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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Ⅰ

여행개요

여행목적
마을형 기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
전국연합위원회(CNLRQ)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리기업 운영의 우수 사례 견학과 우리시 접목 방안 모색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 자국 문화를 포함하는 도서와 출판물을 보존,
서비스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이탈리아의 로마국립도서관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관내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창출 방안 연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이탈리아의
볼로냐시 협동조합(Cadiai)을 견학함으로써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유지와 사회적 약자 고용 문제 해결 등 비교 분석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유럽연합(EU)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스위스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지오플러스(REGIO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지역 혁신프로그램으로 접목하는 방안 모색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선두 주자인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및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적정 제도의 비교 분석
지역 내 우수행정사례, 문화유적, 관광 인프라 등 현장 견학을 통
한 우리시 접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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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14. 10. 27. ~ 11. 05. (8

여행국가

:

박10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방문기관
-

파리,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위원회(Comite
Liaison

des

Regies

National de

de Quartier)

-

도서관(로마국립도서관,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

볼로냐시협동조합(Cooperativa

-

프랑크푸르트, 노인요양원(Seniorenstift

여행대상

명(의원

: 16

성

11

명, 공무원

명

sociale CADIAI)

5

연번

Hohenwald)

등

명)

연번

직책

1

위 원 장

이상인

9

위

원

정영주

2

부위원장

배여진

10

위

원

주철우

3

위

원

김삼모

11

위

원

한은정

4

위

원

김재철

12

전문위원

이문수

5

위

원

김종대

13

전문위원

신정숙

6

위

원

김하용

14

담

당

신선기

7

위

원

배옥숙

15

주 무 관

이상포

8

위

원

이희철

16

주 무 관

안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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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연수일정
월일
(요일)
10/27
(월)
10/28
(화)

10/29
(수)

출발지

도착지

창원시(05:00)
↓
파리(17:00착)
인천공항

파리

파리

파리

Ο 파리 하수박물관

로마

10/31
(금)

로마

볼로냐
베네치아

11/01
(토)

베네치아

밀라노

밀라노

인터라켄

인터라켄

11/04
하이델베르크
(화)

11/5 프랑크푸르트
(수) (기내 숙박)

창원시=>
인천공항
(버스이용)

Ο 우수행정사례 특별 시찰
- 우수 도시계획, 도시개발 사례 견학
-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Ο 로마국립도서관

Ο 기관 방문 및 시설 견학
파리=>
- 국립도서관으로서 국가문화유산의 보존과
로마
개발 및 학술연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항공이용)
수행에 대한 자료 수집

Ο 볼로냐시 협동조합

Ο 기관 방문 및 시설 견학
-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적 성공 사례

Ο 전통시장 탐방

Ο 지역 활성화 경제 정책
- 관광지와 어우러진 시장의 활성화로
상품 구매 촉진 등

Ο 이(異)문화 탐방
(융프라우)

Ο 관광산업 진흥책 비교 시찰
- 국가의 관광정책과 중·장기 추진분야
연구
- 관광객 유치 방법 및 관광활성화 정책
비교 분석 (고지대 운송수단 견학 등)

Ο 레지오플러스
프로젝트
11/03
(월)

비고

Ο 파리, 지역관리기업전국 Ο 기관 방문 및 시설 견학
연합위원회
- 마을형 기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

파리

파리

업무수행내용

Ο 현지 도착, 숙박

Ο 라데팡스

10/30
(목)

11/02
(일)

방문기관

하이델베르크 Ο 하이델베르크 자전거
도로

Ο 현장 방문 및 자료 수집
- 지역간 균형발전 프로그램
Ο 현장 방문 및 자료 수집
- 독일 전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설계 비교

Ο 프랑크푸르트 노인복지 Ο 기관 방문 및 시설 견학
시설(노인요양원)
-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선두 국가(노인
프랑크푸르트
(18:30)
복지정책 및 제도 운용 실태)
Ο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 - 시립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인천공항
↓
창원시(18:30착)

o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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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창원시
(버스이용)

Ⅱ

여행내용

1. 방문국가의 도시 일반현황

 프랑스 파리(Paris)

파리(Paris)는 프랑스의 수도이며 유럽 최대의 대도시권 가운데 하나로 2,000
여년 전 센강에 있는 섬에 세워진 도시이며, 영국 해협에 면한 센강 어귀로부
터 내륙 쪽으로 약 375km 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음.
❍ 파리시 자체는 면적이 105㎢에 불과하나, 파리시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
간 교외와 개발지역이 형성하고 있는 파리 대도시권은 약 2,118㎢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는 시(市)의 경우 224만 명(2012), 교외와 개발지역이 형성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경우는 약 1,100만 명에 달함.
❍ 센강을 기준으로 우안(右岸)과 좌안(左岸)으로 나뉘는데, 우안은 전통적으로
정치․경제기능이 집중된 곳으로 정부기관, 사무실, 백화점, 주요 기차역 등이
집중해 있고, 좌안은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좌안의 ‘라틴지구’에
는 소르본을 비롯한 대학 및 ‘그랑제콜(Grandes Écoles : 고등교육기관)’, 연구
소 등이 집중해 있음.
❍

 이탈리아 로마(Roma)

