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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3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지원’이라는 기치
아래 두 번째 시기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2013~2016년)는 서울시민의 공익활동에

실질적인 지원과 NPO의 기초체력을 위한 지원에 집중했다면, 두 번째 시기(2017-2019)
에는 한국사회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두 번째 시기의 중간지점으로 공익활동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을 본격적으로 펼친 해였습니다.

한국사회의 공익활동가들이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PO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실험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화의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장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생태계의 심화를 위해 여러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공익활동의 참여 경로를 넓히고 다양한 NPO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원 덕분에 공익활동 생태계의 건강성이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이란 매우 좋은 용어입니다만 하나의 조직이 실현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편으로

조직 안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직 바깥의 공공성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시민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수탁법인으로 2013년 2월에
창립한, 전국의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입니다.
www.simin.or.kr

비전

센터장 인사말
다섯 번째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작년 센터 활동을 보고합니다.

2015년부터 발행해 온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센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집중해 온 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한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2018년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센터와 관계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활동가와 조직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지’, ‘센터는 중요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야’, ‘무조건 센터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분해보니 세 번째 그룹이 센터와의 관계력이 가장 강한
그룹이고 이 그룹에 속한 활동가들이 많아지도록 센터의 활동 전략을 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시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활동가와
조직의 성장이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직이 확장되어야 함을, 세 번째 그룹은 NPO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시선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의 성과는

조직과 활동가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센터의 핵심 역할 중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것과 단체가 설립된 목적에 맞는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물론 한계를 검토하여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앞으로 개선할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을
사단법인 시민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인사말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 안팎의 여러 단체와 개인을 위해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견인을 통해 공익활동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계속

선취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더해서 공익활동 생태계 안에서 작은 단체들과 신규활동가가

지원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로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낡은 제도와 정책,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지원체계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NPO지원이 마을,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의 다른 영역을 지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센터 스스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그간 6년의 센터 활동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미션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의 관계력 강화가 무엇보다

다양한 공익활동의 연결과 촉진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

핵심목표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현진

이후에는 센터가 시민사회의 든든한 자산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시선이 주는 메시지를 차분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단체와 활동가와 함께하는 센터가
되고자 하니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소통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동과제 발굴 및 실행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정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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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시NPO지원센터

1. 비전과 미션

비전 Vision

미션 Mission

서울 시민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

2018년 센터 핵심 목표

다양한 시민공익활동과 NPO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필요한 도구를 얻고

건강한 조직

공익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의 성장

미래변화에 대응합니다

▪활동의 영향력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자원의 지속성
▪운영의 안정성
다양한 공익활동

▪작은 실험, 실천

변화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와 실험 촉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CI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NPO라는 단어가
알려질 수 있도록 ‘NPO(NonProfit Organization)’ 단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NPO’ 위 7개의

확장된 공익활동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점은 임팩트, 임파워먼트(조직),

정부의 제도·정책 개선

역량강화(개인), 지속가능성, 활동가,
플랫폼, 네트워크를 상징합니다. 점의
모양을 모으면 상승하는 화살표로
보입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공익활동 지원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유자원

새겼습니다.

발굴 및 NPO와의 연계 확대

▪네트워크 조성
▪경험의 공유

▪공익활동 생태계 확장

공익활동의 혁신을 위한 주체·방식·거점의
연결

지원 방향
지속가능

공공재

관계력

성장, 단체의 활동이 지속

공유함으로써 공익 활동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활동의 결과를 기록, 정리,
관심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과 예산의 배분이 아닌
교류를 통해 관계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지원
합니다.

NPO 조직 운영의

11

NPO의 조직운영, 활동가의

10

2기(2017~2019) 센터 핵심 목표

건강한 문화 확산

새로운 주체가 활동

하기 좋은 환경 조성

NPO가 공유 가능한
자원의 다각화

사회변화를 위한

NPO활동 혁신 지원

3. 의사결정

* 2019년 5월 기준

서울특별시

모법인 (사)시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이사회
서울시NPO지원센터
정란아 센터장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2019.02~

정선애 센터장 ~2019.01
경영기획실

기순임 실장 2018.08~

한데레사 실장 ~2018.06

선정위원회
운영관리

이성우

•대관 및 공간 운영
•조직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제정 및

신성희

실행

홍보/정보아카이브

•홍보

전략기획

•신규사업 기획 및 전략수립

박수연

배영순
변화지원실

조직변화지원사업

정란아 실장 ~2019.02

김지민

이선아 실장 2019.04~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박문진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김미영

•NPO관련 국내외 정보 아카이브

•지속가능성보고서 총괄

•NPO와 활동가의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Ⅰ. 서울시NPO지원센터

Ⅰ. 서울시NPO지원센터

2. 운영구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회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촉진에관한조례’ 제6조
역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구성

시의원 2명(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추천),

서울혁신기획관(당연직), 시민사회 9명, 학계 1명,
법률 1명, 언론 1명(남성 9명/여성 6명)

2018년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일시

2018. 01. 17

2018. 05. 16
2018. 06. 26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솔루션 지원 및 인큐베이팅

나혜수

2018. 10. 31

국제컨퍼런스/NPO상담소•공익할동의 새로운 변화흐름 혁신
박성종 ~2019.01
NPO지원박람회
권현진

대외협력/정책
김유리

유보미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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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섭

2019.03~

박승하 ~2019.01

- 서울시NPO지원센터 2017년 사업성과 및 2018 사업계획 심의

참석 인원 승인 여부
9/15

원안 승인

12/15

원안 승인

- 서울시NPO지원센터·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현황 보고 10/15

원안 승인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보고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재구성 기준 논의

- 서울시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 현황 보고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계획 심의
-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심의

8/15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심의

원안 승인

지원

•NPO 운영을 위한 프로보노 연계

2018년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원

•NPO 지원산업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협력 지원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전공 교수 (위원장/학계)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1부장 (언론)

김상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장이정수
고미경

•파트너십 구축 지원
•NPO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네트워킹
•시정 협력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공론장 조성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부위원장/시민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시민사회)

박현정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사업지원팀장 (시민사회)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법률)

이성동

및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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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영 2019.05~

주요 안건

최병환

(사)학교너머더큰학교 감사 (시민사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시민사회)

* 보고년도 기준 직책

김용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_ 18.06 종료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공무원)_ 18.10 종료

박호근
김호평
방대욱
신은희
정기황
홍서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_ 18.06 종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_ 18.12 종료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시민사회)_ 18.12 종료
밸류가든 대표 (시민사회)_ 18.12 종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공동대표 (시민사회)_ 18.12 종료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시민사회)_ 18.12 종료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

역할

2018년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안건을 심의 및 자문

개최 일시

센터의 사업과 운영 관련
구성

시민사회 4명, 학계 2명,

2018. 01. 23

언론 1명, 사회적경제 2명,

2018. 04. 17

5명/여성 5명)

2018. 07. 17

주무과장(당연직) (남성

2018. 10. 19

주요 안건

2017년 사업성과 및 2018년 사업계획 보고

정진임
조영창
천희

외부와의 계약(용역/위탁)
시 선정 참여

운영위원 위촉

9/10

전문가로 구성

2018년 사업실행계획 보고
2018년 사업경과 보고

센터 운영규정 개정 보고
2018년 사업경과 보고

그라운드X 매니저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상임이사
(사)강풀포럼 이사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전공 겸임교수
한겨레신문 부국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처장

센터 사업과 연관된 분야의

7/10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보고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이현숙

조직변화 지원사업

구성

곽제훈
이승원

기관/개인 및 모임) 및

센터의 공모지원사업(단체/

8/10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위원장)

송민기

2018년 사업별 선정위원회

운영위원 연임 및 위촉

김운호
손미향

6/9

운영위원 연임 및 위촉

박란희

더 나은미래 편집장_2018.01. 종료

정경섭

공동체이익회사 굿바이 대표_2018.01. 종료

안정권
제현주
최현모
안영신
조미숙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공동대표_2018.04. 종료

정지연
최준호

아름다운가게 사무지원처장
MYSC 수석컨설턴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아그막 전문위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코너스톤포굿 대표

이창준

구루피플스 대표

전현숙

자원봉사협동조합 모아 대표

이혜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_2018.07.종료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강달철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본부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김현아
조상래
차선주
한상엽

참석 인원

2018. 07. 19

채용 (경영지원실장)

4/6

채용 (운영실장)

3/6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 (모법인 이사) (위원장)

이강준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 (모법인 이사)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모법인 이사장)

* 보고년도 기준 직책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모법인 이사)

이창준

구루피플스 대표 (외부 위촉)

서현선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외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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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팀장
SOPOONG 대표

김인수

국제청년센터 대표

정경섭

공동체이익회사굿바이 대표

이한철
정진임

서울시설공단 팀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처장

아름다운커피 팀장

NPO 국제컨퍼런스 운영업체 심사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이명희

함께일하는재단 책임매니저

권영미
이상미
장윤주

2018년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언더독스 대표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최혜정

2018. 02. 08

LAB2050 기획실장

홍리재희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장

임정근

자원봉사이음 사무처장

주요 안건

14

정낙섭

NPO스쿨 대표

2018 50+NPO펠로우십 협력사업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_2018.01. 종료

개최 일시

4명, 외부 인사 2명

이재현

최혜정

공공그라운드 대표_2018.01. 종료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이사회가 위촉한 이사 중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가나다순

슬로워크 CSO_2018.01.종료

2018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모법인(사단법인 시민)

이강오

윤순철

이승원

* 보고년도 기준 직책

활동

구성

LAB2050 기획실장

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사업 (활력향연)

인사위원회
센터의 직원 채용 및 징계

김현아

김형철

2018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강보라

참석 인원

역할

(재)홍합밸리 센터장

모든커뮤니케이션 팀장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아름다운재단 팀장
코너스톤포굿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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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터의 발자국

3월

•2018년 사업설명회 개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기’
•조직변화실험실 시작

