는 무급 육아휴직을 해야만 했다. 아
들의 병원비는 쌓여갔다. 헤더의 급여가 남편보다 많았으며, 남편의 벌이는 아들을
돌보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적었으므로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
들을 돌보게 되었다. 의료보험료만 월 300달러 가까이 들었다. 가족은 주 50달러에
불과한 식비로 버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 “저는 신체적
으로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주 4~5일은 편두통에 시달렸고, 이를 갈았으며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라고 헤더는 회상했다.
결국 부부는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 살며 고령의 친척을 돌
보았다. 현재 헤더는 왕복 3시간을 꼬박 출퇴근길에 쏟고 있다.
헤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녀
또한 소속된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며, 단체 전체의 예산을 계획하는 팀의 팀원이다.
헤더는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에 사용할 돈이 없는 이유도 알고 있다. “이런 예산은
전문 개발 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에서 갹출해야 합니다.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그
것밖에 없으니까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속속들이 안다고 해서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메일에서 헤더는 수치심과 난처함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학을 졸
업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에 매몰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어쩌면 평생 원했던 일을 포기하고 영리 업계로 이직하여 연봉을 올리는 것도 나쁘
지 않을 거라고, 사명감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그
녀는 덧붙였다.
- 짐 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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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급여의 효과
직원 보상과 관련된 오래된 문제는 복잡하며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일부 단체와
직원들은 이러한 역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케빈 딘은 Momentum Nonprofit Partners in Memphis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임자로
채용되었다. 비영리단체와 옹호 단체를 대변하는 이 기관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신입 직
원을 여러 명 채용하고 지역 재단의 기금을 확보하여 새롭게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칙은 공정함과 정의였다. 케빈 딘과 이사회는 커뮤니티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Momentum은 지역 비영리단체의 본보기가 되고자 했다.
케빈은 “저희 단체는 비영리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
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옳은 일이기도 하죠.”라고 말했다.
Momentum은 연봉 등급을 3개로 나누고 최저 연봉을 6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복리후생 혜택을
늘리고 25,000달러 상당의 전문 역량 개발 기금을 조성했다. 그 결과, 직원 급여가 크게 인상되
었다. 예를 들어 사무 관리자의 급여는 시급 15달러 또는 연봉 30,000달러에서 연봉 60,000달
러로 크게 올랐다. 또한 직원 휴가는 무제한이며, 전문 역량 개발 예산의 대부분을 주니어급 직
원들에게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도입한 이후 이직은 크게 감소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케빈 딘은 밝혔다. Momentum은 지역 재단의 신뢰를 되찾아 더 많은 기금을 확보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급여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Momentum은 채용 공고가 범람하던 비영리 부문 채용 공고 게시판의 규칙도 변경했다.
이제 급여 정보를 명시하지 않거나 시급이 15달러 미만인 채용 공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케빈이 급여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길고 긴 면접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시급이 15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리를 사양한 친구의 이야기를 접한
것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이런 과정은 모두의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라고 케빈은 지적했다.
몇몇 단체는 공고 게시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반발은 놀라울 정도로 미약했다. “비영리 부문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봉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은 CEO 자리에 오르더
라도 공정하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라고 케빈은 덧붙였다.
미 서부에서는 Dress for Success Oregon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연봉과 복리후생을 인상했다.
이러한 조치는 2015년 상임이사로 부임한 셰리 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셰리는 Dress for
Success Oregon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전반의 낮은 급여에 대해 우려했다. 셰리는 배우자나 친
척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유색인종과 경제적 능력이 비교적 낮은 배경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자신들에
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에서 다양한 직원을 채용하고 싶다면 더 나은 급여와 적절한 복리후생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셰리 던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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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급여 인상은 직원들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제니퍼 제임슨이라는 직원은 셰리 던
이 부임하기 전부터 Dress for Success Oregon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제니퍼는 단체의 기술
담당자였으며, 주요 모금 행사인 갈라를 계획했다. 셰리 던이 합류하기 전까지 제니퍼의 시급은
16달러로, 별도의 의료보험 혜택 없이 월 200달러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았을 뿐이었다.
또한 제니퍼는 야근수당 없이 최대 주 70시간씩 근무했다. 화재경보가 울리고 셰리 던이 엘리베
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던 최악의 갈라 행사 후 제니퍼는 셰리 던에게 더 이상 이런 식으
로 일할 수 없다고 호소했고, 던은 가만히 경청했다.
이후 셰리 던은 단체의 기금 출처를 다양화하여 갈라 행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또한 단체
의 교육 및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안정적인 정부 기금을 찾았다. 180,000달러로 시작한
이 기금은 다음해 1,110,0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셰리 던은 고액 기부
자를 여럿 발굴했다.
이렇게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한 셰리 던은 구조조정을 통해 모든 직원의 연봉을 10% 인상했으
며, 5년 근속 후 안식월을 제공하는 등 직원 잔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셰리 던에
따르면 이후 직원 잔류율과 성과가 향상되었으며, 단체에 대한 직원들의 책임감도 높아졌다.
또한 셰리 던은 개발 관리자를 채용했으며, 제니퍼 제임슨은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이사로 승진
시키고 급여도 시급 16달러에서 연 50,000달러로 올려주었다. 제니퍼는 이제 더 이상 야근에 시
달리지 않으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좋아졌어요.”라고 제니퍼는
말했다.
급여 인상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비아 에스트라비즈는 Dress
for Success의 고객으로, 오랫동안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끝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가 Dress for Success에서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담당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
했다. 물론 연봉은 그녀가 수십 년 전에 받았던 것보다도 낮았지만, 지원할 생각을 접을 정도로
낮지는 않았다. 이 자리에 합격한 그녀는 연봉 인상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급여 인상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보람 있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또한 실비아는 단체 직원들의 다양성을 좋게 평가했다. “저는 직장에 다양성이 있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고객들 또한 다양할 테니까요.”라고 그녀는 말했
다.

커뮤니티 단체, 채용을 통해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다
뉴욕 브루클린의 해변가에 위치한 레드후크의 공공주택 단지에는 1만 명 가량이 거
주하고 있다. 수백만 달러의 가격을 자랑하는 타운하우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공공
주택 단지는 브루클린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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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ook Initiative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립 17
년차인 이 단체는 레드후크의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거나 대학에 진
학하도록 돕는다. 또한 교통과 공공 안전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 농
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Red Hook Initiative의 가장 혁신적인 활동은 바로
채용이다.

