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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
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객관화하여 이를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공공·민간 등 연계 주체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연계 시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협력 구조를 파악함. 또한, 지역별, 설치연도별 분석 등 다양한 범위의
분석을 시도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
- 카페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 개발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을 도출함.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
- 장애인 고용 및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카페 및 기타 일자리 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유사성 및 차별성 등을 비교 분석함.

○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 본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의 사회적 가치

연구요약 1

를 정량·정성적으로 측정.
- 정량적 지표 중 화폐화 가능한 지표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

○ 활성화 방안 및 제언
-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안과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 영역을
짚어보고 사업화 가능 여부를 살펴봄.

2) 연구방법
○ 연구수행체계는 1단계 문헌연구 등을 통한 기초연구, 2단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을 통한 의견수렴, 3단계 사회성과 측정 및 4단계 활성화 방안 제언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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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동향

1) 장애인 고용 관련 선행연구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비용·편익분석, 동향 분석 및 패널조사 등 다양
한 성과 분석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연구는 2008년 이래 3년마다 이루어지
고 있으며,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나운환 외, 2019).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사례연구(김승완, 2017), 빅데이터를 통한 장
애인 고용동향 분석(전혜영, 2019) 등이 이루어짐.
-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도구에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 편입 여
부를 정리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질적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연구
도 있음(장연균 외, 2020).

2. 사회적 가치 평가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가치 평가 이론
○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이론 중 정성평가 이론으로, IRIS, B Lab
Assessment 등이 있음.
- IRIS는 임팩트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표
준화된 지표 세트로 조직개요, 제품개요, 재무 성과, 조직영향, 제품영향, 용어사
전의 다섯 개 메인 섹션으로 구분되어 약 400여개 지표를 보유하고 있음.
- B Lab Assessment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
가도구로써, B-코퍼레이션 인증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평가 시스템임. 거버넌스,
기업구성원, 커뮤니티, 환경, 비즈니스 모델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
며 20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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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평가 이론에는 SROI, 사회성과인센티브 등이 있음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
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도구임. 정량적 수치로 사회적 가치를 나타
내고 단일한 가치 단위로 환산되어 측정의 객관성, 비교 및 합산 용이성의 장점을
지님.
-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 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SROI를 기반으로 국
내에서 개발된 측정 평가 도구임.

○ 화폐화 이론에는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음
- 비용·효과분석은 같은 영역 내 프로그램과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비용과 적절한
영향력 척도를 조합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효과성에 따라 순위를 매김.
- 비용·편익분석은 개입 프로그램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화폐화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분석지표임.

2)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1) 장애인 지원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 장애인 지원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로 이준우 외(2019)에 의해 수행된 중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가 있음.
- 중증장애인 고용규모,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고용규모, 중증장애인 고
용증가율, 중증장애인 이외의 근로자 고용규모,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이외의 근로자 고용규모 등을 양적 성과로 측정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

(2) 공공기관 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강은나, 김영선
(2020)의 연구가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의 편익을 참여노인 차원, 지역사회 차원, 사회 전체 차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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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산출하고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함.

(3) 기타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 라준영 외(2018)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성과 화폐
화가치 방법론을 소개하고 장애인 고용성과의 측정지표를 예시로 제시함. 길현종
외(2019)는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사회성과를 분석하면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
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정리함.

연구요약 5

Ⅲ. 국내외 사례

1. 해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1)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
○ 해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중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로 미
국의 비티 앤 보우 커피 (Bitty & Beau’s Coffee)가 있음.
- 발달장애인 직접고용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긍정적이고 활발한 업장 분위기 조성
을 통하여 매장 프랜차이즈 사업, 굿즈 사업 및 이동형 커피 카트 사업을 운영 중
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카페 관련 직무교육 및 신규일자리를 제공하며,
#NotBroken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일반인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여 미국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2) 중증장애인 타업종 일자리 사례
○ 해외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타업종 일자리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들 사례
모두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와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약 75% 이상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임.
- 미국의 허드슨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Hudson Community Enterprise)는 장애인
고용을 통하여 물류 포장 및 풀필먼트, 대량 문서 스캐닝, 대량 문서 파쇄 등의
사업을 제공.
- 울트라너트(Ultranauts)는 단순, 반복작업에 몰입하는 자폐 장애인의 강점을 살려
전 직원의 75%를 자폐 장애인으로 고용, 빅데이터 보트, 테스팅 서비스 및 소프트
웨어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직원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 프로스펙터 극장(Prospector Theater)은 전 직원 7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티켓
판매, 팝콘 제조, 자체 영화 제작 등 장애인 맞춤 직무 제공하며 장애 인식 개선을
지원함.
- 스펙트럼 엔터프라이즈(Spectrum Enterprises)는 자폐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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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맞춤 티셔츠 제작을 하며,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세탁서비스 및 베이킹 사업을
제공함.
- 라이징 타이드 세차(Rising Tide Car Wash)는 80%를 자폐인으로 채용하여 손 세차
및 기계식 세차 서비스 제공함.
- 루비콘 조경(Rubicon Landscapes)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호텔, 리조트, 공원의
조경서비스를 제공함.
- 이스라엘의 로임 라혹 프로그램 (The Roim Rachok Program)은 이스라엘의 자폐
장애가 있는 자국민을 군대에 배치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장애 청년들
은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판독, 소프트웨어 품질 보
증, 정보 분류, 전기 광학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활동함.

2. 국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1)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
○ 국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중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로는
늘봄카페, 향기내는 사람들, 커피지아, 나는카페 및 스타벅스 코리아 등이 있음. 중
증장애인 대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증장애인 고용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대
외홍보, 펀딩지원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기획, 운영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기
업 대상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음.
- 늘봄카페는 서초구에서 매장공간을 제공, 기업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방식이
며,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70여 명을 고용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홍
보를 진행함.
- 향기내는 사람들은 장애인 직접고용과 더불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 및 사업장 위탁운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제공함.
- 나는카페는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여 15호점까지
개소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커피지아는 커피 원두 로스팅 전문기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적용한 결점
원두 선별작업 직무 개발을 하여 임직원의 75%를 발달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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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하여 성인 장애인에 바리스타 현장
중심 직업훈련(First Job)을 실시하였음.

2) 중증장애인 고용 타업종 관련 사례
○ 국내 중증장애인 타업종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어베터, 동구밭, 이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모아,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테스트웍스, 고요한택시
및 엔비전스 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비즈니스 안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제품서비스 질
개선 및 사업 분야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산업 분야별 특장점을 가진 장애
인 고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업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
음.
- 베어베터는 240여 명 이상의 발달장애인 채용하며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를 개발하여 각종 인쇄서비스, 커피 원두 로스팅, 제과, 경조 화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장비와 시설투자를 하고 있음.
- 동구밭은 천연비누, 설거지 비누, 입욕제 등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며 발달장애
인 20여 명을 고용하고 있음.
- 이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세탁업을 전문으로 하며, 인천
시와 함께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세탁서비스 또
한 제공 중임.
-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의 장애인표준설립장으로 설립되어 특수복 제조 및 세탁
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 채용을 위한 직무분석 및 사전문제해결을 통해 98%의
장애인 고용유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제과제빵, 유기농 과자 등을 생산 및 판매하며 장애인
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지원함.
- 테스트웍스는 자폐 장애인의 집중력과 청각장애인의 시각적 예민함 등의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 데이터,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테스팅 등의 맞춤형 직무 개발 및
포용적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고요한택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수직 분야에 새로운 직무를 제안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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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공,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
을 통해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들에 맞춘 근무환경을 조성함.
- 엔비전스는‘어둠 속의 대화’ 등 전시 체험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줄이며, 네이
버를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웹 테스트 엔지니어로 채용하고, 또 장애인 고용을 통해 네이버 사내카페 및 사내
매점 운영을 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함.

3) 타 취약계층 고용 카페 일자리 관련 사례
○ 국내 타 취약계층을 고용한 카페 일자리 관련 사례로는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
합이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운영 모델을 시도하며 2013년 이래 누적 1,433명의 취약계층을 채용함.
- 운영 모델은 사내형, 비즈니스 센터형, 기부형, 공공기관 입점형, Shop in Shop형
등의 카페모델이 있음.

3. 국내 카페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
1)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자 1인당 230만원을 지원받음.
○ 시장형 사업단 중 가장 다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실버카페 등의 비알콜 음료업점
으로 2015년 총 144개 사업단, 1.792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2) 자활사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자활기업이라 하며, 자활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
건비 한시 지원, 사업자금 융자 등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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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따르면, 업종별 자활기업 중 식음료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김유숙 외, 2019), 여타 업종에 비해 매출 등이 높은 수준은 아님.

3) 여성·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 여성,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하여는 중앙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
으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나 일반 영리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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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조사

1.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1) 사업의 이해
○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직종개발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꿈앤카페로 운영되다가 2016년 브랜드 표준화를 통해 ‘I got everything’론칭.
○ 사업은 공공·민간 기관과 직업재활전문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진행되도록 체계
화 되어 있음.
- 유휴공간을 무상제공하여 카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카페 운영을 위탁받는 직업재활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인테리어 및 표준화 장비 지원 등을 위해 매장별 약 7천
여만원을 지원함.
○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20년 11월 기준, 전국에 61개 카페가 설치되어 있으며, 누적 200여명이 근로 중.

2) 사업 현황 조사 방법
○ 사업 현황은 개별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설문조사, 고객 인식조사 등으
로 진행.

2. 주요 조사 결과
1) 인터뷰 주요 결과
○ 선정기관의 주요 인터뷰 결과는 아래와 같음.

연구요약 11

- 장애인 고용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카페를 설치함.
- 커피의 맛이나 경쟁력 등에서는 대체로 만족함.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도 하락한 결과를 보임.

○ 위탁운영기관의 주요 인터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염려하고 있었으나 이후 매출이 상승하면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제도, 할인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
음.
- I got everything 카페는 장애인 근로자와 바리스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타
민간 카페로 취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 근로자들
이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사항에 대해 초기 지원 외에도 정기적인 관리, 컨설팅
등의 추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함.
○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현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을 취득하고 싶다는 등의 개인 발전에 대한 욕구도 높음.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의 선정기관, 위탁운영기관, 장
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카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현황, 만족도 등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카페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페
만족도와 장애 인식 변화 확인을 위한 오프라인 고객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음.
- 선정기관 9곳, 위탁운영기관 18곳,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 42명, 카페 방문고객
12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함.

○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로, 카페 명칭인 ‘I got everything’에 대한 의견으로는 위탁
운영기관 응답자 중 33%, 선정기관 응답자 중 44.4%, 장애인 근로자 중 42.9%, 고객
응답자의 48%가‘괜찮음’으로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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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페 명칭에 대한 생각

○ 카페 명칭인 ‘I got everything’에 대해 ‘별로’라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질문한 문항에는 위탁운영기관 응답자의 11.1%, 선정기관 응답자의 33.3%, 고객 응
답자의 40%가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꼽았음.

[그림 2] 카페 명칭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

연구요약 13

○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묻는 문항의 경우, 대부분에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함.
- 위탁운영기관은‘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
션 행사 지원’,‘근로자 대상 교육 훈련 및 복리후생제도 지원’이 특히 필요하
다고 답함.
- 선정기관은 홍보(브랜드, 마케팅) 및 신메뉴 개발, 프로모션 행사, 프랜차이즈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100%가 필요하다고 답함.

[그림 3] 추가적으로 지원되길 원하는 항목

○ 다자간 협약의 장점으로 위탁운영기관 및 선정기관 모두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정
보공유, 관계 형성 및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이 33.3%였음.
- 선정기관의 경우 편의시설 구축지원을 또 다른 장점으로 꼽음.
- 단점으로는 자율적 운영이 제한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양측에서 모
두 높은 비율로 나옴.

○ 내부 목표 수립 및 달성률에 관해 설문 진행함.
- 고용 목표를 내부 목표로 수립하였다고 답한 위탁운영기관은 94.4%, 선정기관은
77.8%이며, 매출 목표를 내부 목표로 수립한 위탁운영기관은 77.8%, 선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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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로 나타남.
- 44.4%의 위탁운영기관이 고용 목표를 80-100% 달성하였다고 응답했으며, 44.4%
의 선정기관이 고용 목표를 0-20% 만 달성하였다고 응답함.

[그림 4] 위탁운영기관 및 선정기관의 내부 목표 달성률

○ 향후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항에는 위탁운영기관 응답자 전체의
77.8%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추가로 고용할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42.9%가
연간 1명, 선정기관의 44.4%가 연간 2명이라고 응답함.

[그림 5] 적정 추가 고용 인원

연구요약 15

3) 고객 인식조사 결과
○ I got everything 카페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페 만족도와 장애 인식
변화 확인을 위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정부대전청사점 및 울주군청점 방문 고객 중 총 127명이 응답하였음.

○ I got everything 카페 방문 빈도수에 대해 설문하였음.
- 주 1~2회가 60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29명(22.8%)이 주 3~4회 방문한다고 응
답.

○ 판매하는 커피 맛이 ‘좋음’으로 답한 응답자 수가 68명(53.5%)으로 가장 많았으
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인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2명(25.2%) 이었
음.
- ‘보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 대다수의 응답자인 26명
(81.2%)이 울주군청점의 방문고객이었으며, ‘그저 그러함’이라고 답한 9명의 응
답자 중, 7명(77.8%)의 답변이 울주군청점의 고객이었음.

○ I got everything 카페의 커피 가격에 대한 문항에는‘저렴한 편’으로 생각하는 응
답자가 65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48명
(37.8%)이었음.
- ‘저렴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의 분포는 정부대전청사점 32명(49.2%), 울주군청
점 33명(50%)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고객은 정부대전청
사점에서 10명(26.3%), 울주군청점에서 38명(79.2%)이었음. 두 매장 모두 공공기관
내부에 입점해 있어, 가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응답한 답변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I got everything 카페의 위치 및 접근성에 대한 문항에‘매우 좋음’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64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48명
(37.8%)이었음.
-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응답한 112명 중 70명(62.5%)의 응답자가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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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점의 고객이었으며, 42명(37.5％)의 응답자가 정부대전청사점의 고객인 것으로
보아, 울주군청점의 카페 위치 및 접근성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및 정의적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에는 모두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인지적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5점 라이커트 척도의 1~5단계에서 5점 환산
전체 평균 점수 3.54점 (3점:보통)으로 나타남.
- 정의적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도 5점 라이커트 척도의 1~5단계에서 5점 환산
전체 평균 3.71점 (보통:3점)으로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남.

연구요약 17

Ⅴ.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 분석
1.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분석
1) 개요
○ I got everything 전 매장의 매출 자료 및 고용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범주별 교차
분석을 시도함.

2) 재무 성과 분석 결과
○ 연도별 매장 평균 연매출은 2016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으며, 연도별 개
별 매장의 평균 월매출은 약 1천만원으로 나타남.

○ 세부 분석을 위해 연계주체별, 지역별, 개소시기별, 규모별로 매장을 범주화하고 재
무 성과를 분석함.
- 연계주체별 분석 결과, 공공기관과 연계된 매장이 민간기관과 연계된 매장보다
월매출이 높게 나타남. 특히 매장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연계주체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시청, 군청 등 청사 내 위치한 기관의 월매출은 타 매장보다 2~3배
가량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적었음.
-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한 지역별 매장의 재무 성과 분석 결과, 대도시가 중소
도시에 비해 높은 매출을 보임.
- 개소시기별 분석 결과 16-17년, 18년, 19년 각각의 개소시기에 따른 월 매출 평균
은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규모별 재무 성과 분석 결과, 매장이 클수록 월 평균 매출액은 비례하여 증가.

3) 고용 성과 분석 결과
○ 고용성과의 경우 내부의 운영현황자료 기반, 2020년 상반기까지 개소한 54개의 매
장의 근무 이력이 있는 총 329명(실인원 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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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성과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장당 총연간급여액은 17년 430만원에서 19년 830만원, 20년 4,700만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1인당 총 연간급여액 역시 17년 665만원에서 20년 1,032만원 수준
까지 증가.

○ 고용 성과 역시 재무 성과와 마찬가지로 세부 분석을 위해 연계주체별, 지역별, 개
소시기별, 규모별로 매장을 범주화 후 분석하였음.
- 연계주체별 고용 성과 비교 결과, 공공기관 연계 매장의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은
2.55명, 민간기관과 연계된 매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2.89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고용 성과 비교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의 매장에서 고용된 총 인원
은 각각 142명과 233명으로, 매장당 누적 고용인원은 대도시에 위치한 매장들이
7.89명으로 더 높았음.
- 개소시기별 총 고용인원은 16-17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
임. 이는 일자리가 안정화되며 퇴사 인원이 줄고 고용유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으
로 추측됨.
- 규모별 고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장 규모가 클수록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1)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가치 측정의 의의
○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과 소득 확보를 넘어 사회 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화폐화 방법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은 일자리의 질
과 고용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타 정책 사업 및 기업의 사회성과와도 정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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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분석 결과
○ 고용성과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소득 전체를 보는 방법, 타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소
득 대비 증가분을 측정하는 방법, 법정 최저임금액 대비 증가분을 측정하는 방법,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 등 4가지를 활용하여
측정함.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 고용 성과 측정 결과
기준
① 총연간급여액
(임금총액)
② 장애인 소득증대
총액 - 중증장애인
평균임금
③ 장애인 소득증대
총액 - 최저임금
④ 장애인 소득증대
총액 –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균임금

2017

2018

2019

2020

1)

누적총계

73,171,964

205,502,748

450,041,729

2,581,685,558

3,310,401,999

69,623,148

184,330,377

330,311,207

1,953,010,077

2,537,274,809

14,709,044

10,544,271

26,589,014

337,098,801

388,941,130

42,304,988

117,059,433

276,806,463

1,689,076,901

2,125,247,785

1) 2020년 성과의 경우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고용 중인 근무자를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함.

○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의 경우, 채용 전후의 장애인 일상 지원 투입 시간의 감소,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의 감소 등 3가지를 측정함.
- 일상지원 투입 시간의 감소분을 일상지원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총 누적합계 6.7
억 여원의 성과가 창출됨.
- 장애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분을 측정한 결과, 총 사회성과 값은 13억 여원으
로 나타남.
-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 감소분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1인당 평균 71,429
원의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로 환산했을 시 누적 합계 2.5
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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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편익분석 결과
○ 사회적 가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
음.
- 투입 비용은 1개소당 평균 인테리어 투입비인 7,000만원의 55개소 분인 36.5억원
으로 계상.
- 편익의 경우 고용성과(중증장애인들이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대비 I got
everything 근로자들의 증대된 소득분을 측정한 결과 채택) 25.3억원,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 22.7억원의 합인 48억원으로 추정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은 약 1.24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입비용이
초기 1회로 제한되는 사업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비용·편익분석 결과
(단위: 원)

내용
투입비용 (C)

편익(사회성과) (B)

측정값

1개소당 인테리어 투입비 7,000만원 x 55개소

3,850,000,000

고용성과

중증장애인 평균임금 기준

2,537,274,809

일상지원 투입 시간 감소 성과

677,674,650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 성과

1,333,524,760

평균 지출비용 감소 성과

257,339,833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

소 계

4,805,814,052

순편익 (B-C)

955,814,052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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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코로나19 관련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1. 코로나19 관련 피해 규모 및 대처 현황
1) 매출 피해 현황
○ 전체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1,150만원 수준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매장 특성별 코로나19 전·후의 재무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계주체별, 지역별, 개
소시기별, 규모별로 범주를 구분함.
- 연계주체별 재무 상황을 확인한 결과, 월매출은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에서 크게
하락함.
- 개소시기별 재무 성과를 확인한 결과, 매출 등의 변화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찾아
보기는 어려웠음.

2) 설문 결과 현황 및 대처 방안
○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등을 시행한 기관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매장의 운영 축소 또는 근로자 근무 형태 변경 등을 통해 매출 감소와 운영상 어려
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선정기관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금, 물품 등의 지원이 제공되었
으며, 이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2. 코로나19 대응 방안
○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함.
- 월별 재정 및 고용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매장에
차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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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에 대한 유연한 운용 및 다양한 지원의 활용이 필요함.
- 매장별로 현실적인 장애인 고용 및 매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자
율적 운영을 도모.
- 추가 지원의 경우 소독방역지원, 물품지원 및 현금지원 등 재정적·비재정적 지
원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함.

○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의 병행이 필요함.
- 직무훈련 기회 제공 등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근로 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배달 서비스 전환, 이벤트 통한 판매 촉진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출을 신장시
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고려.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신규 직무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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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방안 제언

1.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방안
1) I got everything 카페 운영 개선사항
○ 관리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바리스타로서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바리스타 자격증 등을 목표로 하여 노동시장에서 더 많
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직접고용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더
불어 외부로의 채용연계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기대.
-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쉬운 정보로 제작된 매뉴얼 등을 시각화된 자료로 개발하
여 매장에 배치하여 좀 더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비장애인 근로자들
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를 돕는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들이
필요함.

○ 직무 관련 전문인력 운용
-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유지·확장하려면 매장마다 필수적으로 인사·
경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이들을 통한 브랜드의 품질 관리,
근로자들의 직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수행해야 함.
- I got everything 카페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역할의 전문인력 운용
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각 매장의 연결고리로서 다양한 이슈와 애로사항을 해
결하고 검증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운영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및 관리 역할 강화
- 현재는 지원사항들이 초기 투자설비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 사업이 장기화되고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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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매장 관리 필요.
- 카페 매장별 현황 파악을 위해 포스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개발원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전산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카페 매장 중 우수사례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다른 매장에도 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필요.

○ 브랜드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 대기업 방식의 브랜드 운영전략보다는 브랜드에 가치를 담고, 소비자 참여를 유
도하는 형태의 브랜드 전략이 타당함.
- 현재 브랜드명인 “I got everything ”은 전체 매장의 분위기에 비추어 상호처럼
보이지 않으며, 브랜드명이 다소 긴 영어 문장의 형태로 고객들이 잘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한글로 변환하더라도 “아이갓에브리씽”의 표기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차이의 존중)와 문장 메시지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 먼저 디자인 측면에서 “I got everything”은 문장이 아닌 CI처럼 보이도록 조정
이 필요하며, “카페” 또는 “커피” 등의 문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도 좋음.
“I got coffee & everything”의 기본 브랜드명과 “아이갓카페”와 같은 한글
별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
- 또한, 장애와 관련된 메시지는 후반부로 노출하고, “카페는 휴식·재충전·교
류·새로운 문화체험·다음 시간 준비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음.
- 공공·민간에서도 multi-use 할 수 있도록 캐치프레이즈 형태의 참여형 문구 활용
을 제안. “I got [

]”와 같은 미완성된 문구에 다양한 가치를 담아 이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전 방향
○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전략 수립
- 사업 성과 분석 결과 공공기관 연계 매장 및 대도시 위치 매장들의 매출이 높고
고용 규모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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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단계에서부터 시장분석 및 경쟁력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매출이 보장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또한, 매출이 취약한
매장의 경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모니터링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사업 성과지표 관리 강화
- 사업 목표에 따라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사
업 평가와 성과 관리가 필요. 현재 I got everything 사업의 주요 목표는 중증장애
인 2명 고용 및 매년 1명 추가 고용임.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꾸준한 모니
터링과 평가 프로세스가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재무 성과와 고용성과에 대한 성과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으나, I got everything의 사회성과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함.

[표 3] I got everything 성과 세부지표 예시
성과영역
재무
성과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조직관리성과
사회서비
스성과

사회
성과

고용성과

사회생태
계성과

세부지표

적용여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매출액(부가가치액)
고용유지율(낮은 이직률)
근로자 복리후생(휴가, 상여금, 의료비 등)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여부
직무 관련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횟수
교육훈련을 받은 수혜인원 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 수
장애인 근로자 연간급여액(총액, 1인당)
외부기관에 연계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
일자리를 통해 절감된 일상지원비용

○
○
○
○
△

취업 후 증대된 장애인 가족의 가계소득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 유관기관 성과 창출 기여

-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효과

△

삶의 질 개선 효과 (사회적 관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효과

△

26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 당사자 관점에서의 사업 기획 필요
- 특정 직무에 대해 장애인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 관점
에서 적합한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함. 중증장애인들의 직무 개발 기
간 자체도 오래 걸리지만, 적합하지 않을 때 전환(transition)의 시간이 많이 소요
됨.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직무를 깊게 파는 것보다 다양한 직무를 탐색할 수 있
어야 하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
요함.