로마(Roma)는 이탈리아 수도로 여러 왕국과 공화국의 수도였으며, 정치적·군
사적으로 고대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로 로마 가톨릭교회의
정신적·물질적 중심지임.
❍ 중세 말기에 이르러 제국의 영토 축소, 경제의 마비, 정치적·군사적 쇠퇴 등으
로 인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 세력으로서의 힘을 잃었지만, 전 세계에 그
리스도교를 확산시킨 도시로 인구는 현재 286만 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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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이탈리아 중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대표 도시인 볼로냐(Bologna)시는 이탈
리아 평균과 비교해 소득수준은 2배, 실업률은 2분의 1 이하로 높은 소득수준
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 도시로 유명함.
❍ 볼로냐에는 소비자 협동조합 코프 ‘아드리아티카’ 뿐 만 아니라 생산자 협동조
합으로 감자․양파 재배 농민 협동조합 ‘코메타’와 주택 협동조합 ‘콥안살로니
(Coop Anslon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코메타’는 조합 출자금으로 저장창고를 만들어 출하시
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폭락을 막고 수익을 조장하여 농민의
수입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되었음.
❍ 볼로냐시는 1980년대까지 의사, 변호사 등 부유층만 집을 살 수 있어 전체 시
민의 40%만 집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협동조합 ‘콥안살로니(Coop
Ansloni)’가 좋은 품질의 주택을 거품 없는 가격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85%의 시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음.
❍

 스위스 인터라켄(Interlaken)

인터라켄(Interlaken)은 스위스 베른 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4.3㎢, 인구는
5,429명(2010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브리엔츠’ 호와 동쪽에 있는 ‘툰’ 호 사
이에 위치한 도시이며, 시내에는 ‘아레’ 강이 흐르고, ‘융프라우’봉 등 등산의
거점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음.
❍ 아이거(Eiger), 묀히(Mӧnch), 융프라우(Jungfrau) 등 해발 4,000m급의 고산(高
山)에 둘러싸인 이곳은 해발 567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한겨울에는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려 글자 그대로 설국(雪國)
으로 변함으로써 연중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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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프랑크푸르트(Frankfurt)’는 인구 70만 명으로 독일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며,
유럽 최대의 금융도시로서 유럽 중앙은행과 독일 연방은행이 있고, 340여개의
은행 중 320개가 외국은행임.
❍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는 삼성그룹, 현대그룹을 포함한 한국
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우리나라 교민들도 이곳에서 많이(약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총영사관도 개설되어 있음.
❍ ‘프랑크푸르트’는 세계적 문호 ‘괴테’가 태어난 문학의 고장으로 시민들은 괴테
를 프랑크푸르트 시민의 위대한 아들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음.
❍

2. 공식방문지 견학 내용
파리,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위원회(CNLRQ)



방문일자

: 2014.

접 견 자

:

10.

28(

화)

엑세르(교육총괄담당), 꼬린느(프로젝트진행총괄담당)

방문목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리기업 운영 실태 파악
m 장기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실태 파악
m 지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 관리 실태 파악
m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 사례 연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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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활동 내용

○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구실을 하는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은 1970년대 루베시
알마가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철거 반대운동에서 시작됐다. 이곳
에 모인 사회학자 등이 ‘도심민중작업장’을 만들었고, 이 조직이 발전해 우리
의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지역관리기업이 생겨났다. 지역관리기업은 거리·공원
청소, 집수리, 페인트칠처럼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는 점이 사회적기업과
다르다. 파리에만 지역관리기업이 10군데가 넘고, 프랑스 전역에는 140곳을
웃돈다. 지역관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줄잡아 8000여명에 이른다. 오
늘 우리가 방문한 이 파리,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위원회(Comite National de
Liaison des Regies de Quartier)은 프랑스 전역의 약 140여곳에 해당하는 지
역관리기업을 총괄하는 연합체(Association)이다.
○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Regies de Quartier 이하 RQ라 함)은 지역주민들의 참
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
종의 마을형 기업이다.
○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은 프랑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40여개에 달하는 지역관리기업은 200여개의 지자체
와 300여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매년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8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고, 이중 여성의 비중은 45%에 이르고 있음.
○ 지역관리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주민, 사회단체, 지방의회의원, 기업, 노동
자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
○ RQ는 1901년도에 제정된 민간협회법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이며 구역 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RQ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며, 보살피는 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주민
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RQ는 아무 지역이나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주로 도시정책에 의해 경
제적으로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곳에 설립이 되고 있다. RQ의 설립 기준은
실업률,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받는 가구수, 학교정규교육에 실패한 학생
(프랑스는 16살까지 의무교육인데 그전에 그만두는 학생들)의 비율, 편부모
가정비율 등의 기준에 의해 취약지역이라고 판정이 되면 RQ를 만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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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1977년까지 중앙집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1977년 이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었다. 이 때를 전후로 지역관리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정책이 개발
되어야 하고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로 공식적·표면적으로 특정 지역에 메리트를 주
지 못하도록 법적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
에서 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 장기 실업자들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RQ에서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그 지역 마을 공동체의 도시외관을 꾸미는 것
부터 한다. 청소, 녹지 관리, 건물보수 등의 작업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지역주민의 고용시장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자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학업 중도포기
자나 학교 졸업 후 8～10년씩 일다운 일을 해보지 않은 청년 실업자층과 장기
실업자층, 즉 20～30년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난 때문에 재취
업을 하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이러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겨 일반기업에 취업이 된다 해도 오랫동안 고용
시장에서 멀어져 있고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15일 이상 버티
지를 못한다. 지역주민 중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고용시장에 적합하도록 훈
련을 시켜서 단기계약부터 시작하여 차츰 도움 없이도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는것이 RQ의 목적이다.
○ 사회적 약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귀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존감과 자신
감을 찾도록 해야 한다. 기부나 자선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사회 귀환
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직업인으로서 자신감 확보가 매우 중
요하다고 보고 일자리를 통한 사회 귀환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서비스 제공자인 동시에 수혜자 지위

○ RQ는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라는 공공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혜자가 되는 지역주민들
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며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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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RQ의 활동들은 시장가격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
감시키는 자원봉사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요금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일을 하기도 하고 수
혜도 받는 이중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 유
지와 수선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이 줄어든다.
□ 지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경력 관리