이웃에 의존하는 Red Hook Initiative
Red Hook Initiative 는 지역 주민들을 주로 채용한다. 단체 설립자인 질
아이젠하드(가운데)는 “레드후크의 주민이라면 저희 단체가 다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역에서 청년 125명을 고용하여 농장을 돌보고, 또래를 위한 강사와 상
담가로 활동하고, 동네 Wi-Fi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청
년들은 단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데, 50명의 정규직 직원들 또한 대부분 레드후
크 공공주택 단지 거주민들이다.
단체 설립자인 질 아이젠하드(가운데)는 “레드후크의 주민이라면 저희 단체가 다루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급여를 받고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d Hook Initiative는 더 많은 유색인종 직원들이 리더십 역할에 오를 수 있도록
RHI Institute를 설립했다. 모든 직원은 연간 30시간의 유급 전문 역량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만 30세 미만인 직원 8명은 9개월 동안 주 20시간 동안 유급으로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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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함께 전문적인 글쓰기 등의 기술을 연마하는 펠로십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
다.
Red Hook Institute는 직원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예: 학자금 대출 연체,
아동양육비 등)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25,000달러 상당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한
직원은 단체를 떠나 다른 단체의 이사가 되었다. 아이젠하드는 직원을 떠나 보내기
가 섭섭했지만, 그와 같은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Red Hook Initiative의 관리자가 되자,
레드후크의 다른 청소년들도 변화를 보였다. “고등학생 3명이 이 관리자가 다녔던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분명 우연은 아니었죠.”라고 아이젠하드는 말했다.
많은 커뮤니티 단체들은 수혜자들을 고용한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역량 강화를 돕
는 컨설팅 기업 Social Sector Partners의 CEO인 데이비드 그레코는 로스앤젤레
스의 비슷한 고객 단체가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푸드뱅크에서 저녁식사를 한다면 제대로 기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그레코는 반문했다.
아이젠하드는 급여 인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이
래 Red Hook Initiative의 최저 시급은 9달러에서 16달러로 올랐으며, 이는 법정
최저 시급의 1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청년고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시급은 15달
러이다. 현재 정규직 직원의 1/4 가량은 시간당 16~20달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의 급여는 그 이상이다.
이 모든 일이 쉽지는 않았다. Red Hook Initiative는 적립금과 기부금 부족에 시달
리고 있다. 간부급 이상의 급여 인상률은 더 낮다. 아이젠하드는 “저희는 이 목적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모금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 운영 보조금을 직원 급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죠.”라고 말했다.
- 짐 렌든

직원 급여를 인상하려면
재단에게 프로그램 운영비용 전액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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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박물관, 대학교와 정책 옹호단체 등의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급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
다. Nonprofit Professional Employees Union의 조합장 케일라 블레이도는 젊은 직원들이 중
요한 서포터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학자금 대출과 불완전 고용
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다수가 높은 의료보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연구원 줄리아 울프는 Nonprofit Professional Employees
Union이 자신이 재직 중인 단체의 주니어급 직원 급여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에 Economic Policy Institute에 입사한 줄리아는 이전 직장보다 더 적은 41,000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 “저는 과연 이 연봉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충 계산해봤는데, 솔직히 안 될 것
같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줄리아 울프는 부업을 찾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대신 노조 대표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연
봉협상 시 주니어급 직원의 급여 인상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으며, 이후에는 모든 연구원들의 연
봉 인상도 요구했다. 또한 주니어급 직원들은 모든 신입 직원과 주니어급 직원들의 일괄 연봉
인상을 위한 협상도 진행했다. 2년 동안 급여가 4번 인상되었고, 그 결과 이제 줄리아 울프의
연봉은 53,500달러이다. 줄리아는 아직 룸메이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 저축도 조금씩 하
고 대학원 진학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줄리아 울프는 신입 직원들이 기타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커리어의 첫 단계라고 해서 무급으로 부려도 되는 것은 아니며, 신입 직원이 단체를 위해 귀중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줄리
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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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비영리 부문 현황 요약:
공공 자선단체, 기부 및 자원봉사6)

브라이스 S 맥키버(Brice S. McKeever)
2018년 11월

이 보고서에서는 501(c)(3) 공공 자선단체의 수와 재무 동향을 살펴보고, 비영리 부문의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인 개인 자선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주요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가. 요점
- 2015년 미 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156만 개로, 2005년에 비해 10.4% 증가했다.
- 2015년 비영리 부문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5.4%에 해당하는 9,854억 달러를 차지하였다.[1]
-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registered with the IRS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501(c)(3) 공공 자선단체는 비영리부문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약 1/3(각각 1.98조 달러, 1.84
조 달러)에 기여했으며, 비영리 부문 전체 자산의 2/3 가량(3.67조 달러)을 차지하였다.
- 2017년 개인, 재단 및 기업의 전체 민간 기부는 총 4,100억 2천만 달러(Giving USA
Foundation 2018)에 달하여 2016년 대비 3% 증가(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하였
다. Giving USA(2018)에 의하면, 전체 자선 기부는 2017년 기준으로 4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은 민간 자선기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2017년 미국 성인의 25.1%가 총 88억 시간(추정)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2016
년 대비 1.6%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자원봉사 시간의 환산 가치는 약 1,950억 달러이다.

나. 비영리 부문의 규모와 범위

1) 모든 비영리단체

가) 단체 수
6)https://nccs.urban.org/publication/nonprofit-sector-brief-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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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5년까지 IRS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수는 141만 개에서 156만 개로 10.4% 증
가하였다. 156만 개 비영리단체는 예술, 보건, 교육, 비영리단체 옹호기관, 노동조합, 사업협회
및 전문협회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비영리단체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도회와 총 수입액 5천 달러 미만의 단체는 IRS 등록 의무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
많은 단체가 등록된 상태이다.[2] 이와 같은 미등록 단체를 모두 합하는 경우 비영리 부문의 범
위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156만 개 단체 이상으로 확대된다.

나) 재무
2015년 IRS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34% 가량은 Form 990, Form 990-EZ 또는 Form
990-PF 제출 의무가 있었다.[3] 이들 신고 비영리단체의 수입은 2.54조 달러, 자산은 5.79달러
에 달했다(표 1).[4] 2005년~2015년 사이 신고 비영리단체의 재정은 향상되었다. 즉, 수입과 자
산 모두 같은 기간의 GDP 성장률(13.6%)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2005년~2015년 사이 지
출은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 시 수입은 2014
년 2.44조 달러에서 2015년 2.54조 달러로 4.1% 증가했으며, 자산은 5.61조 달러에서 5.79달러
로 3.2% 증가했다. 지출 또한 2014년의 2.25조 달러에서 2015년 2.36조 달러로 5% 증가하였
다.