4월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시작

2017
3-4월

•2017년 사업설명회 개최
•동북권 중간지원역량 강화 지원사업 시작
•실무역량 강화 지원사업(해본다학교) 시작

5월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신나는 공부(활력신공)’ 시작
•건강한 전략기획 컨설팅 시작

2016
2015
1-4월

•1차 정책포럼 ‘NPO의 소셜임팩트와 이슈의 흐름’
•프로보노 연계 지원사업 시작

5-7월

2014

1-4월

•2016 사업설명회 개최 ‘NPO의 자ㅡ리’
•[기획미트쉐어#1] 미트쉐어 x VOTE
•파트너십의 혁신 포럼

5월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신나는 공부(활력신공)’ 시작

•2차 정책포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개선 방향’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임팩트테이블 시작

•3차 정책포럼 ‘민주시민교육 변화 지형’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지원 시작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임팩트테이블’ 시작

•세모임 지원사업설명회(미트쉐어,청년참,프로젝트 사___이)

•서울시NPO지원센터 2014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서울의 변화를 상상하는 7가지 질문(NPO의제X서울 오픈

8-10월

•NPO 회계 전문가 연계 지원사업 시작

테이블)

6-7월

•NPO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가이드라인 발간

•4차 정책포럼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길 찾기’

•[기획미트쉐어#2] 미트쉐어 x CAMP

•임팩트스토리 지원사업 시작

•5차 정책포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 개선 과제’

•민관협력의 이해 워크숍

•중견 활동가 리더십 교육과정 시작

•6차 정책포럼 ‘공공 유휴시설 NPO 활용방안’

•비영리조직을 위한 ICT/아카이빙 자문프로그램 시작

•NPO 조직진단 컨설팅 시작

•7차 정책포럼 ‘NPO 재원조달 변화 모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지원 시작

•공익활동가 역량 요소 연구보고서 발간

•활동가 장학생 협력 사업 시작

6-10월

•시민 공익활동 경험 공유 모임 지원 ‘미트쉐어’
플랫폼 오픈

11월

•2015 NPO 의제포럼X서울 개최
•해외 전문가 초청 NPO 리더십 아카데미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개최

8-9월

•서울시NPO지원센터 2015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기획미트쉐어#3] 미트쉐어 x CINE
•2016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10-11월

•공익활동 협업프로그램 시작

•8차 정책포럼 ‘새로운 시민 공익활동 지원제도 모색’

•2016 협업공간 입주단체 선정 및 입주

•현 부림빌딩으로 센터 이전 후 개관식(10월)/개관

•소셜 임팩트 프레임워크 연구보고서 발간

•영국의 민관협력/시민사회지원 사례연구·연수

기념 ‘파국 이후의 삶’ 전시
•공익활동 협업공간 지원사업 시작
•NPO 홍보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시

11-12월

•NPO지원을 위한 예산제도 연구 보고서 발간

12월

•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개최
•9차 정책포럼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활용 가능성’

결과보고회
•2016 NPO의제포럼 x 서울 ‘답을 부르는 N개의
질문을 던지다’

12월

•민간 공익활동 지원재단 네트워크 구성 (격월 1회)

5월

•50+NPO펠로우십 협력사업 추진
•시민사회 정책포럼(간담회) 추진 (총 9회)
•NPO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구성
(월 1회)

6월

•센터 1기(2014년~2016년) 성과 공유회

•서울시 민관협치 토대구축, 제도와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

•서남권 주거의제거점공간 지원단체 선정

•2018 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생 추천 (경희대, 한양대)

•NGO group Taiwan(대만) 센터 방문

•조직변화실험실 특강 (7월, 8월)

6월

•정책연수(미국)_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벤치마킹 (공유회, 7월)

7월

•50+NPO펠로우십 협력사업 추진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MOU체결
•경희대, 한양대 하반기 장학지원대상 선정
•서울시 2018년 협치서울 의제 지원 숙의과정
‘생각더하기 포럼’ 추진
•서울시NPO지원센터 2016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8월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시작
•작은실험 지원사업 시작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하계워크숍 개최 (~9.1)
•비영리스타트업 네트워킹 포럼 (10월)

9월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관련 토론회
•2017 NPO국제 컨퍼런스 개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0월

•2017 NPO 파트너 페어 개최
•서남권 주거의제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SH MOU
체결

11월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민관참여자 대상
협치학교 추진
•공익활동 협업공간 지원사업 선정단체 입주 (하반기)

12월

•제2회 미트쉐어컨퍼런스 ‘활동의 맛’

•비영리단체를 위한 ‘처음엑셀회계’ 개발

•NPO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제작

•활력신공 네트워크 파티 ‘활력샤워’

•NPO의제포럼×협치 ‘우리는 협치로 연결된다’ 개최

•서울시NPO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활동가 역량 강화 ‘역량의 맵’ 프로그램 시작

•NPO 활동가 인권원칙 가이드 제작

•공익활동포럼 2016 '지금, 시민사회와 활동가에게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광화문 오피시아 건물 임시 사무실 개소

•파트너십의 혁신포럼 시작

•NPO지원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보고서 발간

필요한 10가지 질문'

•NPO상담소 운영 (4월~8월)

•비영리스타트업 네트워킹 포럼 (6월, 8월, 10월)

•NPO인사노무관리 가이드 제작

10-11월

•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사업(활력향연) 시작

•NPO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지원사업 워크숍 시작

•공익활동 협업공간 지원사업 선정단체 입주 (상반기)

4-5월

2013

2018

•중간지원조직 협력 워크숍

7월

•서울시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융합과제 개발 공동연구
•시민공익활동지원사업(미트쉐어) 성과측정연구 결과보고회
•서울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7월~12월)

8월

•시민사회 지원 네트워크 공동 워크숍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선정단체 입주

9월

•서울시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평가 토론회
•정책연수(미국)_지원의 새로운 전략과 변화 키워드
•2018 NPO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하계 협력워크숍

10월

•2018 NPO 파트너 페어 개최
•정책연수(캐나다)_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기반 조성과
성과보상 방안 모색
•NPO 국제 컨퍼런스 한달 후 프로젝트 진행
•2018 공익활동가포럼 공유회
•주거의제 거점공간 활성화 지원_서울하우징랩 개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017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11월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첫단추 워크숍
•2019 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생 추천(경희대, 한양대)
•변화사례 아카이브 ‘퍼스트펭귄 캠페인’
•한국표준협회 주관 ‘2018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상
기타부문’ 수상
•NPO 트렌드 조사 결과보고회
•센터 홈페이지 개편
•활력향연 공유회 ‘활동이 연구가 될 때’

12월

•범 시민사회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진행
•공익활동 거점공간 기초조사(동남권 시민사회 지원체계 설계)
결과보고회
•NPO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간개념연구 결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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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의 이해관계자
2.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3.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응답자 수 상승 (2018년 211명 응답/ 2017년 134명 응답)기반

11.11%

15.15%

2017 전체

84.85%

2018 전체

다양한 실험과 시도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88.89%

오차를 2% 내외로 보았을 때 전년도 대비 신뢰도 변화 없음

14.53%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및 센터 사업의 참여,

▪전년도 대비 1.4% 감소

85.47%

관리

▪추천한 경험이 있다 (전체 응답자의 86.4%)

8.82%

NPO/공익활동가

센터 비전과 미션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기획, 수행, 성과

센터의 사업과 활동을 주변에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91.18%

임직원

현상 유지

87.8%

외부 이해관계자

사업 신뢰도・조직(브랜드) 신뢰도

86.4%

내부 이해관계자

2.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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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변화를 엮다

1. 센터의 이해관계자

공동생산, 공동기획자로서의 역할 수행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연계

민간의 다양한 파트너십 기관

공익활동 지원 방식, 내용, 대상에 관한 각 기관의 자원과
정보의 공유 및 협력, 시민사회 확장에 따른 지원 전략
공동모색

서울시중간지원조직

영역 간 융합과 협력 과제 발굴, 서울시의

편의표집

협치파트너로서의 공동역할 수행,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

설문 방법

센터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시민사회생태계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
지원 및 제도, 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시민

NPO 활동의 지지 및 참여자, NPO 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인정의 기반

8.38

9.03

핵심이해관계자 559명
■ 내부 이해관계자

연구자

8.30

설문 대상

대상 선정 방법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공동대응

20

설문개요

이메일 이후 전화, 이메일로 참여 독려

설문 기간

2019. 3. 4. ~ 3. 14.

응답 수

■ 외부 이해관계자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2018 추천 가능성

응답자 수 상승을 고려했을 때 현상유지로

■ 내부 이해관계자

2018 센터 신뢰도

볼 수 있음

2017 추천 가능성

8.64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수탁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행 및

대한 각종 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8.97

모법인_(사)시민

▪내부 추천 가능성이 전년도 비해 소폭 상승

생산의 협력, 센터활동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에

8.53

사회적 신뢰 기반 마련

센터의 사업과 활동을 주변에 추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사회 성장의 공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9.17

센터 활동에 대한 자문, 승인, 의결을 통해 대내외의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2017 센터 추천 경험

8.79

위원회

2018 센터 추천 경험

211명 (응답률 37%)

이해관계자 분류

내부 이해관계자 34명
외부 이해관계자 177명

■ 외부 이해관계자

2017 센터 신뢰도

2018년 센터 추천 이유 연결망 그래프

지원센터

고민
개인

미세하게 상승
제공

유용

관심

단체

도움

3.69

인지도 상승

지인

역량

3.95

▪기존 응답자와 신규 응답자 모두

정보

3.77

▪전년도에 비해 약 0.1 포인트 상승

활동가

3.71

강화

4.04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5점 척도)

활동

3.86

내용

센터 인지도 변화

공익

소개
공유
사업

실질

참여
다양

조직

영리
필요

프로그램

2018 전체

생각

기존

신규 2017 전체

기존

신규

추천

센터 추천 이유

행사

센터 이미지 변화
NPO를 다양한 영역과 연결하는 곳, 공익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있는 곳