○ RQ가 일반기업과 다른 점은 이곳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을 단순히 노동력을 창
출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곳의 목적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
서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사
람들을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일반
기업과 가장 다른 점이다.
○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은 경우
가 대부분이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해 준다.
○ 일반기업에서는 청소직을 고용하면 청소만 하게 되지만 RQ에서는 처음에 청
소업무로 시작했더라도 차츰 자생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플랜을 짜주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과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며 끝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 사회소외계층의 벽을 허무는 역할

○ RQ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지역의 고용증진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지역 소외계층들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RQ에 보낸다. RQ에서는 그 사
람의 주거환경이나 건강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세밀하게 파악하고 교육
훈련과 상담을 거쳐 현장인력으로 투입시키고 있다.
○ RQ는 단지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외에도
커리어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종의 단기고용센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최대 2년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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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지역사회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혜택들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구청에 한 번도 발을 들
여놓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
고 모두 평등한 지역주민임을 일깨워준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빈곤층일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
에 환경관련 이벤트를 조직한다든지, 가정 내 폭력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든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벽을 깨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

○ RQ의 경제사업은 지역의 사회적 주택사업자나 지자체에 의해 발주된 각종 수
선, 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서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과 선출
된 지역대표들, 사회적주택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활발한 대화를 갖는다.
○ 지역개발 과정에서 청소나 공공장소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민영기업이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맡아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체적인 참여의식이 생겨나게
한다. 또한 참여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친근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어 이런 방식은 지역개발에 더욱 효과적이다.
□ 높은 재정자립도, 자원봉사로 비용절감 가능

○ RQ는 약 80%에 가까운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으며 그 재원은 다양하다. △사
회적주택사업자나 지자체와의 공공시장 계약 △경쟁부문이 아닌 서비스에 대
한 지자체와의 협약 △기업의 하청 △개인에게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 △지자
체 또는 주택공급 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 RQ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요금은 일반 시장가격과 같지만, 비용절감을 가능하
게 하는 순수 자원봉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사업 이외 분야의 활
동을 통해 지자체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자
본 창출, 취약계층 상담 및 취업 지원, 상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부에
대한 서비스 활동, 그리고 특히 중재활동을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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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네트워크조직 CNLRQ

○ 각 지역의 RQ는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위원회(CNLRQ)라는 전국 네트워크로
통합된다. RQ 인증을 받으려면 지역관리기업연합에 가입하고 '지역관리기업헌
장'을 지키며 '지역관리기업 선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위원회(CNLRQ)는 지역의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
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관리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어디에 지역관리기업을 세울 것인지 △주민들의 참여는 어
떻게 유도할 것인지 △경제사업과 지역사회사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
지역파트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노동통합사업을 어떻게 위탁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지역의 대표자들과 함께 준비한다.
□ 지역관리기업의 주요서비스

○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에서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를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
다.
1) 근린서비스 - 주민들의 요구 대응

지역관리기업은 주민주도성과 주민밀착성, 다양한 지역내 주체간의 연계를
증진시켜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이 표현되는 공
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외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
다. 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근린서비스(les services de
proximité)'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근린서비스에 지역관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가사서비스(Services à domicile)
·공동 기계작업장(Atelier mecanique)
·공동 카센터(Garage associatif)
·협동 카페 및 식당(Cafe et restaurant associatif)
·교통서비스(Transport et services aux personnes et associations)
·세탁방, 다림질, 제봉, 고물상(Laverie, repassage, couture, friperie)
·구멍가게(Commerce de proximite)
·멀티미디어 쉼터(Point multimédia)
·여인숙(Residence hôtelière)
·창고와 교통수단 지원(Aide à la manutention et au transport d'obj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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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ylettes)
·재활용(Récupération ou remise en état de petit mobilier)
·이발소(Salon de coiffure)
·심부름(Coursier )
·집수리 (배관, 전기 등)(Atelier bricolage (plomberie, électricité ))
·긴급수선(Dépannage chez les particuliers)

2)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적으로 청소는 특정한 실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공동공간이나 도로를 자주 청소함으
로써 청결을 유지하면 지역관리기업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청소활동은 비단 깨끗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주민들의
존중과 공동공간에 대한 책임성 고양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청소의 연장선상에서 조경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공동공간인
공원, 정원, 광장, 잔디밭, 경사지, 놀이터 등의 유지를 포함하고 이를 위해 초보적인 수준
의 원예 및 조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
이외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 유리창이나 전구교체 등 간단한 활동과 전기공사, 배
관, 조적, 소규모 집수리를 포함한 업무가 있다. 다음은 지역관리기업이 주로 맡고 있는 시
설물 유지관리 업무이다.
·녹지공간 관리(Traitement des espaces verts)
·외부공간 유지(Entretien des espaces extérieurs)
·마을에서 위탁받은 시설물 유지 활동(Maintenance déléguée par les services techniques de
la Ville)
·공동공간에 대한 소규모 수선(Petites maintenances des parties communes)
·공동공간에 대한 개보수(Second oeuvre en bâtiment sur les parties communes)
·공동공간 청소(Nettoyage des parties communes)
·쓰레기수거함관리(Sortie et entretien de conteneurs d'ordures ménagères)
·장애물 제거(Ramassage des encombrants )
·의료폐기물, 폐타이어, 위해폐기물 수집(Collecte de produits spécifiques déchets médicaux,
pneus, produits toxiques)
·나무쓰레기 수집(Collecte de déchets verts)
·분리수거 촉진(Sensibilisation au tri sélectif)
·공가 관리(Remise en état d'appartements vacants)
·애완견 배설물 처리(Ramassage des déjections canines)
·긴급수선(SOS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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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활동