표1. 비영리 부문의 규모와 범위(2005~2015)

2005

2010

변화율(%),
2005–2010

변화율(%),
2005–2010

2015

(인플레이션 감안)

변화율(%),
2005–2015

변화율(%),
2005–2015

(인플레이션 감안)

모든 등록
비영리단체

1,414,343.00

1,493,407.00

5.6

--

1,561,616.00

10.4

--

신고
비영리단체

552,115.00

514,494.00

-6.8

--

531,026.00

-3.8

--

수입(10억$)

1,632.58

2,052.79

25.7

12.6

2,544.52

55.9

28.4

지출(10억$)

1,476.80

1,931.02

30.8

17.1

2,361.45

59.9

31.8

자산(10억$)

3,500.91

4,441.45

26.9

13.6

5,785.56

65.3

36.2

501(c)(3)
공공자선단체

847,946.00

979,883.00

15.6

--

1,088,447.00

28.4

--

신고한
공공자선단체

312,778.00

293,265.00

-6.2

--

314,744.00

0.6

--

수입(10억$)

1,173.21

1,509.43

28.7

15.2

1,978.52

68.6

39

지출(10억$)

1,077.37

1,450.74

34.7

20.6

1,838.81

70.7

40.6

자산(10억$)

2,065.18

2,671.86

29.4

15.9

3,668.59

77.6

46.4

출처: Urban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Core Files (2005, 2010,
and

2015);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rganizations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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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aster

Files,

Exempt

참고: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2005년 기준 총 수입 25,000달러 이상 및
2010년과 2015년 기준으로 총 수입 50,000달러 이상) 신고(IRS Forms 990 제출) 단체만을 포
함한다. 3년 연속 재무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면세 혜택이 취소된 단체는 2015년 전체 비영리단
체에서 제외되었다. 외국 단체, 정부와 관련된 단체 및 상태 식별자가 없는 단체도 제외되었다.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한 모든 금액은 달러 기준이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되지 않았다.

2) 공공 자선단체

가) 단체 수
공공 자선단체는 내국세입법에 정의된 30종 이상의 면세 비영리단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민간재단과 함께 501(c)(3)절로 분류된 공공 자선단체는 예술, 문화 및 인문학 단체, 교육
단체, 보건단체, 복지사업단체 및 기부자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 자선단체로 분류된 단체는 109만 개로, 모든 등록 비영
리단체의 2/3 가량을 차지했다. 2005년과 2015년 사이 공공 자선단체의 수는 28.4% 증가하여
모든 등록 비영리단체(10.4%)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등록된 공공 자선단체의 수는 10년 동
안 다른 비영리단체 하위 집단(민간단체(0.1%), 501(c)(4) 단체(28% 감소))에 비해서도 더 빠르
게 성장하였다. 결과적으로 2015년 공공 자선단체는 전체 비영리 부문의 69.7%를 차지하여,
2005년(60%)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Form 990 또는 Form 990-EZ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의 수는 2014
년~2015년 사이 2.2%로 소폭 증가하였다.

나) 재무
2015년 IRS에 신고한 모든 비영리단체의 3/5 가까이(59.3%)는 공공 자선단체였다. 공공 자선단
체는 비영리 부문의 수입과 지출의 3/4 이상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 수입은 1.98조 달러, 지
출은 1.84조 달러로 나타났다. 공공 자선단체가 보유한 자산은 비영리 부문 전체(3.67조 달러)의
2/3를 약간 밑돌았다.

다) 규모
신고 의무의 기준인 총 수입 5만 달러 미만의 단체를 제외하더라도 2015년 공공 자선단체의 대
다수는 소규모 단체로 나타났다. 아래 도표 1를 보면, 공공 자선단체의 66.9%가 지출이 50만
달러 미만(210,670개 단체)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공공 자선단체 지출(323억 달러)의 단 2% 미
만을 차지했다. 지출이 1천만 달러 이상인 단체는 전체 공공 자선단체의 5.3%에 불과했으나
(16,556개 단체), 공공 자선단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7.7%(1.6조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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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모든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와 지출 대비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의 수와 지출의 비율
Public charities - 공공자선단체 / Total expenses - 총 지출액

출처: Urban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Core Files (Public
Charities, 2015)

라) 유형
아래의 표 2는 2015년 공공 자선단체 분포 현황을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푸드뱅크, 노숙인
쉼터, 청소년사업단체, 체육단체, 가족사업 또는 법률사업단체 등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전체 공공 자선단체의 1/3 이상(35.2%)을 차지했으며, 2위인 교육 단체(17.2%)에 비해 2배 이
상 많았다. 교육 단체는 모금기관, 학부모-교사협회, 금융지원단체, 교육기관, 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한다. 보건단체는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의 12.4%에 불과했으나 2015년 공공 자선단체의 수
입과 지출 중 3/5 가량을 차지했다. 교육 단체는 수입의 17.9% 및 지출의 17.2%를 차지했으며,
복지사업단체는 그 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11.8%)과 지출(12.2%)을
차지했다. 반면, 전체 공공 자선단체의 단 2.3%에 불과한 병원의 수입과 지출은 전체 대비 절반
가량(수입 49.4%, 지출 50.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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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의 수와 재무 현황(2015, 하위 분야별)
금액 합계(10억$)
수

%

전체 대비 비율(%)