○ 좋은 일자리로서의 발전 방향 모색 및 평가 필요
-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외에 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시공간을 함께
하는 경험이 자체도 매우 중요함.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얼
마나 확대되는지,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달
라졌는지 등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함. 또한, 고용의 수를 늘리
기보다는 직무훈련이나 편의시설 제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로서의
발전 방향의 모색도 필요함.

○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I got everything 카페 본사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수행하
기 어렵다면, 민간 전문기업들과 보다 주체적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함. 장
애인 고용 카페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 받고 관리자
역할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음. 이러
한 사례를 참고하여 I got everything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
혹은 전문인력 운용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3)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개발 전략
○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례 벤치마킹
- 장애인들을 일자리서비스를 공급받는 수혜자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징이
나 능력을 활용하였던 국내·외 사례를 참고한 신규 직무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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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카페 사업 분야의 새로운 직무 개발 강화
- 기존 카페 사업의 밸류체인 안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직무을 통해 간
접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음. 원두를 생산하거나 카페 내에 디저트·베이커리류 제
품을 납품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급 단계
에서도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시설을 통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
음.

○ 다양한 분야의 신규 직무 개발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함
- 앞서 살펴 본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일
자리를 검토함. 다만, 각 분야별로 일자리로서의 장점과 한계점들이 분명 존재하
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의 목표와 조직의 역량·자원을 토대로 한 직무 개발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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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규 직종의 장점 및 한계점
신규일자리

장점

한계점

관련 사례

풀필먼트/ 배송

배송 물품들의 분류하는 작
업들을 단순화한다면 중증
장애인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풀필먼트 분야의 사업은
속도감 있게 운영되므로,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근무환경
조성 필요

∙ 허드슨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두손
컴퍼니

B2C보다는 B2B 형태로 병
원, 생산단지 등의 특수
세탁 위주의 접근이 필요

∙ 행복모아

조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
수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움

∙ 루비콘 조경

로드샵형태의 편의점 운
영은 불가능. 계산 등의
업무는 복잡하기 때문에
무인계산기나키오스크 등
의 기기 활용 필요

∙ 베어베터, 엔비전
스

업무의 속성 및 범주에 따
라 난이도가 상이하므로
근무자 수준에 맞는 구체
적인 업무 설정 중요

∙ 울트라너트, 테스
트웍스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근무
자들은 복사 등의 허드렛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당
사자 만족도가 낮아 일자
리로서의질적인 향상 필
요

-

세탁업

조경업

매점/편의점

소프트웨어
테스팅
/ 데이터라벨링

공공기관
사무지원

장애인들도 매뉴얼에 따라
충분히 세탁물을 분류하거
나 기계를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셜파밍혹은 조경업 분야
의 직무는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므로 훈련을 통해 장
애인들도 잘 수행할 수 있
음
현재 I got everything의 일
자리 모델에 적용하기 적합
하며, 비교적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집중력이 뛰어난 장애인들
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
는 직무로, IT 서비스의 발
달로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
고 있음. 코로나 등의 상황
적인 변수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기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미 많이 창출되고 있는
직종이며, 최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의무화
되어 공공기관의 수요도 많
아질 것으로 기대

-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탐색하는데 초기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지보다 어
떤 전문인력과 어떠한 구조로 일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둔 신규 일자리 사업의
기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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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지속 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이뤄진 카페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은 16년 브랜드 표준화를 통해‘I got everything’을 론칭한 이래 5년차에 접어들었
다. 이에 해당 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객관화하여 이를 제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해당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운영주체, 위탁주체, 근로 당사자 및 가족, 고객
등)의 폭넓은 의견의 수렴 및 반영을 통한 개선사항 파악과 사업성과의 가시화가 요구되
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와 재정적 자립은 개인의 삶의 만족감 증진에 주요한 요소이며, 이는 장애인에
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이들에게 적합
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며, 맞춤형 일자리의 제공은 필수적이다(나운환 외, 2019).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은 공공·민간의 영역에서 두루 있어 왔으며, 이에 국내·외 중증장애인 대상 일자리 창
출과 관련한 정책 및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맞는 신규 직무 개발과 당
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직업재활전
문기관과 연계된 공공·민간기관이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이루
어지는 사업이다. 이에 공공·민간 등 연계 주체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연계 시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협력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설치연도별 등 다양한 범위의 분석을 시도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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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확인하고, 카페의 효율적 운영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목적1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를 조사하여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2

객관적인 성과 측정 기준 마련을 통한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
리 창출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

목적3

동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신규 직무 개발 등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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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국내외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내·외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 등을 포괄하여 폭넓은 사례들
을 확인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중점
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카페 직무훈련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는 유사
일자리 창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또한, 해당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도출하고자 당사자, 가족,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
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정성적으로 측정하되, 정량적
지표 중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화폐화가 가능한 지표의 경우 이를 시도하여 성과 값을
도출하였다.

(3) 활성화 방안 및 제언
앞서 파악한 유사 사례 등 문헌 조사와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민간 연계 중증
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새
로운 직무 영역을 짚어보고 사업화 가능 여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I got everything’
카페 브랜딩과 관련한 제언과 공공 및 민간 연계에 있어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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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문헌연구 등을 통한 기초연구, 설문조사·인터뷰를 통한 의견수
렴, 사회성과 측정, 그리고 활성화 방안 제언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제1단계 기초연구 단계에서는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
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사업 사례와 비교·고찰하였다.
둘째, 제2단계 설문조사·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한 의견수렴단계에서는 당사자,
현장 전문가 및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수집·파악함과 동시에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개발하였다.
셋째, 제3단계의 사회성과 측정에서는 개발된 도구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성과를 측정
하였다.
마지막 제4단계 활성화 방안 제언에서는 제1단계에서 제3단계까지의 연구 과정을 통해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수행체계를 도식화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
다.
[표 5] 연구수행체계

1단계
유사 사업 분석

문헌연구 통한 기초연구
▼
2단계

의견 수렴 및
성과측정지표 도출

설문조사, FGI, 자문회의
▼
3단계

사회성과 측정

자료분석, 자문회의 등
▼
4단계

활성화 방안 제언

자문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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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연구방법
① 문헌조사 (기초자료 분석)
기존의 중증장애인 대상 일자리 지원, 고용 창출과 관련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사례, 전
달체계 및 법령·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실제 성공 사례의 경우 경영/재무적·사회적 관
점에서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카페 지원과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되, 국내의 경우 타 부처의 지원 사례
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대상으로 이루어진 카페 지원 및 고용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매출 신장, 고용 활성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의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와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였다.

② 설문조사
카페 선정기관 및 위탁운영기관의 담당자, 장애인 근로자(또는 가족) 약 150명을 대상
으로 카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현황과 만족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필요시 오프라인 병행) 11월 중 약 2주간 진행하였다.

③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카페 ‘I got everything’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 및 필요시 선정기관과 위탁운영기관,
장애인 근로자(또는 가족)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카페
운영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④ 자문회의
관계 부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신규사업 개발과 관
련한 논의를 4회 운영하여 신규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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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동향

1) 장애인 고용 관련 선행연구
2008년 이래 3년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2019년 연구에서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통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비용
이 감소하는 것과 대비하여 편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나운환 외, 2019).

김승완(2017)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증 직업재활시설 우수사례 기관으로 분류된 직업재활시설을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
과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혜영(2019)은 빅데이터를 통해 장애인고용
동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직무 개발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밖에도 고용의 질에 대한 논의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연구되
고 있다(박광옥 외, 2019; 장숙 외, 2015; 손지아 외,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08년 이래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 요인의 동태
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임금 수준, 교육훈련 현황, 만족도, 비용분석, 일자리의 질적 성과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토대로 동일 연구대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다. 장애인 고용패널에서 사
용된 취업자의 직무 만족 측정항목은 미네소타대학교의 직업심리연구소 미네소타 만족
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와 Kendall과 Hulin(1969)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축약형으로 작성하였다. 여기에 이운식, 나
운환(2011)이 고안한 “장애인 고용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척도가 개발되었고, 이후 장애인의 주관적인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일자리 만족도 척도
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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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주재현(2020)은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일자리정책과 고용서비스정책
에서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고 민간의 역할은 증가하면서, 장애인 일
자리 정책은 고용서비스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고용정책이 분리
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 전화되는 경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표 6] 공공서비스 제공의 공공·민간 역할분담 형태
정책 유형

정책내용

일자리정책

고용지원

분리정책

보호고용

통합정책

재정지원일자리정책

직업재활
고용주지원제도
고용지원서비스
지원고용

장영균 외(2020)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질적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
적 개념으로서 장애친화경영(Disability –Inclusive Management)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국내외 진단도구들에 장애인 고용 관련 측정 항목의 편입 여
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7]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
구분

국내
사례

해외
사례

경제정의지수(KEJI)

경제정의연구소

장애
특정지표
포함

한국지속가능성지수(KSI)

한국표준협회

불포함

윤리경영지표(KoBex)

산업정책연구원

포함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

한국생산성본부

불포함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FKI-BEX)

전국경제인연합

포함

UN Global Compact(UNGC)

UN

포함

ISO 2600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dardization

불포함

GRI G4

Global Reporting Initiatives

불포함

Dow Jones

불포함

MSCI

포함

SA8000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불포함

Bilan Social

프랑스 정부

포함

진단도구

평가기관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KLD Domini 400 Social
Index

비고
장애인고용률 항목
인권 관련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다
룸
장애인고용률 항목
인권 관련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다
룸
차별금지 및 다양성관리 관련 항목
Guide for Busines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7)
인권 관련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다
룸
인권, 노동관행 항목 등의 보고에 포
함 가능
사회 영역의 보고에 포함 가능
다양성 항목 내 장애인 고용 및 인
사 정책 실시
차별금지 관련 해당 범주로 다뤄짐
재직 장애 근로자수, 재직 중 장애
발생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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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친화경영의 대표적인 진단 도구인 영국 장애표준(Disability Standard)을 활
용한 분석사례와 함께 장애표준의 진단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표 8] 장애표준(DS)의 진단 개요
영역

장애친화성 공약과
실천의지(Commitment)
업무지식(Know-how)

진단 내용(개요)

비고

기업의 장애친화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활동 수준
을 진단
기업의 장애인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전파하는지를 판
단

정당한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s)

장애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정조치를 사업
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를 진단

채용(Recruitment)

장애인이 일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체가 채용 활동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활동에
대해 진단

고용유지(Retention)
제품과 서비스(Products and Partners)

외부 이해관계자인 고객에 대한 장애친화성 정도를
진단

공급자와 파트너(Suppliers and
Partners)

사업체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장애친환성 관리
수준을 진단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사업체가 소통에 있어서 직원 및 고객을 포함한 장애
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친화성 제고 수준을 진단

시설/건물(Premises)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장애 친화성 정도를 진
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등의
장애 친화성 정도를 진단

각 영역별로
리드 정책과
절차, 전달,
검토, 이점의
5개 활동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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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평가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가치 평가 이론
(1) 정성평가
① IRIS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는 임팩트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표 세트로서 template 또는 indicator
pool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팩트 측정 방법을 기반으로 측정
언어의 통일성을 위해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GIIN)에서 개발하였다. IRIS는 측
정지표 세트로서 필요한 지표들을 차용하여 여러 측정 도구에서 응용할 수 있으나, IRIS
자체의 체계화된 측정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팩트 투자자, 일반 투자자,
관리지원조직 등이 임팩트 투자를 원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용하
고 있다.

IRIS의 지표 카달로그는 약 400여개의 지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총 다섯
개의 메인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 조직개요: 미션에 대한 정보, 운영구조, 기업 위치
∙ 제품개요: 기업 제품 및 서비스, 목표 고객군에 대한 소개
∙ 재무 성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 성과 지표
∙ 조직 영향: 기업 정책, 인사, 환경성과에 대한 설명
∙ 제품 영향: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측정 및 설명
∙ 용어사전: IRIS에 사용된 용어 정의

IRIS는 여러 측정지표의 합으로서 국제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임팩트 리포팅과
데이터 관리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고정된 지표로 구성된 성과측정 도구가
아니므로, 투자자가 기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IRIS 지표를 토대로 임팩트 측정을 하고있는 다양한 회사들의 예시
를 제공하고 있어, IRIS 지표를 사용하려는 초보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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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적합한 측정지표를 그룹화하여 추천하기도 하며, 사업 영역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도 측정도 가능하다.

반면 지표 템플릿으로써 비계량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나 개
별 조직 단위에서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② B Lab Assessment
B Lab Assessment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써, B-corporation 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임팩
트 평가 시스템이다. 적용대상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및 비영리 기
업·단체이다. 측정기업의 사업장 위치, 고용인력 규모, 산업 분야에 따라 조정된 질문들
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총 180개 질문 중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
하면 통과하며, 약 3년마다 새로운 버전의 평가도구 발표하고 있다. B-lab assessment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B-Cor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평가 항목의 측정 점
수를 참고하여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향성과 지침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B Lab Assessment는 기업 정책, 운영절차 및 퍼포먼스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
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들도 사용하는 보편적인 측정 도구로 발전하였다.

평가는 200여개의 측정 문항에서 해당 기업의 산업분류, 규모, 지역에 따라 특정 문항
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가 된다. 거버넌스, 기업구성원, 커뮤니티, 환경, 비즈니스
모델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 시스템의 강점
과 약점을 평가하고 동종 업계의 유사 규모를 가진 타 기업과 비교를 통해 보완점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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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B impact Assessment의 다섯 가지 영역과 세부 이슈들
구분

평가항목

내용

거버넌스

미션/책임성/투명성/지배구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아래 경영이 이루어
지는가

기업구성원

고용성장/보상/ 근로환경

모든 기업 구성원에게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
하는가

커뮤니티

외부이해관계자/
지역사회/다양성/자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가

환경

에너지사용/시설/
공급망/생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비즈니스모델

서비스/제품/가치사슬

비즈니스의 주요목표에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는가

측정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측정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선택
- B impact assessment는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비즈니스 단위를 선택하여 평가를
등록, 사용자는 측정을 진행하고 싶은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등록 진행함.
∙ 2단계: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응답
- 등록 시에 설정한 기업정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 1차 질문 약 100~200여개
에 대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입력함.
∙ 3단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응답
- 1차 응답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평가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을 완성함.

B lab assessment는 각 평가 영역별로 평가대상이 직접 응답하는 질문 문항을 제시하
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각 평가 영역별로 B-lab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대상 기업의 점수를 산출하며, 점수 산출 시에는 기존 참여기
업들의 수준과 가중치가 반영되고, 자세한 점수화 로직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조군과 대
비하여 미흡한 성과 영역에 대하여 별도의 리포트를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
고 있다. 이전 참여 이력이 있다면 전 차수 평가에 비하여 개선된 부분에 대하여도 임팩
트 향상 리포트를 별도로 제시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래가치나 기업의 의도를 평가하지 않고 과거/현재 퍼포먼
스를 측정함으로써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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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제공한다. IRIS 지표를 사용하는 포괄적인 측정 도구이므로 측정결과를 투자자들과
공유하기 용이하며, 다양한 지역적, 문화적 맥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동종의 유사기업
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보완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보완
점에 대한 모범사례 및 가이드가 제시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사용자 정
의에 따른 평가 지표 구축 또한 가능한데, 기업의 업종, 고용인력 규모,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하여 평가 및 질문 문항당 가중치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해당 기업에게
최적화된 측정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정량평가
①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도구로서 기업의 내부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관리 회계
지표인 ROI(투자대비회수율)의 개념을 사회적 기업에 적용한 것이다. 투자로 발생한 미래
의 사회적(화폐)가치를 추정하여 투자 대비 회수율을 표현 함으로써 투자대안의 타당성
과 최종투자성과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량적 수치로 사회적 가치를 나타냄으
로써 측정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내용, 영역이 다르더라도 단일한
가치 단위로 환산되어 측정결과의 비교, 합산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ROI는 투자대비 회수율로, 설비, 공장, 연구개발비 투자로 인해 발생한 미래의 현금흐
름을 비율로 표시한 것인데, 여기서 회수(return)란 해당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이나 손실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발생한 회수만을 다루므로 EROI라 부를 수 있다. 동일
한 원리로 SROI는 해당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회수를 측정한 것인데, 사회적 회수
는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1)을 뺀 것으로 일종의 사회적 부가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회수는 순이익·순손실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사회적 회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판단기준과 계산하는 법을 새롭게 정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SROI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야기한 사회적
피해비용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한 외부 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지출한 비용(expense)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 비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차감될 수 있음. 또한 분모
가 되는 투자(I)와 외부 보상(지원)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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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투자  
투자  

[그림 6] ROI 개념도

SROI 분석은 ROI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회적 기업의 현금
흐름 및 사회적 성과를 예측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투자성과를 사후적으로
측정할 때는 투자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취합하여 계산하지만, 미래가치를 예측할
때에는 투자 효과의 유효기간을 타당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화하
는 보정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계수화하거나 화폐화 할 수 없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프로젝트 간의 SROI를 비교하려면 프로젝트 진행 및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
하는 편익의 지속기간까지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중요한 가정들에 대해 일관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가치
측정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까지 측정기간, 할인율, dead-weight 및 기여도에
대한 명확하고 공인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 데이터의 부족은 SROI 측정자
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SROI 측정값에 대한
수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2)

② Social Progress Credit(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적 기업이 비즈니스를
2) 조영복(2012), 사회적 기업 성과측정 도구로서의 사회적투자수익률 방법(SROI)과 측정사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7(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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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한 성과를 측정하여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
치와 통합된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사회적 시장에 도입하고자 시작되었다.

시장원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 정부나 NPO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
로 여겨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에 비례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모색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
정하여 기업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평가와 연계하여 사회적 자본시장
에서의 새로운 기업가치평가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확
대 및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들을 분
석 대상으로 한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사회성과를 기업가치에 반영하기 용
이하며, 다종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측정 방법의 반복 적용이 용이하여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성과 중에서 사회적 영
향을 배제하고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업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만을 객관적
으로 측정 가능하며, SROI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측정 평가 도구로, 실제 국내 사
회적 기업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측정의 범위, 요건, 구체적인 위임에 대
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성과 영역과 측정방식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하여 개발하였기 떄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정보만으로
도 측정 지표를 매칭하기 쉽다. 더불어 화폐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및 적용 우
선순위, 적용 사례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주요 측정원리는 다음과 같다.
∙ 이해관계자의 회계원리: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
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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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의 원칙: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
∙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추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
∙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사회서
비스(제품서비스) 성과, 고용성과, 환경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3) 화폐화
①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 Analysis)
비용·효과 분석은 같은 영역 내 프로그램과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비용과 적절한 영
향력 척도를 조합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효과성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한 효익을 가치화하는 방법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통단위(예 : 화폐단위)로
바꾸지 않고 비용에 대한 효과 비율을 검토한다.

측정원리는 동일한 비금전적 혜택 또는 영향을 만들어 내는 둘 이상의 정책(솔루션)에
대하여 각각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질적 보정이 된 수명연
수(Quality-adjusted life year)당 비용, 고등학교 졸업생당 비용, 말라리아 치료 어린이당
비용 등의 예시가 있다. 때때로 비공식적으로‘본전은 뽑을만한 bang for the buck’ 비
용에 대한 효과성의 비율로 사용되기도 한다.

비용·효과 분석은 이해관계자(지불자 확인)와 시기(비용이 발생된 구체적 시기)별로
발생한 모든 비용 요소들과 이해관계자(수혜자 확인)와 시기(영향력이 발생된 구체적 시
기)별로 발생한 모든 영향력 요소들을 반영한다. 화폐단위가 아닌 자연 단위로 혜택(효
과)을 표현하고 있으며(예: 늘어난 수명, 고등학교 졸업생 수), 적정 할인율로 비용과 효과
를 할인(4%가 전형적인 사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할인율)하여 비용·효과 비율을 계산
한다.

실제 측정은 다음 사례와 같이 진행된다.
∙ 1년간 100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 실시로 향후 3년간 아이들의 응
급실 방문 횟수가 평균 1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효과 = 100명의 어린이에 대하여 300회 응급실 방문 감소 × 할인율 4% = 288회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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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방문 감소
∙ 비용 = 100명의 어린이 × 1명당 1년간 가정방문 프로그램 소요비용 약 300달러 ×할
인율 -%(프로그램은 1년만 제공되므로 할인율 적용 안함) = 30,000달러
∙ 비용/효과 비율= $ 1,000당 9.6회(=$30,000 / 288회) 응급실 방문 감소

이러한 화폐화 방법론은 과학적인 영향력 연구에 기반(영향력 정보에 대한 무작위 실
험 설계 혹은 준실험 설계)한 영역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상대적 비
용을 평가하여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설정에 도움이 된다. 화폐단위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영향력은 화폐화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 용어로 개선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프
로그램의 통합 비용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단일 프로그램에서의 소요비용과 효과의 구별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인 임팩트 실험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측정
비용이 소요된다. 프로그램의 비용 요소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할인율 기준 등 실질적인
지표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기준설정도 쉽지 않으며, 단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효과 비율에 대한 해석능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1,000달러당 9.6건의 응급실 방문 감
소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의 직관적 감각으로는 알기가 어렵다. 이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해당 사업의 자연단위(예 : 늘어난 수명, 고등학교 졸업생 수)로 측
정하기 때문에 타 영역과 교차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동일영역 내 프로그램 간 비
교에도 단위가 동일하지 않으면 비교가 불가능하다.

②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은 개입 프로그램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화폐화하여 비교하는 것으
로 의사결정 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분석지표이다. 비용·편익 분석은 기금을 조성
하거나 배분하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동일 영역 내 또는 다른 영역 간 각기 프로
그램의 비용·편익 비율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순가치 또는 내부수익률을 비교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동일한 금전적 혜택(비금전적 혜택도 화폐가치로 환산) 또는 영향을
만들어 내는 둘 이상의 정책(솔루션)에 대하여 각각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
이 그 측정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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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분석은 이해관계자(지불자 확인)와 시기(비용이 발생된 구체적 시기)별로
발생한 모든 비용 요소들을 반영하며, 이해관계자(수혜자 확인)와 시기(영향력이 발생된
구체적 시기)별로 발생한 모든 영향 요소들을 반영한다. 예시와 같이 화폐단위로 혜택(효
과)을 표현해야 한다(예: 늘어난 수명의 화폐가치, 고등학교 졸업생 수와 학위의 화폐가
치). 적정 할인율로 비용과 효과를 할인하고 있으며(4%가 전형적인 사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할인율),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사업은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 대비 편익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 투자가치도 커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 측정은 다음 사례와 같이 진행된다.
∙ 1년 간 100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 실시로 향후 3년간 아이들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평균 1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효과 = 100명의 어린이에 대하여 300회 응급실 방문 감소 × 할인율 4% × 응급실
1회 방문당 소요비용 200달러 = 57,600 달러
∙ 비용 = 100명의 어린이 × 1명당 1년간 가정방문 프로그램 소요비용 약 300달러 ×할
인율 -%(프로그램은 1년만 제공되므로 할인율 적용 안함) = 30,000달러
∙ 비용/효과 비율= $1,000 당 $1,920의 편익발생 (=$ 57,600/$30,000)

다만, 모든 비용과 영향(편익)이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과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화폐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값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측정된 영향
력을 화폐화하는 방법과 기준의 부족하여 잠재가격의 사용기준이 없다. 특히 참여자의
자존감 개선 등 비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편익은 가정상황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1) 장애인 지원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
록 하는 제도로, 이준우 외(2019)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창출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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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와 관련된 세부지표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성과를 살
펴보았다. 양적 성과의 세부지표로는 중증장애인 고용규모,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
애인 고용규모,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 중증장애인 이외의 근로자 고용규모, 우선구매액
1억원당 중증장애인 이외의 근로자 고용규모 등이 있으며, 질적 성과의 세부지표로는 중
증장애인 1인당 임금수준, 중증장애인 1인당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비용 수준, 근무환경
수준, 중증장애인 고용유지율, 중증장애인과 고충처리 수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직
장만족도 수준 등이 있다.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별로 분석하였으며, 다음 표내용과 같이 총
14개의 요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장애인
본인

장애인
가족

1. 소득 증대 효과

●

●

2. 직업능력 및 자기개발 효과

●

●

3.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과 그로 인한 의료비용 등
절감효과

●

●

4.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효과

●

●

●

●

영역

5. 삶의 질 개선 효과(사회적 관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6.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

생산/판매
시설

사회 및
국가

●

●

●

●

●

7.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창출 효과(고용율 증대 효과)

●

8.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효과

●

9.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공동체 재생 효과

●

10.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및 공유가치 창출 효과
11.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정당성 및 공공기관 이미지
개선 효과

공공
기관

●
●
●
●

●

●

12.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 효과

●

13. 정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증대 효과

●

14. 기타 환경 및 생태계 개선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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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 가치 구성 요인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편익
항목을 설정하고 화폐화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표 11]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항목별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구분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측정 항목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용
·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에 지원되
는 각종 정부 지원금
· 일반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비용
· 우선구매제도로 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 우선구매제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약 비용
· 합계
· 생산시설이 생산한 재화 등의
시장가치
· 중증장애인 소득
·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 중증장애인의 의료비용 지출
감소 효과
·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근로하는
경증 및 비장애인 소득
·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비용 등 감소 효과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효과
합계
SROI

화페가치(천원)
575,700,000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중증장애인 인건비 77,997,312
연간 1,000,000 단순 가정
우선구매액의 1% 단순 가정
5,757,000
660,454,312
575,700,000 × 88% = 506,661,000
6,499,526 × 12월 = 77,997,312
11,058명 × 1,800 × 10월 = 199,044,000
1인당 연간 500 단순 가정 5,529,000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미계상
장애인연금 절감액 10,766,347 + 장애인일자리
지원 절감액 1,023,604 = 11,789,951
가족당 연 10,000 가정 110,580,000
911,691,263
(911,601,263 / 660,454,312) = 1.38

(2) 공공기관 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강은나, 김영선(2020)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은 주로 재무회계상의 항목으로 구
성되며, 편익은 참여노인 차원, 지역사회 차원,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출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간 순편익은 총 13,907,165,643원이었으며, 비용·
편익비율은 1.66으로 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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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토대로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표 12]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 산출
연간 비용(원)

신규 참여자
1인당 월평균
비용(원)

15,094,823,940

246,455

시장형 사업단 신규참여노인 인건비 지원액

3,840,553,080

161,070

공익활동 부대경비(신규참여자)

1,003,573,116

9,737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인건비 제외, 신규참여자)

1,080,109,356

45,299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액(2016년 신규자 213명)

2,154,083,495

842,756

총 비용

23,173,142,987

179,987

구분
활동비
인건비
운영비
전담
인력
인건비

내역
공익활동 신규참여노인 활동비 지원액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참여자 및 기관 측면의 소득증가분을 토대로 분석하
였고,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 편익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정부 재정 절감효과 및 조세기여분을 각각 항목화하여 그 성과값을 산출하였다.