지역관리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사업이 포함되는데, 이중 '중재활동'과 같은 영역은 새로운 직종의
형태로 개발되어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고유 업무를 가
진 일자리의 형태로 존재한다.
중재활동(mediation)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안정,
예절, 연대,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의 회복을 도모한다. 중재활동을
하는 중재자(mediator)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의범절을 전파하고, 이해와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97년 이후,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
는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로 연결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서 중
재활동을 정착시키고 있다. 중재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낮시간 감독자(Correspondant de jour)
·야간 감독자(Correspondant de nuit)
·지역 감독자(Correspondant de quartier)
·근린 감독자(Correspondant de proximité)
·거리 감독자(Correspondant de rue)
·애완견 훈련가(Educateur canin)
·주차 감독자(Correspondant de parking)
·도심 환경요원(Agent d'environnement urbain)
·교통 활성화 요원(Agent d'ambiance dans les transports)
·문화간 중재(Médiation inter-culturel)

4)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관리기업은 지역관리기업과 주민, 참여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들 사이
의 관계,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 내 주체들과의 파
트너십 덕분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
지역관리기업은 주민조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민간단체와 주민들 간의 교류를 강화시키거나 지역적인 행사를 만들어내기
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관리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주민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
고, 집단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몇몇 지자체들은 지역관
리기업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관리기업이 주민참여활동을 주
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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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Appui et accompagnement des habitants et
associations)
·크리스마스와 카니발 축제 때 지역꾸미기, 발코니 화단 콩쿨(Decoration du quartier fete de
Noel, carnaval, concours Balcons fleuris)
·지역의 포럼이나 축제에 참가(Participation aux forums ou fetes de quartier)
·만찬이나 연회의 조직(Organisation de repas ou de goeters conviviaux)
·일상의 삶에 대한 주민상담(Consultation des habitants sur les thèmes de la vie
quotidienne)
·공동정원(Jardin associatif)
·공동로비의 운영과 활성화(Gestion et animation de lieux d'accueil)
·마을 공동휴가 프로그램(Vacances autonomes)

5) 직업훈련과 사회적 일자리

지역관리기업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관리
기업은 고용안정센터 및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
리를 운영한다. 지역관리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참여하는 사
람이 일에 익숙해지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치유되는 동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간주되는데, 일의 기준은 그 일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
에 재통합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 질의ž답변 >
Q

일자리는 주로 청소, 공원관리, 소규모 건설 및 서비스 업종이 많은 것 같은데
인건비 등 비용 부담(조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A

약

70%

는 자체 이익 창출로 부담하며, 약

30%

는 외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프로젝트(사업) 수주에 있어서 지역관리기업이 우선
순위를 갖는지?

A

이익창출을 우선으로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공동체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 우선 순위를 갖고 있음.

Q

RQ

의 법적인 지위와 내용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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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Q

의 특징은 법적인 지위는 협동조합이지만 내용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일반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고 하는 일은 일반용역회사나 인력회사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영리
를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및 특이사항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노숙자와 장기실업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
출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리기업’의 도입 필요
m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관리기업 전략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m

활동사진

주요업무 브리핑

엑세르(좌), 꼬린느(중앙)

질의와 답변

창원시 홍보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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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시 협동조합(Cooperativa



)

sociale CADIAI

방문일시

:

2014. 10. 31(

목)

접 견 자

:

라라 푸리에리(사무국장)

방문목적

보육서비스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대활동 파악
m 장애인 노인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 운영실태 파악
m 노인을 위한 케어 홈(care home), 너싱 홈(nursing home), 주거방문
케어 홈서비스 등 제공 방식 비교 분석
m 협동조합 컨소시엄에 의한 보육 프로젝트 운영실태 파악
m

방문활동 내용

◦ 카디아이는 볼로냐의 대표적인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본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비영리기관으로 건강, 교육 등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카디아이(CADIAI)는 복지부문을 국가가 모두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복지 영역의 일부를
민간부문이 책임질 수밖에 없던 시절,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급식사업,
어린이집 건설사업을 국가가 민간에 장기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1
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된 뒤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보육사업, 협동조합이라는 이탈리아 알파벳의 첫 글자를 모아 카디
아이(CADIAI)라는 이름을 지었으며, 취약자 고용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1974년 30명이 출자해서 조합을 만들었으며 출자자 중
27명이 여성이다.
◦ 1985년에는 볼로냐 지역의 정신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정신병원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돌봄사업에서 보육교사를 육성 운영하는 일까지 맡고 있다.
◦ 조합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ISO9001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분야의 인증을 받았다. 전
체 직원 수는 여성 1,116명 남성 218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조합원은 840명으로
조합원이 아니어도 직원이 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해 한해 2만740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2년 기준 3만9천유로의 서비스 실적을 올렸다.
◦ 카디아이의 수입은 주정부 공적자금 33%, 볼로냐시 예산 35%, 민간자금 18%, 협회 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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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6%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카디아이의 지출은
인건비 74.5%, 비품23.37%, 세금1.5%라고 한다. 이윤은 0.63%로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케어 홈, 너싱 홈, 주거 방문 케어 홈서비스 등 3가지가 있고,
성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레지덴셜 케어홈이 있고 필요할 때 낮에만 가서 돌봐주
는 서비스,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서비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사 파견제도 운영하고 있다.
○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유치원 케어, 유치원 교육지원 등이 있고, 약한 아이들이나 정
신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일할 때 건강을 모니터해주든지
안전교육 서비스와 플랜이 있어 외부 전문가가 와서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
다.
○ 카디아이의 서비스는 교육, 사회, 장애인, 노약자, 안전 등의 분야가 있는데,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자택에서 하는 서비스, 요양원에서 하는 서비스, 낮에 돌봐주는 서비스 등이 있
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노약자에 대한 것 이외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 3개 협동조합 컨소시엄에 의한 보육 프로젝트