수입

지출

자산

수입

지출

자산

공공자선단체 전체

314,744

100.0

1,978.6

1,838.9

3,668.6

100.0

100.0

100.1

예술

31,429

10.0

40.6

35.7

127.9

2.1

1.9

3.5

교육

54,214

17.2

354.3

315.5

1,128.8

17.9

17.2

30.8

고등교육

2,153

0.7

230.9

207.4

736.3

11.7

11.3

20.1

기타 교육

52,061

16.5

123.4

108.1

392.5

6.2

5.9

10.7

환경 및 동물보호

14,591

4.6

19.7

16.5

47.8

1.0

0.9

1.3

보건

38,861

12.4

1,160.5

1,102.3

1,574.1

58.7

59.9

42.9

병원 및 1차 의료기관

7,113

2.3

977.1

926.7

1,281.5

49.4

50.4

34.9

기타 보건서비스

31,748

10.1

183.4

175.6

292.6

9.3

9.5

8.0

복지사업

110,801

35.2

234.1

224.0

357.1

11.8

12.2

9.7

6,927

2.2

38.5

34.5

43.2

1.9

1.9

1.2

37,478

11.9

111.3

93.3

347.1

5.6

5.1

9.5

20,443

6.5

19.6

17.1

42.6

1.0

0.9

1.2

국제
기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종교 관련

출처: Urban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Core Files (Public
Charities, 2015).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마) 성장
2015년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의 수는 2014년 대비 약 2.2% 증가했다. 2015년 신고한 공공 자
선단체의 수입, 지출 및 자산 총합은 2014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정된
기준으로 수입은 5.6%, 지출은 5.7%, 그리고 자산은 4.2% 증가했다.
이러한 동향은 비영리 부문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음을 나타낸다.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
단체의 수와 재정 모두 성장했다. 단, 이러한 성장은 하위 부문과 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표 3).
재정 성장은 하위 부문별로 각기 다르며, 2015년 기준으로 모든 하위 부문이 2005년에 비해 성
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예술, 교육(고등교육 제외), 보건
및 기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단체 등 일부 하위 부문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15년 기준으로 해당 하위 부문의 단체는 전체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50.8%)이
2005년(53.6%)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가장 비중이 적은 하위 부문인 국제 및 해외원조 단체
와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는 2005년과 2015년 사이 단체 수가 각각 21.7%와 14.7%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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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재정적으로는 종교 관련 단체가 차지하는 수입 및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종교 관련 단체의 수입은 123억 달러에서 195억 달러로(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
정한 수치. 59.3% 증가) 증가했다. 비슷하게 환경 및 동물보호 단체의 수입도 2005년부터 2015
년까지 130억 달러에서 197억 달러로 51.5%(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증가했다. 그
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2015년 기준으로 여전히 비영리 부문 전체의 수입 대비 각각 불과 1%를
차지할 뿐이었다. 비영리 부문 전체 재정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 관련 단체(수
입의 58.7%, 지출의 59.9%, 자산의 42.9%) 또한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상당히 성장했다. 특
히 병원과 1차 의료기관의 수입은 2005년 6,893억 달러에서 2015년 9,771억 달러(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로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동안 그 어떤 하위 부문보다도 큰 금액 상승을
나타냈다. 이처럼 보건 부문은 3,433억 달러 성장하여 2005년~2015년 비영리 부문 전체 성장
(5,546억 달러)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표3.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의 수, 수입 및 자산
(2005~2015, 하위 부문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단체 수
2005

2010

수입(10억$)
2015

2005

2010

지출(10억$)

2015

2005

2010

자산(10억$)

2015

2005

2010

2015

모든 공공자선단체 312,779 293,265 314,744 1,424.0 1,641.0 1,978.6 1,307.7 1,576.9 1,838.9 2,506.4 2,904.1 3,668.6
예술

34,483

29,409

31,429

31.7

31.5

40.6

27.7

29.9

35.7

98.3

교육

56,030

50,387

54,214

251.7

268.4

354.3

210.5

261.5

315.5

783.1

846.1 1,128.8

고등교육

1,869

2,040

2,153

166.3

173.3

230.9

140.2

169.3

207.4

527.6

549.7

736.3

기타 교육

54,161

48,347

52,061

85.4

95.1

123.4

70.3

92.2

108.1

255.5

296.4

392.5

환경 및 동물보호

12,721

12,715

14,591

13.0

14.7

19.7

11.0

13.7

16.5

32.0

37.7

47.8

보건

40,774

38,840

38,861

817.2

986.0 1,160.5

775.8

944.6 1,102.3 1,000.8 1,238.9 1,574.1

7,150

7,229

7,113

689.3

838.3

977.1

658.4

802.8

926.7

790.1 1,004.2 1,281.5

33,624

31,611

31,748

127.9

147.7

183.4

117.4

141.8

175.6

210.7

234.7

292.6

105,938 103,451 110,801

185.3

213.3

234.1

176.8

206.2

224.0

274.3

321.2

357.1

병원 및
1차 의료기관
기타 보건서비스
복지사업

105.3

127.9

국제

5,691

6,066

6,927

30.5

32.0

38.5

27.1

31.1

34.5

28.5

31.3

43.2

기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38,381

34,595

37,478

82.3

81.2

111.3

68.2

77.0

93.3

262.5

292.6

347.1

종교 관련

18,761

17,802

20,443

12.3

13.9

19.6

10.6

12.9

17.1

26.9

31.0

42.6

출처: Urban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Core Files (Public
Charities, 2005, 2010, and 2015).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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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공공 자선단체의 재정적 성장은 주로 후반부 5년에 집중되었다(표4).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공공 자선단체의 수입은 15.2%, 자산은 15.9% 증가했으며, 이후 더욱 가파르
게 성장하여 수입은 20.6%, 자산은 26.3%(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2005년~2010년에 지출은 수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은
15.2% 증가한 반면, 수입은 무려 20.6% 증가하였다. 반면 2010년~2015년에는 지출보다(16.6%
증가) 수입이(20.6%) 더 많이 증가했다.
단, 이러한 성장 기간은 하위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술, 문화 및 인문학 단체와 기타 공
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단체는 2005년~2010년에 오히려 하락세를 경험했다. 특히 기타 공공서비
스 및 사회복지 단체의 하락세는 예술, 문화 및 인문학 단체보다 커서 2005년~2010년에 수입이
11억 달러(1.3%)나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단체는 37.1% 성장했으며, 예술, 문화 및 인문학 단체의 수입도 28.9% 증가했다. 두 부문 모두
복지사업단체의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 동안 복지사업단체의 성장
률은 9.8%로 모든 하위 부문 중 가장 낮았다.

표4. 신고한 공공 자선단체의 수입, 지출 및 자산 비율 변화
(2005~2015, 하위 부문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수입 변화

지출 변화

자산 변화

2005–
15

2005–
10

2010–
15

2005–
15

2005–
10

2010–
15

2005–
15

2005–
10

2010–
15

모든 공공 자선단체

38.9

15.2

20.6

40.6

20.6

16.6

46.4

15.9

26.3

예술

28.1

-0.6

28.9

28.9

7.9

19.4

30.1

7.1

21.5

교육

40.8

6.6

32.0

49.9

24.2

20.7

44.1

8.0

33.4

고등교육

38.8

4.2

33.2

47.9

20.8

22.5

39.6

4.2

33.9

기타 교육

44.5

11.4

29.8

53.8

31.2

17.2

53.6

16.0

32.4

환경 및 동물보호

51.5

13.1

34.0

50.0

24.5

20.4

49.4

17.8

26.8

보건

42.0

20.7

17.7

42.1

21.8

16.7

57.3

23.8

27.1

병원 및 1차 의료기관

41.8

21.6

16.6

40.8

21.9

15.4

62.2

27.1

27.6

기타 보건서비스

43.4

15.5

24.2

49.6

20.8

23.8

38.9

11.4

24.7

복지사업

26.3

15.1

9.8

26.7

16.6

8.6

30.2

17.1

11.2

국제

26.2

4.9

20.3

27.3

14.8

10.9

51.6

9.8

38.0

기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35.2

-1.3

37.1

36.8

12.9

21.2

32.2

11.5

18.6

종교 관련

59.3

13.0

41.0

61.3

21.7

32.6

58.4

15.2

37.4

출처: Urban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Core Files (Public
Charities, 2005, 2010, and 2015).
참고: 반올림으로 인해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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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부