[표 13] 참여자 및 기관 측면에서의 편익 산출 내역
항목
소득
증가
전담인력
소득증가

내역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인건비 지급액

신규 참여자 1인당
월평균 비용(원)

연간 비용(원)
15,094,823,940

146,455

시장형 사업단 참여노인의 인건비
지급액

3,873,512,419

162,452

전담인력 인건비 총액

2,154,083,495

842,756

21,122,419,854

163,148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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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익활동의 지역사회 편익 산출내역
1인당
월평균
편익

항목

관련
사업유형

지역공공
서비스
기능강화

취약계층
지원

569명×9개월×월평균활동시간×해당직종
의 노인평균시급(4,953원)
×실제업무강도(50%)

380,464,695

55,721

노인보호
기능강화

노노케어

1,597명의 50%×9.4개월×월평균
활동시간×해당직종의
노인평균시급(4,953원)×실제업무강도(50%)

558,000,027

29,117

지역환경
개선 및
안전도모

공공시설
봉사

6,043명×9개월×월평균활동시간×해당직종
의 노인평균시급(5,874원)
×실제업무강도(50%)

4,792,038,570

66,083

교육역량
증진

경륜전수
활동

381명×9개월×월평균활동시간×해당직종
의 노인평균시급(8,779원)
×실제업무강도(50%)

451,547,865

98,764

6,182,051,157

59,980

산식

총 편익

연간편익

[표 15]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사회적 편익 산출 내역

항목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 감소)

산식
[(신규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대기노인 1인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2016년
신규참여노인×참여개월수]÷12개월

연간편익
(원)

1인당
월평균
편익
(원)

8,976,327,120

70,729

294,337,483

2,319

45,472,844

1,907

(연간) 94,305원×10,576명×9개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간접세 증가율)
: 신규참여자수×참여개월수×사업참여후 실질적 월평균 소득
증가금액×일반 물품구입 비중(부가세 적용가능 항목)×10%

조세기여
(연간) 10,576명×9개월×107,000원×0.289×0.10
시장형 사업단의 부가가치세 지출액

(3) 기타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라준영 외(2018)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성과의 화폐화
가치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리모형을 토대로 성과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장애인 고용성과의 측정지표를 예시로써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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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논리모형과 사회성과의 측정
사회성과 유형

정의

투입(input)

기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
입물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성과

장애인 고용 및 노동 과정에서의 인
권 존중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기업 생산활동의 결과물과 관련한 직접
성과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수혜자의 개인적
인 삶에 일어난 변화
기업 활동의 결과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

측정지표의 예

장애인 고용 인원 수
고용된 장애인에게 일어난 삶의 질
의 변화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확산

출처: 라준영 외(2018)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의 발생 위치에
따라 서비스, 고용,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로 구분하였다. 사회서비스성과는 복지, 보
건, 교육, 문화 등 광의의 사회적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집단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의미하며, 주로 동일 서비스의 시장 기준 가격 대비 사회적 기업 제공가격의 차이로
측정한다. 고용성과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탈북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을 고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 효과를 의미하며 주로 근로소득 증대분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대분은 고용된 취약계층의 개선된 삶의 질을 의미
하는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와 정부의 관련 예산 절감과 세수증대 등 가용 예산의 증대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환경성과는 크게 자원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 효과로 구분하며,
eco-cost를 토대로 절감된 자원과 저감한 오염물질의 화폐가치를 추정한다. 사회생태
계성과는 취약지역 소농·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효과와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
는 것이 사명인 사회적 기업이 해당 생태계에 제공한 부가가치를 측정한다. 그 외에도
사회생태계성과에는 기부생태계의 활성화, 문화예술자산, 시민역량 등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자산의 증대 기여도 성과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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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표준식
성과유형

사회
서비스
성과

고용성과

지표

표준식

비고

서비스의
미보상
시장가치

[유사서비스 대비 사회적 기업 서비
스의 추가 가치 x 서비스 제공량 +
(사회적 기업 제공가격 + 추가가치) x
취약계층 대상 자부담 무료 서비스
제공량] - 관련 지원금 또는 기부금

유사서비스 대비 사회적 기업
서비스의 추가가치
1) 서비스 단위당 시장가격과
사회적 기업 제공가격 차이
2) 공익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의 추가적인 비용 감내액

근로소득
증대

(사회적 기업 취업 후 근로소득 –
취업 이전 근로소득) -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또는 기부금

취업 이전 근로소득
1) 취약계층 유형별 평균 근로
소득
2) 유형별 인정 기간 및 비율
의 차등 적용

환경오염
감소 및 정화

[(사회적 기업 제품·공정의 비교 제
품·공정 대비 단위당 토지·수질·
대기 오염 환경비용 순절감액 + 단위
당 탄소배출 환경비용 순절감액) x
판매량 x 부가가치기여율]

환경오염의 화폐가치와 방법
1) Eco-cost DB 활용
2) 대체방안 비용 기반 추정

신제품
자원소비
절감

[(대체 신품 단위당 천연자원 고갈 환
경비용 x 판매량 x 부가가치 기여율
x 신품 대비 제품 판매가격 비율]

환경성과

지역소득증대
사회
생태계
성과

사회적 기업
성과 창출
기여
사회문화적
자산 증대

사회적 기업의 기존 채널 대비 대
상자별 단위당 추가 지불비용 또는
부가가치액 x 총거래량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문화적
자산의 단위당 가치 x 총거래량

자원절감 가치
1) 환경오염 감소는 Eco-cost
DB 활용
2) 신품 기준 인건비 차감 제
조원가
ex. 공정무역, 공정여행, 생산
자조합 등
ex.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 유
통조직
ex. 신진 작가 지원

출처: 라준영 외(2018)

길현종 외(2019)는 국내 사회적 기업들의 현황과 사회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기업의 목표로 하고 있으
며, 2016년~2018년 취약계층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고용된 취약계층
근로자는 26,086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수 42,742명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였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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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160만 5천원으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인 217만
5천원의 73.8% 수준에 불과하며, 2016~2018년 동안 임금격차가 약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018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32.9시간은 일
반인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인 주 36.1시간보다 3.2시간 가량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조직에서 의사결정기구(이사회 개최 등)를 활용한 횟
수와 이 과정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등이 참여 비율을 의사결정구조 파악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2018년도 2,281개의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
액은 115,728,673원으로 일자리 창출 재투자에 319억원, 구성원 성과급으로 318억원, 사
회서비스제공에 249억원, 지역사회 재투자에 77억원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김승완 외(2015)는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를 통해 해외사례 중 영국의 장
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인 Remploy를 소개하고 있다. Remploy는 장애인 보호고용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매년 SROI를 기반으로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2015년에는 사회적 성과를 비용·편익으로 환산하면 2.51로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다.

[표 18] 장애인 보호고용과 지원서비스의 SROI
사회적 가치 측정 내용

정량측정결과

· 경험하여 변화된 대상자들에 의해 창출된 모든 가치

£30.1 million

· 일을 얻거나 유지한 경우가 92% 증가함으로서 올 한해 9천 7백만 파운드
지급혜택이 감소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예방함

£41.1 million

· 고용으로 이동함으로서 영국국가보건서비스의 의존도 감소, 이를 통한
NHS 재정 보존

£3.7 million

· 올 한해 직원의 자발적 이직률이 5% 감소했고, 직원교육을 통하여 경력향
상 기회 및 직원 만족도가 증가함으로서 창출된 가치

£886.167

· 종이재활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온실가스 감소, 그에 의한 환경보존
의 가치

£498.356

· 1400시간의 자원봉사로 인해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변화

£20.151

출처: 김승완 외(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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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say et al.(2018)는 장애인 고용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재무적/비재무적 측면과 조
직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성과 측정을 위한 세부지표를 소개하고 있다(장영균, 2019 재
인용)

[표 19] 장애인 고용성과 측정 지표의 예
구분

성과측정 지표

재무적 성과

· 매출액 증가, 다양해진 고객층 & 고객충성도, 순이익 증가, 인건비 절감, 세
금 감면/ 보조금 혜택

비재무적 성과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는 평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호
적 이미지, 다양성/ 포용성 높은 조직문화 구축, 장애근로자의 사회적 네트
워크 확장

조직관리 성과

· 장애근로자의 높은 유지율, 장애근로자의 낮은 이직률, 장애근로자의 낮은
결근률, 장애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성실한 근무태도, 장애근로자의 높은 조
직충성도, 장애근로자의 높은 생산성, 장애근로자 편의제공 등을 통한 작업
장 안정성 증대

출처: Lindsay et al.(2018); 장영균(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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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사례

1. 해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1)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
(1) 비티 앤 보우 커피 (Bitty & Beau’s Coffee)
비티 앤 보우 커피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노스캐롤
라이나주에 처음 설립되었다. 2020년 현재 메릴랜드, 조지아주 등 6개의 직영 지점에 120
여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신규일자리를 제공하여 미국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17년 CNN이 주최하는 ‘올해의 영웅’상에 CEO인 에이미 라이트가 선정되었고, 트럼
프 미 대통령에게 초청되어 백악관에서 연설하였다.
주 비즈니스인 카페 사업은 설립자 에이미 라이트의 다운증후군이 있는 두 자녀의 미
래 취업에 대한 고민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NotBroken이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
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커피 주문 및 바리스타 업무와 카페
전반적인 운영까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고객들과의 하이파이브,
악수, 막간 댄스 타임 등으로 카페 내 행복하고 활발한 분위기를 조성, 커피 한 잔을 통해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는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유명 투데이쇼, CNN, 굿
모닝아메리카 등 TV 출연 및 피플 매거진 등에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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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좌측부터 CEO 에이미 라이트와 발달장애인 임직원, 이동형 커피 카트 사업, 백악관 연설
(출처: 비티 앤 보우커피 홈페이지)

슬로건 #NotBroken을 활용한 굿즈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커
피 원두, 머그컵, 텀블러, 티셔츠, 맨투맨 등 다양한 굿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제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동형 커피 카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교내 행사, 교회 및 기업행
사 등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커피 판매를 통한 직업 훈련 및 일반인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 진행을 원하는 누구나 커피 카트 키트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커피 판매에 필요한 모든 물품(커피 카트, 머신, 종이컵, 뚜껑, 빨대, 캐시 박스,
비티 앤 보우 로고 앞치마, 모자 등)을 배송해주며,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판매하는 경험을 통해 직접 돈을 벌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취업 준비를 도움을 주고 있다.

2) 중증장애인 타업종 일자리 사례
(1) 허드슨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Hudson Community Enterprise)
허드슨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대상 문서 대량 스캐닝 및 기업 콘텐츠 관리,
건물 유지관리, 물류 포장 및 풀필먼트 서비스, 문서 대량 파쇄, 디지털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1957년 장애인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뉴욕에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다. 현재는‘장애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미션과 함
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별 1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
어 장애인 청소년 대상 취업 준비 프로그램 및 장애인 대상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인 문서 대량 스캐닝 및 기업 콘텐츠 관리 사업은 뉴욕, 뉴저지 인근 소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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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민간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대량 문서 스캐닝, 디지털 파일 변환, 데이터 입력 및 색인
작성 서비스, 우편물 관리, 마이크로필름 (문서 및 도표 축소 복사) 서비스이다. 온 사이트
및 오프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2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직업 재활 훈련 프
로그램 참여 중인 23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유지관리 사업은 무장 및 비무장 경비 서비스, 청소 관리 및 하우스키핑 서비스,
조경 및 공원 관리 서비스, 건물 유지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며, 현재 175명의 장애인 고용
하였다. 또한,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 참여 중인 14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 포장, 조립 및 배송을 포괄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에는 우편물 발송, 검열, 계량 및
포장, 수축포장, 봉투 접기, 재활용 등의 업무를 포함하며 현재 100명 이상 장애인 고용
중이다.

[그림 8] 허드슨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의 물류 포장, 디지털 프린팅, 문서 대량 파쇄 근로자들
(출처: 허드슨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

문서 대량 파쇄 사업은 온 사이트, 오프 사이트로 나뉜다. 온 사이트 문서 파쇄 서비스
는 파쇄 트럭이 직접 방문하여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하며, 오프 사이트 문서 파쇄
서비스는 문서를 픽업하여 파쇄한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서비스로도 제공하며,
현재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프린팅 사업은 대학, 은행,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로펌 등을 대상
으로 코팅지 프린트, 명함 인쇄, 봉투, 사진 앨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울트라너트 (Ultranauts)
울트라너트는 2013년 설립된 뉴욕 소재 소프트웨어 테스팅 회사이며, 직원의 75%가 자
폐 장애인들이다. 직원들 모두 미국 내 20개 주에 흩어져 100% 원격으로 근무하는 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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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untact) 비즈니스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구글, 코카콜라, 블룸버그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퀄리티 서비스, 소프트웨어 퀄리티 서비스, 산업별 솔루션 등의 사업을
통해 글로벌 타 IT 회사 (IBM, Microsoft) 대비 56% 더 많은 버그를 찾아내는 등 더욱 향상
된 결과물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제공하는 데이터 퀄리티 사업으로 빅데이터 정확도 및 품질 보증 서비스, 머신러닝, AI
트레이닝 및 테스팅 서비스, 보트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 준법 감시 테스
팅 서비스, 가격 검증 및 테스팅 서비스, 클라우드 이전 테스팅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
다. 또한 소프트웨어 퀄리티 사업을 통해 품질 평가 컨설팅, 가상/증강/혼합 현실 테스팅
서비스, UI/API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 AI 스크립팅 서비스, UI 및 기능 테스팅 서비스, 접
근성 테스트 및 웹 접근성 감사 서비스, 펌웨어 및 IoT 테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
며, 헬스케어, 보험, 에너지, 미디어, 스타트업, 컨설팅 등 산업별 특화된 테스팅 서비스
또한 제공 중이다.

(3) 프로스펙터 극장 (Prospector Theater)
프로스펙터 극장은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 미국 코네티컷주에 설립된 영화관이다. 비영리 영화 상영관이며, 근로 중인 직
원의 75%가 장애인이다.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250명 이상
의 장애인이 고용되었고, 2020년에는 2호점 또한 개관하였다.
영화 상영이 주 사업이며, 영화관의 티켓판매, 팝콘 만들기 및 음료 판매, 상영관 안내,
상영 전 주의사항 직접 안내 등 장애인의 개별 장점에 맞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업무별 맞춤형 교육으로 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돕고 있
다. 맞춤형 교육의 사례로 팝콘 만들기의 규격화된 매뉴얼을 제공함과 더불어 만화와 영
상을 통한 교육을 시행한다. 영화 관련 업무 이외에도 영화관 건물 내부 벽화 페인팅, 조
경, 밴드, 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다. 영화 상영 이외에도 자체 영화 제
작을 하고 있다. 장애인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영화 프로덕션 팀을 꾸려 단편 영화 제작
을 하고, 제작에 필요한 스토리보딩, 영화 촬영, 편집, 음향,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관련 등의 업무를 배우고 적용한다. 지난 6년간 650편의 자체 영상을 제작하였
으며, 제작된 15분짜리 콘텐츠는 영화 상영 시작 전, 상업광고 대신 관객들에게 장애 인
식 개선을 목적으로 상영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친화 영화 상영 (Sensory Friendly Screen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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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시 상영관 내 조도를 높이고, 볼륨을 낮추며, 영화
를 상영하는 동안 일어서거나 말하는 것이 허용되는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이 시간 동안 자유롭게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직원들이 카페에서 팝콘, 쿠
키 및 음료를 제조하고, 티셔츠, 모자, 밴드 앨범, 컵 등의 굿즈 또한 판매한다. 제조한
음료 및 팝콘은 장애인 직원들이 영화 상영 전 직접 영화관 안을 돌며 판매하기도 한다.

[그림 9] 프로스펙터 극장의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출처: 프로스펙터 극장 홈페이지)

(4) 스펙트럼 엔터프라이즈 (Spectrum Enterprises)
자폐 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뉴욕 소재 비
영리 단체이다. 스펙트럼 엔터프라이즈 아래 세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75%가 자폐인이다. 운영 중인 브랜드는 스펙트럼 디자인 (커스텀 티셔츠 제작), 스펙트럼
수드 (세탁서비스), 스펙트럼 베이크 (제과 및 제빵) 사업이다.
스펙트럼 디자인은 기업 대상 맞춤 단체 티셔츠 제작 사업을 하며, 자폐인 직업 재활
훈련 센터인 니콜라스 센터와 협업하여 젊은 자폐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디지털 프
린팅, 자수 등의 맞춤 티셔츠 이외에도 기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구글, 우버 등의 기업이 고객으로 있다.
스펙트럼 베이크는 제과 및 제빵 사업이며, 기업 행사, 이벤트 등에 납품할 그래놀라
및 프레첼 등이 주력하는 제품이다. 정규 학교 과정이 끝나는 21세의 자폐 학생들을 일반
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제품은 소매, 도매로도 판매하고 있다.
스펙트럼 수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탁서비스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저렴
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근방 8km 이내는 무료 픽업/배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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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펙트럼 엔터프라이즈의 맞춤 티셔츠 제작 및 세탁 업무 근로자들
(출처: 스펙트럼 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

(5) 라이징 타이드 세차 (Rising Tide Car Wash)
라이징 타이드 세차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장애인들을 위해 2012년 플로리다
에서 직접 시작한 사업이다. 전체 직원의 80%가 자폐인들이며, 현재까지 180명 이상의
자폐인들을 고용하였다. 기계식 세차, 손 세차 모두 제공하며, 세차에 수반되는 과정별로
세분화하여 업무 매뉴얼을 제시하고 장애인들을 훈련한다. 라이징 타이드 세차에서 재직
했었던 75여 명의 자폐 장애인들 또한 안정적으로 이직하였다.

[그림 11] 라이징 타이드 세차 장애인 근로자
(출처: 라이징 타이드 홈페이지)

(6) 루비콘 조경 (Rubicon Landscape Group)
루비콘 조경은 호텔ㆍ리조트, 공원 등의 조경을 맡아 제공하는 업체이다. ‘우리는 빵
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문구로 유명한 루비
콘 베이커리와 함께 루비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1989년부터 약 30년
간 미국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장애인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인 Ability One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직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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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2] 루비콘 조경 근로자
(출처: 루비콘 조경 홈페이지)

(7) 로임 라혹 프로그램 (The Roim Rachok program)
이스라엘의 자폐 장애가 있는 자국민을 군대에 배치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은 군 복무가 의무이지만 자폐 장애인은 면제가 되는데, 군 복무를 희망하는 장
애 청년들은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 경험을 쌓은 후 군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훈련
받는 직무는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판독,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정보 분류, 전기 광학
등이다. 육군 부대에 입대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군 복무를 수행하며, 제대 후에도 군 복
무 기간 동안 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찾기 또한 프로그
램에서 지원한다.

[그림 13] 사진 판독 임무를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자폐 장애 군인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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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1)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
(1) 늘봄카페
늘봄카페는 서초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 활
성화 및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늘봄카페 12개 지점이
개점하였으며, 60세 이상 시니어 바리스타를 고용한 시니어 늘봄카페 4개 지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점도 있다. 서초구에서 매장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및 비영리법
인이 운영하는 방식이며, 현재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등 70여 명 이상이 채용되어 있고,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약 7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다(17년 4월 기준).

[그림 14] 늘봄카페 임직원 및 장애인 바리스타
(출처: 구글 이미지)

민간기업과의 협력 사례로, 카카오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인 ‘스토리펀딩’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홍보하였고, 229만 5,500원을 모금하여 전액을 운영법인에 전달하기도 하였
다. 또 2019년에는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의 ‘나눔펀드’에서 조성되는 기금을 통해 장
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받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장애인 20명 중 절반의 인원이 늘봄
카페로 취업 연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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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기내는 사람들
향기내는 사람들은 전국에 18호 히즈빈즈 매장과 향기제작소(공장), 향기나눔지원센터
(직업교육센터), 히즈빈즈 컨설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또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위탁운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 직업교육 및 사례 관리를 책임지는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솔루션에는 장애인 고용과 관리, 전문 매니저 상시 파견, 장애
인 고용부담금 해결 및 장애인 고용 관련 계약/보험/신규채용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통해 최소 5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1억에서 20억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돕는다. 진행되는
프로세스로는 기업 상황을 분석한 뒤 고용 창출 직무를 파악하고, 취업 가능한 장애인
인력을 연계한다. 그 후 채용과정을 거치고 직무지원인을 선정하여 파견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채용된 장애인에 7단계에 걸친
사전 직무훈련 및 훈련평가를 하고, 근무를 시작한 후 위탁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례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림 15] 향기내는 사람들 사업장 위탁운영(좌), 장애인 임직원 고용(우)
(출처: 구글 이미지)

히즈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7단계로 이루어진 장애인 특화 교육 커리큘럼이며, 이
를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한다. 채용된 장애인 바리스타에게 지역사회 전문가 7명이
붙어 케어하는 다각적 지지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으
며, 그 결과로 직업 유지 비율이 90%로 높은 편이다.
히즈빈스 카페에서 창출하는 사회성과로는 장애인 직접고용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 증대 성
과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성과가 있으며, 대기업 고용지원을 통해 고용에 준하는 일
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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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카페
2012년 경기도청, 한국마사회,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성인 중증장애인의 퇴행을
막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바리스타“꿈을잡고 프로젝트”를 시
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완수 및 확장을 위하여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가 설립되었
고,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돕고자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나는 카페”를 개소하였다. 현재 경기도 내 15개 매장을 운영하며
중증장애인을 직접고용하고 있다.
나는 카페는 2020년 현재 중증장애인 30여 명의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
출 및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 증대 성과와 돌봄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교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실습 및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며 추가적
인 사회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16] 나는카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출처: 구글 이미지)

(4) 커피지아
커피지아는 커피 로스팅 전문기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
업능력 개발을 통해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
록 지원하는 기업이다. 커피지아 전체 직원의 75%가 발달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 직원과
일반 직원이 서로 업무를 분업하고 협력하며,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가 발달장애인의
업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작업을 지도하고 있다. 커피지아는 발달장애인들이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결점 원두를 선별하는 작업에 강점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여 원두

64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생산 관련 직무를 개발하여 이행하고 있다.