2017년의 경우 센터 추천 이유(아래 그래프 참조)가 ‘단체의
활동과 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로

기회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었던 반면, 2018년에는 더 많은

▪NPO를 다양한 영역과 연결하는 곳, 공익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인식

생각, 프로그램 등)와의 연결 밀도가 높아지면서 추천의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곳, 전년도 대비 7% 정도 하락

단어(도움, 정보, 공유, 사업, 활동, 필요, 지원센터, 활동가,

▪공익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있는 곳, 전년도 대비 5% 상승

이유가 역량 강화 위주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센터

도움

사람

■ 2018년

22

기회

활동가

공익

사업

생각

단체

경험

연결 거점

자료와 정보

시민 공익활동 촉진

시정참여 연결

10

사회 인프라 구축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참여
강화

예산 지원

위와 같은 이미지 변화는 센터가 시민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NPO의 성장을 통해 NPO가 시민과

다양

수행

역량

■ 2017년

추천

비영리

활동

12
2

실질

내용
프로그램

22

정보

필요

지원

방식

4

지인

판단

6

연결

행사

7

공유

15

22

27

30

28

다양해지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센터 추천 이유 연결망 그래프

또한 센터의 자료와 정보가 유용하다고 보는 생각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여 센터가 NPO 활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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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센터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째, 제도 개선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단체나
활동가들이 느끼는 불편함, 어려움, 고민을 수집, 정리하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는 센터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센터 활동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추후 센터사업에 이를 반영하고자 마련되는
자리입니다.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센터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둘째, 사회 환경과 시민사회의 지형 변화에 대해 단체,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공론장이
펼쳐지길 기대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민석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약 조건이

개요

많다는 걸 느낍니다. 불편함은 인지하는데

일시 2019년 4월 9일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참석자

프로그램 참가자

김소연

도너스 이사

협력기관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모법인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아그막 전문위원

협력기관

조율컬랙티브 대표

프로그램 참가자

서울시NPO지원센터 매니저

직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팀장

김홍석
나혜수
오승재
유원선
이희숙
임정근
정민석
한동현

구체적으로 모아서 드러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갈등을

불편함, 어려움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드러낼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유원선

”

이희숙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과 소통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지 고민하고,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 법률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

잘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규제가 너무 큰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논의 단계를 넘어

장벽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장벽을 넘어서려고

운동의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개별 단체는

프로그램 참가자

보면 장벽이 높아만 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업하기도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센터가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협력기관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공촉위원

특히 작은 단체들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운동성에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공촉위원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협력기관

드림랩 대표

프로그램 참가자

어려워요. 그래서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장을 중간지원조직이
열어서 작은 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윤

어려움이 많다는 거 동감합니다. 해결
방법이나, 해결 가능성에 대해 현장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이슈를
던져주고 의견이 모이면, 현장의 목소리다,

25

김민창

”

도너스 이사

“작은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있어
인프라가 필요한데, 기술도 공동 투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가 작은
프렌드아시아 사무국장

“정산철자, 기부금품법 등과 관련해서

24

“센터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림돌을 아주

* 가나다순

프렌드아시아 사무국장

김형철

들파 대표

그냥 견디고 넘어가갑니다. 단체들의 이런

”

고영윤
김민창

김소연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해주면 더

”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곳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

같습니다.

센터활동의 방향에 관한 제언

사업 내용에 관한 제언

향후 센터 방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키워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단기·중장기 사업의 중대성으로

확산, 아카이빙, 매체, 전문성, 관점의 변화, 지속가능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체계화, 구체화, 공론화, 다지기, 노하우 전달, 협력, 연결,

압도적 지지를 받은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기본, 활동가 역량, 원칙, 행복한 활동가, 담론화, 연대,
강한시민사회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접근법,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글쓰기 프로그램이 소통 역량을 향상시켜
조직문화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오승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팀장

“센터의 활력향연(활동가연구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활력향연은 센터가 활동가의 여러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연구 참여자들과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단기적으로 교육 받는 것보다 활동가가 직접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발표는 늘 국장, 센터장만 하는데
활동가 모두에게 발표 또는 연구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주도성도 강화되고 동기부여가 될

”

것입니다.

김형철

아그막 전문위원

“활동가들에게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은
업무에도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는
세대 간의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을 잘 조정하려면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활동가, 단체의

”

역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김홍석

“센터의 정보와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아카이빙에 대한 평가가

“활동가들이 행복한 조직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센터가 계속했으면 합니다.

활동가가 행복해야 지속가능성이 생기는 것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시민사회 DNA가 희생이라고 하는데

한동현

드림랩 대표

권역별 센터와 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26

센터는 다양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익생태계를

좋은데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

“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다양할수록 안정성이 높아지듯,

조율컬랙티브 대표

센터의 노하우를 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

고려해 주세요.

”

그럼 지속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생태계에서 작은 단체들이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센터는 작은 단체들이 행정에 연연하지 않고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구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속 강조되는 활동가의
역량 강화 지원 뿐 아니라 활동가와 NPO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에도
집중하고자 합니다.

27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Ⅲ. 변화를 만들다
1. 한눈에 보는 2018년
센터 사업성과
2. 중대성 분석을 통해
본 핵심이슈
3. 이슈별 성과보고

Ⅲ. 변화를 만들다

1. 한눈에 보는 2018년

센터 사업성과

총

130개 단체 참여

3,896명 참여

총

NPO 변화 지원

공익생태계 활성화

공익활동 기반 조성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사업)

NPO지원박람회

국제컨퍼런스

8

개 연구팀 선발

69

8

개 부스 참가

권 연구보고서 발간

조직변화실험실 (조직변화 지원사업)

6

개 단체 지원

회 상담소 운영

개 실험결과보고서

1

개 워크북 발간

2,600

명 관람객

NPO상담소

5

6

공익활동가포럼

7

회 워크숍 개최

180

명 포럼 참석

7

건 대외협력사업

6

개 협력세션·기관

144

건 상담

6

회 포럼 개최

개 단체 지원

160

명 참가자

명 참가자

123

명 후속 참가자

5

건 정책 제안

공익활동거점공간 활성화

27

개 협력참여기관

2

건 공간거점 지원

4

개 주거의제 선정

홍보 및 정보 아카이브
snpo.kr

7

483

393개 단체 대관

시민사회발전연구

대외협력사업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4

회 포럼 개최

6

31

팀 자료 제출

30

총

facebook

newsletter

71만 웹 방문자 수

12,887 팔로워

8,989 구독자

10만 Blog 조회수

486건 NPO 소식

343건 타사업등록

archive

archive

265회 언론 보도

400건 신규, 수정

30건 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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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성 분석을 통해 본
핵심이슈

단기 및 중장기 중대성 이슈 분석 결과
센터 이해관계자들의 단기·중장기 사업 중요도에 대한 응답 평균치를 방사형 도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올해는 내부와 외부 이해자간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00

9.00

8.50

8.50

8.00

8.00

7.50

7.50

7.00

7.00

6.50

6.50

6.00

6.00

센터의 단기적 관점 사업 중요도

단기 사업 중대성 질문

센터가 지금부터 향후 3년 이내(단기적 관점) 집중해야 할 사업

센터의 중장기적 관점 사업 중요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기, 중장기

영역의 중요도 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모두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의 중요도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공간확대, 공익활동 공론장 조성의
중요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눈에 띕니다.

중장기 사업 중대성 질문

센터가 지금부터 향후 5년부터 10년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 영역의 중요도 정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중대성 이슈 리스트

1.10

1.10

1.05

1.05

1.00

1.00

0.95

0.95

0.90

0.90

0.85

0.85

0.80

0.80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중심으로 센터의 사업을 재배열하여 만든 이슈 리스트
▪NPO의 운영역량 강화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는 NPO의 창업 지원

▪시민주도의 공익활동 활성화

단기적 관점 사업 중요도 평균 대비 점수 비교

▪공익활동 공론장 조성

■ 2018년

중장기적 관점 사업 중요도 평균 대비 점수 비교

■ 2017년

■ 2018년

■ 2017년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공익활동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관련 정보 나눔

설문 응답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평가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시민, NPO가 이용 가능한 공간 확대

보면, 평가 점수 하락은 응답자 수 증가로 인한 영향 외에도 전체 응답자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개의 집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센터 소극적 활용 집단

선택적 활용 집단

센터 적극적 활용 집단

13% (28명)

32% (67명)

55% (116명)

센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현재 정보를

센터를 신뢰하고 어느 정도 센터의 정보를

센터의 신뢰도가 매우 높고 미래에 센터를

찾아보는데 센터에 우선성을 두지 않음

활용 하나 향후 추천가능성 및 정보를

추천 하고자 하는 성향 또한 가장 높고, 현재

찾는데 우선성이 떨어짐

정보를 찾는데 센터에 우선성을 두고 있음

역량 강화 집단

32

비율 (명수)
특징

생태계 성장 집단

전방위 강화 집단

센터 소극적 활용 집단

선택적 활용 집단

센터 적극적 활용 집단

신뢰도

7.22

8.54

9.18/10

향후 추천 가능성

7.15

8.27

9.29/10

역량 강화 집단

추천한 비율
정보 우선도

향후 정보 우선도
인지도변화

센터를 안 기간 (year)

0.78
5.19
5.85
3.48
3.74

생태계 성장 집단

0.84
6.83
7.65
3.8
3.5

전방위 강화 집단

0.94/1

8.25/10
8.72/10
4.14/5
3.53

적극적으로 센터를 활용하는 집단은 센터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지가 높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모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센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은
센터가 해야 할 사업의 중요도로 생태계 성장과 관련된 항목에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은 개인이나 NPO 역량 강화 사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나 다른 사업의 경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평가 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각 집단 내에 일관성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소극적 활용 집단

선택적 활용 집단

센터 적극적 활용 집단

▪물리적 공간

▪중간지원의 역할

▪센터 사업 전반

역량 강화 집단

센터가 없다면 아쉬운 점

▪지원 관련 도움

생태계 성장 집단

▪연계의 역할

전방위 강화 집단

▪성장 생태계

“공간”