1) 기부금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2017년 민간 기부금은 4,100억 2천만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된다(Giving USA Foundation 2018). 전체 기부금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하였다. 2017년
이래 민간 기부금은 11.5% 증가했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도표2. 민간 기부금 현황(2000~2017)
Current dollars – 현재 금액 Constant (2017) dollars – 실질 금액

출처: Giving USA Found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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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령 단체
2017년 수도회와 종교 단체는 전체 기부금 중 1/3에 못 미치는 비율(30.9%)을 수령했다(표 5).
이는 2012년(32.3%)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뒤를 이어 교육 단체가 두 번째로 많은 비율
(14.3%)을 수령했으며, 이는 2012년과 동일한 수준이다(14.3%). 2017년 3번째로 많은 비율을
수령한 부문은 복지사업단체이지만(12.1%), 2012년(12.6%)에 비하면 다소 감소하였다. 2017년
전체 기부금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기부는 개인 대상 기부(1.8%)로 나타났다.
표5. 수령 단체 유형별 기부금 현황(2017)
자선단체 유형

2012년 기부금 비중(%)

2017년 기부금 비중(%)

2012~2017년 변화율(%)

종교

32.3

30.9

-1.4

교육

14.3

14.3

0.0

복지사업

12.6

12.1

-0.5

재단 대상 기부

12.2

11.1

-1.1

보건

8.0

9.3

1.3

해외원조

4.9

5.6

0.7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

7.0

7.2

0.2

예술, 문화 및 인문학

4.2

4.7

0.5

환경 및 동물보호

2.7

2.9

0.2

개인 대상 기부

1.8

1.9

0.1

출처: Giving USA Foundation (2018).

3) 재단
Foundation Center (2018)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의 기금 지원 재단은 86,203개 이상이었다.
민간 기부금에 해당하는 이 재단들의 기금은 2015년 628억 달러로, 2014년 대비 4.1% 증가하
였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도표 3).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 기금은 42.1%
증가하였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같은 기간 동안 재단 자산 또한 2005년의
6,680억 달러에서 2015년 8,901억 달러로 33.2% 증가했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
치).

도표3. 연도별 재단 수 및 조성된 기금 금액 현황(2005~2015)
Foundations – 재단 / Grants made – 조성된 기금
Number of foundations – 재단 수 / Grants made ($ billions) – 조성된 기금(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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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Foundation Center, Foundation Stats (2018).

라.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비영리 부문의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 자선단체의 2/5 이상이 자원봉사자에 의존한
다.[5] 이 섹션에서는 인구조사와 미국 시간 사용 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활동별 평균 자원봉사
시간(도표 4)과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시간 및 자원봉사 시간의 경제적 가치(표 6)에 대해 알
아본다. [6]

1) 자원봉사자 수
2017년 성인 25.1명(인구의 NA%)이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
년~2017년 동안 기록된 가장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9년과 2011년의 NA%였다. 반면 가장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의 NA%로 나타났다.
2017년 하루 평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6년의 --%에 비해 --%로 소폭 상
승했다. 이와 같은 상승은 지난 10년 이래 하루 평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2016년 이후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NA명의 사
람들은 2016년 일일 자원봉사자 수에 비해 1백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하루 평균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9년으로, 당시
미국 인구의 52%가 자원봉사에 참여했다(NA명).

2) 자원봉사 시간
2017년 미국인들은 약 64.4시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이는 2016년의 63.9시간에 비해 소
폭 상승한 수준이며, 자원봉사자당 8.8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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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 활동
도표 4에서 2017년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분야는 사회복지 및 돌봄 활동으로 나타났다
(22%). 이러한 활동은 음식 준비, 의류 및 기타 현물 수집 및 전달, 돌봄, 지도, 상담 또는 멘토
링 제공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활동은 행정 및 지원활동(24.8%)으로, 여
기에는 컴퓨터 사용, 전화 통화(핫라인 상담 제외), 서신 작성, 모금 등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활동은 - 사회복지 및 돌봄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23.5%에서 소폭 감소하고 사회 행정 및 지
원 활동에 할애된 시간이 25.3%에서 약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 2016년에도 자원봉사 시간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자원봉사자들은 2016년에 비해 퍼포먼스나 문화 활동
과 모임, 회의 및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반면, 유지 보수, 건축 및 청소 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감소했다.

도표4. 활동별 자원봉사 시간 분표 현황(%, 2017)
Social service and care – 사회복지 및 돌봄
Administrative and support – 행정 및 지원 / Other – 기타 / Travel – 여행
Performing and cultural activities – 퍼포먼스 및 문화 활동
Meetings, conferences, and training – 모임, 회의 및 교육
Maintenance, building, and cleanup – 유지 보수, 건축 및 청소
Public health and safety – 공공 보건 및 안전 / Waiting – 서빙

출처: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American Time Use Surv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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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봉사의 가치
2017년 자원봉사자들이 할애한 시간의 가치는 약 256(표 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시간의 가치
와 민간 기부를 합한 총 기부금은 4,440억 1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자원봉사 시간은 이 금액에
서 12.6%를 차지했다.

표6.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시간 및 자원봉사자의 환산 금액($,2008~201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간
자원봉사 참여
인구 비율(%)

26.4

26.8

26.3

26.8

26.5

25.4

25.3

24.9

25.2

25.1

자원봉사자 수
(백만)

61.8

63.4

62.8

64.3

64.5

62.6

62.8

62.6

63.9

64.4

자원봉사 시간
(10억)

8

8.1

8.1

8.5

8.5

8.3

8.7

8.5

8.7

8.8

자원봉사자 당
평균 자원봉사 시간

130

128

129

132

132

133

139

136

136

137

자원봉사자 당
자원봉사 시간 중간값

52

52

52

51

50

50

50

52

--

--

자원봉사 참여
비율

6.8

7.1

6.8

6

5.8

6.1

6.4

6.4

5.6

6

자원봉사자 수
(백만)

16.2

17.1

16.6

14.6

14.3

15.1

16

16.3

14.4

15.6

자원봉사자 당
일일 자원봉사 시간

2.43

2.39

2.46

2.84

2.48

2.57

2.41

2.49

2.39

2.86

234.4

236.3

238.3

240

243.8

246.2

248.4

251.3

253.6

256

4.7

4.8

4.8

5

5

4.9

5.1

5

5.1

5.2

일일

자원봉사자 가치
16세 이상(백만)
전일제에 상당하는
직원 (백만)
자원봉사자에 할당된
시급

$18.08 $18.63 $19.07 $19.47 $19.75 $20.16 $20.59 $21.08 $21.63 $22.13

자원봉사자 시간에
할당된 가치 (10억$)