(5) 스타벅스 코리아
2018년 7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확
대를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하며, 미취업 성인 장애
인에게 바리스타 현장 중심 직업훈련(First Job)을 실시

[그림 17] 스타벅스 코리아 장애인
근로자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해 취업 연계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매장당 훈
련생 1인을 훈련지원인과 1:1로 매칭하여, 4주~8주 간
매장 내에서 훈련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바리스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력단
절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지원, 중장년층 카페 창업
준비자 대상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임직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 3.7%의 성과
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409명의 장애
인 바리스타가 근무 중이다.
장애인 카페 브랜딩 사례로, 스타벅스에서 일본 도
쿄 쿠니타치에 직원 25명 가운데 19명이 청각장애인인
‘사이닝 스토어(Signing Store)'를 개점하였다. 이 매
장은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5번째 매장으로, 직원들은 오직 수화로만 소통하며,
수화를 모르는 사람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음성-텍스트 변환 기능을 지원하거나 디지
털 화면에 수화 정보를 함께 표기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중증장애인 고용 타업종 관련 사례
(1) 베어베터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와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과 직접거래하는 B2B 방식의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의무
고용을 이해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어베터의 장애인표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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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과 거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고,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이다. 발달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복사·출력·제본 등의 인쇄 대행업, 원
두커피 로스팅, 제과, 경조 화한 공급, 사내카페 위탁운영 및 사내 매점 등 다양한 영역으
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품질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장비/시설에 투자하였고, 업무 측면에서는 배송 업무처럼 발달장애인들
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고, 장애인 맞춤형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다방
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일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애
이해도가 높은 비장애인 관리자들을 매칭시켜 업무를 지원하며, 입사 시에는 동료를 존
중하고, 존댓말을 쓰고, 상사의 지시를 잘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고, 3개
월간 자체 교육을 진행해 프로다움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18] 베어베터 제본업무 및 화환 관련 직무의 장애인 근로자
(출처: 구글 이미지)

사업성과로 2019년 기준 베어베터와 거래 기업 간의 재계약률 95%, 고객사 만족도 4.45
점(5점 만점)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 6월에 시작하여 8년 동안 240명이 넘는 발달 장애
직원을 직접 고용하였고, 6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도록 연계한 성과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직무 개발과 고용관리의 경험을 자산으로, 민간기업을 대상으
로 직무 개발과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위탁서비스를 진행하였고, 대기업들이 1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데 기여하였다.

(2) 동구밭
대학생 동아리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도시 텃밭을 가꾸는‘동구밭’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파일럿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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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공기관 및 민간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많은 대학생 봉사자들의
참여 또한 이끌어내었다.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자립에 관심을 두고,
텃밭의 수확물을 재료로 한‘가꿈비누’라는 천연비누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현재는
20명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림 19] 동구밭 장애인 근로자들
(출처: 구글 이미지)

동구밭의 ‘동구밭 팩토리’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며 월 25만여 개의
최고 품질 고체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체화장품 전문 제조 공장으로, 천연 CP 비누,
약산성비누, 설거지 비누, 샴푸바, 린스바, 입욕제 등 플라스틱과 보존제, 화학성분을 사
용하지 않는 자연 유래 성분의 친환경 제품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모든 공정은
발달장애인 사원도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확한 절차를 지키도록 설계되었다. 생산
된 자사 제품은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기업행사/답례품, 호텔 어메니티
등 B2B 형태로도 공급되며, OEM/ODM 형태로 주문생산도 진행하고 있다.

(3) 이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며 세탁업을 전문으로 한다. 매주 호
텔, 관공서, 공항 등에서 세탁물 200여 포대를 직접 수거하여 대형 장비들을 통해 세탁,
탈수, 건조 및 다리미질을 거치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세탁물들을 개는 업무를 한다. 작업
복 및 유니폼, 타올류 (이불, 수건, 가운 등). 시트류 (시트, 이불커버, 베갯잇 등)을 취급하
여, 수거배송서비스와 더불어 친환경 세제 사용을 하고 있다.
2009년 설립하였으며, 발달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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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노숙인 쉼터, 청소년 보호시설, 보육원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탁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함께‘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세탁
서비스 또한 제공 중이다. 주 사업인 세탁업 이외에도 보호 고용 및 재활프로그램으로
직업 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 향상훈련을 제공하며, 작업 활동 프로그램
으로 일상생활 훈련, 통근 지도, 사회적응훈련, 교육 훈련, 여가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
고 있다.

(4) 행복모아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2016년 10월 설립되어 반
도체 및 전기·전자 산업에서 사용하는 특수복(방진복) 제조와 세탁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방진복 특수세정원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근로계약
을 체결하며 총 57명을 고용하였으며, 취업 준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4주 이상의 맞춤훈
련 3회, 단기직무훈련 2회,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6회, 총 11회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채용 방식을 통해, 훈련생 중 88%의 인원이 근로체결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취업한 장애
인 중 지적장애인 54명, 자폐성 장애인 3명이며, 2019년 98%의 고용유지율을 보였다. 장
애인 근로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행복모아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채용 및 배치하고, 발달장
애인의 사업장 직무배치 전·후에 편견 해소를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한다.
또 발달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직무 세분화 자료는 사진 등으로 시각화 및 표준화에 노력
하는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직무분석 및 사전문제해결 도출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상여금 200% 및 성과급 지급. 교통비, 식비, 의료비 등도 지원함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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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행복모아 근로자들
(출처: 구글 이미지)

(5)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직업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한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
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적 특성과 장애
상태를 고려한 직업 재활 서비스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수익사업으로는 국내산밀, 유기농 설탕, 무항생제 계란, 구운 소금 등 좋은 원재료
를 사용한 제과제빵과 국내산 유기곡물(현미, 쥐눈이콩, 백태, 찹쌀현미 등)을 사용한 유
기농 과자(후레이크, 스낵류)를 생산ㆍ판매하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과 고용 유지
를 지원하고 있다. 직업 재활서비스로는 장애인들이 직무에 잘 적응하고 숙달될 수 있도
록 직무기능 향상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오프라인 매장 3개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또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마켓컬리, 아이쿱생협, 자연드림, 오아시스, 우리농, 한마음공동체 등의 채널에
판매하고 있으며, 더하이 및 프로엠 OEM 공급을 하고 있다. 아이쿱생협 연간매출 1.3억
원(13년 기준, 스낵 5종)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 6월 20일 기준 총 83명 근로자 중 장애
인 51명(중증 45명) 고용하고 있다.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 직원들은 3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계랑 및 반죽,
포장 등 직무에 맞는 자리에 배치가 되고 난 후 제과ㆍ제빵에 관련된 전문기술을 습득한
다. 또한, 업무의 분업화를 통하여 우리밀 빵, 우리밀 쿠키, 유기농 스낵 & 후레이크를 생
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현장적응훈련 및 신체기능평가를 통해 직무를 배치하고, 운영현장
근로를 통해 전문기술 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빵,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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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인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가품질 및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
다.

(6) 테스트웍스
테스트웍스는 기술 기반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소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업계 유일
의 인공지능 데이터,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 사회적 기업이다. 인공지능 데이
터셋 구축 및 자동화 플랫폼 기술력에 취약계층의 강점을 살려 포용적 고용의 기회를 제
공한다. 2020년 8월 기준,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은 38%이며 발달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있다. 이직률은 10% 미만이다. 특히 자폐 장애인의 집중력, 청각장애인의
시각적 예민함 등 장애인의 역량을 활용한 데이터라벨링 부분의 직무를 개발하는 등 장
애인 특성을 반영한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IT기업 특
성상 대부분 메신저나 SNS로 소통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다소 원활하게 이루어 지
고 있으며, 장애인 직원들의 AI 데이터 가공 속도가 비장애인보다 두 배 정도 빠르고, 집
중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오류도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다.
테스트웍스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작업장을 자체 신설하여 내부에 사회복지사 직접고
용을 통해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 2019년에는 SK텔레콤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
한 시각적 질의응답(VQA)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진행하였고, 데이터 가공-검수 전문 인
력이 데이터 가공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워크(원격근무)도 하고 있다.

(7) 고요한택시
고요한택시는 청각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단순노무직으로 한정되는 취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수직 분야에 청각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를 제안하였다.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친절
한 고요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택시 내 의사
소통 도구를 개발하여 취업을 연계한다. 최근에는 택시회사 및 고요한택시의 기사들에게
근무환경을 조성해주고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교육, 택시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직접고용을 통해 운수업을 제공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고요한택시는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62명의 청각장애인 기사 배출하였으며, 기사들의
평균급여 또한 초기 125만원에서 255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실
증 특례를 부여받아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직영 운송서비스 '고요한M'이 출시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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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월급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요한택시는 SK에너지, SK텔레콤 업무협약을 하는 등 민간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예로 ICT 기술 지원, 기사 양성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실시하며 T수화상담센터를 운영한다.

(8) 엔비전스
엔비전스는 NHN 자회사 표준작업장으로 시작되어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한
뒤 사명을‘엔비전스’로 변경하였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어둠 속의 대화’ 등 전시
체험을 통해 ‘다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어둠 속의 대
화와 더불어 법무부 대안교육센터에서 비행 청소년 대상 교육과 서울 내 일부 학교를 선
정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전시회]
독특하게 어둠을 소재로 한 ‘어둠 속의 대화’는 지난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후 25
년간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5계 160여 지역에서 무려 7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국제 ‘전시 프로젝트’이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비롯해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오픈 이후 7만 명 이상이 체험했다.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어둠 속 특별한 전시회는 단순한 체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90분간의 어둠 속 색다른
경험은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감동을 선사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어둠까지 서서히
걷히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확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
해 네이버를 대상으로 사용성 부문에서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3명을‘웹 테스트 엔지니어’로 고용하였다. 2020년부터
는 베어베터로부터 10명의 발달장애인 고용을 승계하여 네이버 본사 내 식물을 관리하
고, 카페와 매점을 운영하는‘그린마트’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모델
을 확장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총 60명의 직원 중 장애인 근로자 75%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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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취약계층 고용 카페 일자리 관련 사례
(1)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은 ㈜포스코가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인 세스넷
이 운영한 ‘다문화 여성 자립을 위한 취, 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2
년 2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카페들과
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원두 등의 부자재를 공동 구매
하여 커피 원부자재를 절감하고, 공동마케팅, 공동메뉴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 카페 설
립 및 운영 모델은 다양하며 사내형 카페모델(사내공간 무상 임대), 비즈니스 센터형 카
페모델(기업의 공간을 제공 받으면서 기업 비즈니스 보조), 기부형 카페 모델(기업이 인
테리어, 설비, 원부자재를 지원하고 직원은 커피값 기부), 공공기관 입점형 카페모델(공유
지를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를 경감받고 투자하는 모델), Shop in Shop형 카페모델(사회
적 기업 물품 또는 기업의 상품판매/고객유치를 위한 상생 모델) 등이 있다.
현재 카페오아시아는 2019년 기준 2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이래 누적 1,433
명 취약계층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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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카페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

1)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1) 사업 개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이 주가 되는 ‘공익활동형’, 실버카페, 실버 반찬 사업 등 노인들
이 근로자로 참여하는 전문 일자리 활동인 ‘시장형’, 취약/학대 노인을 발굴, 상담, 교
육하는 ‘재능나눔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표 20]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
구 분

노인
사회
활동

노인
일자
리

유 형

주요내용

예산지원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력
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공익활동

시장형
(취창업)

봉사

근로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고령자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친화기업
지원
기업
연계형

국고보조

민간
경상보조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민간
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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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2004년부터 운영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전문서비스형이 신설되어
CCTV 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기존 공익활동 중 일부가 시장형으로 전환되었
다.
[표 21]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사업유형
구분
공동
작업형

제조
판매형

서비스
제공형

사업유형

사업 내용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 사
업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
매하는 사업

매장운영사업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지역영농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
매하는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
업

기타 제조판매 사업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아파트 택배 사업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 택배 사업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일정 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상공인 협력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 업무지원

기타 서비스제공형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2) 지원 내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3가지 유형이 있
다. 시장형사업단은 참여자 1인당 230만원을 지원받으며, 참여자 수에 따라 전담인력 인
건비를 지급하고 있다(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이하 2명, 31~50인 이하 3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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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0인 이하 4명, 101인 이상 5명). 그 외에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 구입비, 비품구입
비 등의 제반 사업비도 지원이 가능하나,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 및 수도료 등 운영성
경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다.
[표 22] 노인일자리 예산지원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구 분

공익활동

활동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1)
(연)

계

27만원

9개월

14만원

257만원

27만원

12개월

16만원

340만원

54만원(권장)
∼ 59.4만원

11개월(권장)
∼10개월

48.9만원

788.7만원2)

-

연중

230만원

230만원

인력파견형사업단

-

연중

15만원

15만원

위탁운영기관 전담인력

1,746천원

12개월

-

2,269.8만원3)

사회서비스형
공동작업형
시장형
사업단

제조판매형

국고보조

50%
(서울 30%)

서비스제공형

1) 부대경비：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사업비
2)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연 1,458천원 포함
3) 전담인력 퇴직적립급 포함 13개월 반영

평균임금, 참여기간 등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단은 시장형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부진 사
업단(3년차 이상)은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시장형
사업단으로 운영하던 사업단은 고령자친화기업
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의 지침에 따르게 된다.

(3) 사업 현황
표준산업분류 기준, 시장형 사업단 중 가장 다
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실버카페 등의 비알콜
음료업점으로 2015년 총 144개 사업단, 1792명
(배정일자리수는 평균 11.2명)이 참여한 것으로

[그림 21] 노인일자리 현황
(그림출처: 동아일보(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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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2015년 연매출은 평균 39,069,220원이고(표준편차 43,547,765원)이었음(연매출액 평균
은 약 52,534,535원). 사업운영경비의 경우 평균 9,537,255원으로 1인당 사업운영경비는
954,257원이었다.
매출액에서 국비, 지방비 등 지원금을 포함하여 원자재비,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참
여자 1인당 실수익은 5,463,441원으로 1인당 실수익은 505,680원이었으며, 1인당 연보수
는 평균 3,020,305원(1인당 평균 269,495원)에 달하였다.
해당 사업은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연중 운영되고 있다는 지속성 측면에서 주요성
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초기자본과 정부지원금 부족으로 자립여건이 조성되지 않
고, 다른 유형에 비해 설비나 재료비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지원금을 규모화하여 운
영하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사례]
1) 우수 운영 사례
E기관은 시니어클럽으로 실버카페 매장을 44개 운영하고 있어 노인일자리로 실버 카페
를 가장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임. E기관은 실버카페 운영을 위하여 기업체와 연계하
여 초기투자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 관내 기업의 펀드유치를 위해 기업
내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제안서를 다수 제출해 왔으며, 대기업 A사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함. 현재는 금융권 기업 3곳 이상도 기업 부지내 실버카페를 입점시켜 후원에 참여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업들이 실버카페에 후원의사가 있다고 밝혀 오고 있는 상황.
초기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체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는 모두 수익금에서 활용하고 있음. 대부분의 매장이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으로 사업
장 무상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요 관공서 등 괜찮은 입지조건을 가진 부지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고 있음. 단, 금융기업 입점매장은 금융법상 부지 무상임대
가 불가하여 매출의 5%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후원이 기업으
로부터 지속되고 있음. E기관은 후원기업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현판, 간판, 컵홀더 등을
통해 기업의 후원사실을 홍보하고 있음
2) 폐업 사례
인천의 미추홀카페는 2017년에 노인 일자리사업 3년 연속 ‘대상’을 받고 직원 및 고객에
게 인기가 높았음. 2016년까지 전국 실버카페 140곳 중 매출 1위를 기록(링크). 그러나
인천시설공단이 미추홀카페 인천가족공원점(법인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사업을
견인하던 곳)을 공단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 임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며 폐점하게
되었고, 이 여파로 결국 미추홀카페는 19년 법인청산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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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업
(1) 사업 개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
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자활기업’이라고 한다.

(2) 지원 내용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한시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신보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창업 컨설팅 지원, 인정 후 3년 경과 자활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시설보강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인정 후 5년 경과한 자활기업 중 우수 자활기업 대상 신규사업 개발
등 위한 상금을 지급한다.

[표 23] 자활사업 예산지원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56,110/60,110

49,120/53,120

28,810

급여단가

52,110/56,110

45,120,49,120

24,81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354,860

1,173,120

645,06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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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자활사업 지원내용 및 조건
구 분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업자금 융자

지원내용 및 조건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의 60%까지 사용가능(‘19년도 3분기) 자
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1/2 이상(100% 이내), 1/2 미만(70% 이내), 1/3 미만(50% 이내)
· 전세자금, 점포임대료 등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
외한 시설 및 장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 가능
·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 사회형 자활기업(창업 후 5년이 도과하고 총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 한도, 1년 거치 상환기간 7년까지
가능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이차보전

· 자활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
·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이
내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
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범위 내)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기계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5천만원까지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
천만원)
·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 수
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시설보강비

한시적 인건비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사업개발비
지원
우수자활 기업
지원
국·공유지
우선임대
사업우선 위탁
생산품
우선구매

재 원

매출 적립금

자활기금

중앙자산키움
펀드
자활기금
자활기금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자활기금
자활근로
사업비

· (비수급 참여자) 인정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지역자활
활성화지원금

· (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
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금

·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자활기금

·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
업 추진

자활기금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중앙자산
키움펀드,
자활기금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
원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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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접지원

(3) 사업 현황
19년 말 기준, 지역자활기업은 1,136개, 광역자활기업 37개, 전국자활기업 3개 등 총
1,176개의 기업이 운영중이다. 참여자 수는 지역자활기업 6,636명, 광역자활기업 1,160명,
전국자활기업 6,165명 등 총 13,961명이다.
김유숙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업종별 자활기업 중 식음료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은 식음료가 따로 분리되어 파악되지 않고 음식점(311개/ 총
2,443개)으로만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시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다양한 공공시설 및 문화, 관광시설물이
새롭게 설립되고 확장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에 카페 및 찻집으로 입점한 사업단은
전체 110개 사업단이었다(김유숙 외, 2019).
[표 25] 업종별 자활기업 현황
업종

개수

업종

개수

돌봄

111

재활용

56

배송

120

집수리

212

세차

28

청소

252

식음료

190

기타

201

합 계

1,170

출처: 최조순 외(2019)

또한 경기지역의 자활기업 현황을 조사한 최조순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자활기업
은 청소, 돌봄/간병, 외식, 집수리, 세차, 세탁 등 5대 표준화사업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카페는 약 4.5%의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연평균 매출액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도 카페의
경우 16년 101.8백만원에서 18년 68.8백만으로 32.4%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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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경기 자활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돌봄

727.0

856.7

1,019.6

외식

276.1

265.9

231.4

집수리

325.6

329.5

336.4

청소

234.1

309.2

324.4

세차

34.3

38.8

52.6

세탁

59.8

56.0

69.5

택배

122.2

177.9

202.3

카페

101.8

61.1

68.8

양곡배송

85.8

116.2

259.0

출처: 최조순 외(2019)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업종별 종사자 근로 여건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카페의
경우 1일 7.7시간, 주 5.3일 근무를 통해 월 평균 136.3만원을 받고 있음. 이는 조사된 업
종 중 가장 낮은 급여 수준으로 조사됨(최조순 외, 2019).
[표 27] 경기 자활기업 업종별 종사자 근로 여건
구분

1일 근로시간 (시간)

1주 근로일 수 (일)

월평균 급여 (만원)

돌봄(간병, 요양 등)

6.2

4.9

136.7

외식

7.8

5.3

148.6

집수리

7.7

5.2

172.3

청소

7.0

5.0

156.9

세차

6.3

4.5

151.7

세탁

6.5

5.0

149.0

택배

7.1

5.3

158.9

카페

7.7

5.3

136.3

양곡배송

7.4

5.0

170.9

출처: 최조순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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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사업 제안 사항
김유숙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자활사업 내의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 도시숲
사업, 반려동물공원 시설 관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방문고객 편의시설 위탁 운
영 및 시설관리, 청소, 배송 등), 빈집 정비 및 공간 활용 사업, 고령자복지주택 관리, 노인
돌봄서비스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공공자원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여성·다문화 지원 사업
(1) 사업 현황
여성·다문화 카페 지원 사업은 중앙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으나, 지
자체 및 여성관련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국비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후 창업하거나, 일반 카페에 취업하도록 연계하기도 하였다. 다문화의 경우 기업 등의 지
원을 통해 요식업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많았다.

(2) 지원 사례
지원사업의 예로, 서초구는 2016년부터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늘봄카페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13개 지점, 60세 이상 시
니어 바리스타를 고용한 4개 지점, 경력단절 여성이 운영하는 곳은 6개 지점이 있다.

4) 청소년 지원 사업
(1) 사업 현황
중앙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으나, 청소년 쉼터 혹은 청소년수련관 등
에서 자립과 직업 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바리스타 훈련과 자격증 마련, 규칙적인 업무 수행
등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비영리기관의 위탁 형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영
리 기업 등의 사회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카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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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사례
청소년 카페 지원사례로 스타벅스와 여성가족부의 협약을 통해 15년 전국 14개 청소년
지원기관(5개 청소년 쉼터, 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 무지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입문교육 및 실습, 스타벅스 입사
우대 등을 지원받아 청소년자활카페 ‘더 드림’이 개소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자활작업장 ‘카페 립’은 위기청소년들의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
며 2010년부터 (재)가톨릭아동청소년 재단에 의해 운영됨. 소장 1명 및 사회복지사 2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자활작업장 훈련인원은 약2천500명
이었다.