◦ 카디아이는 급식노동자협동조합인 캄스트(CAMST), 건축노동자협동조합인 치페아(CIPEA)
등과 함께 협동조합 컨소시엄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카라박
프로젝트로 치페아가 보육시설을 짓고, 카디아이는 운영을 하며, 캄스트는 급식을 제공하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협동조합 컨소시엄에 의한 보육프로젝트는 매우 눈여겨 볼만하
다.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본래 경쟁적인 관계이지만 현 프로그램에서는 상호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카라박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자는취지에서시작한프로젝트이다.
◦ 카라박 프로젝트는 민관 연대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립,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
고 수요자들에게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시너지를 발생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일으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하여 허가를 얻으면 토지를 제공받게 되고, 이 토지에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건물을 짓고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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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냐 시정부에서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건설비용은 협동조합이 공동 부
담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기간(20년～30년)이 이 끝나면 소유권을 시
로 이전한다. 현재 볼로냐 시내에 11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보육시설은 자연채광과
태양열 발전, 친환경 기저귀 사용 등 최고의 시설과 운영 수준을 선보이고 있다.
◦ 협동조합 컨소시엄의 구성으로 시는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공공성격의 보육시설을 세울
수 있고, 카디아이의 교사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아이
들은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은 조합원의 돈으로 해결된다. 카라박 유치원의 경우 60명 중 10명
정도의 아이가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아이들로 일인당 한 달에 1천 유로정도의
지원금이 나왔다. 25～30년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어린이들에게
도 바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30년 이후에는 건물을 정부에게 돌려주는 장기 임
대계약의 형태로 운영된다.
◦ 정부가 비용을 전부 보전해주는 것은 카라박 프로젝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아이
이기 때문인데 평균적으로 약 300유로 정도를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 카라박 프로젝트의 장점

◦ 카라박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재
정 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집을 짓는 것보다 민간에서 짓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정에게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
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생긴다는 것, 환경과 교육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장점이 있다.
◦ 카디아이의 입장에서는 경영전략을 체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명성과 기술, 장기간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각 유아원마다 2명의 매니저가 있는데, 한명은 시설 관리, 또 한명은 각 종 교육프로그램
을 담당하고 있다. 영아 수용가능인원은 전체 345명이고 그중에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들
어오는 영아가 57명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258명이다.
◦ 11개 영아원에서 카라박 프로젝트로 투입된 비용은 총 2천1백만 유로이며, 협동조합 400만
유로, 은행 융자 1400만 유로, 정부 지원금 300만 유로가 사용되었음. 이 중 정부로부터 토
지만을 지원받은 것도 있고, 토지와 돈을 함께 받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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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원은 6개월부터 3살까지의 아이들이 이용가능하고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부모님, 노인
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과의 활동은 친조부모가 아니라 양로협
동조합과의 공동 활동을 하는 것이며, 같이 요리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전문 코디네이터에 의한 상담

◦ 카디아이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로는 먼저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6동으로 화장
실 딸린 42개의 더블룸과 24개의 싱글룸이 있다. 며칠만 입주하는 사람부터 장기입주자들
도 있고, 휴가기간이 긴 가족들이 휴가 전 요양시설에 입주시키는 일도 많다.
◦ 다음으로 메디컬오피스, 매니저 오피스, 주방, 스탭방, 옷갈아 입는 방, 체육관 등의 시설이
있다. 카디아이는 노약자 시스템 운영에서 민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 카디아이에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심리학자가 있고 노인전문의사, 케어하는 코디네이터(소
셜워커, 재활의사, 간호원, 애니메이터) 등이 있어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24시간 재활교육, 음식제공, 재활훈련, 정신장애 치료, 직업훈련, 정신적
으로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정신상담 등이 있다.
< 질의ž답변 >
Q

조합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노인, 장애인,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
로 아는데 현재,

A

CADIAI

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

몇 년 전까지는 노인복지 쪽에 비중을 두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골고루 사업
을 추진하고 있지만 약

5

년 전부터 교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Q

협동조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어떤 조직이든 우선 전문 직업정신이 필요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 안
팎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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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볼로냐시 협동조합(CADIAI) 사무실 앞

주요업무 브리핑

질의에 답변하는 라라 푸리에리

취재차 방문했던 한국 기자가 선물한 책이 보임



프랑크푸르트 노인요양원(Seniorenstift Hohenwald)
방문일시

:

2014.

영

:

프랭크 에그러(시설장), 캐스팅 가도(사무국장)

접

11.

04

(

화)

방문목적

선진 유럽의 노인복지정책 및 운용 실태 분석
m 응급처치 및 nursing care(외래 간호) 시설 견학
m 노인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비교 분석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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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인 주거시설 시스템 시찰
m 현장에서의 주요 관심사항 논의 및 자료 수집
m 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 시 도입 타당성 검토
m

방문활동 내용

보호시설 규모 및 보호인원
- 보호시설은 1인실 81개, 2인 1실 18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환자 선호에 의해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117명을 수용하고 있음.
❍ 예산규모는 400백만 유로(65억)로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담
- 장기요양등급은 0～3등급으로 분류
-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보호료(수가)가 결정되며, 모든 복지시설에 동일하게
적용
❍ 조직 및 인력관리
- 시 산하에 ‘페어빈트’라는 시 소유 복지시설 연합체가 있고, 연합체에 8개 시
설이 소속되어 있음
❍ 복지시설 건물은 시 소유이며, 시설개보수는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 시설의 특징
- 고전적 시스템을 채택, 복고풍 건물과 고가구 등 배치
- 가족친화적인 공용시설 설치 및 운영
- 넓고 다양한 공용 생활공간 : 식당, 면회실, 흡연실 등
- 고객의 개별성 인정 및 장려 : 집에서 사용한 물건으로 개별 방 치장, 할머니
부엌 설치로 손수 식사차림을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 신경과, 정신과 출신 하우스 의사 선정, 주 1회 정기방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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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특이사항
❍ 사회요양보험을 최초로 실시한 독일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개인적인 요양의
책임을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보
험의 형태를 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가족구조의 변화와 해체 및 여성
의 사회참여 증대 등으로 인한 가족 내의 요양인력이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
는 시점에서 독일의 사회요양보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요양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임.
활동사진