$144.70 $150.70 $154.10 $164.80 $168.30 $167.20 $179.20 $179.00 $187.40 $195.00

출처: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Volunteer Supplement (2007–16);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American Time Use Survey (2007–
16); and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2016).
참고: 자원봉사자당 자원봉사 시간 중간값은 2016~2017년에 해당. 자원봉사 참여 비율 및 자원
봉사 시간은 2016~2017년에 해당(전년도 기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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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2015년 공공 자선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2/3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국 비영리 부문 수입
및 지출의 3/4 이상에 기여했다. 비영리 부문 전체는 최근의 경기침체기에도 수입, 지출과 자산
이 15%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한 재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다양한 하위 부문이 경기 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예술 단체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단체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
이 소폭 감소한 반면, 보건 단체는 같은 기간 동안 비영리 부문 전체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모든 비영리 부문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구체
적으로 수입은 20.6% 증가한 반면 지출은 단 16.6% 증가하여 수입의 성장이 지출의 증가를 넘
어섰으며, 자산 또한 26.3%라는 상당한 성장률을 보였다.
2014년 이후 민간 자선기부 또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치 기준으로 몇 년 연속 증
가했다. 2017년 민간 자선기부는 4,100억 2천만 달러를 돌파하여 역대 최고의 연간 기부금 기
록을 경신하는 동시에 사상 최초로 연간 기부금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자원봉사
자 수 또한 미국 성인 인구의 NA%(추정)로 증가하였다. 일일 평균 자원봉사 참여 비율도 --%
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인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2017년 자원봉사자들은 64.4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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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GDP 추정치는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추정치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하되 정부나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은 제외한다(table 1.3.5:
Gross Value Added by Sector at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ational
Data: Section 1 - Domestic Product and Incom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ccessed May 1,
2018,https://www.bea.gov/iTable/iTable.cfm?reqid=19&step=2#reqid=19&step=2&isuri=1&
1921 참고).

[2] 수도원 관련 추정치의 표준 출처는 전화번호부 및 기타 출처를 활용하여 마케팅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 American Church의 목록이다. American Church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약 34만 5천 개의 예배당이 존재한다.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의2016년 2월 IRS 비즈니스 마스터 파일 분석에 따르면, 이 중 IRS에 등록한
예배당은 약 24만 개이다(“Churches Mailing Lists and Sales Leads,” InfoUSA, 2018년 5월
1일 기준, https://www.infousa.com/product/church-list/ 참고)

[3] 모든 민간 재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Form 990-PF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 2010년
전에는 총 수입이 2만 5천 달러 이상인 비영리단체(수도회 제외)는 Form 990 또는 Form
990-EZ를 제출해야 했다. 2010년부터는 총 수입이 5만 달러 이상인 단체(수도회 제외)만이
Form 990 또는 Form 990-EZ 제출 대상이다. 총 수입이 5만 달러 미만인 단체는 Form
990-N(전자 엽서)이라는 정보 요청서를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제출 의무는 “Form
990 Series Which Forms Do Exempt Organizations File Filing Phase In,”(국세청, 2018년
5월 1일 기준,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form-990-series-which-forms-do-exempt-or
ganizations-file-filing-phase-in)에 나와 있다.

[4] 표 1에 따르면 2005년~2015년 신고한 자선단체의 수는 단 0.6% 증가했다. 또한 이 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한 자선단체의 수는 6.2% 감소했다.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의previous editions이전 버전에 나왔듯이2012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Core File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가 나타났다. IRS의 데이터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IRS 신고 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도입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Form 990-N(전자 엽서)이
도입되면서 여러 소규모 단체는 더 이상 Form 990 또는 Form 990-EZ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신고 의무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Form 990 또는 Form 990EZ를 제출해왔던
여러 단체는 2012년 세금 신고 기간부터는 990-N을 제출했는데, Form 990-N 신고자는 표
1의 신고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 단체의 수는 6.8% 증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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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2.3% 증가하여 비영리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2014년 이전의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발행 호에 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나타난 신고 단체 수 감소는 IRS 신고 지침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의 IRS 소득세 면세 단체 표본 통계 분석(2012)

[6] 자원봉사 시간 추정치는 인구조사(CPS) 데이터에 기반한다. CPS Volunteer Supplement의
자원봉사 통계는 2015년 9월이 마지막이며, 2016년의 총 자원봉사 시간 및 총 자원봉사 수는
과거 C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6년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비율을
인구조사국의 16세 이상 인구에 대한 추정치(군인 및 보호 시설 거주 인구 포함)에 대입하여
2014년과 2015년의 추정치를 통해 2016 CPS 16세 이상 인구를 예상하였다. C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통계국의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2018년 5월 1일 기준, https://www.bls.gov/cps/home.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r more on the 미국 시간 사용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통계국의 “American Time
Use Survey,”(2018년 5월 1일 기준, https://www.bls.gov/tus/home.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조사국의 추정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인구조사국의 “Annual Estimates of
the Resident Population by Sex, Age, Race, and Hispanic Origin for the United States
and States: April 1,2010 to July 1, 2016,”(American Fact Finder, 2018년 5월 10일 기준,
https://factfinder.censu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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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와 정부 간의 계약 및 보조금

사라 L 페티존(Sarah L. Pettijohn)
엘리자베스 T 보리스(Elizabeth T. Boris)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는다. 1960년대 이래 정
부가 비영리단체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비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Smith and
Lipsky 1993), 이로 인해 비영리단체의 사명 달성 역량과 정부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량
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협업은 정부와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모두의 변
화를 가져왔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계약 및 보조금에 관한 두 번째 전국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Boris et al. 2010)1).
두 번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영리 자선단체와 정부의 보조금 관계 범위를 진단하여
새로운 차원의 지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2010년 IRS 양식 990을 통해 10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신고한 대부분의 비영
리 자선단체 유형에 대해 무작위로 진행된 전국적 계층 설문에 기반한다. 대표성을 지닌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선별 전 주, 비영리단체 유형 및 비영리단체 규모로 대상 단체를 계층화하였다.
작은 주의 경우 과다 표집을 통해 적절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여 주 수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Pettijohn, Boris, DeVita, and Fyflfe 2013; Pettijohn, Boris, and Farrell(발간 예정)). 또한
별도로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수령한 미국의 모든
비영리 자선단체를 대표하기 위해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방법론 섹션 참고).