5) 요약
카페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특히 장애인 이외에도 노인,
수급 및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서 카페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사업마다 매우 달랐다.
각 사업은 재정직 지원 외에도 여러 비재정적 지원들을 활용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비재정적 지원에는 컨설팅 외에도 사업 자금 융자, 전세점포 임대,
바리스타 교육 및 훈련,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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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카페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
중증장애인

노인일자리

자활기업

여성

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등 취약 여성

학교밖,
미혼모,
범죄경험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

중증장애인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개소수

61개소
(2020. 11월
기준)

144개소
(15년기준)

190개소
(18년기준)

전체 규모
추정 불가

전체 규모
추정 불가

고용수

200명
(2020.11월
기준)

1,792명
(2015년기준)

카페 해당
근로자 알 수
없음

개별 기관마다
다름

개별 기관마다
다름

재정적
지원

인테리어
지원금

1인당
230만원(19년
기준)

1인당 135만원
(20년기준)

개별 기관마다
다름

개별 기관마다
다름

-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컨설팅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개별 기관마다
다름. 주로
바리스타 교육
및 훈련 제공

개별 기관마다
다름. 주로
바리스타 교육
및 훈련 제공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
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등

비재정적
지원

관련 기관

정기적 기계
정비,
프로모션 등

한국장애인개
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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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조사

1.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1) 사업의 이해
(1) 사업의 배경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
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카페 직무훈련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이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설치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마련과 자립기반을 확대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과 직업
재활전문기관 간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
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
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직종개발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카페
(꿈앤카페) 설치 지원 사업이 운영되었으며, 전국 51호점이 개소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브랜드 표준화를 통해 “I got everything”을 론칭하여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었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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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에는 카페 전용 원두 “밸런스 브라운”을 개발하는 등 사업의 다양한 발전을 위
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2) 사업 내용
사업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연간 20여개소를 지원한다. 카페 설치 지원내용은 아래
와 같으며, 면적과 상권·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
원과 협의를 통해 신규 유형(소극장형 카페, 공익형 콜라보 매장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표 29] 지원 내용
유형

지원 내용

최대지원금

카페형

인테리어 및 표준화 장비 지원
(커피머신, 냉장고, 제빙기, 쇼케이스, 가구 등)

7,000만원

베이커리형

표준화 장비 외 오븐, 쿨링랙 등 추가 지원

8,000만원

지원 대상은 유휴공간을 무상제공하여 카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민
간기업, 카페 운영을 위탁받는 직업재활전문기관(장애인복지관 등) 등이다.
본 사업이 요구하는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특히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
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매장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
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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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카페 설치 면적이 최소 33㎡(구, 10평) 이상
-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물(청사)
- 설치 예정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무상 임대가 가능한 건물(청사)
- 손익분기점 도달할 수 있는 상권으로 예상되는 건물(청사)
·일일 상주·유동인구가 1,000명 이상인 건물(청사)
· 약정기간: 카페 개소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사업 운영
· 근로자 고용 및 임금지급
-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8시간 기준 2명, 4시간 기준 4명)을 직접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가능한 기관
- 매장 전체 근로자(매니저 포함)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직접 고용
·개발원 지원금 외, 카페 설치 및 운영 물품 비용과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시 임금 보전등을
자부담할 수 있는 기관
※ 선정기관과 위탁운영기관간 협의하여 위임 가능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기관: 카페 설치 지원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정산함.
※ e호조, 에듀파인 사용기관은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이 불가함.
※ 위탁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가능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다.
∙ 지원금: 인테리어 시공비 및 표준화 장비 구입비
∙ 영업표지: 지정상표, BI(브랜드이미지)
∙ 표준화 매뉴얼: 인테리어 도면, 장비, 초도물품, 커피 레시피 등
∙ 카페 운영 및 홍보: 카페 운영 직무 교육, 이벤트 지원 등

(3) 사업 추진체계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86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0] 사업 추진 절차
모집 공고 및
접수

⇨

개발원
연중, 분기별 심사

신청기관
현장심사

개발원

현장계측,도면제작
⇨
시공업체 선정

지원금 신청2)
및 교부

개발원,선정(위탁)
기관,시공업체

개발원↔
위탁운영기관

개소식

개발원,
선정(위탁)기관

⇨

⇨

결과보고 및
정산

선정(위탁)기관
↔개발원

신청기관
면접심사

⇨

시공 전 사전
회의3)

⇨

개발원,선정(위탁)
기관,시공업체

⇨

추진현황3)
제출

선정(위탁)기관
↔개발원

⇨

개발원↔
선정기관

개발원

⇨

협약 및 약정
체결

장비구입 및
시설설치

카페 지원
(홍보이벤트,
간담회)

⇨

개발원 또는
선정기관

⇨

선정(위탁)기
관

⇨

위탁운영기관1)
공고 및 선정

시공 감리 및
장비 구입 감수
개발원,
선정(위탁)기관

⇨

개발원,
선정(위탁)기관

카페 사후 관리
(모니터링,현장
점검)
개발원,
선정(위탁)기관

1) 위탁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 선정기관이 카페 운영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2)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위탁운영기관이 지원금 신청 및 수령
3) 시공 전 사전회의: 개발원에서 카페 도면 및 인테리어 제안서, 공사 시방서 제공.
시공 전 사전 회의를 통해 인테리어 컨셉, 시공 사양 공유
4) 추진현황: 정기 추진 현황 제출(반기별) 혹은 수시 추진 현황 제출
출처: 2020년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매뉴얼

사업은 아래와 같은 주체들로 구성된다.
∙ 신청기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공공·민간기관, 민간 기업
∙ 선정기관: 신청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업 적격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
∙ 위탁운영기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선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직업
재활전문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기관)

위의 주체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선정기관과 위탁운영기관 간에는
역할을 위임(분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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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사업 주체 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한국장애인개발원

- 카페 설치를 위한 지원금 지원
·지원금 범위 내 시공비, 표준화 장비 구입비
- 영업표지 제공
- 표준화 매뉴얼 지원(인테리어 도면 포함)
-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지원

신청기관

- 사업 신청서 제출
- 현장심사, 면접심사 참석

· 개발원-신청기관
협약 약정 체결

선정기관
(공공·민간기관,
민간기업)

- 최소 3년간 카페 설치예정지 무상임대 지원
지원금 외 발생비용에 대한 자부담 확약

· 개발원-민간기업 간
MOU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협의

위탁운영기관
(직업재활전문기관)

-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도면에 따른 시공
카페 종사자(매니저 및 바리스타) 채용지원
- 카페 운영 물품 구입 및 개소식 준비
- 카페 운영 및 경영 관리

· 중증장애인 최소 2
명 이상 채용
· 선정기관-위탁운영
기관간 위수탁 협약
체결

출처: 2020년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매뉴얼

(4) 사업 현황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은 론칭한 이래 5년차에 도래하였으
며, 2020년 11월 기준 전국 61개의 카페에서 누적 200여명이 근로 중에 있다.
전국 카페의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2] 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 현황 (‘20.11. 기준)
주체별

지역별

공공

민간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45

16

11

13

7

1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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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현황 조사 방법
(1) 개별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먼저 카페 운영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카페 ‘I got
everything’을 이용하는 선정기관과 위탁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장
애인 근로자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는 3개 선정기관, 3개 위탁운영기관에서 각각 담당자 1인이 참여하
였으며, 인천서구청점의 근로자 1인과 원주행주수변공원점의 근로자 5인을 대상으로 개
별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로서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총 11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대상의 소속, 관련카페, 인터뷰일은 아래와 같다.
[표 33] 인터뷰 대상 리스트
구분

선정기관

위탁운영
기관

소속

비고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완산구청점, 덕진구청점,
전주시청점

고양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점

SK텔레콤 보라매점

SK텔레콤 보라매점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SK텔레콤 보라매점

용산구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용산장애인커뮤니티센터

금천장애인복지관

시세이도점,
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점,
국회도서관점, 로레알코리아점

인천서구청점

지적장애, 업무경력 6년

인터뷰일

10월 14일(수)

10월 20일(화)

10월 6일(화)

지적장애, 업무경력 5년
근로자

지적장애, 업무경력 3년
원주행구수변공원점

10월 7일(수)
지적장애, 업무경력 3년
지적장애, 업무경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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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주요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정기관: 사내 카페 운영 및 설치 경험, 장애인 고용 카페 운영을 통한 재무적·비재
무적 성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위탁운영기관과의 관계, 내부적인 사업 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지표
∙ 위탁운영기관: 사업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사업 전·후의 차이, 개발원 및 선정기
관과의 관계 및 기대사항, 내부적인 사업 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지표, 장애인
고용현황, 코로나로 인한 사업운영 현황, 기타 운영 및 환경
∙ 근로자: 업무 및 급여 만족도, 업무 중 얻는 유익, 고충처리 방법, 추가적인 지원 요청
사항, 업무 환경 평가

(2) 설문조사
다음으로 카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현황과 만족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주간 이루어졌으며,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선정기관 41개 중 총 9개(21.9%)가 응답하였고, 위탁운영기관의 경
우 42개 중 총 18개(42.8%),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는 총 42명이 응답해주었다.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정기관: 카페 설치 이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 만족도, 장애인 고용을 통한 성과,
사업 목표 및 달성률, 투자 예산, 다자간협약체계에 대한 생각
∙ 위탁운영기관: 카페 운영 현황, 코로나19 이후의 사업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근로
자 복지 후생, 장애인 대상 교육 훈련 현황, 사업 전반 만족도, 내부 사업평가,
지원 희망 사항, 다자간협약체계에 대한 생각
∙ 근로자: 취업 과정, 업무에 대한 생각, 취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 자신에 대한 생각,
보호자의 근로자 직업 만족도, 근로자의 취업 전·후 변화

(3) 고객 인식조사
카페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의 만족도와 장애 인식변화를 확인하여, I got everything
카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성과를 확인하고자 고객 인식조사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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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식조사는 총 2회 정부대전청사점 및 울주군청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
며, 2020년 11월 16일과 11월 19일 이틀에 걸쳐 총 127명이 응답하였다.

주요 인식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카페 이용 빈도, 커피의 맛, 커피 가격, 카페의 위치와 접근성, 추천 의향, 카페 명칭
에 대한 생각, 근무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지, 장애인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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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관 대상 조사 결과
1) 인터뷰 주요 결과 및 함의
선정기관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는 10월 14일(수)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주
시청, 고양시교육지원청, SK텔레콤 보라매점에서 각각 담당자 1인이 참석해주었다.
인터뷰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I got everything 카페의 주요 목적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대표나 기관장의 장애인 일자리, 복지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이
I got everything 카페 유치의 주요 배경인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 고용 창출 및 복지 추구
의 목적이 I got everything의 취지와 일치하고, 사업비 지원이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평판, 사회책임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이
주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교육기관이다 보니, 수익보다는 특수학교나 장애인 고용과 연관된 카페를 생각했습니
다. 기관장님이 누구보다 장애인 연계나 직업 체험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개발원 사업 자체의 인지도도 높았고, 사업 주체가 명확해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창출의 목적도 일치하였고,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교육청)
“시장님이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며 의지가 있습니다. 전주시 다울마당
이란 곳에서 전문가들과 민간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제안이 이뤄졌어요.”
(전주시청)
“SK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그룹 사회공헌 차원에서 연계하여 진
행된 바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재무적인 측면보다는 기업 평판, 사회책임 강
화 등의 성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보라매지점)

② I got everything 카페의 장점
가격 경쟁력과 커피 맛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카페의
위치에 따라 주변 상권과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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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 정도 되었는데, 직원들에게 호응도 좋고 커피 퀄리티가 좋아 만족도도 높습니
다. 교육청 직원들에 한해 전 음료 500원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주변의 2~300미
터 도보 카페는 가격이 4000원 정도인데 반해, 아메리카노 2000원 정도인만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고양시교육청)
“커피 맛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해요.”(전주시청)
“외부의 전문브랜드와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평가들도 있었어요. 동일한
가격의 외부 브랜드 커피와는 맛의 차이도 있어서 외부 카페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SK텔레콤 보라매지점)

설치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테리어비가 지원된다는 점도 I got everything의 강
점으로 꼽았으며, 초기 세팅에 개발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위탁기관 선정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고,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따르니 진행이 척척 되었습니다.”(고양시교육청)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문의를 하는 것 외에는 매뉴얼 해석 등에서 전혀 어려움은 없었습
니다. 개발원 직원 분들이 정보를 잘 주었습니다.”(전주시청)

③ I got everything의 성과
공공기관에 입점한 카페의 경우 코로나19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꾸준한 매출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활발한 이용을 기
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많이 중단된 바 있어 매출 하락이 크게 염려되는 상황
이었다.
“현재는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위치가 시청 로비에 있어 내부 직원이
많이 애용하며 매출액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어요. 1층 로비에 도서관을 조성해 도서
관 이용하다 커피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주시청)
“직원 200여명과 고양시 10만명이 넘는 교원들의 연수 및 회의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
에 매출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추후 매출이 늘어
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고양시교육청)
“카페가 위치한 SK텔레콤 보라매 사옥이 중요 통신시설이다보니 코로나19 때 영업을 중
단시키고 안전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크게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SK텔레콤 보라매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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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용자들의 경우 직원들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높
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카페 이용자들의 장애인식 개선도 주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었다.
“실제로 장애인인지 몰랐다고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인 것을 떠나서
직원들을 보면 바리스타라는 게 먼저 떠오르고요. 전혀 위화감이나 다른 부분은 없다
고 생각됩니다.”(고양시교육청)
“근무하는 장애인 한 분은 근무하면서 일하는 태도가 매우 좋아지는 게 보이구요. 외부에
서 볼 때는 장애인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전주시청)

④ 내부 평가 프로세스 및 성과 지표
따로 평가 프로세스나 목표는 없으나,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고
용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특수학생 및 장애인들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발원에서 연 2회 현황 파악을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평가하거나 내부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불만 사항이 없었고 평가에 대한
필요가 낮았습니다.”(전주시청)
“교육기관이다 보니 특수학생의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고양시교육청)

2) 설문조사 결과
다음은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9일
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주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선정기관 41개 중 총 9개(21.9%)
가 응답하였다.

먼저 선정기관에서 I got everything 카페를 설치한 이유로 4개 기관(44.4%)이 기관/기
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2개 기관(22.2%)이 장애인 임직원 고
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기타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인 채용확대 및
시설 내 카페 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응답이 각각 뒤를 이었다.

94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표 34] I got everything 카페를 설치한 이유
(단위: 개소, %)

지표명

응답 수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22.2)

기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4(44.4)

발달장애인취업지원

1(11.1)

장애인 채용확대 및 시설내 카페 필요

1(11.1)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1(11.1)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항에는 4개 사업장(44.4%)이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고, 고용의무
부담금을 납입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전체 7개소 중 5개소(55.6%)가 납입 하고 있
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 하지 않는 2개소(22.2%)는 고용의무 인원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35] 장애인 고용의무 여부와 부담금 납입 여부
(단위: 개소, %)

고용의무 여부

응답 수
(n=9)

고용의무 부담금
납입 여부

응답 수
(n=7)

부담금 내지 않는 이유

응답 수
(n=4)

있음

4
(44.4)

납입

5
(55.6)

고용의무 인원을 채움

2
(22.2)

없음

5
(55.6)

납입하지 않음

2
(22.2)

잘 모르겠음

2
(22.2)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 환산하였을 때 평균 4.3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환산 평균

-

-

2(22.2)

2(22.2)

5(55.6)

4.33

제4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95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 임직원을 고용할 경우 기관/기업은 주로 대외적 의무 이행(경영
평가, 고용의무 달성), 이미지 제고(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직원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도 77.7%에 달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인식 개선성과가 확인되었다.

[표 37]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관/기업이 얻는 성과(중복선택)
(단위: 개소)

항목

응답 수

경영평가 등 내부 성과에 도움

2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연계고용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 달
성)

2

기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5

기관/기업의 이미지 개선 효과

4

직원들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7

선정기관의 경우 대다수 기관이 내부 목표를 수립하였고, 그중 고용에 대한 내부 목표
를 수립한 기관이 7개소(77.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고용 목표의 경우 7개소 중 4개소
(44%)가 0-20%의 달성률을 보였고, 80-100% 달성했다는 기관은 2개소(22%)로 확인되었
다. 한편 매출, 이용자, 홍보, 기타 목표의 경우 80-100%를 달성한 기관은 없었고, 0-20%
의 달성률을 보인다는 답변이 목표별로 가장 많은 답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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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내부 목표 수립 및 달성률
(단위: 개소, %)

항목
고용 목표
매출 목표
이용자수 목표
홍보 목표
기타

달성률

목표 있음
7
(77.8)
5
(55.6)
6
(66.7)
6
(66.7)
5
(55.6)

0-20%

20-40%

4
(44.4)
2
(22.2)
3
(33.3)
3
(33.3)
2
(22.2)

1
(11.1)
2
(22.2)
2
(22.2)
1
(11.1)
1
(11.1)

40-60%
1
(11.1)
-

60-80%

80-100%

1
(11.1)
1
(11.1)
1
(11.1)
1
(11.1)
1
(11.1)

2
(22.2)
-

적정 추가 고용 인원을 묻는 문항에는 44%가 2명이라고 답변했고, 이와 반대로 추가
고용은 필요 없다는 의견도 33%로 확인되었다.

[표 39] 적정 추가 고용 인원
(단위: 개소, %)

적정 추가 고용 인원

응답 수

1명

1(11.1)

2명

4(44.4)

3~4명

1(11.1)

추가 필요 없음

3(33.3)

앞으로도 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냐는 문항에는 100%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
하여,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다.

[표 40] 앞으로 지원 계획
(단위: 개소, %)

지원 예정

지원 중단 예정

9(1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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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의 연간 투입 예산에 관한 문항에는 평균 2천9백만선 (응답한 3개소 기준)으
로 운영기관 대상 용역비를 투입한다고 답변했고, 이외 투입 항목으로는 유상으로 임대
했을 경우 기대비용인 임대료 (1개소 답변 60만원선), 운영비 (3개소 평균 2백6십만원 선)
가 확인되었고, 기타 투입비의 경우 3개소 평균 6백만원선으로 답변했으나, 답변 수가 적
어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표 41] 기관/기업의 연간 투입 예산
(단위: 원, 개소)

적정 추가 고용 인원

평균

응답 수

운영기관 용역비

29,670,000

3

설치공간 임대료 (유상임대 시 예상되는 소득)

600,000

1

설치공간 운영비 (수도세, 전열비)

2,600,000

3

기타 투입비

6,070,000

3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에 관한 문항에는 월에 1~2회라는 답변이 절
반 이상(5개소, 55.6%)을 차지했고, 나머지 4개소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는 다양하게 확인
되었다.

[표 42] 커뮤니케이션 빈도
(단위: 개소, %)

구분

응답 수

매일

1(11.1)

주 4회

1(11.1)

주 1~2회

1(11.1)

월 1~2회

5(55.6)

6개월에 1~2회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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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의 운영기관과의 소통은 대다수 원활한 편으로 확인되었고, 소통이 어렵다는
답변도 소수 (9개소 중 1개소) 확인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소통 역시 원활한 편으
로 확인되었고 부정적인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43] 소통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

운영기관 (카페 운영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구분

응답 수

구분

응답 수

매우 원활

3(33.3)

매우 원활

2(22.2)

원활한 편

3(33.3)

원활한 편

4(44.4)

보통

2(22.2)

보통

3(33.3)

어려운 편

1(11.1)

어려운 편

-

매우 어려운 편

-

매우 어려운 편

-

카페 명칭에 대한 선정기관의 응답은 긍정적인 인식(괜찮음, 매우 괜찮음 합계 66%)과
부정적 인식(33%)이 다발적으로 확인되었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명칭
(I got everything)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표 44] 카페 명칭에 대한 생각
(단위: 개소, %)

항목

비율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

비율

매우 별로임

-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3
(33.3)

별로임

3
(33.3)

영어로 된 명칭

-

의미 불명확

-

별로라 생각하지 않음

6
(66.7)

보통

-

괜찮음

4
(44.4)

매우 괜찮음

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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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응답에는 대부분 항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
인되었다. 특히 홍보(브랜드, 마케팅) 및 신메뉴 개발, 프로모션 행사, 프랜차이즈로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 기관의 100%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노후 된 시설/장비의
교체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위탁운영기관 간 시스템 구축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66%,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3%로 확인되었다.

[표 45] 추가적으로 지원되길 원하는 항목
(단위: 개소, %)

항목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①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9(100.0)

-

② 노후 된 시설/장비의 교체

6(66.7)

3(33.3)

③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원

9(100.0)

-

④ 개발원 – 기관 간 시스템 구축
(ex. 매출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6(66.7)

3(33.3)

⑤ 근로자 대상 교육 훈련 및 복리후생제도 지원

8(88.9)

1(11.1)

⑥ 자율적인 매장관리 및 이벤트/행사 독려

8(88.9)

1(11.1)

⑦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

7(77.8)

2(22.2)

⑧ 프랜차이즈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9(100.0)

-

다자간협약체계의 장단점에 관한 문항에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장점으로는 선
정기관이 필요로 했던 편의시설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고 33%가 응답하였고, 기관 간 네
트워크 확장 및 관계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도 동일한 비중으
로 확인되었다. 단점을 묻는 문항에는 위탁운영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운영 제한과
행정 보고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애로사항이 맞물려 확인되었다. 또한, 선정기관으
로써 느끼는 단점으로 선정기관의 요건과 운영체제 요건이 상이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하
다는 의견과 운영 주체에 대한 상호인식이 모호하여 이슈 발생 시 보고나 협의를 선정기
관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중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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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다자간협약체계* 장단점
(단위: 개소, %)

장점

단점

항목

비율

항목

비율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관계 형성, 시너지 효과

3(33.3)

행정·보고 절차
복잡, 번거로움

4(44.4)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2(22.2)

자율적 운영 제한

3(33.3)

편의시설 구축지원
(설비, 홍보 포함)

3(33.3)

선정기관 요건과
운영체제

1(11.1)

응담 없음

1(11.1)

운영 주체의 모호함

1(11.1)

*선정기관, 위탁운영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세 기관 간 다자간 협약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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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운영기관 대상 조사 결과
1) 인터뷰 주요 결과 및 함의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는 10월 20일(화)에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
다. 본 포커스그룹인터뷰에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용산구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금천장애인복지관에서 각 1인이 참여해주었다.
또한 포커스그룹인터뷰와는 별도로 근로자 대상 인터뷰가 이루어진 10월 7일(수)에 원
주행구수변공원점의 담당 매니저가 약 20여분간 짧게 인터뷰에 참여해 준 바 있다.
인터뷰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고용 목표에 대한 전망
카페 내에서 장애인들은 위탁기관 고용 및 연계고용, 구청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중이며, 매장별로 목표 고용을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되기도 하는
등 고용규모와 근무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생각하여 복지관에서 기업 쪽에 사내카페 제안서를 제출하였습
니다. 시세이도에서 근무하는 2명의 경우 기업에서 직접 채용하여, 복지관에서 관리하
는 다른 카페보다 자기개발비 등의 급여도 높아요. 하지만 기업의 경우 복지관과 달리
단기 계약(1년 단위 무기계약)이 많아서 아쉽기도 합니다.”(금천장애인복지관)
“현재 근로자들은 용산구청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고용된 인력들이 파견된 형태입니
다. 간접 고용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채용 기준 마련이나 면접도 용산구에서 하고 있
습니다.”(용산구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I got everything 매장에서는, 장애인들이 매장 관리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
별로 역량과 장애 정도가 차이가 크기에 근로지원인이 함께 근무하는 매장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카페도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역량 때문에 매니저를 붙이기보다, 바리스타 한명 한명
에 근로지원인이 붙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빠
지더라도 한 팀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저희는 매장관리 매니저가 따로 없고,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수시로 확인만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알아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
아요.”(용산구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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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니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원을 우대하기도 하고, 비장애 카페 경력자
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근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니저는 알바몬 등 구인업체를 통해서 구합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 초기에
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나 익숙해지는 것 같구요. 월-금만 근무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금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카페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
증이 없어도 장애인과 카페 관리 업무 이해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어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기관의 담당자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매출이 상승한다면 이에 비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설치조건이 장애인 고용창출인데, 현재로는 그럴 여건이 안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
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아 장애인 고용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출과 비례해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용산구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용산구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② 매출 현황 및 전망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매장들은 대부분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특정 소재지의 카페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인근의 유동인구 및 매장 소재
건물의 이용객이 늘어나면 매출이 정상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사내카페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매출이 줄었습니다. 어린이병원이나 국회도서관점도
코로나 이전처럼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고요.”(금천장애인복지관)
“공원에 위치하다보니 코로나 이후 야외 활동을 나오는 가족들이 많아 매출이 증가했습
니다. 주말에 1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원주행구수변공원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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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
위탁운영기관들은 포인트 제도, 할인, 케이터링 제공 등 매장별 특색에 따라 매출을 증
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원증 결제 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하여 제안을 해 둔 상황입니다.”
“아이갓의 2500원으로는 승부가 되지 않아서, 주변 상권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아
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습니다.”(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작년에 케이터링도 3~4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금천장애인복지관)

반면, 근무자를 위한 휴식 환경 등이 잘 갖춰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점심식사 후 테이블에서 같이 쉬게 하는데, 안쪽에 의자를 두어 쉴 수는 있지만 따로 휴
식공간은 없어요. 4시간 근무라 거의 식사시간으로 휴식시간이 소비되네요.”(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사기업의 경우 휴게공간이 좁고, 어린이병원의 경우 휴게공간이 없어 손님 없을 때 홀에
서 쉬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금천
장애인복지관)

④ I got everything 카페의 성과 및 역할
I got everything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기보다 주체성을 가지고
바리스타 및 매장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주체성 및 기능적 부분에서 성
장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성과로 나타났다.
“일반 타 카페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긴 하지만 그곳에선 장애인분들이 주축이 되지 못
해요. 아이갓의 경우 바리스타가 주가 되고, 고객 응대, 음료 제조까지 하다 보니 장애
인분들의 주체성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서
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I got everything이 현재 장애인 근로자와 바리스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타 민간
카페로 취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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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직무 중 하나라 채용뿐 아니라 바리스타 직업훈련, 현장훈
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카페가 많은데,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훈
련받고 민간 카페로 취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금천
장애인복지관)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다 보니 근로자 중 50% 정도는 지속해서 아이갓에서 일
하게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직 알선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성
과지표 중의 하나예요.”(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 만족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되는 지원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원두 통일 및
연간 점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나 초기 지원 외에 정기적인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원두의 경우 보관방법, 질 등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정된 원두를 쓰는 게 좋다고 생
각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계된 업체에서 나와 봐주기도 하고요. 홀더, 컵의 경우도
통일된 것을 쓰기 때문에 인식개선 측면에서 좋은 듯 해요.”(금천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에서는 카페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서 어려웠어요. 사업자 동륵 방법, 설치
기계 관리, 재고 관리 등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서울시립발달장
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은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었
으나, 이러한 지원들이 매장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보내주면 민간기업의 경우 원할 때 기업의 선
택에 따르기도 하고요. 국회도서관이나 어린이병원의 경우 대부분의 이벤트를 진행하
는데, 이용객이 대부분 직원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메뉴보다 새로운 시도를 반영하
면 좋아합니다.”(금천장애인복지관)
“다이어리나 시즌음료 메뉴 이벤트를 다른 물품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접근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서울시립발달장애
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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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대하는 사항
위탁운영기관들은 앞으로 컨설팅, 카페 운영 관련 매뉴얼 등 초기 세팅 외 실제적인
운영과 관련한 도움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메뉴 등 분석을 했을 때 이 매장만의 주 메뉴나 요즘 트렌드 등을
알고 적용해볼 수 있게 한다던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카페 수익이 좋아
질 지 등 컨설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현장 실사를 통한 조언, 카페 오픈 전 타 카페에서 업무훈련(OJT) 등 프랜차이즈 본사
로써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식 장사를 해본 적 없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매장 운
영 등도 기준화해서 주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같은 역할이 늘면 좋겠
습니다. 실사 통해서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도 더 컨설팅 해주면 좋을 것 같구요.”(용산
구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오픈 전에 바리스타 직무교육을 충분히 받고 오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현장에서 다시 익혀야 하는 부분이라 현장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리스타 인력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또한,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카페 브랜드를 해
치지 않는 선에서 매장 상황별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도가 가능하기를 기
대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간기업의 발굴을 통해 장애인들의 채용 연계가 이
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었다.
“의무고용을 달성해야 하는 대기업이 많고 사내카페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민간기업의 발굴이 이뤄져 직접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면 좋
지 않을까 합니다.”(금천장애인복지관)
“주말에는 아이돌 생일카페 등으로 대관한다던지,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중입니다.
영업 차원에서도 활력이 될 것 같아서 저녁근무, 야간근무, 주말 근무 등이 가능하면서
정규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태로도 채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용산구장애
인복지단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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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다음은 위탁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9일
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위탁운영기관 42개 중 총
18개(42.8%)가 응답해주었다.