“허브 및 지원”

“공익활동가의 상호만남 기회”

“젊은 활동가 지원 역할”

“NPO 활동 관련 정보 플랫폼”

“공간 및 자료 정보 공유”

“작은 단체들이 아쉬울 듯”

“중간 조직의 역할”

“공익사업 지원 프로그램”

“새로운 시도 고민하는 역할 사라짐”

“새로운 실험”
“네트워킹”

향후 센터의 역할

▪활동가, 기존 단체의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

▪다양한 분야의 사업

“물리적인 지원, 연수 시설 등”

“공익단체 지속간능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활동가 성장, NPO 성과 측정”

▪제도보다 자원

“사람을 키우는 관점”

▪지속가능성에 방점
높이기 위한 지원”

▪적극적인 역할

“NPO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NPO 조직 운영 역량”

“장기적 인큐베이팅, 관리, 케어”

“작은 조직 역량 강화”

“NPO 상담소와 같은 기능 확대”

“취합되는 자료 정리와 분석”

“다양한 협업”

“IT 인프라, 회계 지원, 연대 지원”

“공공 가치, 운동, 혁신과 변화 확산”

집단 간에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집단에 따른 견해가

갈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NPO 창업 지원과 같은 사업의 중요도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NPO 및 활동가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사업과 활동에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가
센터의 중요 과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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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하게 갈리는 등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Ⅲ. 변화를 만들다

3. 이슈별 성과보고
1) 사업 계획 및 관리 체계 수립
센터는 사업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각 사업마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초기에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변화지표(산출지표 포함)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 운영에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핵심목표 점검 추진현황표를 통해 분기별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과정, 파트너십 관리, 위험 관리, 목표 대비 성과 등)

▪목표 대비 성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실질적으로

창출해 낸 가치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다음 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 사업별 보고
높은 중대성을 가진 이슈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아래의 순서로 보고합니다.
이슈1.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
이슈2. NPO의 운영역량 강화

이슈3. 공익활동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이슈4. 공익활동 관련 정보 나눔
이슈6. 공익활동 공론장 조성

이슈7.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는 NPO의 창업 지원
이슈8. 시민, NPO가 이용 가능한 공간 활성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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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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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1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1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
활력향연은 활동가 개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연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가들이 연구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탐색,
개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량지표로 본 성과

8

권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 키워드

8

개

참가팀

변화지표로 본 성과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를 통해 후속 계획 수립
01. 사이드 프로젝트, 명함이 없어도 내 일입니다

활동가의 개성, 욕구,

활동가의 성장, 전환의

동기에 맞춘 지원

계기를 만드는 지원

▼

▼

활동가의 연구를 지원

▼

03. 기술의 시대, 활동가의 고민

07. 기혼여성 공익활동가의 삶과 욕구 그리고 지속가능성
활동환경 개선

02. 통역 세계를 여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04. 성소수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 및 방안 연구
08. 섹슈얼리티 자율성과 공공 규범의 위계 관계 고찰
내가 원하는 연구

나만의 콘텐츠

사회적 가치를 담은
보고서

경력전환 및 전문성 강화

05. 경력여성 활동가의 일(삶) 전환 경험 연구

06. 관악구 고시촌 쓰레기 및 치안 문제 해결 활동 보고서

경험 공유

사업평가
이 사업은 공익활동가의 욕구에 기반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활동가가 자신만의 활동 자산이 될

콘텐츠를 발굴하여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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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향연을 통해 활동가들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자가 되어 자신의 활동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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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2 NPO의 운영역량 강화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2 NPO의 운영역량 강화

조직변화 지원사업 “조직변화실험실”
조직변화실험실은 조직이 변화를 실험,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직이 공감하는 변화 방향에 대한

정량지표로 본 성과

새로운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6

개

참가 단체

변화지표로 본 성과

공감 기반 조직 특성 반영

실험결과보고서

시도의 차별성

보통이다

지속가능성

툴을 통한 상품 개발

정합성*

모금 상품(굿즈) 개발

타겟 분석, 디자인 씽킹 등의 기법 활용으로
2030대 여성을 위한 굿즈 제작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
공감 기반 조직 특성 반영

시도의 차별성

지속가능성

정합성

온라인 회의, 텔레그램, 구글 등 디지털 도구를

핵심가치 재정립, 함께 일하기 행동규범 도출,

활용한 소통 및 업무 효율화

업무용 메신저 ‘잔디’ 도입

D 단체

온라인 소통, 토론하는 태도와 방식 개선 (PREP

변화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재확인 필요

E 단체

당번보드 제작, 핵심가치 노트 제작

기법 활용)
핵심가치노트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상황
점검

건강하게 세대교체 준비하기
F 단체

매우 아니다

스토리보드, 가치 제안 캔버스, 로직 트리 등의

B 단체

C 단체

개

매우 그렇다

자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pipeline) 만들기
A 단체

6

공감 기반 조직 특성 반영

시도의 차별성

지속가능성

공동대표, 임원, 운영위원, 회원, 직원대상 FGI

정합성

리더십 전환 실행계획 수립

실시를 통한 조직진단 및 개선 과제 도출

*진단-계획-실행-평가
사업평가
해결해야 할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조직구성원의

만들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험이었습니다.

특성에 맞춰 실험을 시도하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는데

지원주제를 정하지 않고, 선정된 주제에 대한 실험과

합의과정을 통해 정리해보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직의
있어 지원기간의 부족, 전문가와의 해결방법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단계별 후속지원(다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원규모가 크지 않고 참여단체수가 적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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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차이 등의 요인이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단년의

NPO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유형화와 실험매뉴얼을

2019년에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도의 주도성을 단체가 조금 더 발휘하도록 사업이
개선되었습니다.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2 NPO의 운영역량 강화

NPO 상담소
NPO 상담소는 전문가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NPO

정량지표로 본 성과

운영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실질적 해결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회

상담소 운영

9 144
*
개

분야

건

상담

* 노무, 법률, 회계·세무, 홍보, 설립, 모금, 뉴스레터, 홈페이지, 특허

변화지표로 본 성과
1. 구체적 문제해결 도움 :

4.8점

2. 상담분야 배치의 적절성
4월

노무

법률

회계

홍보

설립

모금

뉴스레터

홈페이지

특허상표

총 22건

총 14건

총 36건

총 24건

총 9건

총 14건

총 13건

총 9건

총 3건

5월
6월
7월
8월

※ 상담수요가 있는 분야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최종 9개 분야로 상담 확대

3. 상담절차 개발
전문가

상담

사전

상담

섭외

신청

검토

확정

상담

만족도

상담

결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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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상담소 운영 만족도
4.3점

사업평가
2018년 첫 시행된 사업으로 내담자와 전문가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상시상담, 충분한 상담시간의 제공, 상담
내용의 매뉴얼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법률, 회계,

인사 등을 다루는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상담

전문가 재참여 의향

4.7점

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새로운

전문기관, 프로보노, 전직 활동가그룹 등 파트너십의 확장을
통해 조직운영의 이슈를 넘어 설립, 조직문화, 전략수립 등
조직 전반을 다루는 상담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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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발전연구

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선 사례

시민사회발전연구

2017년까지 활동가가 강사비/회의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공 분야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되던

시민사회발전연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과제를

관행을 개선하여 2018년부터 활동가의 경력을 지침에 반영(아래 표 참조)하고 경력에 따라

공론화하고 주요 의제에 관한 시민사회 소통과 대응체계 마련을

지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목표로 합니다.

정량지표로 본 성과

6

5

회

정책포럼 개최

*

건

정책제안 주제

*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민간위탁 제도 개선,

민관협치 토대 구축과 제도화 과제, 공익활동

등급

행안부 기준, 대상

특급 (전현직)

▪장‧차관(급)

사회적 가치 기반과 성과보상 방안, 시민사회

공공 분야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활성화 정책 개발
1급 (전현직)

민간 분야

▪대기업 총수(회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광역자치단체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행자부 사전협의)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판검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 교감

5년 이상 실무경력자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변화지표로 본 성과
1.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성 및 연결의 빈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획 간담회
(05. 17, 05. 23)

▪민간위탁 제도개선 주요 이슈와 대안 검토
(05. 29)

▪협치시정 평가와 새로운 제안을 위한 영역별
간담회 (06. 20, 07. 11)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기반 조성과 성과보상
방안 마련 (08. 07)

2. 정책 현안과 의제 관련 정기 혹은 긴급
대응 여부

▪긴급대응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급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4‧5급 공무원
▪교장, 교감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3급

회의비 지급불가 지침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지침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변경’
‧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 법률

검토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촉진하되 활성화기조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전달’

▪정기

‧중간지원조직관련 민간위탁 제도 개선(안) 전달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기부금 등록단체 상한액 인상, 사후
등록제 도입 등’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 필요성 제안

사업평가
서울시와 정부의 협치·혁신 정책 수립에 따라 단체지원,

그러나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시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지원은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이 뚜렷하게

사회혁신지원, 주민지원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어느

지원전담조직, 시민사회 발전기금’

51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_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제안 ‘기본계획, 규율대상,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단체지원과

정리되었음에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법적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 서울시의 자율적

(노동부, 행안부) ‘비영리법인 단체 및 비영리영역

50

전문직 종사자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6급 이하 공무원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집행지침 사업비 정산 항목 중 ‘회원에게 강사비 및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지침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과제의 후속논의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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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거점공간 활성화 지원
의제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지원 전략모델 개발을

정량지표로 본 성과

통해 공익활동 거점공간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공간거점 지원

건

4

*
개

주거의제 선정

* 주거의제 내용

독거중년, 유니버셜 싱크대, 반려동물, 청년 1인가구 먹거리

변화지표로 본 성과
1. 공동체 특성 반영한 공간거점지원 전략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개소
(2018. 06.)

강동구

송파구

서울 하우징 랩 개소

강남구

(2018. 10.)