정부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수령한 비영리단체
2013 비영리단체와 정부의 계약 및 보조금에 관한 전국 연구에는 정부와의 계약 하에 보조금을
받고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혼재된 현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비영리
단체의 40% 가량이 경제 침체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연말 결산 시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의 약 15%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0%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는
등, 경제 침체기가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도 비영리 단체들이 계속해서 재정난에 처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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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절반 가량이 2011~2012년 사이 정부를 통한 수입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2012년 지방 정부, 주 정부 및 연방정부는 약 56,000개 비영리단체와 협업하여 야생동물 보호
단체, 유치원, 지역사회 개선 단체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
로 추정된다. 복지사업 단체(53%)가 가장 많은 계약을 확보했으며(2009년 33,000건에서 2012년
29,483건으로 감소), 예술, 문화 및 인문학 단체(13%)와 보건 단체(12%)가 큰 격차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 기금의 27%는 보건 단체에게 지급되었다(표 1). 계약 및 기금 금액의 범위는 3.25
억 달러~1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정부는 계약과 기금의 두 가지 자금 지원 체계를 이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지원한다2). 비영리단체
의 43% 가량은 기금 지원만을 받으며, 19%는 계약 관계만을 맺고 있다고 답변했다. 38% 이상
은 계약 관계를 맺고 기금 지원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금 지원만을 받는 단체, 계약 관계만
을 맺은 단체와 계약 관계 및 기금 지원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비영리단체가 계약 관계를 맺는 순간 정부와의 관계가 변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계약 관계가 바람직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 지원과 달
리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요건을 수반하기 때문일 수 있다(Pettijohn 2013). 도표 1에서 유형별
단체의 계약과 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대형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협업하는 비영
리단체 가운데 47%는 운영비가 1백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36%는 예산이 25만 달러~99만
9,999달러였다. 반면 예산이 10만 달러~24만 9,999달러인 비영리단체의 17%만이 정부와 계약
을 맺거나 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는 정부 계약과 기금을 확보한 비영리단체
를 유형과 규모별로 나타낸다. 또한 표 2는 이러한 수치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정
부와 계약을 맺거나 기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규모를 전체 비영리 부문과 비교한다.

정부 계약과 기금의 특성
연방정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다양한 지급 방식을 이용하여 비영리단체가 계약이나 기금의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지급 방식은 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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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정 금액 또는 정액 지급이다. 비용 보전 계약의 경우 지정된 한도 내에서 가용 경비를 지
급하며, 고정 금액 계약의 경우 발생한 경비와 관계 없이 협의된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의
2/3 가량이 정부와 비용 보전 방식으로 계약(63%)을 맺거나 기금(64%)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고정 금액 방식의 계약(55%)을 맺거나 기금(62%)을 지원 받는 경우도 많았다.
복수의 계약 및 기금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계약과 기금별로 지급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
다. 계약의 지급 방식이 단일한 비영리단체는 1/3에 불과했다. 비영리단체는 평균적으로 모든
계약을 통틀어 2~3가지 지급 방식을 적용 받고 있었다. 이 결과를 1가지 지급 방식을 적용 받는
비영리단체(50% 이상)와 종합한 결과, 비영리단체들은 평균적으로 1~2가지 지급 방식을 적용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계약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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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ulture and humanities – 예술, 문화 및 인문학
Education – 교육 / Environment and animals – 환경 및 동물 보호
Health – 보건 / Human services – 복지사업 / Other – 기타

비용 분담 및 매칭 요건
정부 계약 및 기금은 비영리단체가 계약이나 기금의 일정 부분만큼 기부 또는 기타 자금을 매칭
하거나 분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반한다.3) 2012년에는 설문 조사 대상 비영리단체의 절반 가
량이 1개 이상의 정부 기금에 매칭 요건이 수반된다고 답변했으며, 25%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
는 정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은 비영리단체가 계약보다 기금을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비용을 매칭하거나 일부를 분담하도록 요구 받은 단체의 경우, 정부 계약에 대한 평균
적인 비용 분담은 계약 금액의 30%(중간값: 25%), 정부 기금에 대한 평균적인 비용 분담은
44%(중간값: 33%)로 나타났다. 운영 비용이 1백만 달러 이상인 대형 단체의 경우 소규모 단체
(운영비 10만 달러~24만 9,999달러)에 비해 비용 분담을 요구 받는 계약과 기금을 받을 가능성
이 2배 더 높았다.

사업 및 단체 행정 비용
비영리단체의 50%가 정부 계약 및 기금이 사업 및 단체 행정(간접비) 비용 보전을 제외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고했다.

4)

설문에 참여한 단체의 20~25% 가량은 정부에서 행정 비용을 전혀 지급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75%는 행정 비용 지급 제한이 10% 이하라고 답변했다.5)
단체의 간접비는 가장 빈번하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34개 주의 비영리단체 다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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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접비 보전을 제한하는 계약 및 기금을 받고 있으며, 27개 주의 비영리단체 중 대다수는 사
업 행정 비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비용이 제한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는 염려스러운 일이다. 비영리단체는 간접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직 직원에 낮은 급여를
지급하여 우수하고 숙련된 직원을 채용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줄여 생산성과 효과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Hager et al. 2005). 연방정부의 보고서에 따
르면, 비영리단체는 보전되지 않는 간접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혜 대상의 수를 줄이거나, 서비스
를 줄이거나 역량 형성 및 직원 충원을 포기 또는 미룰 수 있다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0).

책임성과 보고 요건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에 계약과 기금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은 단체가 본래 용도대로 자금을 사
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고 및 책임성을 요구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비영리단체는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확대된 책임성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
고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을 파악하기란 어려우며 특히 기금 지원 기회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단
체에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응답자들이 보고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로 선택한 사항은 각기 다른 보고 형식(71%)과 행정 비
용 및 간접비 허용 수준(65%)이었다. 기금 지원만을 받는 단체는 계약 관계를 맺은 단체 및 계
약과 기금을 모두 받는 단체보다 보고 요건에 관련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단체는 각기 다른 간접비 허용 수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경우(75%)가 소규모 비영
리단체(63%)보다 더 많았다.