카페 매장관리 매니저의 전문성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한 전체 18개소 중, 장애 관련
전문가 이거나 관련 경험을 보유한 매니저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5.6%)을 차지
했다. 업무 전문성의 경우 커피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곳이 전체의 72%, 외식업 관련 경
험을 보유한 곳은 27.8%를 차지했고 매니저 없이 운영한다는 곳은 1개소에 불과했다.

[표 47] 카페 매장관리 매니저의 전문성 여부
(단위: 개소, %)

항목

해당

해당 없음

장애 관련 전문가 또는 경험 보유

10(55.6)

8(44.4)

커피 관련 전문가 또는 경험 보유

13(72.2)

5(27.8)

외식업 종사 경험 보유

5(27.8)

13(72.2)

매니저 없이 운영

1(5.6)

17(94.4)

매니저 이외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 18개소
중 11개소(61.1%)가‘예’라고 답변하였다.

[표 48] 매니저 외 근로자를 위한 지원인력 유무
(단위: 개소, %)

예

아니오

11(61.1)

7(38.9)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는 전체의 33%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
나, 장애인 직원 고용 경험이 없는 곳이 12곳(66.7%)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107

[표 49] 장애인 고용 카페 운영 경험 유무
(단위: 개소, %)

예

아니오

6(33.3)

12(66.7)

매장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의 66.7%가 진
행한다고 답변했고, 이벤트/행사의 유형으로는 프로모션 행사가 가장 많았고, 음료 및 디
저트 메뉴개발, 굿즈 및 물품 개발이 뒤를 이었다.
[표 50] 별도 매장만의 이벤트/행사 진행 유무
(단위: 개소, %)

항목

응답 수

진행 항목 (복수응답)

진행함

12
(66.7)

프로모션 행사

진행하지 않음

6
(33.3)

응답 수
8
(66.7)
7
(58.3)
1
(8.3)

음료 및 디저트 메뉴개발
굿즈 및 물품 개발

매장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용은 주로 오픈 시간을 조정한다는 응답이 13개소로 전체
72.2%를 차지하였으며, 마감 시간 변경 (9개소, 50%), 주말 근무 배정 (7개소, 약 39%)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다만 야간 근무를 배정한다는 곳은 1개소로 나타났다.

[표 51]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경험
(단위: 개소, %)

항목

해당

해당 없음

오픈 시간 변경

13(72.2)

5(27.8)

마감 시간 변경

9(50.0)

9(50.0)

야간 근무 배정

1(5.6)

17(94.4)

주말 근무 배정

7(38.9)

11(61.1)

매장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묻는 문항에는 카페 메뉴 이외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
한다고 전체 18개소의 72%인 13개소가 답변하였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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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의 28%에 달했다. 다만 배달 앱을 활용하거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
하는 업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52] 다양한 판매 방식 활용 여부
(단위: 개소, %)

해당

해당 없음

배달 앱 활용

0(0.0)

18(100.0)

케이터링 서비스

5(27.8)

13(72.2)

베이커리 판매

13(72.2)

5(27.8)

푸드트럭 운영

0(0.0)

18(100.0)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홍보 및 이벤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개편 및 정비 및 수익구조 다양화를 위해 텀블러 등의 용품을 판매하거나
베이커리류의 판매를 추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매출 증대를 위해 추가
자원 투입을 통한 카페 시설이나 원재료 수급/질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3] 매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원 개발 항목
(단위: 개소)

설비, 자원 증대
응답 항목 (복수)

응답 수

원재료 공급

2

공간 확보

세부내용
Ÿ
Ÿ

인근 시설 물 공급
원두 품질 개선

Ÿ

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로 이동
공간 확보

2
Ÿ

제조설비 개선

1

포장 용기 개발

1

내부 개선

Ÿ

베이커리 제조를
위한 설비 추가

응답 항목 (복수)

응답 수
Ÿ
Ÿ
Ÿ
Ÿ
Ÿ

배너, 현수막 보강
홍보 채널 개설
프로모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맛과 질 인식 개선

3

Ÿ
Ÿ

텀블러 및 용품 판매
베이커리 판매

1

Ÿ

배달앱 활용

1

Ÿ

장애인 근로자 대상

홍보 및 이벤트

9

신메뉴 개발

6

수익구조
다양화
판매 방식
다양화
급여 지원

세부내용

※ 주관식 형태의 응답을 재구성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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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4%를 차지
했으며 이중 위탁운영기관에서의 고용은 33%, 선정기관에서의 고용은 11%로 나뉜다. 한
편 절반 이상인 10개소 (약 56%)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답변했으
며 1개소를 제외한 9개소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표 54]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
(단위: 개소, %)

항목

응답 수

위탁운영기관에서 정규직 고용

6(33.3)

위탁운영기관에서 계약직 고용

9(50.0)

선정기관에서 정규직 고용

2(11.1)

선정기관에서 계약직 고용

1(5.6)

장애인 근로자 채용 경로에 관한 문항에는 외부 복지관, 재활 시설,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연계하여 채용하거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했다고 각각 10
개소가 응답하였고, 공공 취업 알선기관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7개소, 내부 네트워크를 통
해 추천받았다는 응답이 5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외 선정기관에서 채용 후 파견했거나,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운용하여 채용했다는 답변이 각각 1건씩 응답 되었다.

[표 55]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경로(복수응답)
(단위: 개소)

채용 경로

응답 수

공공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자체 등)

7

해당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

5

외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한 취업 연계

10

선정기관에서 채용 후 운영기관으로 파견

1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공고 후 근무자를 모집

10

기타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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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카페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을 통해 수익 구조 안정화, 수익 확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1%(11개
소)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장애인 근
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개선한다는 의견과 인건비 지원, 홍보
지원, 작업보조기기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표 56]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
(단위: 개소)

항목

응답 수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9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10

사업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진단 및 개선

4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작업보조기기 무상 지원

2

카페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11

기타 (근로자 인건비 지원, 홍보비 지원)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 사항으로는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근무 강도 등)이나 장애로
인한 직무 제한, 대인관계 문제가 동일한 비중으로 확인되었고 (각 5개소 응답), 이외 학업,
육아, 가사 등의 개인적 사유나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 근로인과의 협력문제를 꼽았다.
[표 57] 재직 중인 장애인들의 주요 고충사항
(단위: 개소, %)

항목

응답 수

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

1(5.6)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임금, 복리후생, 근무 강도 등)

5(27.8)

대인관계 문제

5(27.8)

장애 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1(5.6)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5(27.8)

함께 근무중인 근로인과의 업무 협력

1(5.6)

제4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111

근로자 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77.8%), 화장실(66.7%)을 갖추었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절반 정도인 10개 사업장에만 근로자를 위한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되
어 있으며, 주문의 편의를 위한 양면형 포스기, 키오스크를 갖추었다고 응답한 사업소도
38.9%로 나타났다. 이외 점자블록(5개소)이나 기타 장애인 보조기기(2개소)를 갖추었다고
응답한 사업소도 있고, 반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도 1개소로 확인되었다.

[표 58]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근로자 편의시설 (복수 응답)
(단위: 개소, %)

응답

없음

응답 수

1

비율

5.6

근로자 편의시설 (복수 응답)
양면형 포스기
장애인 이용이
별도 휴게공간 전용 주차구역
키오스크
등의 보조기기
가능한 화장실
10
14
7
7
12
55.6

77.8

38.9

38.9

66.7

5

기타 장애인
보조기기
2

27.8

11.1

점자블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관한 문항에는 전체
33%에 해당하는 6개 사업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CS 교
육, 위생교육, 직무교육 등이 주를 이뤘다.

[표 59] 별도 진행 교육 훈련 프로그램
(단위: 개소, %)

항목

응답 수

진행 항목

응답 수

있음

6
(33.3)

CS교육, 위생교육, 직무훈련

5

선진지 견학

1

없음

12
(66.7)

직무 평가

1

별도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의 38.9%에 해당하는 7개 사업장이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조 모임(2개소)이
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2개소)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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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별도 진행 직업재활 프로그램
(단위: 개소, %)

항목

응답 수

진행 항목

응답 수

있음

7
(38.9)

문화여가 프로그램

6

자조모임

2

없음

11
(61.1)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상담

2

외부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7개소(38.9%)
로 파악되었으며, 진행 항목은 직업체험 및 적응훈련 프로그램(4개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2개소), 나들이 및 간담회(1개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1] 별도 진행 외부 장애인 단체 협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단위: 개소, %)

항목

응답 수

진행 항목

응답 수

있음

7
(38.9)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2

11
(61.1)

직업체험 및 적응훈련 프로그램

4

없음

나들이 및 간담회

1

사업 초기 타 매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OJT프로그램을 개최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 10개 사업장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의향이 없거나 밝
히지 않은 사업장은 8개로 확인되었다.

[표 62] 타 매장 방문 OJT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개소, %)

예

아니오

무응답

10(55.6)

5(27.8)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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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환산 평균으로 볼 때 2.78점으로 평균 수준으로 파악
된다.

[표 63] 매장 위치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평균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5점 환산 평균

3(16.7)

5(27.8)

4(22.2)

5(27.8)

1(5.6)

2.78

카페 명칭인 ‘I got everything'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의 77.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
였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명칭이 길고, 영어로 되어있어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
견이 확인되었다.

[표 64] 카페 명칭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항목

비율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

비율

매우 별로임

-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2(11.1)

별로임

4(22.2)

영어로 된 명칭

2(11.1)

보통

4(22.2)

괜찮음

6(33.3)

의미 불명확

2(11.1)

매우 괜찮음

4(22.2)

별로라 생각하지 않음

12(66.7)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6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만족도를 조사
하였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카페 명칭의 브랜딩 및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확인되었다. 카페 전용 원두, 장비, 매뉴얼, 메뉴개발, 프로모션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등
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이상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평균 이하로 평가되는 지원 항목은 상
권분석 컨설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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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항목
I got everything 브랜딩 및
인테리어 디자인
상권분석 컨설팅
카페 전용 원두의 맛과
퀄리티
표준화된 카페 장비 및
매뉴얼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원두 및 머신 점검)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

-

2
(11.1)

5
(27.8)
1
(5.6)
2
(11.1)
4
(22.2)
4
(22.2)

1
(5.6)

평균
수준이다
6
(33.3)
6
(33.3)
8
(44.4)
5
(27.8)
5
(27.8)
5
(27.8)

높은
편이다
9
(50.0)
2
(11.1)
5
(27.8)
6
(33.3)
6
(33.3)
3
(16.7)

매우
높다
3
(16.7)
3
(16.7)
4
(22.2)
5
(27.8)
3
(16.7)
5
(27.8)

5점 환산
평균
3.83
2.94
3.67
3.78
3.44
3.39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의사소통 빈도의 경우 적당하다는 의견이 전체 77.8%로 주를 이
뤘고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22%로 나타났다.

[표 66] 의사소통 빈도
(단위: 개소, %)

적당함

적당하지 않음

14(77.8)

4(22.2)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노후 된 시설/장비의 교체,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위탁운영기관 간 시스템 구축, 근로자 대상 교육 훈련 및 복리
후생제도 지원, 자율적인 매장관리 및 이벤트/행사 독려,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 프랜차이즈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 8개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위탁운영기관은 대부분 항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한국장애인개발원-위탁운영기관 간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단 의
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동일하게 50%로 확인되었다. 기타 희망 지원사항으로
매출이 증대된 타 매장의 사례에 대한 공유와 장애인 근로자 급여 지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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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추가적으로 지원되길 원하는 항목
(단위: 개소, %)

항목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①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6(88.9)

2(11.1)

② 노후 된 시설/장비의 교체

14(77.8)

4(22.2)

③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원

17(94.4)

1(5.6)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위탁운영기관 간 시스템 구축
(ex. 매출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9(50.0)

9(50.0)

⑤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제도 지원

17(94.4)

1(5.6)

⑥ 자율적인 매장관리 및 이벤트/행사 독려

15(83.3)

3(16.7)

⑦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

18(100.0)

-

⑧ 프랜차이즈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17(94.4)

1(5.6)

타 매장 매출증대 사례 공유,
장애인 근로자 급여 지원

⑨ 기타

다자간 협약체계의 장단점에 대한 문항에는 다양한 의견이 발견되었다. 장점으로는 상
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공유,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이 33.3%를
차지했으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장점이 무엇
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응답과 함께 무응답은 전체의 22.2%(4개소)를 차지했다. 한편 다
자간 협약체계의 단점을 묻는 문항에는 자율적 운영이 제한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동등한 빈도로 답변하였다. 특히 음료 가격이나 운영시간 변경 등 자율적 운영을
필요로 할 경우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제약을 확인하였다.

[표 68] 다자간 협약체계* 장단점
(단위: %, 개소)

장점
항목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정보공유, 시너지 효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
전문적 조언, 협의
사회변화 대응 지원
기타
임대료 절감
응담 없음 (잘 모르겠다 포함)

비율
33.3%(6)
22.2%(4)
11.1%(2)
5.6%(1)
5.6%(1)
22.2%(4)

단점
항목
행정·보고 절차
복잡, 번거로움

비율
38.9%(7)

자율적 운영 제한

38.9%(7)

없다

11.1%(2)

응답 없음

11.1%(2)

*선정기관, 위탁운영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세 기관 간 다자간 협약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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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내부 목표의 여부와 달성률에 관한 문항의 경우, 1개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고용 목표를 세우고 그중 8개 사업장(44.4%)만이 80-100%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 홍보 목표를 갖춘 사업장도 다수 확인되었고, 홍보 목표의
경우 12개소 중 7개소(38.9%)가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표 69] 내부 목표 수립 및 달성률
(단위: 개소, %)

항목
고용 목표
매출 목표
이용자수 목표
홍보 목표
외부기관 채용연계
목표
기타

달성률

목표 있음

0-20%

20-40%

40-60%

60-80%

80-100%

2
(11.1)
3
(16.7)
5
(27.8)
7
(38.9)
10
(55.6)
11
(61.1)

3
(16.7)
4
(22.2)
4
(22.2)
4
(22.2)
2
(11.1)
3
(16.7)

2
(11.1)
5
(27.8)
3
(16.7)
5
(27.8)
1
(5.6)

2
(11.1)
2
(11.1)
2
(11.1)
1
(5.6)
2
(11.1)
1
(5.6)

8
(44.4)
3
(16.7)
3
(16.7)

17
(94.4)
14
(77.8)
12
(66.7)
12
(66.7)
9
(50.0)
4
(22.2)

-

1
(5.6)
1
(5.6)

사업평가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의 경우, 전체의 33%가 고용 유지율, 고용 인원이
라고 응답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나 매출이 뒤를 이었다.

[표 70] 사업평가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단위: 개소, %)

지표명

응답 수

고용 유지율

6(33.3)

고용 인원

6(33.3)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

4(22.2)

매출

1(5.6)

기타 (근로자 관리, 근로자 사회재활 및 자립기반 역량강화, 홍보)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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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항에는 전체의 77.8%가 불가능하다는 견
해를 밝혔고, 추가로 고용할 경우 연간 2명이라 답변한 사업장이 3개소, 1명이라 답변한
사업장이 2개소로 확인되었다. 연간 추가 고용은 어렵다는 의견도 14.3%가 답하였다.

[표 71] 고용 목표 달성 가능 여부 및 적정 추가 고용 인원
(단위: 개소, %)

가능 여부

응답 수

가능함

4
(22.2)

불가능함

14
(77.8)

적정 추가 고용 인원

응답 수

2명

3(42.9)

1명

2(28.6)

2년에 1명

1(14.3)

연간 추가 고용은 어려움
(매출에 맞는 최대치 고용 의무화)

1(14.3)

118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4. 장애인 근로자 및 가족 대상 조사 결과
1) 인터뷰 주요 결과 및 함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는 10월 6일(화)과 10월 7일(수)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가 아닌 개인
인터뷰로 진행하였고, 근로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 20분에서 1시간 여 동안 이루어
졌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결과이다.

① 직전 경력 및 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전 경력은 카페, 청소, 공공기관 행정업무, 호텔 서빙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현재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어려운 점은 크게 없
고 카페 일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전에 일했던 공항 직원 카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 혼자였는데, 지금은 장애를 가
진 이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 좀 더 편한 분위기입니다.”
“커피 하는게 힘들지 않고, 친구들이 있어서 만족합니다. 지금 친구들과 오래(3년) 같이
일했어요.”

② 원하는 지원 사항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거나, 다른 메뉴를 배워보고
싶은 욕구를 보여준 근로자들도 있었다.
“자격증 등을 따게 해주면 좋겠어요. 설비를 점검하러는 오지만 직원들에게 원두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서요. 커피 1급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스무디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2)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의 업무에 대한 생각과 근로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제4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119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주간 온라
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2명이 응답한 바 있다.

(1)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
먼저 근로 형태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응답자의 총 23.8%인 10명이 전일제, 76.2%인
32명이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72]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일제 (8시간)

10(23.8)

시간제 (4시간)

32(76.2)

총계

42(100.0)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 일자에 대한 문항에는, 총 41명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6.7%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8.6%가 주 4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73] 장애인 근로자 평균 근무 일자
(단위: 명, %)

3.5일
1(2.4)

4일

5일

총계

12(28.6)

28(66.7)

41(100)

현재 직장을 선택한 주된 이유에 대한 문항에 대해, 적성과 취향에 맞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33.3%)을 차지했으며,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작업환경이 마음에 들어
서(14.3%),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11.9%),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라서(11.9%),
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9.5%) 등의 순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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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현재 직장에 취업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항목

빈도

내 적성, 취향에 맞아서

14(33.3)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작업환경이 맘에 들어서

6(14.3)

오래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5(11.9)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이미지가 좋은) 일자리라서

5(11.9)

이 일자리(직장)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4(9.5)

장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라서

3(7.1)

보수가 많은 것 같아서

1(2.4)

내 능력 수준에 맞아서

1(2.4)

기타

1(2.4)

현 직장에 취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요소에 관한 질문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전
공, 자격증 등)이라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은 26.2%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직업 훈련이나
현장실습(21.4%), 이전 경력(19.0%) 등이 도움이 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현재 직장에 취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요소
(단위: 명, %)

항목

빈도

전문 지식이나 기술(전공, 자격증 등)

11(26.2)

직업 훈련이나 현장실습

9(21.4)

경력

8(19.0)

일자리(직장) 채용 관련 정보 파악

5(11.9)

친분(인적네트워크)이나 추천

3(7.1)

특별히 없음

2(4.8)

신체적 능력(힘, 체력)

1(2.4)

잠재 능력(발전가능성)

1(2.4)

기타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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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물은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만족
도를 5점으로 환산한 결과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항목에는
만족도 4.14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항목에는 만족도 4.09
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라는 항목에는 만족도 4.07점 등으로 나타
났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라는 항목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응답에는 4.2점의 만족도를 보였
다.
위 문항의 응답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19 장애인고용패널조
사 (2차웨이브 4차조사)의 동일문항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항목의 결과는 3.60점으로, I got
everything 카페 장애인 근로자의 만족도가 0.54점 더 높았으며, ‘열정적으로 하고 있
다’라는 항목의 패널조사 결과는 3.59점으로, I got everything 카페 장애인 근로자의 점
수가 0.55점 더 높았다. ‘즐겁게 하고 있다’라는 항목의 패널조사 결과는 3.56점, ‘보
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3.57점, ‘일이 없는 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3.77점으로,
I got everything 카페 장애인 근로자의 동일 항목 점수가 각각 0.51점, 0.63점, 0.43점 높
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카페 장애인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업무에 대한 평소 생각
(단위: 명, %, 점)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
족하고 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
으로 하고 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2.4)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환산
평균

8
(19.0)

17
(40.5)

16
(38.1)

4.14

-

10
(23.8)

18
(42.9)

14
(33.3)

4.09

1
(2.4)

1
(2.4)

7
(16.7)

18
(42.9)

15
(35.7)

4.07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

3
(7.1)

3
(7.1)

18
(42.9)

18
(42.9)

4.2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
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

1
(2.4)

7
(16.7)

16
(38.1)

18
(42.9)

4.2

122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2] 업무에 대한 평소 생각 5점 환산 평균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
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33.3%, 보통이라는 응답이 26.2%를 차지하였다. 이를 5점 만
점의 척도로 환산한 결과는 만족도 평균 4.07점으로 나타났다.

[표 77] 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환산
평균

-

-

11(26.2)

17(40.5)

14(33.3)

4.07

근무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특별히 없다는 응답
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과 보수·복리후생의 부
족이 각각 7명의 응답자 수를 기록하였다.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체력적 힘겨
움이 각각 4명의 응답을 보였고, 건강문제와 업무에 대한 불만에 각각 2명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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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근무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 (복수응답 가능)
(단위: 명)

내용

응답수

고용 불안정(비정규직 등)/계약 종료 등으로 불안하다

7

보수, 복리후생이 적다

7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

4

장애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다

4

장애 이외 건강 문제 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2

업무가 맘에 들지 않는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

2

근무환경(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이 열악하다

1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불화로 힘들다

1

일자리(직장)가 멀고 출퇴근이 어렵다

1

근로지원인이 내 근무를 간섭한다

1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또는 차별과 선입견)

1

기타 (업무 변경 시 적응 어려움, 원하는 만큼의 성과 나지 않음 등)

2

특별히 없다

19

출퇴근 시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인 83.4%가 도
움을 받고 있지 않으며 혼자 출퇴근한다고 응답하였다. 출퇴근 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7명 중,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이가 3명,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얻고 있는 이가 2명,
부모 또는 활동지원사가 상황에 따라 도움을 준다는 이가 2명으로 나타나 출퇴근 시 도
움을 주는 이들은 대부분 부모 또는 활동지원사였다.

[표 79] 출퇴근 도움 여부
(단위: 명, %)

항목

비율

도움을 주는 이

도움 받고 있음

7
(16.6)

부모

도움받고 있지 않음

35
(83.4)

부모 또는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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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
(7.2)
2
(4.8)
2
(4.8)

카페 명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괜찮다(괜찮음 및 매우 괜찮음)고 생각
하는 비율이 전체의 85.8%를 차지하였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대부분은 영어로
된 명칭을 이유로 꼽았으며(11.9%)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렵다는 응답도 4.8%였다.

[표 80] 카페 명칭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항목

비율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

비율

매우 별로임

-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2
(4.8)

영어로 된 명칭

5
(11.9)

의미 불명확

1
(2.4)

별로라 생각하지 않음

34
(81.0)

별로임
보통
괜찮음
매우 괜찮음

2
(4.8)
4
(9.5)
18
(42.9)
18
(42.9)

바리스타 교육을 처음 받은 것이 언제였냐는 질문에는 2~3년 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
았다(35.7%). 다음으로 카페 I got everything 취업 직전이라는 응답이 31.0%, 3년보다 더
이전이라는 응답이 23.8%였으며, 1~2년 전이라는 응답은 9.5%를 차지했다.