중간조직
필요
89.4%

서초구

권역별 거점공간
기초조사 연구 (동남권)

사업평가
권역지원센터 2곳과 의제거점 공간 1곳이 서울시에 자리

센터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센터 설치

섞이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새로운 기획이 생겨나는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의 공익활동과 단체와

잡았습니다. ‘거점’은 그냥 공간이 아닌 여러 요소들이

곳입니다. 즉, NPO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NPO가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진행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53

52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을 초대하며, 사회문제해결을

지원을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센터와
활동가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더 깊게
고민하여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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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정보 아카이브
정량지표로 본 성과

711,590
102,316

페이스북 팔로워

뉴스레터 구독자

486 343
NPO 소식

블로그 조회 수

센터와 NPO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변화지표로 본 성과

12,887 8,989

홈페이지 방문자

NPO 활동 및 센터 사업의 홍보, NPO 정보 공유를 통해

타기관지원사업 등록

정보아카이브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2018년 12월 실시, 조사방법 :

이메일과 페이스북/총 209명 응답 (중복 응답 가능)
센터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요?
시민 사회 소식 (행사 등)

16.6%

센터 사업 소식

13.1%

각종 지원 사업 정보 확인

17.2%

센터 발간물

5.5%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무 자료 (유용한 사이트, 각종 가이드) 20.6%

265 400 30
언론보도 수

정보 아카이브

변화사례 아카이브

활동사례 등 비영리 관련 뉴스

15.7%

정보 탐색

11.3%

<정보아카이브> 코너에서 자주 찾아보는 정보는?
모금, 홍보, 회계 등 실무 관련 정보

14.1%

센터 방문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기관 운영 관련 정보

15.9%

사회동향, 센터의 최근 이슈

19.5%

14곳(국내외)에서 센터 방문 (총 138명)

해외자료(보고서 등)

7.5%

활동에 영감을 주는 캠페인 등 각종 사례

17.3%

센터 발간물 등 NPO 발간물

7.6%

무료로 이용 가능한 SW, 소스 등

7.1%

툴킷, 가이드북, 매뉴얼 등

11.0%

센터 사업 현황 및 조직 운영 소개

국내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의원 및 민관협치TF

충북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함께걷는아이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광운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파여성문화회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외국청소년)
이토사토코 (개인)

어떤 경우에 <정보아카이브>를 찾으시나요?
무슨 정보가 있나 궁금할 때

32.6%

센터 발간물 다운로드 받을 때

8.3%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 확인

6.8%

실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28.6%

비영리섹터의 이슈가 궁금할 때

22.1%

기타 (뉴스레터 연동 등)

1.6%

사업평가
2018년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보아카이브는

홍보는 센터 사업과 활동보다는 NPO의 사회적

공익활동의 새로운 동향이나 이슈, 활동에 영감을 주는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홍보 및 정보아카이브 사업은

센터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 실무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위 이용자

2019년에는 새로운 동향과 이슈로 공익활동 관련 사회적
가치기반 보상, 사회적 투자, 사회적 인정에 관한 국내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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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참조)

자료를 모아보려 합니다.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하는 일에 조금
궁극적으로 센터를 알리는 매체의 기능을 넘어

공익활동생태계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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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지원박람회 (NPO 파트너 페어)
NPO 파트너 페어는 공익활동을 함께 할 파트너를

정량지표로 본 성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NPO 지원·산업 박람회입니다.

NPO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부스참가자와의 파트너십 기회를

69

마련함으로써 NPO 지원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

부스 참가

2,600

명

관람객

변화지표로 본 성과
1. NPO 중심의 참가자 (관람객)

2. 부스참가자와 NPO와의 연계
1인당 부스 방문 수

아니다
11.5%

NPO·활동가
인가?
그렇다
88.5%

평균 15개 부스 방문

그렇지않다
보통 2%
11%

관람객 재참여
의사

매우그렇다
44%

그렇다
43%

평균 4건 협업고려

참가 목적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

▪NPO 생태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새로운 파트너·서비스를 찾기 위해

사업평가
NPO들이 NPO 파트너 페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조금

2018년은 전년도 보다 관람객 및 부스 모두 증가하여

소통도구, 모금전략, 홍보/마케팅, IT 등)들과 연계되어

박람회가 끝난 이후입니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컨설팅, 상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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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동기, 욕구를 기반으로 참여기관 간 그리고 NPO와

참여기관 사이에 얼마나 왕성한 협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거래가 아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작동하도록 계속 진화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5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대외협력사업
센터는 자원과 역량의 융합을 위해 NPO 지원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NPO 지원의 확장을 꾀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정량지표로 본 성과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개

대외협력 사업

* 50+NPO펠로우십 협력사업

27 151

*

개

협력사업 참여기관

명

참가자 수

중간지원조직 협력사업

활동가 장학지원사업

청년활동가네트워크 지원

NPO(15개 단체)에 50+세대

서울 중간지원조직의 융합과제발굴을 위한

2018년 후기 8명, 2019년 전기 3명의

청년혁신활동가 및 NPO 청년활동가들의

활동가 연결

연구수행, 업무별 담당자 네트워크 구성

장학생 추천 (40% 학비감면)

네트워크 지원

민간재단 협력사업
민간재단(9개)이 네트워크로 참여,
NPO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시민사회지원네트워크 협력사업

NPO 책무성 점검(지배구조, 재정투명성,

공익활동가 및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구성원, 정보공개 및 보안 등의 분야)을 위한

제고를 위한 공동워크숍

자가진단지표 개발

변화지표로 본 성과
1. 공동목표의 수립 여부

2. 지속적인 소통 구조 마련

3. 활동 여건 개선

투명성 자가진단지표 개발로 NPO의 법,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 높임

▪NPO와 50+ 세대 전문성 연계

▪중간지원조직 실무협의회의 월 1회

▪융합과제 도출을 위한 협력연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월 1회

▪협력을 통한 NPO 지원 환경 변화

▪민간재단네트워크 격월 1회

▪NPO 자가진단 지표 개발(5개 분야 57개 지표) ▪연대회의, 동행, (사)시민 협력사무처회의 월 1회

협력사업의 참여 NPO 만족도가 92.8%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사업평가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8개의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만들어왔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시민사회의 공동과제를 스스로

있습니다. 모이고, 엮이고, 만들고, 행동하는 네트워크의

자발적으로 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은 NPO의
드러내어 진단하고, 법/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개별 단체를 지원한다면,

대외협력사업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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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의 활동방식이 이제는 일상화되어가고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생태계가 훨씬 다양해지고
긴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64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6 공익활동 공론장 조성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6 공익활동 공론장 조성

NPO 국제컨퍼런스
센터는 국내외 공익활동 변화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을

정량지표로 본 성과

마련하여 NPO의 변화를 촉진하고, NPO 국제컨퍼런스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483 123
개

협력기관 수

*

명

참가자 수

명

후속 참가자 수

* 컨퍼런스 협력세션에 참가한 단체들이 추진하는 컨퍼런스 후속
프로젝트

변화지표로 본 성과
1. 영감을 주는 주제

분산

관여

▪참가자 만족도

2. 협력기관과의 합의

커머닝

공유

3. 인지도의 확대

▪기획인터뷰 8회

▪NPO, 중간지원조직, 정부, 교육기관의

▪전체 협력기관 6곳

▪신규 참가자 398명 (85%)

▪기획운영회의 8회

참여 비율 84.4%

▪협력세션 운영 4곳 + 한 달 후 프로젝트 4회

▪새로운 참가자 비율 높음
비영리

4.2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참가자 재참여
의사
76%

투자기관

정부 (의회)
(공) 기업
학교
언론

무소속
합계

233

48.2%

9

1.9%

47

9.7%

1

0.2%

16

3.3%

40

8.3%

72

14.9%

1

0.2%

64

13.3%

483

100%

사업평가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2017년), 변화는 어떻게

변화시리즈를 마친 2019년 이후의 컨퍼런스는

변화시리즈의 마지막 주제(2019년)는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중입니다. 비영리 영역이 다 같이 힘을 모아 한국의

만들어지는가(2018년)를 컨퍼런스의 화두로 다루었습니다.
있는가’입니다. ‘변화’는 비영리영역을 아우르는 컨퍼런스의
또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보다 삶, 사람,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조발표와 사례들에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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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다루어지기에 좋은 주제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화두를 제안할 지 고민

비영리컨퍼런스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추진 방식을 고민하는 이유는 늘

새로운 화두가 던져지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이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다루어야 할 화두는
무엇이 되어야할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6 공익활동 공론장 조성

공익활동가포럼
2016~2017년 공익활동가포럼에서 시민사회 조직과

정량지표로 본 성과

활동에 대한 공동 지침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2018년에는

비영리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1

시민단체 운영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개

워크북(가이드) 발간

7 180
회

워크숍 개최

명

협력포럼 참석자

*

변화지표로 본 성과

1. NPO 현장 의견 반영

2016년 ‘지금 공익활동가에게 필요한 질문’

2017년 ‘공익활동지침서를 위한 활동가들의 대화’
2018년 ‘질문과 대화 워크북’ 제작
2. 조직 내 토론 촉진

사업평가
2016년부터 공익활동가포럼을 통해 공익활동가는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년 동안 펼쳐진
공론장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과제들을 모아
워크북(‘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질문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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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조직과 활동가가 지켜야

할 공동의 기본적인 원칙을 구성원이 함께 논의,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워크북이 조직 내부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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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7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는 NPO의 창업 지원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7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는 NPO의 창업 지원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로서 비영리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량지표로 본 성과

7

*
개

참가 단체

* 참가 단체

4 160
회

네트워킹 포럼

명

쇼케이스 참가자

새싹공작소
새로운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동 인권교육

온기제작소
손편지를 통한 공감과 위로 전달

DREAM LAB
청년 체인지 메이커들을 위한 성장교육

Off the menu
공유아뜰리에 운영, 시민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가들의 자생력 지원

PRISMING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현물기부 관리 시스템 개발

REFLECTOR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여행하는 선생님들
도서산간지역 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결하는 성장 무브먼트

변화지표로 본 성과
문제해결 방식의 비영리스타트업 적합성

다양한 자원 연계

공익활동조직으로 성장 계획

매우 적합

청소년 단체 시범수업 진행

매우 적합

사회적기업 멘토링

매우 적합

청년기관 멘토링 CSR 협력사업

매우 적합

협력 논의

매우 적합

민간재단 기부 관련 협력사업

매우 적합

청년기관 멘토링

매우 적합

대안교육 멘토링

비영리 단체로의 전환 준비 중

비영리 단체로의 전환 고민 중,
활동은 지속

사업평가
2017, 2018년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기관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도적 제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

비영리스타트업 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고, 그 의미가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비영리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팀들은 비영리단체가 되거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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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개선되어야 비영리조직 설립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지원이 비영리일자리 창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회적 기여 기반 보상 등의 새로운 관점과 연결되어
확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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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8 시민, NPO가 이용 가능한 공간 활성화

‘로힝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전시 워크숍
2018.08.24. ~ 09.08.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8 시민, NPO가 이용 가능한 공간 활성화

공익활동 공간대관

센터는 NPO 우선 대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NPO들이 주도하는, 공익활동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대관을 진행합니다.