노인복지시설 전경

주요업무 브리핑

입소자와 대화의 시간

편리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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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밝은 실내 공간

브리핑룸에서 시설장 프랭크 에그러와 함께

4. 비공식 방문지 견학 내용
 파리 라데팡스(La Defence) 견학
견학 일자

:

2014. 10. 28.(

화)

견학 목적

계획도시 라데팡스(La Defence)의 건축, 환경, 교통 등 종합적인 연계
운영실태 시찰
m 거리별, 지구별로 세분화된 간판 및 노점 등 공공시설물 시찰
m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명품거리 조성 및 운영 실태 분석
m 구도심의 개발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비교
m

견학 내용

m

‘라데팡스(La Defence)’는 파리시의 외곽 고지대의 빈민가를 말끔히 정
비하여 21세기 최첨단 신도시로 탈바꿈 시킨 곳으로 미테랑 전 대통령
이 추진한 파리 재개발 계획인 ‘그랑프로제(Grand Projet)’의 일환으로
조성 되었으며, 무려 40년이 걸려 조성된 도시로서 수백 년이 지난 고
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구시가를 벗어나 또 다른 파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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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라데팡스(La Defence)’는 신 개선문을 비롯해 3,600여개 회사의 사무실
과 고층 아파트 등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건물이 모여 뉴욕의 마천루를
연상케 하는 도시로 탄생하였음.
시사점 및 특이사항

단기간의 마스터플랜의 수립에 이은 토지분양, 과밀개발의 순서를 답습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개발 사업들은 5～10년의 단기간에 치우치고
있으나, ‘라데팡스’의 경우는 50년간 추진되는 도시계획․개발 사업으로
추진
m 신도시로서 새로운 개념의 창초보다는 기존도시와 기존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승계하여 보다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도심과의 연계
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
m 도시 전체를 비즈니스 파크 자체의 부가가치 확보와 함께 문화와의 연
계, 건축미학, 스카이라인의 조화, 오픈 스페이스 활용 등을 통한 관광자
원화로 더욱 큰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m 도시 개발을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하고 계획한 노력과 교통체증 해결을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세운 라데팡스 개발모델은 우리나라 도시 재개
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임.
m

활동사진

라데팡스 전경(멀리 신개선문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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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개선문(Grand

arche)

앞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 청취

보행자 우선의 도로 구조(차량은 지하층으로)

 파리하수박물관 견학
견학일자

:

2014.

10.

28(

화)

견학목적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m 도시브랜드 정책 및 관광정책 홍보마케팅 분야 비교
m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화 방안 발굴
m

견학내용

파리 하수도의 총 연장 2,350km 중 1,600km는 작업인부 등 사람들이 직접 방
문할 수 있는 시설이며, 1일 하수 배출량 130만㎥, 3만 여개의 맨홀, 1만 3,000
여개의 접속점, 1만 8,000여 개의 도로 우수 유입구, 9만 여개의 건물 배수구
가 설치되어 있음.
m 파리도시권 하수관리 조합(SIAAP)은 1978년, 하수처리의 현대화를 위한 원격
정보 시스템(SCORE)을 도입하여 배수로 제수판의 개폐를 원격 조정하는 것
은 물론, 하수관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을 극대화하며, 하수관 내 모
래나 잡석 등이 쌓인 상태 파악도 가능함.
시사점
m 파리의 하수관망과 창원시의 하수관망을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하수관망
의 청소 및 관리기술과 장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은 본받을
필요성이 있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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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파리하수박물관 입구 앞

하수 관로에 대한 설명 청취

하수박물관 내부 관람

하수관로 이동

 스위스, 균형발전프로그램(레지오 플러스(Regio Plus)) 프로젝트
견학일자

:

2014.

11.

03(

화)

견학목적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m 도시브랜드 정책 및 관광정책 홍보마케팅 분야 비교
m

견학내용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 프로
그램
m 민관이 연합하는 추진단을 만들고 지역에서 결정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
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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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배경 및 경위

스위프 나프 산간지역은 1990년대 중반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광자원을 활용한 낙후지역 개발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
m 한편, 1997년 스위스 연방정부는 농촌 및 산간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경제 불
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혁신 프로그램(regio plus)을 시행함.
m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역혁신 프로그램 중 하나의 사업으로, 1997년 12월, 산림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는 나프베르그란드의 오솔길 프로젝트를 착수함.
m

사업추진 체계

연방 정부가 지역혁신 프로그램(regio plus)을 통해 본 사업을 지원하고 광역
정부(Canton) 및 지역마을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실행한 뒤, 나프베르그란드
지역의 사업운영을 지역주민관리단체에 이양하여 유지하게 함
m 한편, 지역단체, 기업, 숙박업소 등으로 구성된 나프 산간지역 트레킹 코스 연
합회가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함.
m 나프베르그란드 오솔길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50만 스위스프랑(약 40만 달
러)으로, 지역혁신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주가
각 50%를 부담함
m

사업 주요 내용 및 실적

나프베르그란드 오솔길 프로젝트를 스위스 나프산지 내 베른 주의 에멘탈지역
과 루체른 주의 엔틀레부흐 지역을 대상으로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
m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풍습 및 특산품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전통식 치즈제조 체험, 식품 가공 등과 같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
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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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본 사업을 통해 약 115Km에 이르는 오솔길을 관광자원화 하고, 16개 마을에
서 각 특성에 적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지역
경제적 자립도가 향상되기도 함
시사점 및 전망