[표 81] 바리스타 교육을 처음 받은 시기
(단위: 명, %)

카페 I got everything
취업 직전

1~2년 전

2~3년 전

3년보다 더 이전

13(31.0)

4(9.5)

15(35.7)

10(23.8)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한 설문에는 과반수 정도인 47.6%가 6개월 이상이라
응답하였으며,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21.4%로 뒤를 이었다. 1개월 미만이
라는 응답은 19.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은 1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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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기간
(단위: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8(19.0)

9(21.4)

5(11.9)

20(47.6)

카페 I got everything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평소 원했던 직무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
문에는 대부분 응답자(9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수(7.1%)가 아니라고 응답하였
다.

[표 83] 직무 욕구 일치도
(단위: 명, %)

그렇다

아니다

39(92.9)

3(7.1)

직장을 다니기 전·후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문항은 장애인
근로자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4점 라이커트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대부분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항목과‘직장을 다닌 이후
로 일을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4점 환산
평균 3.5점), ‘직장을 다닌 이후로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라는 항목
에 대해서 3.45점, ‘나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문항에는 3.4점 등
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19 장애인고용
패널조사(2차웨이브 4차조사)의 동일한 문항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의 응답을 4점 라이커트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2.71점으로, 본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자아존중감 전체 4점 환산 평균 점수인 3.34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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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자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점)

항목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
로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
로 일을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직장을 다닌 이후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
로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게 되었다.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
로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나는 이 직장을 다닌 이후로 가끔 내 자신
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이 직장을 다닌 이후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
라 생각이 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점 환산
평균

-

-

23
(54.8)

19
(45.2)

3.45

1
(2.4)
2
(4.8)

19
(45.2)
17
(40.5)

22
(52.4)
21
(50.0)

-

1
(2.4)

19
(45.2)

22
(52.4)

3.5

1
(2.4)

2
(4.8)

18
(42.9)

21
(50.0)

3.4

18
(42.9)

7
(16.7)

10
(23.8)

7
(16.7)

2.85

-

4
(9.5)

19
(45.2)

19
(45.2)

3.36

2
(4.8)

평균

3.5
3.36

3.34

*역선택 문항

[그림 23] 자아존중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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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근로자 보호자
다음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의 주요 결과이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를 주로 지원하는 사람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어머니(57.1%)를 꼽
았으며, 이후 활동지원인(21.4%), 아버지(9.5%), 형제자매(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응답도 7.1%였다.

[표 85] 장애인 근로자를 주로 지원하는 사람
(단위: 명, %)

어머니

활동지원인
(도우미 등)

아버지

형제자매

스스로 해결

24(57.1)

9(21.4)

4(9.5)

2(4.8)

3(7.1)

장애인 근로자를 누가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주체에 관한 문항에는 40.5%가 가족을 포
함한 혈연집단이라 답하였으며, 공공기관(복지관, 주간이용시설 등)이 42.9%, 민간기관
(부모조직단체 등)이 12.3%를 나타냈다. 지원받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응
답도 4.8%였다.

[표 86]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해주길 원하는 주체
(단위: 명, %)

가족을 포함한
혈연집단

공공기관

민간기관

스스로 해결

17(40.5)

18(42.9)

5(12.3)

2(4.8)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하기 전과 후, 하루 중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을 지원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세수, 옷 입히기, 밥 먹이기 등의 일상생활과 병원 가기, 외출하기 등의 사회생
활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설문한 결과, 이에 대해 취업 전 평균 2.57시간에서 취업 후
1.58시간으로 약 1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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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전·후 일상 지원 소요 시간
(단위: 시간)

취업 전

취업 후

시간

2.57

1.58

표준편차

4.147

3.156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이후, 가족 모두의 합산 소득이 월 평균 대략적으로 얼마나 증가
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평균 128.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8명이 있었다.

[표 88]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이후 가족의 합산 차처분 소득 증가분
(단위: 원)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이후 가족의 합산 가처분 소득 증가분
128.9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하기 전과 후, 월 지출 비용에 대해 설문하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프로그램 이용료 부문으로, 취업 후 관련 비용 지출이 없어졌다는 응답이
5명(11%) 증가하였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의 지출은 취업 전과 대비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도우미이용료의 증가 부분이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일상지원이 외부 인력의 활용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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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전·후 월 지출 비용
(단위: 명, %, 원)

구분
재활
치료비

프로그램
이용료
주단기
시설
이용료
도우미
이용료

취업 전
취업 후
취업 전
취업 후
취업 전
취업 후
취업 전
취업 후

상담,
진료,
의료비

취업 전

기타
(용돈
등)

취업 전

취업 후

취업 후

없음
36
(85.7)
38
(90.5)
33
(78.6)
38
(90.5)
39
(92.9)
39
(92.9)
34
(81.0)
35
(83.3)
28
(66.7)
30
(71.4)
18
(42.9)
20
(47.6)

10만원
미만
3
(7.1)
4
(9.5)
5
(11.9)
3
(7.1)
2
(4.8)
3
(7.1)
4
(9.5)
5
(11.9)
10
(23.8)
8
(19.0)
15
(35.7)
16
(38.1)

11-20
만원
1
(2.4)

21-30
만원
1
(2.4)

31-40
만원

41-50
만원

-

-

-

-

-

-

-

4,762

-

-

1
(2.4)

-

27,381

-

-

-

-

7,143

-

-

-

-

5,952

-

-

-

-

-

3,571

3
(7.1)

1
(2.4)
1
(2.4)

-

-

-

21,429

-

-

1
(2.4)

25,000

-

1
(2.4)

-

33,333

-

-

-

26,190

-

1
(2.4)

71,429

-

-

47,619

3
(7.1)
1
(2.4)
1
(2.4)

3
(7.1)
3
(7.1)
4
(9.5)
4
(9.5)

1
(2.4)
3
(7.1)
1
(2.4)

1
(2.4)
1
(2.4)

51만원
이상
1
(2.4)

평균
(원)
26,190

자녀의 일자리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는 대부분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
났으며, 하고있는 일의 내용(3.98점), 근로환경(3.95점), 개인의 발전 가능성(3.91), 근로시
간(3.88점),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8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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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 자녀의 일자리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단위: 점)

내용

5점 라이커트 평균

표준편차

임금 또는 소득

3.64

.906

취업의 안정성

3.83

.85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3.98

.811

근로환경

3.95

.825

근로시간

3.88

.889

개인의 발전가능성

3.91

.759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88

.739

복리후생

3.69

.950

장애에 대한 지원

3.81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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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인식조사 결과
I got everything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페의 이용에 관한 만족도와 장
애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고객 인식조사는 총 2회 정부대전청사점
및 울주군청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16일과 11월 19일 이틀에
걸쳐 총 127명이 응답하였다.

먼저 I got everything 카페 방문 빈도수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주 1~2회가 60명
(47.2%)으로 가장 많았고, 주 3~4회 방문이 29명(22.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림 24] 카페 방문 빈도 수

[표 91] 카페 방문 빈도 수
(단위: 명, %)

매일

주
3~4회

주
1~2회

월
1~2회

거의
드물게

총계

19(15.0)

29(22.8)

60(47.2)

15(11.8)

4(3.2)

127(100)

I got everything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맛이‘좋음’으로 답한 응답자 수가 68명
(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인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
는 32명(25.2%)이었다. ‘보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 대다수의
응답자인 26명(81.2%)이 울주군청점의 방문고객이었다. 또한 ‘그저 그러함’이라고 답
한 9명의 응답자 중, 7명(77.8%)의 답변이 울주군청 매장의 고객이었으며, 2명(22.2%)의
답변이 정부대전청사점의 고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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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커피 맛
[표 92] 커피 맛
(단위: 명, %)

매우
훌륭

좋음

보통

그저그
러함

맛 없음

총계

18(14.2)

68(53.5)

32(25.2)

9(7.1)

0(0)

127(100)

I got everything 카페의 커피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65명
(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답변의 분포는 정부대전청사점 32명(49.2%), 울주군청점
33명(50%)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커피 가격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48명
(37.8%)이었으며, 그 중 정부대전청사점에서 응답한 고객이 10명(26.3%), 울주군청점의 고
객이 38명(79.2%)이었다. 두 매장 모두 공공기관 내부에 입점해 있어, 가격적인 면에서 상
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응답한 답변이 많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26] 커피 가격
[표 93] 커피 가격
(단위: 명,%)

매우
저렴

저렴한
편

보통

비싼 편

매우
비쌈

총계

11(8.7)

65(51.2)

48(37.8)

3(2.4)

0(0)

127100)

I got everything 카페의 위치 및 접근성이‘매우 좋음’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64명
(50.4%) 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48명 (37.8%)이었다. ‘매
우 좋음’과 ‘좋음’으로 응답한 112명 중 70명(62.5%)의 응답자가 울주군청점의 고객
이었으며, 42명(37.5％)의 응답자가 정부대전청사점의 고객으로 나타나, 울주군청점의 카
페 위치 및 접근성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133

[그림 27] 카페 위치 및 접근성
[표 94] 카페 위치 및 접근성
(단위: 명, %)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편

매우
불편

총계

64(50.4)

48(37.8)

12(9.4)

3(2.4)

0

127(100)

응답자 중, I got everything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의향에 ‘추천하는
편’으로 답한 응답자가 72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
는 24명(18.9%)이었다.
[그림 28] 타인에게 카페 추천 의향
[표 95] 타인에게 카페 추천 의향
(단위: 명, %)

매우
추천

추천하
는 편

보통

추천하
지 않는
편

매우
비추

총계

23(18.1)

72(56.7)

24(18.9)

8(6.3)

0(0)

127100)

카페 내 장애인 근로자 인식 여부에 대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카페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음’으로 답한 응답자가 70명(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음부터 직접
근로자와 대면한 후 알게 됨’으로 답한 응답자가 23명(18.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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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카페 내 장애인

[표 96] 카페 내 장애인 근로자 인식 여부
(단위: 명, %)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카페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음

70(55.1)

처음부터 직접 근로자와 대면한 후 알게 됨

23(18.1)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후에 알게 됨

21(16.6)

몰랐음

13(10.2)

총계

127(100)

근로자 인식 여부

I got everything 카페 명칭에 대해 ‘괜찮음’으로 답한 응답자가 61명(48.0%)으로 가
장 많았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4명(26.8%)이었다.

[표 97] 카페 명칭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매우 괜찮음

괜찮음

보통

별로

매우 별로

총계

19(15)

61(48.0)

34(26.8)

13(10.2)

0(0)

127(100)

카페 명칭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의 문항에 답한 40명의 응답자 중, ‘너무 길
어서 부르기 어려움’이 16명(4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의미가 불명확함’이
라고 답한 응답자가 11명(25%)이었으며, ‘영어로 된 명칭이어서’가 7명(17.5%)으로 뒤
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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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카페 명칭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내용

응답수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16(40.0)

영어로 된 명칭이어서

7(17.5)

의미가 불명확함

11(27.5)

카페와 어울리지 않음

2(5.0)

기타 (한글이면 더 좋겠음)

2(5.0)

기타 (길어서 잘 안부름)

1(2.5)

기타 (이름이 있는지 몰랐음)

1(2.5)

총계

40(100)

I got everything 카페에서 근무하는 대부분 근로자는 중증장애인이며, 카페 근로자들
을 자주 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비장애인 고객들의 중
증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도구는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ATTID)
이다. 김유경·박승희(2018b)의 연구에서는 K-ATTID를 통해 장애 관련 전문가 5가지 집
단과 일반인 집단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 중 행동적 태도 문항은 제외하고,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와 관련한 문항만을 활용
하였다.
인지적 태도 문항(10개 문항으로 구성)에서는 응답자의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에
대한 신념, 생각, 개념,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정의적 태도(6개 문항으로 구성)는 지
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3)
설문 결과, 먼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5점 라이커트 기준
전체 평균 점수 3.54점으로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조사에서 포함하지 않은 행동적 태도의 문항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행동방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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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태도
(단위: 명, %, 점)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안
됨/모르
겠음

5점
환산
평균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직장을
가질 수 없다

33
(26.0)

60
(47.2)

20
(15.7)

11
(8.7)

3
(2.4)

-

2.14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33
(26.0)

66
(52.0)

20
(15.7)

7
(5.5)

1
(0.8)

-

2.03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

5
(3.9)

13
(10.3)

21
(16.7)

67
(53.2)

20
(15.9)

-

3.67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

9
(7.1)

29
(23.0)

68
(54.0)

20
(15.9)

-

3.79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신체적
인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다

1
(0.8)

3
(2.4)

28
(22.0)

74
(58.3)

21
(16.5)

-

3.90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

10
(7.9)

27
(21.3)

68
(53.5)

22
(17.3)

-

3.80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스스로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다*

1
(0.8)

7
(5.6)

21
(1.67)

70
(55.6)

27
(21.4)

-

3.91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다*

-

3
(2.4)

14
(11.1)

75
(59.5)

32
(25.4)

2
(1.6)

4.17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학습할
수 있다

1
(0.8)

2
(0.16)

17
(13.4)

75
(59.1)

30
(23.6)

2
(1.6)

4.13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0.8)

6
(4.7)

30
(23.6)

65
(51.2)

25
(19.7)

-

3.84

평균

3.54

*역선택 문항
1) 무응답자 수=1명
2) 5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해당안됨/모르
겠음=결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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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적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도 5점 라이커트 기준
전체 평균 3.71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0]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적 태도
(단위: 명, %, 점)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안
됨/모르
겠음

5점
환산
평균

경인씨가 말을 걸면 마음이
두렵다

22
(17.3)

75
(59.1)

26
(20.5)

4
(3.1)

-

-

3.91

말을 거는 경인씨에게 동정심
이 든다

10
(7.8)

47
(37.0)

51
(40.2)

19
(15.0)

-

-

3.38

경인씨가 말을 걸면 마음이
슬프다

17
(13.4)

71
(55.9)

34
(26.8)

5
(3.9)

-

-

3.79

경인씨가 말을 걸면 당황스럽
다

24
(18.9)

66
(52.0)

30
(23.6)

7
(5.5)

-

-

3.84

경인씨가 말을 걸면 마음이
불편하다

27
(21.3)

78
(61.4)

20
(15.7)

2
(1.6)

-

-

4.02

경인씨가 말을 걸면 조심스럽
다

14
(11.0)

47
(37.0)

30
(23.6)

35
(27.6)

1
(0.8)

-

3.30

평균

3.71

1) 5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5점, 그렇지 않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1점, 해당안됨/모르
겠음=결측처리)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관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앞서 김유경·박승희
(2018b)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일반인 집단(M=3.42, SD=0.60)과 장애 관련 전문가 집단
(M=3.44, SD=0.75)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설문 조사 응답자의 태도는 평균 3.54, 표준
편차 0.74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태도 또한 동 연구의 일반인 집단(M=3.28, SD=0.67)과 장애 관련 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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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72, SD=0.80) 비교하였을 때 본 설문 조사 응답자의 태도가 평균 3.71, 표준편차 0.27
로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 관련 전문가 집단의 태도와 비슷한 점수이다.

[표 101]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
(단위: 명, 점)

응답자 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인지적 태도

127

3.54

0.74

정의적 태도

127

3.71

0.27

[그림 30]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 비교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태도나 수용도는 장애인과 만남
정도, 봉사활동 정도 등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오원석 외, 2008;
송수지 외, 2008), 카페 이용자들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카페를 자주 이용
(설문 조사 결과 전체 85% 이상이 최소 주 1~2회 이상 카페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장애인
들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이해 139

Ⅴ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 분석

1.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분석
1) 개요
(1) 목적
본 장에서는 I got everything 전 지점의 매출 등 재무적 성과와 장애인 고용 등의 비재
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성과의 추이와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분석의 대상은 I got everything 전 매장이며, 매출 자료(연도별 매출, 지출, 순이익, 지
출 등)와 고용자료(연도별 고용인원, 장애유형,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등)를 조사
하여 여러 범주별로 교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I got everything 매장 1호
점이 개장한 2016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6월 상반기까지이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
나19로 인해 상반기(1월~6월)에는 신규 매장 개소가 없었으며, 이에 2020년도 7월 이후에
신규 개소한 매장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경우 연도별로 매출 자료 등이 누락된 기관들이 있어 자
료의 신뢰도에 위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석상의 유의를 요한다.

2) 재무 성과 분석 결과
(1) 연도별 재무 성과 개요
먼저 재무 성과의 분석 대상은 아래와 같다. I got everything 카페 매장은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12개씩 증가해왔으며, 이 중 재무 성과를 따로 관리하거나 연도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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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 누락된 곳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02] I got everything 매장 재무 성과 분석 대상
(단위: 개소, 2020. 11월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매장 수

3

17

34

54

61

분석대상 수1)

3

16

27

39

51

1) 재무 성과를 제출하지 않은 매장은 각 년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먼저 I got everything 카페 사업의 재무 성과를 확인하고자 매출, 지출, 순이익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I got everything 카페 사업의 지난 4년여 간의 총 매출은
11,158,874,269원으로 연평균 2,789,718,567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각 연도별로 신규 오픈한 매장 수가 달라 매장 평균 연 매출 추이를 함께 살펴보았으
며, 연도별로 매장 평균 연매출은 2016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으나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2020년의 재무 성과 자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후 Ⅵ장에서 수행
하기로 한다.

[표 103] I got everything 전체 매장의 연도별 재무 성과
(단위: 원, %)

구분
총 매출(원)
총매출
성장률(%)
매장평균
연매출(원)
매장평균 연매출
성장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9,916,340

1,252,196,063

2,722,414,104

4,586,514,657

2,497,833,105

-

1,253

217

168

54

33,305,447

78,262,254

118,365,831

134,897,490

50,976,186

-

235

151

11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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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도별 개별 매장의 평균 월 매출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의 평균 월매출은 10,507,191원으로 나타났다.

[표 104] I got everything 전체 매장의 연도별 매장 평균 월매출
(단위: 원)

구분
평균
월매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3,499,984

11,508,739

10,563,553

12,505,517

4,458,161

전체 평균
10,507,191

(2) 재무 성과 세부분석
① 연계주체별 재무 성과 비교
I got everything 매장의 선정기관은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나뉘며, 공공·민간의
연계주체별로 매출을 분석하였다. 재무 성과 자료가 없는 매장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이
된 매장 수는 아래와 같다.

[표 105] I got everything 연계주체별 분석 대상 매장 수
(단위: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공공

3

14

22

28

39

민간

0

2

5

11

12

전체적으로 공공기관과 연계된 매장이 민간기관과 연계된 매장보다 많기 때문에 월매
출 평균자료를 통해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과 연계된 매장이 민간기관과 연
계된 매장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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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연계주체별 평균 연간/월간 매출 분석 결과
(단위: 원)

구분

연계주체

연간
매출
평균

공공

월매출
평균

2016년1)

2017년

33,305,447

87,087,737

116,624,614

136,121,493

54,112,263

16,483,875

31,334,518

70,464,805

32,287,906

12,786,948

11,727,187

14,299,955

5,015,521

2,561,275

5,443,561

7,937,856

2,967,048

민간
공공
민간

13,499,984

2018년

2019년

2020년

1) 2016년에 영업을 개시한 3개 매장의 평균 운영기간은 2.7개월이었음

[그림 31] 연계주체별 평균 매출

특별히 공공·민간 각각의 연계주체는 매장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재분류 후 재무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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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연계주체 세부 분류 및 분석 매장 수
(단위: 개소)

연계
주체
공공
연계기관

민간
연계기관

매장 세부 위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청, 군청 등 청사 내
위치

공공 1

2

11

16

19

24

공공도서관 등 청사 외
공공기관에 위치

공공 2

1

3

6

9

15

영리회사 등의 사내
카페 형태

민간 1

2

3

6

6

영리회사 외 복지관 등
민간기관 내 위치

민간 2

2

5

6

세부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연계된 곳 중에서도 시청, 군청
등 청사 내 위치한 매장의 월매출이 타 매장들보다 2~3배 가량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08] 연계주체별 평균 월매출 분석 결과
(단위: 원)

구분

월매출
평균

2016년1)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1

16,395,077

14,324,820

12,876,489

16,864,866

6,639,156

공공2

7,709,800

7,148,082

8,662,381

8,885,144

2,417,706

2,561,275

4,552,622

9,765,729

3,412,343

6,779,969

5,744,409

2,521,753

연계주체

민간1
민간2

2020년

1) 2016년에 영업을 개시한 3개 매장의 평균 운영기간은 2.7개월이었음

② 지역별 재무 성과 비교
I got everything 매장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지
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재무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 위치한
매장은 대도시로, 이외 소재지의 매장은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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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9] I got everything 지역별 구분과 분석 대상 매장 수
(단위: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소재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6

5

12

15

2

10

22

27

36

2016년을 제외하고, 전체 매장의 연 매출, 월 매출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 규모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에 비해 매출 성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지역별 평균 연간/월간 매출 분석 결과
(단위: 원)

2016년1)

2017년

대도시

50,094,100

77,766,200

215,031,295

179,784,552

74,282,098

중소도시

24,911,120

78,559,886

74,875,347

89,966,668

38,433,379

대도시

20,037,640

15,875,268

17,919,275

20,652,742

7,054,743

중소도시

10,231,157

8,888,821

8,891,798

8,884,529

3,483,021

구분

연계지역

연간
매출
평균
월매출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1) 2016년에 영업을 개시한 3개 매장의 평균 운영기간은 2.7개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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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별 평균 매출

③ 개소시기별 재무 성과 비교
I got everything 카페는 2016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61개 매장을 오픈
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개소시기를 구분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년
도별 재무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표 111] I got everything 개소시기별 구분과 분석 대상 매장 수
(단위: 개소)

분석시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6-2017년

3

16

16

15

16

2018년

-

-

11

14

16

2019년

-

-

-

10

19

개소시기

개소시기별 평균 월 매출 및 월 비용 분석 결과 2017년에 개소한 매장의 1년차 월매출
평균은 1,100만원 선이며, 2018년 개소 매장의 1년차 월매출 평균은 928만원, 2019년 개소
매장의 1년차 월매출 평균은 1,632만원 선이었다. 이는 다년간 사업경험을 통해서 매출
및 이익을 낼 수 있는 지역 선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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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개소시기별 평균 연간/월간 매출 분석 결과
(단위: 원)

구분

연간
매출
평균

개소시기별

2016년1)

2017년

16-17년

33,305,447

78,262,254

137,336,432

161,301,654

66,064,051

18년

-

-

47,730,109

105,268,539

38,171,964

19년

-

-

-

69,323,031

43,687,204

13,499,984

11,508,739

11,444,703

13,441,804

5,505,338

18년

-

-

9,281,880

8,772,378

3,180,997

19년

-

-

-

16,327,481

4,854,134

16-17년
월매출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1) 2016년에 영업을 개시한 3개 매장의 평균 운영기간은 2.7개월이었음

[그림 33] 개소시기별 평균 매출

④ 규모별 재무 성과 비교
매장의 평수 및 규모별로도 재무 성과를 분석해 보았다. 매장 규모의 경우 2018년도에
는 1~50m2 규모의 매장과 50~100m2의 매장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2019년, 2020년에는
50~100m2의 매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100m2이상 규모의 매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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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

[표 113] 매장 규모별 분석 대상 매장 수
(단위: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0m2

-

8

11

15

19

50~100m2

3

7

12

18

24

100m2 이상

-

1

4

6

8

매장 규모별 평균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장 규모별 연 평균 매출액은 2020년을 제외하
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월 평균 매출액은 매장의 규모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100m2이상 규모 매장의 경우 2017년 이후 월 평균 매출
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공통된 경향을 찾기 어렵다.