공간대관
대관 기관별 현황
구분

대관 횟수(%)

기관 수(%)

NGO(시민단체)

776 (67.2%)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관 내용별 현황
구분

대관 횟수(%)

281 (71.5%)

교육

403 (34.9%)

43 (3.7%)

25 (6.4%)

회의

330 (28.6%)

자원봉사/복지시설

35 (3%)

11 (2.8%)

행사

290 (25.1%)

모임

75 (6.5%)

39 (9.9%)

모임

132 (11.4%)

중간지원조직

113 (9.8%)

9 (2.3%)

계

1,155 (100%)

재단

49 (4.3%)

9 (2.3%)

기타

64 (5.5%)

19 (4.8%)

계

1,155 (100%)

393 (100%)

사업평가
2015~2017년 지난 3년 평균 대비 3.7%의 이용률 향상을

다음 시간 대관 단체와의 약속입니다. 더 많은 NPO와

70%로 보았을 때, 현재(2018년 기준) 79.6%로서 대관이

정해진 공간에 홍보물 부착,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대관 공간 이용률을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PO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관이

‘에너지서비스 플랫폼 와트몰’
2018.10.01. ~ 11.30. @서울시NPO지원센터, NPO박스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대관 이용자들도 공간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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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우선 활용 공간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센터 공간이
다음의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시간 준수는

활동가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놓아주세요. 대관 사용에 있어 함께 지켜야 하는 약속을

설명하는 센터 직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이용자,
직원 상호간 존중을 통해 시민들의 유용한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센터는 NPO와 이용자가 환대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3. 이슈별 성과보고

이슈 8 시민, NPO가 이용 가능한 공간 활성화

2018년 전시 소개

전시와 NPO BOX

NPO 홍보 공간 (NPO박스) 운영

불완한 직선
성남훈 외 2명

2018.1.8.~2.23

[ㅅ]사이시옷 : 나와 나 사이의 쉼
이일순

2018.5.16.~6.25

들여다봄
이희진 외 10명

공익활동 이야기

버마난민음악학교

혼자서, 혹은 작은 모임을 단위로

버마 난민촌 아이들을

소소하게 움직여 온 작지만 큰

위해 음악수업을 진행하는

공익활동들을 영상으로 담음

버마난민음악학교 활동 소개

서울시NPO지원센터

버마난민음악학교

아프리카페스티벌

난민영화제

2018.1.15~3.16

다낭에서 호이안 사이
고경일

2018.6.27.~7.27

인권단체, 언론인, 예술단체 등
2018.8.24.~9.8

2018.4.16.~5.9

서울에서 만나는 아프리카.

‘마주하다, 맞이하다’를 주제로

서울의 관광문화와 아프리카의

4회째를 맞는 난민영화제를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축제인

난민 문제를 환기 시킴

서울시NPO지원센터 &
4.16연대

2018.4.16~4.19

아프리카페스티벌 소개

조직위원회

미얀마 로힝야 난민 관련

특별상영회

2018.4.16.~5.9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

로힝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공동의 기억_트라우마>

2018.4.23~5.18

에너지서비스 플랫폼 와트몰

자영업자

난민 지원 네트워크
2018.5.21~6.30

2018 서울시협치사업 ‘에너지서비스 플랫폼’ 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 관련
제품, 서비스, 정책(태양광, 주택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교육, 에너지 절약)을

김지연

한자리에 모아 서울시민의 생활모습을 구현한 “쇼룸”과 “체험장”을 시범 전시

2018.9.11.~10.31
와트몰

2018.10.1~11.30

시민아트프로젝트 No.3
두 개의 나

최소연 외 5명

배너전시

자영업자 출판 기록

예맨×한국의 기억 아카이브

NPO 파트너 페어, 조직변화실험실

사진 전문 독립 출판사 ‘사월의눈’의

예맨 난민과 시민들이 함께한

등의 홍보 배너 전시

사진집 <자영업자> 제작 과정 전시

컬러풀워크숍에서 제작된 컬러풀 박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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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12.6
서울시NPO지원센터 등
2018.10.1~11.30

사월의눈 출판사

2018.10.1~11.30

다우알가말 도서관

2018.11.4~2019.1.3

Ⅳ. 변화를 지속하다
1. 재정 운영
2. 조직 운영
3. 인권, 노동, 그리고
소통
4. 지속가능성의 확산,
정보·환경 보호

2. 조직 운영

3년간(2016년~2018년) 예산 현황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운영비
405
20%

2018년
총액 1,942

사업비
800
39%

인건비
737 36%

집행률 95%

운영비
451
18%

2017년
총액 2,284

인건비
697 28%

집행률 92%

사업비
1,136
46%

운영비
445
22%

2016년
총액 1,842

사업비
807
40%

Ⅳ. 변화를 지속하다

Ⅳ. 변화를 지속하다

1. 재정 운영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 85.46점
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에 근거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19년 1월~3월)를
받았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였고, 평가 결과 센터는 2016년 평가 시 보다

3.37점이 상승된 85.46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중간지원조직 평가에 처음 도입된
지역사회평가단 조사에서 98.2점(100점 만점 환산 시)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업인프라 ‘사회적

가치 기여’ 지표는 센터와 같은 시기에 종합평가를 받은 기관들 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영역

공통사무

평가 범주

1. 사업인프라

2. 사업활동

인건비
590 30%

개별사무

집행률 92%

3. 사업성과

평가 지표

1-1. 조직 및 인력 운영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1-3. 사회적 가치 기여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2-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3-1. 사업성과 평가결과(합계)

3-1-1. 공익활동 기반조성 사업성과

3-1-2. NPO변화지원 사업성과

3-1-3. 공익생태계 활성화 사업성과

2018년은 전체 예산 집행율이 95%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사업비도 2017년에 비해

7

5

12

5

8

40

15

15

10

3-2.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합계) 3

불용액이 4%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산계획 시 전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고,

분기별(11-12월이 경우, 주1회) 불용액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아울러 연간 사업비

4. 지도점검 이행노력 4.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결과(합계)

기초(원가)계산을 정밀하게 진행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4-1. 지도점검 이행률

사용자만족도 5. 만족도 제고노력
센터는 분기별로 외부 회계법인(삼화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으며, 연 1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인성회계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결과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4-2. 지도점검 이행노력

5. 시민만족도 평가결과(합계)

5-1. 시민만족도 조사(전화조사)

5-2. 지역사회평가단 조사

5-3. 시민만족도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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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2

배점

5

2.5

2.5

15

5

5

5

100

득점

5.48

3.85

10.09

4.19

6.24

34.98

10.85

14.48

9.65

2.78

4.5

2.50

2.00

13.35

4.31

4.91

4.13

85.46

평가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용역계약 선금 지급 시, 신청 및 정산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 강화
센터는 지방계약법 제18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행안부 예규), 서울시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에 따라 선금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금 지급 시에는, 계약업체가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이후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금정산을 하였으나, 서울 지적사항에 따라 선금 지급 신청과 정산에 대한 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선금 신청 시에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보증서를 추가 제출하게
하고, 선금 정산 시에는 지급된 선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 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Ⅳ. 변화를 지속하다

3. 인권, 노동 그리고 소통
직원고용현황

6%

26%

2018년

2017년
9%

6%

65%
88%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현황

없음

없음

없음

15명 (남4명/여11명)

15명 (남3명/여12명)

2명

1명 (아산프로티어유스)

6명

1명

21개월

19개월

16명 (남2명/여14명)
없음
3명

청년혁신활동가 현황
청년혁신활동가

아산나눔재단 ‘아산프론티어유스*’ 참여 활동가
업무

홍보 및 정보아카이브

교육 및 활동

▪온/오프라인 직무 스터디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외부 행사 프로그램&교육 참가

인원
1명

근무형태

주 40시간 근무
(2018.7-12)

▪일상소통

- To do 리스트 계획 (매일)

- 브런치 회고, 팀 회의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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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회의 (매달)

* 아산프론티어유스는 아산나눔재단이 비영리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선발해 NGO인턴십, 임팩트교육, 글로벌스터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직무만족도조사

센터는 2018년 8월부터 직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상시 근로자가 15명(설치 당시)이지만 직원들의

직원

마련하였습니다.

2018. 09. ~ 2020. 08.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고충을 상시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피드백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 규칙(제1조~12조)을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와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에 따른 차별 대우

합니다. 2018년 4월에 동일한 항목의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참여 : 센터장과 변화지원실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 전원 (13명)

박승하

구성원의 업무몰입환경에 관한 질문

이인섭

질문

2018. 09. ~ 2019. 01.(퇴사)

2019. 05. ~ 2020. 08.