나프베르그란드 오솔길 프로젝트는 생태습지, 산림, 동식물 등 풍부한 생태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역 간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친환경 농산물 등 특
산물을 보유함으로써 지역관광개발의 잠재력을 보유함.
m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시행한 지역혁신 프로그램에 오솔
길 프로젝트가 추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
었음.
m 본 사업은 광역정부가 주도하여 실행하되, 정부 트레킹코스연합회 등이 협력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완료 후 지역부민 관리단체에 이양함.
m 본 사업을 통해 오솔길 트레킹코스와 산악마을의 연계를 통해 16개 마을의 특
성에 적합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사업 성과 점검 결과 실제
지역 재정자립도가 향상됨
m

활동사진

현지인 가이드(니콜 베르건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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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킬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며

오솔길과 연계된 산악마을

오솔길 트레킹 코스

 로마국립도서관 견학
견학 일자

:

2014. 10. 30.(

목)

견학 내용
이탈리아에는 로마국립도서관과 피렌체국립도서관 2개의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로마국립도서관은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에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포괄적인 도서
기록물을 제공하기 위해 1876년에 건립되었다.
197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이용자에게 개선된 시설과 최신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의 건축 보수 및 확장 사업을 통해 2001년에 완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
국립도서관으로서 국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한편 학술연구도서관 이기도
하여 자국 문화를 포함하는 도서와 출판물을 보존, 서비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정납본법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발간된 모든 간행물의 납본 권리를 가지며, 해외에서
발간된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외국 간행물도 장서에 포함되어 있다.
□ 현황
◦ 장서현황
ㆍ 총 장서량 : 700만 권 이상
- 필사본 : 6,000여 권
- 1501년 이전 간행물 : 2,000여 권
- 16세기 간행물 : 25,000여 권
- 정기간행물 : 44,000여 종
- 지도 : 20,000장
- 그림 : 10,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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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ㆍ 납본자료 및 외국출판자료, 이탈리아관련 외국자료, 유일본 및 희귀본 수집
- 이탈리아 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를 2권씩 납본 받으며, 1부는 보존하고
1부는 열람용으로 비치
- 이용자 비치희망도서 신청시 주비토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도서 구매 대행사를
통해 구입
ㆍ 국가문화유산의 보존, 개발, 학술연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 납본 받은 도서는 출판사에 대한 존중과 나라의 유산이므로 보존하는 것을
최대의 임무로 생각
- 국제회의장을 통한 회의 및 행사를 유치하고 건물 앞 정원은 각종 전시회장
으로 운영
ㆍ 이용자 서비스
- 도서관 이용은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허용되며, 신분증 확인 후 이용증을
발급하며 이용증이 없으면 도서관에 입장할 수 없음
- 외국인이 이용증을 만드는 경우에는 여권이 필수이며 비용은 무료이고 단체
및 개인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관 투어 예약 가능
- 자료실은 13개의 자료실이며, 특화자료실 및 주제자료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자료실에 데스크, 카드목록, 웹사이트 이용 코너, 노트북 코너 등으로 운영
- 자료실을 알파벳에 의해 알기 쉽게 구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A(신문 및 신문관련 역사서), B(참고열람실), C(전문열람실), D(필사본), E
(마이크로필름실), F(언어학), G(20세기 이탈리아 문학 자료실), H(철학, 인
문학, 인류학, 종교학), I(정치, 경제학, 인문과학), L (건축학), M(예술), N(음
악, 멀티미디어실), O(기술과학) 로 구분
ㆍ 국가서지 작성, 배포, 활용

시사점
m 로마 시내에 위치한 로마국립도서관은 주변의 고대, 중세시대 건물이 즐비한 가
운데 현대적인 건물로 이루어져 오히려 더욱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다.

m 이탈리아는 피렌체국립도서관과 로마국립도서관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이 두 곳이
다. 이 두 곳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하였는데, 현재는 두
곳이 구분 없이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외의 대답을 얻었다.

m 로마국립도서관은 주제별로 자료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술분야 자료
실에는 피아노 한 대가 놓여져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 곳에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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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회도 간혹 열린다고 하였다. 자료실 안에서는 무조건 조용해야 할 것만 같은
선입견을 버리니 이용자와 사서 모두가 도서관을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
회인 듯하다.

활동사진

로마국립도서관 전경

안내데스크

물품보관대

자료실 서가에서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 견학
견학 일자

:

목)

2014. 11. 03.(

견학 목적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개발, 학술연구 도서관으로서의 수행 기능 파악
m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이용 관련 비교 분석
m 시설물 유휴 공간의 다양한 활용 사례 관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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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내용
❍ 독일의 3대 시립도서관인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에는 630만 권을 장서를 보유하
고 있고, 베를린 음악기록관에는 87만 건의 녹음자료와 악보를 소장하고 있으
며, 라이프치히 도서관에는 특수 컬렉션을 제외한 9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
고 있다고 함.
❍ 또한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16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분관, 일반 성인층을 위한 분관, 음악자료를 위
한 분관 등 계층과 자료유형에 따라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90개의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음.
❍ 시립도서관의 주요 목적은 이용자에게 평생 학습, 여가 활용, 미디어 활용 교
육을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시사점 및 정책제안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분관, 일반 성인층을 위한 분관, 음악자료를 위한 분
관 등 계층과 자료유형에 따라 구역별 분관을 설치한 사례와 관내 학교도서
관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
❍ 도서관 이용자에게 평생 학습, 여가 활용, 미디어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커뮤
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는 독일의 사례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활동사진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앞에서

검색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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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도서열람실

 하이델베르크 자전거 도로 및 대여시설 등 견학
견학 일자

:

2014.

11.