계약 및 기금에 관한 문제
많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정부가 주요 수입원이므로, 정부 기금 지원의 행정은 비영리단체의 효
율성과 비용 발생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 침체기에 비영리단체들은 복잡한 신청 절차, 부담
스러운 보고 요건, 서비스 비용의 일부만 충당 가능한 지원, 정부 계약 변경, 지급 지연의 주요
문제 5가지를 토로했다. 물론 정부 계약 및 기금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가 더 큰 타
격을 받았으나,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 부문 전반에서 발생했다(도표 3). 이러한 문제는 복지사업
단체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정부 조달 및 기금 지원 절차의 체계적 문제와 더불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모든 사업 영역의 비영리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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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ity of/time required by application process – 신청 절차의 복잡함 및 소요 시간
Payments do not cover full cost of contracted services
– 계약한 서비스의 비용 일부만을 충당 가능한 금액 지급
Complexity of/time required for reporting – 보고의 복잡함 및 소요 시간
Covernment changes to contracts or grants – 계약 또는 기금에 관한 정부 정책 변경
Late payments (beyond contract specifications) – (계약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한) 지급 지연
Big problem – 큰 문제 / Small problem – 작은 문제 / Not a problem – 문제가 되지 않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청 및 보고 요건
모든 유형과 규모의 비영리단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는 복잡한 신청 및 보고 절차였
다(도표 3). 정부 계약과 기금에서 얻은 수익에 자원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즉 정부에서 요구하
는 절차에 비교적 익숙할 가능성이 높은 비영리단체조차 이러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어려움을
야기하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전체 비영리단체의 70%는 복잡한 신청 및 보고
절차가 문제를 초래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원 수준
2012년 비영리단체의 절반을 넘는 54%가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 비용 일부만을 충당 가능하다
는 점이 문제로 작용한다고 답변했다. 비용 보전이 불충분한 경우 단체가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계약과 기금은 비용 분담이
나 매칭을 요구하므로 별도의 모금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적립금을 소진하거나 수수료로 인한 수입 또는 운영 자원을 이러한 목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
황이 초래된다(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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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기금 변경
비영리단체의 52% 가량이 이미 서명한 정부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보고했다. 비영리단체의 44%
는 정부가 이러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자주 변경된 사항
은 보고 요건 확대(35%), 서비스 금액 인하(23%) 및 서비스 요구 사항 확대(1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대형 단체와 보건 및 복지사업 분야의 단체를 상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기금 지원이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급 지연
2012년 비영리단체의 1/3 가량이 정부의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 비영리단체의 45%가 이러한
지급 지연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했다. 대형 비영리단체는 계약 및 기금 조건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는 정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했다. 지급 지연은 모든 수준의 정
부 기관에 걸쳐 만연했으며, 주 정부 기관의 경우 비영리단체에 평균 20만 458달러의 채무를 보
유하여 채무액이 지방 정부 기관과 연방정부 기관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정부 계약 및 기금에 관한 경험의 변화
정부 계약과 기금에 관련된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많은 비영리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우
려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73%는 2012년의 정부 계약과 기금에 대한 경험을 2011년과
동일하게 평가한 반면, 21%는 2012년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계약 및 기금에 관한 경험과 관계가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로 나타났다.

정부 계약 및 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재무 건전성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수익 출처를 보유한다. 비영리단체에 11가지 자금 출처의 변화 추이를 문
의한 결과(도표 4), 2011년과 2012년 사이 평균적으로 2~3개 출처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82%는 1개 이상 자금 출처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비영리단체
의 수입이 가장 빈번하게 감소한 출처는 연방정부 계약(2011년~2012년 비영리단체의 47%가 수
입이 감소했다고 응답)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기금은 각각 43%와 38% 감
소하여 그 뒤를 이었다. 비영리단체의 1/3 가량이 Medicaid와 Medicare 등 정부의 서비스 요
금 수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보건 및 복지서비스 단체는 다른 비영리단체 유형에 비해 정부
기금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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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조치
비영리단체는 수익 변화에 대한 조치로 자금 분배에 관한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다(도표
5). 일부 비영리단체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특히 정부 기금에 예산의 1/3 이상을 의존하는 단체
를 비롯한 대다수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50% 가량이 직원 급여와 복지를 늘리는 등 일부 비영리단체는 회복세를 보였다.
비영리단체의 46%는 유급 직원 수가 동일했으나, 2012년에 흑자를 기록한 비영리단체의 경우
유급 직원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의 1/2 이상(54%)이 수혜 대상 수를 늘렸으
며, 업무 시간(87%)과 사무소 수 또는 사업 현장(79%) 및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수(52%)를 동
일하게 유지했다.

결론
본문의 결과는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의 재무적 관계에 대한 지식을 넓혀 준다. 최초로 진행된
이 전국적 연구를 통해 정부의 기금 금액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급 방식으로 채택하는 기금
지원 체계(계약, 기금 또는 계약과 기금 모두)를 비영리단체 유형별로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비영리단체를 통해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범위와 정부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논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재무 현황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비
영리단체는 아직 경기 침체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다수는 아직 수익이 미미하고 계
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영리단체에게 제
때 서비스 비용을 100% 지급한다면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공유하는 공적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
본 설문조사는 Urban Institute의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서 무작위로 추
출한 전국 501(c)(3) 공적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에 Form990(연간재무제표)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출이 10만달러 이상인 단체로 제
한되었다. 본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50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의 2만 개 단체로 구성되었
다. 7,8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가 직접 연락하여 설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4,024개 비영
리단체가 설문조사를 완료했다(응답률 33%). 이 보고서의 모든 추산치에는 적절한 가중치가 부
여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지출이 10만달러인 비영리사업 분야(예술, 문화 및 인문학, 교
육, 환경 및 동물 보호, 보건, 복지사업, 국제 및 외교, 공공 및 공익, 종교)로 일반화할 수 있다.

도움 주신 분들
본 연구는 The Urban Institute’s Center on Nonprofit and Philanthropy와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의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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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비영리단체는 과세 코드에서 501(c)(3) 면세 단체로 분류되었으며 지출이 10만 달러 이상인 공적
자선단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 계약과 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기
타 비영리단체를 제외했다. 제외된 비영리단체 유형은 Pettijohn et al. (2013)의 방법론 섹션에 명시되
어 있다.
2) 연방정부는 비영리단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계약을, 비영리단체가 미국 의회에서 공공정
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돕는 경우 기금을 이용한다. 연방정부의 계약과 기
금의 차이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ettijohn 2013에 명시되어 있다.
3) 비용 분담과 매칭 요건은 비영리단체가 기금의 일정한 비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계약과 기금을
기반으로 한다.
4) 단체의 간접비 또는 행정 비용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단체 관련 비용 전체(예: 공과금, 회
계 직원, 접수처 직원 등)를 포함한다. 사업 간접비 또는 행정 비용은 사업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행정 비용(예: 컴퓨터 사용, 복사, 임대료, 전화 요금 등 사업 행정에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5) 정부 계약의 3/4은 간접비의 10% 이하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수의 연구 결과 “간접비의
20~4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25~35%가 가장 현실적인 수준”임이 밝혀진 바 있다(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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