모법인 이사

▪내부고발사항

2018. 09. ~ 2020. 0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핵심요인을 분석하여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하고자

김유리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직장 내 따돌림에 관한 사항
▪근로에 관한 차별 대우

센터는 직무만족도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추이와

나는 조직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나는 매일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얻는다.

전현숙

지난 1주일 동안(평소에) 나는 업무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인정받거나 칭찬받았다.
상사나 동료 직원들이 나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 같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센터에서 나의 자기 개발과 성장을 장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직원 중 남녀 각 1인

센터에서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모법인 이사 1인

센터의 미션과 목표는 내 업무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한다.

▪임기 2년

내 주변의 동료들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고충처리 운영절차

나는 센터에 좋은 친구가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센터의 누군가와 내 성장과 발전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센터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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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항목 중 9개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주변 동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7.7점에서 9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개발과 성장의 장려도 6점에서 7.1로 상승하였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는 7.2점에서 7.7점, 만족도는 6.2에서 6.5로 상승하였습니다. 업무 만족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이었던 인정과 칭찬의 부족과 잘할 수 있는 기회 획득은 다소 유보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센터의 미션과 목표는 내 업무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한다’ 항목은 6.8점에서 5.9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센터의 비전, 미션 및 사업의 방향에 대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제목

2018년 7월 31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018년 6월 29일
201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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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2018년 11월 26일

민선 6·7기 서울시정과 센터의 사업방향
2019년 사업기조 Ⅰ

2019년 사업실행 시 공통의 개선과제
사회혁신 생태계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년 사업기조 Ⅱ

- 지역, 협치, 시민참여, 전략적 협업, Shared Platform의 5가지 키워드 제안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질문

일상적 소통

질문

지난 6개월 동안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걱정과 불안을 느꼈나요
센터에서의 업무와 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센터의 미션/골 달성을 위해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조직으로부터 내 업무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였나요
지난 6개월 동안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나요

17' 11 18' 04
5.4

6.4
6.8
7.9
5.8
8

5.9

6.2

증감

5.8
7.4
6.7
5.8
7.8
4.7

구분
회의

▲
▼
▲
▼
━
▼

워크숍

▼

센터에서 일하면서 행복감의 정도와 직장에 대한 의미부여는 전년에 비해 높아졌고, 아울러

불안감의 정도와 스트레스 경험, 퇴사에 대한 고민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대한 기여도

정도는 7.9점에서 6.7점으로 하락하였고, 구체적인 피드백 정도는 유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고용안정

과중한 업무량

좋은 동료, 새로운 정보와 사람과의 만남
자율을 강조한 조직문화
다양한 과제 확인

내 일이 센터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감성적인 리더십 기대
칭찬

조직구성원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교환

면담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직원 간의 배려

서로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확장
건강유지

서로 여유를 갖고 대하기

몰입도조사 설문에 대한 후속 계획 마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의 업무몰입도 점수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직의 시도와 노력으로 매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과의
정기면담 시, 평가나 인사를 위한 면담이 아닌 "내가 센터에서 왜 일하는가?" 라는 스스로의

동기부여나 존재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존재이유가 처음 생각과 같은지, 변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흔들리고 있는지, 강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입사할 때, 센터장이 첫
만남에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센터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자기 인생에서 지금 센터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입니다. 아마 첫 면담에서는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수도
하는데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가 분명 할수록 센터에서의 존재가치는 더 빛날 것입니다.

내적동기를 가로막는 요인보다는 내적동기 그 자체에 집중해서 풀어가 보는 시도와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기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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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어떤 직원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질문이었기도 할 것입니다. 내적 동기가 무엇보다도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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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회의

센터장, 실장, 팀장

▪팀별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건에 관한 수집 및 정리

조직운영 회의

전체 구성원

▪조직문화, 조직운영 관련하여 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체직원 워크숍

전체 구성원

▪팀원들의 조직운영, 조직문화 관련 제안사항 논의

▪팀 간 정보교류 및 사업간 협력 사안 논의
주요 사안에 대한 토론 및 합의, 결정

▪조직구성원 누구라도 안건을 제안

▪8월-2019년 사업계획(사업기조) 1차 워크숍

▪12월-2019년 사업계획(사업기조) 2차 워크숍

▪12월-2018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논의 워크숍

실팀장 워크숍

센터장, 실장, 팀장

▪8월-2019년 사업계획(사업기조) 1차 실팀장 워크숍

팀장 워크숍

팀장

▪8월-2019년 사업기조에 대한 논의워크숍

매니저

팀별 구성원 전원

▪8월-2019년 사업계획(사업기조) 2차 실팀장 워크숍

▪12월-작은 워크숍(2018사업평가 및 공동회고)

▪2월-팀의 방향성 및 팀 사업 변화 목표 수립 (변화지원팀,
소통협력팀)

▪7월-상반기 팀 사업 평가 및 하반기 준비 워크숍 (변화

운영의 일관성 부족

변화방향과 속도에 대한 공감 형성

▪사업관련 논의에 집중

▪주간단위 사업추진관련 논의

팀별 워크숍

통일된 언어에 대한 시도

명확한 의사전달

▪공익활동 생태계, 서울시 시민사회정책 등에 관한 학습

팀별 구성원 전원

규정 혹은 규정을 통한 소통의 불분명함

다른 구성원에게 바라는 점

조직의 지향점 같이 확인

전체 구성원

소통의 내용

팀 회의

매니저 워크숍

많은 회의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센터의 기조에 따른 운영시스템 및 전략 구축

월간임팩트

참여자

기관장 개별면담

전체 구성원

지원팀)

▪8월-일에 대한 내적동기 공유

▪11월-직무만족도 및 차년도 직무배치 대비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직원 필수교육

직원 선택교육

교육 내용

교육 회차 / 시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 인원

소방안전교육

1회 / 1시간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회 / 2시간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 190시간, 해외연수 7일/1명

HRDer’s Day 공개워크숍

4시간 / 1명

인권교육

1회 / 2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저작권교육)

작은 도시기획자들을 위한 임팩트 투자 2시간 / 1명

1회 / 2시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통계기초

1회 / 2시간

교육 회차 / 시간

시민협력플랫폼의 현황과 과제

1회 / 2시간

8시간 / 1명

네이버 광고 교육

역량 강화 교육
교육 내용

16시간 / 1명

2시간 / 1명

민간위탁사업 실무 과정 교육

8시간 / 2명

체인지온 컨퍼런스

6시간 / 2명

심리적CPR워크숍

사군자 기질검사를 통한 자기인식 개발 1회 / 2시간

4시간 / 1명

스마트 직장생활

온라인 / 1명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 1명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3개년(2016년~2018년) 비교

필수교육

역량 강화교육

선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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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횟수

5회

시간

8시간

3회

6시간

17회

176.5시간

9회

162.5시간

2017년
횟수

시간

2회

4시간

4회

14회
20회

2018년
횟수

7시간

5건

183시간

11건

194시간

시간

9시간

2건

4시간

18건

267시간

25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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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화를 지속하다

4. 지속가능성의 확산,

정보·환경 보호

2018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 좋은기업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제공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수상 (KRCA)

센터 사업설명회(2019년 3월)에서 청각장애인들과

청력에 불편함을 느끼는 참가자들을 위해 쉐어타이핑

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8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좋은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sharetyping)을 통해 ‘자막(캡션) 서비스’를 진행

지속가능성보고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을 현장에 있는

KRCA(Korean Readers’ Choice Awards)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문자통역사가 타이핑하고 그 내용을 스마트폰이나 스크린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이해관계자가 직접 선택한 우수

자막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상으로, 센터는 기타부문에서 중간지원조직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대규모 행사 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2015년부터(2014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시작된 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참가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려고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목표 수립에 그 목적을 두고 매년

합니다.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내용 강화

센터는 NPO 파트너 페어에서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가이드라인이 2018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NPO 파트너 페어, 센터

센터에서도 관련 동의서 양식을 수집·제공 목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회 책자를 제작하는데 재생종이를 사용하고 콩기름

▪먼저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잉크로 인쇄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동의서 상단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던

다만, 센터 건물이 개별 계량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내역별로 즉, 개인정보/민감정보/제3자 제공에 대해 각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것이 아니라, 점유면적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취하고 있어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별적 노력이 얼마나

▪수집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항목(인적사항, ~등)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집항목(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①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보유 및 이용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을 일상화하였습니다.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글씨 크기를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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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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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1. 이해관계자 검토보고서
김운호

도현명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임팩트스퀘어 대표

모든 조직은 그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국가를 관리하는 정부나 이윤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2018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추구하는 기업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 뚜렷하게 시민사회 한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센터에

비영리단체에게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의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인 ISO26000에서는 기업과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게 인권,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서울 시민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라는 비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대 핵심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그간의 활동이 더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좋은 비전, 그리고 그것을 잘

사명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존중, 법률존중,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나아가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단체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특히 ‘이해관계자의 대화’ 섹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잘되기를 바라며 있는 그대로 담아낸 의견들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ISO26000 기준을 요구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완전히 살아있었고, 이를 받아 정리하며 미래에의 개선을 약속하는 센터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고

가야 합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와 공유가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3년에 창립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내용과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짧다면 짧은 100페이지 남짓한 보고서에 그간의 활동 배경과 관련 정보가 잘

시민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라는 센터의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공익활동과 NPO의 지속적 영향력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범하는 실수와 달리 공급자적 관점을 잘 탈피했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단체 운영, 활동가들의 근무환경

하여금 센터의 지난 1년간 뿌린 노고와 도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개선, 공유자원의 다각화와 사회변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을 제 2기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다섯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에도 사회적 책임, 국제기준의 핵심주제와 행동규범을

다수의 정보를 최대한 정량화하여 보여주려는 노력에도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센터의 업무가 사실 몇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변화대응역량 강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가지 숫자들로 요약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도는 더 명료하고 객관적인 대화의

제도·정책 개선, 공유자원 발굴 및 NPO 연계확대, 혁신을 위한 연계라는 2018년도 핵심목표를 효과적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효율적으로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감 없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고 있는 수치들이 아직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정보라는

센터 발자국을 통해서 실험적 시도와 함께 지속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기대한 변화를 측정하고 공유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있습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센터의 이미지 및 정체성, 앞으로의 방향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전과 미션 아래 목표 역시 중장기적으로 정량화하려는

대한 제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정보가 유용하고, 연결거점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며, 사회인프라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경로를 그리고 어디쯤 와

구축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센터의 인지도 변화는 크지 않지만 제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는 센터가 노력해야할 지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센터의

개선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사회 지형변화를 위한 공론장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요구받고

미션과 목표는 내 업무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한다’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덧붙여진다면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아지트가 되어주고 있는 센터의 활동이 더

지난 한 해 동안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참여,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도 괄목할 만합니다. 특히

풍성해지고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사업프로세스 체계를 새로 수립하였고, 구체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종합성과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성과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한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잘한 부분만이 아니라 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장단기 문제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도 같이 적시했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지원조직의 허브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창립초기부터 주어진 재원과 제한된 인력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과 함께 단체의 운영개선과 활동영역을 심화해 왔습니다.