03

(

월)

견학 목적

하이델베르크 자전거 도로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교통 시스템
m 독일 전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
m 차도에서도 자전거도로의 연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교차로 설계
m 공공건물 내 자전거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장소에 담장을 활용한 거치
대의 공공사례 비교
m

견학 지역 개요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는 독일 라인 강의 지류, 네카르 강변의 대학도시·관광
도시로 인구는 약 14만 5천명(2007)이며, 1386년에 창설되었다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음.
독일의 콜 어 바이크(Call a Bike) 시스템
m 콜 어 바이크(Call a Bike)란 독일에서 독일철도공사(DB : Deutsche Bahn)의
자회사 DB Rent가 관리하며 200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 자전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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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현재 독일 내의 40여 개의 ICE 기차역을 포함해서 베를린, 프랑크푸
르트, 함부르크, 칼스루에, 카셀, 쾰른, 뮌헨, 슈르트가르트 등 8개의 주요 대도시
에서 8,500여대의 자전거 대여가 가능함.
m 자전거 대여 방식
- Flex 시스템과 Fix 시스템이 있는데, Flex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전거를 대여
한 후 사용자 편의대로 정차시킨 후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고, Fix 시스템은 지
정된 장소나 처음 대여한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해야 하는 방식임.
자전거 대여 절차 및 이용 방법
- 자전거가 대여 가능한 자전거인지 확인하려면 뒷바퀴 쪽의 사각형 장치를 확
인하면 되는데, 이 장치 위에 green 램프가 깜빡이고 있다면 대여 가능한 자전거
이고, red 램프가 깜빡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여중인 자전거라는 뜻이며,
green 램프가 깜빡이는 대여할 자전거를 찾았다면 070으로 시작하는 자전거 대
여 콜센터 번호에 전화를 걸면 됨.
- 이 콜센터 번호는 자전거 새시에 적혀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걸어 요금 결제
방법과 결제 수단을 정해야 하며, 통화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콜센터에 자전거
대여시 사용할 전화로 등록됨.
m

자전거 반납 절차
- 대여한 자전거를 반납하고 싶을 때는 처음 전화를 건 자전거 대여 콜 센터에
전화해서 반납의사를 밝히면, 영수증 코드를 불러주는데, 영수증 코드를 자전거
반납장치 위의 창에 입력하면 자전거가 반납처리 되고 요금이 청구됨.
m

자전거 대여료
- 대여료는 전화로 대여를 신청한 시점과 전화로 반납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
으로 청구되는데, 본 요금은 1분당 8센트, 1일 약정은 9유로(1유로는 한화 1,379원),
1주 약정은 36유로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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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전망
m 지속가능한 운송수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증가하면서 관련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위한 자전거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임.
m 우리 시의 경우도 역점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자전거 대여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로 보다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
점임.
활동사진

하이델베르크역 자전거 대여소

전국적인 대여 체인망을 가진 넥스트바이크

교차로 오른쪽에 자전거 신호등이 점등됨

외곽 도로 가장 자리에 구분되어 설치된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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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책제안

1. 주민이 주체가 된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을 돌이켜 보며

지역관리기업을 지칭하는 프랑스어인 ‘레지 드 카르티에(Regies de Quartier)’
는 ‘모든 배우를 무대 위에 올리다’라는 연극 용어에서 따왔는데 이는 ‘지역 당사
자 모두가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의미라는 당시 총괄담당의 설명이 기억에
남는다.
지역관리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주민, 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 기업, 노동
자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임대주택업체들
과 계약을 맺은 지역관리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경
제활동에 의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 하겠다. 사회서비스의 이용자인
주민이 고용의 혜택도 누리는 당사자인 셈이다. 만약, 우리 지역에 지역관리기업
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입주할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민을 고용해 기
술을 가르치게 될 것이며 주민 자신이 입주할 집을 직접 지은 결과 주택은 튼튼
해지고 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공동체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친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므
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지역관리기업의 주된 성과이므로 제도의 장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협동조합의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경상남도내에는 19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 창원시에는 65개의 협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내에는
7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된 상황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이 중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협동조합이 걸음마를 뗀 상태라
하겠다.
이처럼 이제 시작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특정영역에서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처
럼 협동조합이 경제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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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지배하는 우리 기업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아이콘으로
제시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컨대 동네빵집 서너 개가 뭉쳐
공동 구매·판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일, 야
채가게 몇 개가 협동조합으로 변신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성공하면 동네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돌이
켜보면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대기업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몰두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
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협동조
합이 대기업에 맞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본다.
물론 협동조합이 작금의 경제 환경을 타개할 만능열쇠인양 착각해서도 안 된
다.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 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
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돼 있다. 말 그대
로 자주 자립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인 만큼 운용 역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당국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원과 지도를 병행할 필요
가 있다.

3.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복지를 생각하다.

독일이 사회보험형태로서의 장기요양정책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사회요양
보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사회보장
제도의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가 방문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고전풍의 가족친화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면모를 많이 느꼈었다. 건물은 한국적인 고풍스러운 시설배치 개념과 유사했으며
몇몇 입소자들과 인텨뷰한 바 시설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한정된 재원 문제는
이른바 세대간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기로에 있다 하겠다. 이에 시설운영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시설 자체적으로도 기부금 유치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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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영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시간 근로제 활
성화를 통한 파트타임 고용, 실습생 활용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4. 이젠 도서관을 즐겁게 바라보자.

이제 도서관에서는 무조건 조용해야한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용자들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도
서관에서의 작은 음악회와 미디어 활용 교육 공간에 그치지 않고 시야를 넓혀,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편안히 감상하면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숲속
도서관 캠프’라든지 둘레길 코스를 활용한 ‘오솔길 독서교실’을 구상할 수 있으며
‘해변도서관’ 등 자연 속으로 서가를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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