비영리단체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돕는 센터의

97

96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앞으로 비영단체의 모범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보고서 읽기’는 재미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잘하고 있어요!”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읽는 일은 가급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보고서
읽다가 내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겠다’하는 생각을 먼저 했음을 고백합니다. 다행히 서울시NPO지원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읽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해관계자라는 용어와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한 명의 시민이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일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졌나요?

2018년 서울시NPO지원센터는 “변화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와 실험 촉진”, “확장된 공익활동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제도, 정책 개선”, “공익활동 지원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유자원 발굴, NPO 연계확대”
그리고 “공익활동의 혁신을 위한 주체, 방식, 거점의 연결”를 핵심목표로 활동했습니다. 사업보고는 중대성
분석결과에 따라서 8개 이슈 순으로 보고했습니다. 진행된 사업 하나하나는 대단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였습니다. 개별사업이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핵심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사회는 얼마나 성숙했으며 우리 사회는 나아졌는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참가자, 실행횟수, 발간자료 등 구체적이고 정량화 할 수 있는 결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되었지만,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동의 본질을 묻는 과정이 생략된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자신들의 산업 활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측정하고 홍보합니다. NPO가 만들어낸
가치와 의미를 측정하는 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평가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변화를 엮고, 만들고, 지속시키는 서울시NPO지원센터라면 시도해볼 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안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현황과 과제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별 차이 없는

막대그래프 대신 내부이해관계자, 외부이해관계자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긴 지속가능성보고서와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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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묻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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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장 귀중

2019년 3월 8일

감사의견
우리는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감사진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센터의 재무제표는 센터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지방회계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

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

감사의견근거

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운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운영진이 도출한 회계 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 운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송능력에 대

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운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

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센터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

운영진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

습니다.

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
임이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
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운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센터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
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의결기구와 소통을 행합니다.

센터의 의결기구는 센터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인성회계법인

우리의 목적은 센터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표이사 정 승 일 (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101

100

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제 6기 : 2018년 12월 31일 현재

Ⅴ. 부록

제 5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과목

(단위 :원)

제 6 (당)기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선납세금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28,840,238

216,904,887

477,561

646,112

477,561

646,112

감가상각누계액

10,408,992

17,218,318

29,984,285

소프트웨어

21,877,330

27,744,892

21,877,330

27,744,892

(4) 기타비유동자산
산

총

Ⅰ. 유동부채

계

채

외상매입금
부가세예수금
선수금

Ⅱ.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운용자산

채

총

Ⅰ. 자본금

계

본

477,561

22,068,408

646,112

129,317,799

217,981,039

104,393,603

195,671,529
698,500

미지급금

자

217,334,927

39,932,838

민간위탁금

부

128,840,238

40,870,838

(3) 무형자산

부

217,334,927

비품

민간위탁금

자

128,840,238

430,040

(2) 재고자산

(2) 유형자산

제 5 (전)기

103,491,093

194,326,730

902,510

481,299
165,000

14,394,455
154,200,185
139,805,730

8,394,810
100,127,085

14,394,455

91,732,275

8,394,810

118,788,058

204,066,339

10,529,741

13,914,700

10,529,741

13,914,700

10,529,741

13,914,700

129,317,799

217,981,039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손실)

103

102

당기 : 3,384,959
전기 : 5,373,968
자

본

총

계

부채및자본총계

운영성과표
제 6기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5기 :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Ⅰ . 수익

(1) 사업수익

제 6 (당)기

1,896,082,150

위탁사업비교부금

1,839,439,050

아산프로티어유스

10,000,000

서울연구원

(2)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1,949,346,378

53,264,228

대관료

51,087,797

50,395,088

잡이익

510,000

898,500

10,036

137,408

(1) 사업원가

아산프론티어유스사업
NPO성장지원

998,579,489

공익활동가기반조성

공익생태계기반조성

339,728,907

서울연구원사업

공익생태계 활성화

(2) 기관운영비
직원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전입
네트워크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기관업무추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Ⅹ. 당기순손실

618,201,451

211,455,329
63,973,670

53,660,319

6,000,000

6,000,000

55,139,570

51,096,960

12,381,060

7,742,100

3,300,000

3,297,230

8,120,670

9,425,161
1,438,360

1,548,840

1,050,070

168,551

168,551
2,233,000

부서업무추진비

5,947,950

2,963,648

3,065,950

회의비

6,905,410

8,052,290

3,701,600

3,644,750

6,818,270

3,943,100

사무용품비

법인세등

1,064,364,705

5,895,550

교육훈련비

잡손실

170,201,859
449,654,783

7,847,170

공간유지보수비

46,643,100

1,105,682,781

5,635,937

공간이용자서비스제공

388,590,308
232,267,693

226,876,320

NPO활동홍보부스운영비

169,105,499

NPO변화지원

228,138,460

위탁사업비잔액반납

440,883,682

사회변화촉진

건물관리비

29,719,790

(3) 사업외비용

10,001,532

473,000

10,782,933

공간운영비

798,843,091

제 5 (전)기
20,954,183

대관수입금잔액반환

2,314,579,123

제 6 (당)기

22,625,500

예금이자반납

1,952,731,337

(단위 :원)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52,428,575
642,463

소모품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46,643,100

1,273,995

Ⅱ . 비용

2,309,205,155

2,256,776,580

355,116

대관료환불수수료

과목

2,256,776,580

382,400

퇴직연금원가결산

104

제 5 (전)기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105

과목

(단위 :원)

48,205,465

251,614,179
194,045,900

301,053

281,190

8,617,330
32,380,534

41,031,738
6,934,475

5,852,767

7,994,591

630,361

1,263,785

62,860

62,500

360,560

20,750
3,384,959

5,373,968

현금흐름표
제 6기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5기 :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Ⅰ.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운영순이익

2. 현금유출없는비용등
가.자산취득전출
나.퇴직급여

다.감가상각비

3. 현금유입없는수익 등

4. 운영활동관련자산부채변동
가.미수금의감소 (증가)

나.당기법인세자산감소 (증가)
다.미지급금의증가 (감소)
라.예수금의증가 (감소)

마.부가세예수금증가 (감소)
바.선수금의증가 (감소)

사.당기법인세부채증가 (감소)
아.퇴직금의지급

(88,064,649)

제 5 (전)기

179,218,102

(3,384,959)

(5,373,968)

64,142,221

53,828,870

0

-

63,973,670

53,660,319

168,551

168,551

0

-

(148,821,911)

130,763,200
-

430,040

(430,040)

(90,835,637)

185,639,550

(698,500)

-

421,211

(98,498)

(165,000)

(90,000)
-

(9,900,570)

(40,252,186)

(48,073,455)

(14,005,626)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2,840,200

27,697,22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2,840,200

27,697,220

(2,840,200)

(27,697,220)

(938,000)

(4,810,660)

(1,902,200)

(22,886,560)

자.퇴직연금운용자산증가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가.자산 취득보조금
가.비품의취득

나.소프트웨어의 취득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IV. 현금의증감(I+II+III)

(88,064,649)

179,218,102

VI. 기말의현금

216,904,887

37,686,785

128,840,238

216,904,887

V. 기초의현금

106

제 6 (당)기

107

과목

(단위 :원)

Ⅴ. 부록

4. NPO 지속가능성보고서

영역

조직 프로필

주제

조직 개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지속가능성 지향

이사회/운영위원회 및 의사결정
이해관계자
보고의 조건 및 특성

조직의 지속가능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108

윤리적인 조직 운영
환경 보호

◐ 일부보고

◯ 보고안함

지표명

조직의 일반사항 소개

조직의 미션과 비전
조직의 핵심 가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조직의 연관성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위한 노력

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 구성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보고서 개요 및 보고 범위
보고서 신뢰도 증진 노력

재정 운영 및 재무적 건전성 현황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활동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력
윤리경영/반부패 정책과 활동

환경오염 저감 및 생태계 보호 노력
자원 절약 및 에너지 저감 활동

여부
●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페이지

영역

조직의 지속가능성

주제

인권노동

11

정보보호

13-15

가치사슬/영향권

13-15

프로그램 효과성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3
96-98

조직 가치와의 연계성
파트너십 관계

100-106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현황

가치사슬/영향권에서 지속가능성 노력
프로그램의 선정, 목표 및 계획수립 절차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 절차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노력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파트너십 관리 현황, 기대효과 및 성과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 현황 및 결과

82-84

93

직원 외 활동가 대우 및 상호 소통

지역사회·이해관계자의 고려와 참여 프로그램 별로 파악된 이해관계자

82

82

직원/활동가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활동

일과 삶의 조화와 자기 개발 지원

11

21-27, 32-34

기본적인 노동 권리 준수 현황

직원의 만족도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

10

20

지표명

성인지, 차별금지, 다양성 존중 노력

10-17

109

● 모두보고

NPO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보고지표

가이드라인 보고지표

인권에 기반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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