[표 114] 매장 규모별 평균 연간/월간 매출 분석 결과
(단위: 원)

구분

규모별

2016년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6,521,569

65,163,715

98,719,334

37,777,824

118,965,630

111,033,354

115,910,935

47,930,281

100m2 이상

47,264,100

168,303,250

169,887,972

78,715,965

1~50m2

6,573,506

6,654,648

8,593,862

3,367,633

12,041,096

11,553,273

13,492,148

4,426,689

47,264,100

18,343,878

19,324,762

7,623,043

1~50m2
연간
매출
평균

월매출
평균

50~100m2

50~100m2
100m2 이상

33,305,447

13,499,984

1) 2016년에 영업을 개시한 3개 매장의 평균 운영기간은 2.7개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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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매장 규모별 평균 매출

아래는 매장 규모별 1m2당 월매출 분석 평균이다. 1~50m2, 50~100m2 규모의 매장 월매
출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반면, 100m2이상 규모의 매장의
경우 월매출 하락폭이 크고, 2020년 매장 규모별 월매출은 모든 규모의 매장에서 전년대
비 큰 감소세를 보인다.
[표 115] 매장 규모별 1m2당 월매출 분석 결과
(단위: 원)

구분

2016년

1~50m2
50~100m2
100m2 이상

134,84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68,689

238,002

321,260

133,618

148,126

136,889

160,379

56,763

399,865

149,231

151,497

6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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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성과 분석 결과
(1) 연도별 고용 성과 개요
고용성과의 분석 대상은 아래와 같다. I got everything 카페 매장은 지난 5년간 총 61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분석 대상이 된 매장은 2020년 상반기까지 개소한4) 54개
매장이며 각 매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총 329명(실인원 기준)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절의 분석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6] I got everything 매장 고용성과 분석 대상
(단위: 개소,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적 개소매장 수

17

34

54

61

분석대상 매장 수1)

17

34

54

54

채용규모2)

56

114

189

207

164.7

167.6

175

169.6

목표달성률2)

1)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운영현황표” 참조
2)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 보고자료 참조

먼저 I got everything 카페 사업의 고용 성과를 확인하고자 성별, 입사/ 퇴사일자, 장애
유형 및 등급, 근무총시간, 급여조건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I got everything
카페 장애인 근로자들의 지난 4년여간 지급된 총 연간급여액은 3,310,401,999원으로 연평
균 827,600,500원의 소득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각 연도별로 지점당 연간급여액 추이를 함께 살펴본 결과,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된 모습을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에도 큰 폭으로 연간급여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2020년 근로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급증했을 7월 이후의 성과의 경우 실제

4) 앞서 기술한대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하반기부터 신규 매장의 개소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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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내역이 아닌 평균 급여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
해 매출 및 고용 악화가 이루어졌을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117] I got everything의 연도별 매장당 연간급여액
(단위: 개소, 원, 명)

구분

2017년

분석대상 매장 수
매장당 총연간급여액

2018년

2019년

2020년

17

34

54

54

4,304,233

6,044,198

8,334,106

47,808,992

[그림 35] 연도별 매장당 연간급여액

매장당 총연간급여액 외에도 연도별 근로자 1인당 총연간급여액을 검토하였다. 그 결
과, 근로자들의 지난 4년간 임금총액은 평균 7,312,477원이며, 2017년 6,651,997원에서
2020년 10,326,742원으로 연평균 16%의 증가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총연간
급여액의 경우 전체 급여액을 총 근로자수로 나누어 구했으며, 개인에 따라 근로 시간이
다른 점들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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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I got everything의 근로자별 연간급여액
(단위: 원, 명)

구분
1인당 총연간급여액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
1인당 월평균 급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651,997

5,554,128

6,717,041

10,326,742

118

93

99

96

882,865

756,055

900,618

947,671

[그림 36] 근로자별 연간급여액

(2) 고용 성과 세부분석

고용성과의 분석 대상은 아래와 같다. I got everything 카페 매장은 지난 5년여간 총
54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나, 근로자현황표를 통해 데이터가 확보된 54개의 매장과 근무
한 이력이 있는 총 329명(실인원 기준)5)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 본 고용 현황 자료는 급여에 대한 표기 방식이 시급, 주급, 월급 등으로 다양하여
결과를 월급 기준으로 통일 및 재가공하는 단계를 거친 바 있으며, 2020년 이전 자료의

5) 연인원 기준 근로자 수는 36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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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누락된 근로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연계주체별 고용 성과 비교
I got everything 매장의 선정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나뉘며, 공공·민간의
연계주체별로 고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연계 매장과 민간기
업 연계 매장의 총 고용인원은 각각 272명과 93명이었으며,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의 경우
공공기관이 2.5명, 민간기업이 2.89명이었고, 공공기관과 연계된 매장의 매장 평균 누적
고용인원이 6.8명, 민간기관과 연계된 매장의 평균 누적 고용인원이 6.75명으로 나타났
다.

[표 119] I got everything 매장 고용인원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1)

매장 수

매장평균
누적 고용인원2)

총 고용인원

공공기관

40

2.55

6.8

272

민간기업

14

2.89

6.75

93

1)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토대로 산출한 인원 수
2)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근무이력이 있는 근로자 수를 매장 수로 나눈 값

② 지역별 고용 성과 비교
I got everything 매장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지
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고용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지난 5년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의
매장에서 고용된 총 인원은 각각 142명과 223명이며, 매장당 누적 고용인원은 대도시에
위치한 매장들이 7.89명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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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 I got everything 지역별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단위: 개소, 명)

구분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1)

매장 수

매장당
누적 고용인원2)

총 고용인원

대도시

18

2.93

7.89

142

중소도시

36

2.33

6.19

223

1)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토대로 산출한 인원 수
2)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근무이력이 있는 근로자 수를 합산

③ 개소시기별 고용 성과 비교
I got everything 카페는 2016년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평균 15개소를 설치하여 2020
년 현재까지 54개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소시기별 총 고용인원은 2016-2017
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자리가 안정화되면서 퇴사 인원이
줄어들고 고용유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121] I got everything 개소시기별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단위: 개소, 명)

구분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1)

매장 수

매장당
누적 고용인원2)

총 고용인원

2016-2017년

17

2.65

8.75

149

2018년

17

3.13

7.47

127

2019년

20

3.13

4.45

89

1)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토대로 산출한 인원 수
2)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근무이력이 있는 근로자 수를 합산

④ 규모별 고용 성과 비교
매장의 평수 및 규모별로도 고용 성과를 분석해 보았다. 매장 규모가 클수록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모가 100m2 이상인 경우 오히려 누적
고용인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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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I got everything 매장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단위: 개소)

구분

매장당
평균 고용인원1)

매장 수

매장당
누적 고용인원2)

총 고용인원

1~50m2

21

2.43

6.33

133

50~100m2

25

2.65

7.12

178

100m2 이상

8

3.25

6.75

54

1)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토대로 산출한 인원 수
2)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근로자현황표”를, 근무이력이 있는 근로자 수를 합산

제5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 분석 155

2.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1)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가치 측정의 의의
(1)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의미

일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
회참여의 기회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은 단순히 장애인의 경
제적 자립과 소득 확보를 넘어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신은
경, 2008).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의 등장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는 크게 늘어났으며6), 장애인이 단순히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의 주체가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고용, 더
나은 고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으며(김준수 외, 2017) 적합하고 나은 일자리에 대
한 고용은 장애인 개인에게는 소득의 확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자립의 성과를 가져
다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인 지원의 책임과 부담을 가장 많이 져왔던 가족에게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해 생겨
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다양한 사회참여와 여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해 나타나
는 변화와 삶의 질의 확대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예상된다(김미옥 외, 2016).
이밖에도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다양한 일자리로의 진출, 비장애인과의
접점 확대 등은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성을 고려하는 문화 형성 등으
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송수지 외, 2008).

(2) 화폐화 방법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화폐화 방법은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6) 2017년 기준, 1825개 인증 사회적 기업 가운데 장애인을 고용한 곳은 593곳으로 32.5%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고용인원
기준으로 ‘25인 이상~50인 미만’이 31.4%(1801명), ‘10인 이상~25인 미만’이 30.4%(1,741명)이었다. (최우성, 서혜
빈,(2019.7.1.),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
일터와
친구가
되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900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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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성과들을 모두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화폐화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먼저, 고용은 임금과 경제활동이라는 화폐화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임금
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일자리의 질(quality)과 고용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 성과의 측정에 있어 화폐화 방식은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 가능성을 통한 평가도구로의 활용이다. 동일한 단위로 측정하는 화폐화
방식은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화폐화 방식으로의 성과 측정은 타
정책 및 기업의 사회성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도출된 중증장애인 일자리사
업의 성과값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장애인 정책 또는 기업, 다른 취약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 또는 기업의 성과와 정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비교 대상의
확장성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에서는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중 화폐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표 123]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 분류
화폐화 가능한 성과

화폐화 하기 어려운 성과

개인

고용을 통한 경제적 성과

자존감 상승
삶의 만족도 상승

가족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 상승

사회

-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시민들의 인권 의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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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분석 결과
(1) 고용 성과
① 성과 측정 방법
중증장애인의 고용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소득
전체를 고용의 성과로 보는 방법, 실업상태를 포함한 타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소득 대비
증가한 소득을 성과로 인정하는 방법,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 대비 증가한 소득을 측정하
는 방법,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7)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
애인의 월평균 임금(시급 3,416원)8)을 적용하는 방법 등 4가지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애인에게 지급된 소득 전체를 고용의 성과로 보는 방법은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참여에 극히 제한된 중증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해
창출한 소득을 모두 사회성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량을 모두 사회성과 값으로 측정한다.9)

두 번째는 타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소득과 대비했을 때, I got everything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의 증가분을 측정하는 방법10)이다. 이 방법은 중증장애인들이 I got everything
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른 기업/기관에 취업하여 소득을 창출하거나 타 중증장애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I got everything 카페에서 일하면서 얻
은 소득이 타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소득보다 얼마나 증가하였나를 확인한다. 타 중증장
애인들의 평균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도별로
성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균 소득 수준을 확인·산출11)하였다.

세 번째는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I got everything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소득의
7)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
아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을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8)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7,935명, 2017년 8,623명, 2018년 9,413명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시급 3,416원, 일평균 5.9시간 근로)으로 조사되었다. (조규준, 2020 재인
용; 관계부처 합동(2019.12.12.),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9)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 측정(이인재 외, 2017),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측정(강은나·김영선, 2018) 연구에 본 방식이 활
용된 바 있다.
10)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SK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서 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라준영 외, 2017)
11)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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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을 성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법정 최저임금액은 법에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
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매해 최저임금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그 내용은 공시되어진다.
2016년부터의 최저임금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24] 연도별 최저임금 기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저임금

5,580

6,030

6,470

8,350

8,590

네 번째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들의 월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
라의 최저임금법에서는 ‘기준 근로자’의 직업 능력 대비 70%에 미달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구분하고,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승은 장애인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으
며12),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들의 월 평균 임금 약 40만원(시급 3,416원, 일평균 5.9시간 근로)을 적용
하여, 이와 대비하여 I got everything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분을 성과로 측정한다.

② 고용 성과 측정 결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고용 성과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는 매장 수의 증가에 따라 2016년 73,171,964원에서
2020년 2,581,685,558원으로 크게 증가해 왔으며 누적총계는 3,310,401,999원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성과는 누적총계 2,537,274,809원이었
으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성과는 가장 낮은 388,941,130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25,247,785원이었다.

12)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비율도 17년 41.4%, 18년 38.1%, 19년 36.6%로 하락
하고 있다는 발표자료도 있다. (김형원(2020.7.23.), 장애인 시급이 25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1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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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고용 성과 측정 결과
기준
① 총연간급여액
(임금총액)
② 장애인 소득증대
총액 - 중증장애인
평균임금
③ 장애인 소득증대
총액 - 최저임금
④ 장애인 소득증대
총액 –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균임금

2017

2018

2019

2020

1)

누적총계

73,171,964

205,502,748

450,041,729

2,581,685,558

3,310,401,999

69,623,148

184,330,377

330,311,207

1,953,010,077

2,537,274,809

14,709,044

10,544,271

26,589,014

337,098,801

388,941,130

42,304,988

117,059,433

276,806,463

1,689,076,901

2,125,247,785

1) 2020년 성과의 경우, 2020년 6월말을 기준으로 고용 중인 근무자를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함.

(2)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
① 일상지원 투입 시간의 감소
첫 번째로는 I got everything 카페에 채용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채용 후에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지원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카페 채용 전·후의 일상지원에 따른 지원 비용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인 8,550원
(중증 대상 기준 월 20시간 171,000원, 2020년 기준)을 기준값으로 적용하였으며, 2017년
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근로자수 및 평균근무개월 수를 기준으로 일상지원 비용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성과값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누적합계 677,674,650원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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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일상지원 감소 사회성과
(단위: 명, 원)

2017

2018

2019

2020

누적합계

7

8

8

11

33

8,550

8,550

8,550

8,550

34,200

14,671,800

53,044,200

94,914,084

515,044,565

677,674,650

평균근무개월
일상지원 비용
(장애인활동지원사 1인 시급)

연간 일상지원성과

(월 22일)
* 성과 계산 시, 근로자수의 경우 근로자현황표를 통해 데이터가 확보된 54개의 매장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실인원
기준 총 329명(17년 11명, 18년 37명, 19년 67명, 20년 250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

②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
두 번째는 장애인이 취업한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단,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성과는 고용 성과에서 측정되므로 중복 측정을 막
기 위해 이를 제외한 수입을 측정한다.
가계의 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 도출된 비용을 근거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가계소득은 1가구 당 평균 1,289,000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장애인 인당 소득증대분(연간 급여)을 제한 나머지 소
득에 대해서 보호자 및 부양의무자의 평균 월 부가수입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른 총
사회성과 값은 1,333,524,760원이었다.

제5장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 분석 161

[표 127]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의 사회성과
(단위: 명, 원)

2017

2018

2019

2020

누적합계

A

가계소득 증가분

1,289,000

1,289,000

1,289,000

1,289,000

-

B

연평균 근무개월

7

8

8

11

-

C

인당 장애인
소득증대_총연간급여액
(임금총액)

6,651,997

5,554,128

6,717,041

10,326,742

9,249,908

D=C/B

1인당 평균급여(월)

938,102

728,733

891,889

942,860

-

E=A-D

1인당 부양의무자의 월
부가수입

350,898

560,267

397,111

346,140

-

F

근로자 수

G=E*B*F

전체 부양자의 연
부가수입

27,370,036

157,995,252

200,379,615

947,779,857

1,333,524,760

* 성과 계산 시, 근로자수의 경우 근로자현황표를 통해 데이터가 확보된 54개의 매장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실인원
기준 총 329명(17년 11명, 18년 37명, 19년 67명, 20년 250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

③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 감소
세 번째는 카페에 근무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채용 후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의 감소분을 측정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가처분소득 증가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비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재활 치료비,
프로그램 이용료, 주단기시설 이용료, 도우미 이용료, 상담/진료/의료비 및 기타의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취업 전 장애인 근로자 1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총
185,714원이었으며, 취업 후에는 114,285원으로 총 71,429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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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8] 지출 비용 전후비교
(단위: 원)

항목

재활 치료비

프로그램
이용료

주단기시설
이용료

도우미
이용료

상담, 진료,
의료비

기타

취업전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비용

26,190

4,762

27,381

7,143

5,952

3,571

21,429

25,000

33,333

26,190

71,429

47,619

비용 차

21,428

20,238

2,381

-3,571

감소분 합계

7,143

23,810

71,429원

이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 감소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면, 평균
지출비용 감소분의 누적합계는 257,339,833원이다.

[표 129]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 감소의 사회성과
(단위: 명, 원)

평균근무개월

2017

2018

2019

2020

누적합계

7

8

8

11

33

취업전후 평균
지출비용
평균 지출비용 감소

71,429
5,571,462

20,142,978

36,042,627

195,582,766

257,339,833

* 성과 계산 시, 근로자수의 경우 근로자현황표를 통해 데이터가 확보된 54개의 매장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실인원
기준 총 329명(17년 11명, 18년 37명, 19년 67명, 20년 250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

3) 비용·편익분석 결과

이상과 같은 사회성과 값을 토대로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투입비용의 경우, 1개소당 평균 인테리어 투입비 7,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총 55
개소에 설치된 바 약 38.5억원(C)으로 추정된다.
편익(사회적 가치)의 경우 고용성과와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의 두 가지 축으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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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일반적인 다른 방법 및 솔루션(solution) 대비 사회문
제를 얼마나 해결하였나로 보고, 고용성과의 경우 4가지 기준 중, 중증장애인들이 평균적
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대비 I got everything 근로자들의 증대된 소득 분을 측정한 2번
째 기준을 중심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한 고용성과 값은 약 25.3억원, 가족 삶의 질의 개선 성과는
약 22.7억원으로 총 성과는 약 48억원(B)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B/C) 결과는 1.24로, 비용·편익비율이 1보다 크게 나타나 사
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경우 투입비용은 초기 1회로 제한되
며, 이를 통해 발생되는 사회성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되어 증가되므로 비용·편
익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13)

[표 130] 비용·편익분석 결과
(단위: 원)

내용
투입비용 (C)

편익(사회적 가치)
(B)

측정값

1개소당 인테리어 투입비 7,000만원 x 55개소

3,850,000,000

고용성과

중증장애인 평균임금 기준

2,537,274,809

일상지원 투입 시간 감소 성과

677,674,650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 성과

1,333,524,760

평균 지출비용 감소 성과

257,339,833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

소 계

4,805,814,052

순편익 (B-C)

955,814,052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1.24

13) 투입비용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사회성과도 한정된 기간만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
을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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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코로나19 관련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1. 코로나19 관련 피해 규모 및 대처 현황
1) 개요
(1) 목적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경제 피해를 입었으
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종 산업군이 모두 낙다운(Knock-down)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재택 근무, 원격 근무 등을 통해 출근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기관 내에 위치한 I got everything 매장 역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휴업
등을 통해 장기간 매장을 열지 못한 곳들도 많았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각 매장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며 앞으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대상 및 방법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 매장의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매출 자료를
분석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였다.
설문 조사의 경우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였으며, 전체
선정기관 41개 중 9개(22%), 위탁운영기관 42개 중 18개(42.8%)가 응답하였다.

2) 매출 피해 현황
① 전체 매장 코로나19 전·후 재무 성과 비교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 성과와 2020년 반기까지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16~19년 전체의 매장 평균 월 매출은 1,150만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의에는 월
45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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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I got everything 전체 매장의 코로나 전·후 재무 성과 변화

[표 131] I got everything 전체 매장의 코로나 전·후 재무 성과
(단위: 원)

항목

총 매출
매출

16~19년 평균

2020년 (상반기)

(n=43)

(n=51)

구분

2,853,708,275

2,497,833,105

매장평균 연매출

110,508,525

50,976,186

매장평균 월매출

11,525,936

4,458,161

② 매장 특성별 코로나19 전·후 재무 성과 비교
코로나19 전후 상황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매장의 특성별로 재무 성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계주체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공공기관 연계 매장과 민간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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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공공기관 연계 매장의 경우 16~19년에는 월평균 약 1,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절반 이상인 5백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민간기
관 연계 매장의 경우에는 16~19년 평균 월매출이 530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296만원 수
준으로 떨어졌다.

[표 132] 연계주체별 코로나19 전·후 재무 성과
(단위: 원)

항목

연계주체

16~19년 평균

2020년 (상반기)

(n=43)

(n=51)

변화 추이

공공

12,938,030

5,015,521

▼7,922,509

민간

5,314,231

2,967,048

▼2,347,183

월 매출 평균

공공 및 민간 기관 연계 매장을 각각 위치에 따라 재분류한 후 성과를 분석하였다. 공
공연계 매장의 경우 시청, 군청 등의 청사 내에 위치한 경우(공공1), 공공도서관 등 청사
외 공공기관 내 위치한 경우(공공2)로 구분하고, 민간연계 매장의 경우 영리회사 등의 사
내 카페 형태(민간1), 영리회사 외 복지관 등 민간기관 내 위치한 경우(민간2)로 구분하였
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매장별 월 매출을 확인한 결과, 청사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연
계 매장의 경우 월 매출 1,467만원 등 모두 나머지 매장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 등 청사 외 위치한 공공기관 연계 매장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흑자
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 등 일
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운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
측할 수 있다.
민간기관 연계 매장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매출 감소와 함께
휴점 등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줄임으로서 매출을 보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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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연계주체 세부별 코로나19 전·후 재무 성과
(단위: 원)

항목

연계주체

16~19년 평균

2020년 (상반기)

(n=43)

(n=51)

변화 추이

공공1

14,674,271

6,639,156

▼8,035,115

공공2

9,624,748

2,417,706

▼7,207,042

민간1

9,074,724

3,412,343

▼5,662,381

민간2

6,146,910

2,521,753

▼3,625,158

월 매출 평균

다음으로는 지역별 매장의 코로나19 전후 상황을 확인하였다.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대도시’로, 이외의 지역을 ‘중소도시’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 대도시 매장의 경우 월매출 평균 코로나19 이전 1,815만원 수준
에서 705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월매출이 888만원 여에서 348만원
으로 하락하였다.

[표 134] 지역별 코로나19 전·후 재무 성과
(단위: 원)

항목

지역

16~19년 평균

2020년 (상반기)

(n=43)

(n=51)

변화 추이

대도시

18,149,095

7,054,743

▼11,094,352

중소도시

8,888,383

3,483,021

▼5,405,362

월 매출 평균

다음으로는 개소시기별 코로나19 전후의 재무 성과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의 경
우 월매출 평균은 19년, 16~17년, 18년도 순으로 높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19년도 개
소 매장의 월매출 낙폭이 가장 커 다른 시기 개소 매장보다 약 2배에 달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개소시기별 매출 및 순이익의 뚜렷한 경향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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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5] 개소시기별 코로나19 전·후 재무 성과
(단위: 원)

항목

월 매출 평균

개소시기

16~19년 평균

2020년 (상반기)

(n=43)

(n=51)

변화 추이

16-17년

12,131,749

5,505,338

▼6,626,411

18년

9,027,129

3,180,997

▼5,846,132

19년

16,327,481

4,854,134

▼11,473,347

매장의 규모별로도 코로나19 전후의 재무상황을 확인하였다. 매장의 규모에 따라 매출
이 커지는 것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표 136] 매장 규모별 코로나19 전·후 재무 성과
(단위: 원)

항목

월 매출 평균

규모

16~19년 평균

2020년 (상반기)

(n=43)

(n=51)

변화 추이

1~50m2

7,274,005

3,367,633

▼3,906,372

50~100m2

12,362,172

4,426,689

▼7,935,483

100m2이상

28,310,913

7,623,043

▼20,68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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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결과 현황 및 대처 방안
① 휴업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체 47
개 매장 각각의 위탁운영기관 및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설문을 진
행하였고, 위탁운영기관 42개 중 18개소, 선정기관 41개 중 9개소가 설문에 응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매장을 휴업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위탁운영기관
응답자 18개소 중 10개소가 휴업한 적이 있고, 휴업한 적이 없었다는 사업장도 8개소로
확인되었다. 선정기관의 경우 전체 응답 기관 9개소 중 4개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5개소는 휴업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매장의 절반
정도는 단기간이라도 휴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7] 코로나19 이후 휴업 시행 여부
(단위: 개소, %)

위탁운영기관

선정기관

휴업한 적 있음

휴업한 적 없음

휴업한 적 있음

휴업한 적 없음

10(55.6)

8(44.4)

4(44.4)

5(55.6)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먼저 위탁운영
기관의 경우 평균 5개월 기간 동안 휴업하였으며, 휴업을 결정한 사유로는 카페가 입점한
건물, 공간이 폐쇄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10개소 중 6개소)이 가장 많았다. 한편 매출 감
소로 위탁운영기관에서 휴업을 요청하거나, 선정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각각 확인되
었다.
선정기관의 응답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 약 4개월
이었고 이는 카페가 입점한 건물, 공간의 폐쇄 결정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 75%를 차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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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8] 코로나19 이후 휴업 기간과 사유
(단위: 개소, %)

휴업 기간
위탁운영기관

평균 19.6주
(약 5개월)

휴업 사유

선정기관

구분

평균 15.85주
(약 4개월)

카페가 입점한 건물 자체 또는 집합
공간의 폐쇄 결정
매출 감소로 인한 위탁운영기관(카페
위탁운영기관) 측의 요청

위탁운영
기관
응답 수
6
(33.3)
2
(11.1)
2
(11.1)

선정기관 측의 요청

선정기관
응답 수
3
(75.0)
1
(25.0)
-

② 대처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매장의 운영 축소 및 근로자의 근
무 형태 변경이 이루어졌다.
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55.6% 정도가 코로나19 이후 근무 형태를 변경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4)

[표 139] 코로나19 이후 근무 형태 변경 경험
(단위: 개소, %)

있음

없음

10(55.6)

8(44.4)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방식을 변경했던 사업소는 모두 10개소였고, 근무시간 단축이 가
장 높은 비중(22.3%)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휴업과 함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16.7%정도 였다. 근무일자를 단축하거나 임금 일부와 함께 휴가를 제공한 경우도 확인되
었다. 한편, 고용해제를 선택한 사업소도 1개소가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근
14) 홍민기(2020)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취업자+일시휴직자’ 중 ‘일시휴직자’의 비중이 49.3%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한 I got everything의 근무 형태 변경 비율 결과(55.6%)와 고용지표 상의 실업자를 제외하고도 일시 휴직자가 차
지하는 비중(약 50%)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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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의 직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140] 운영 변경 방식
(단위: 개소, %)

변경 방식

응답 수

근무시간 단축

4(22.3)

근무일자 단축

1(5.6)

임금 일부 제공하고 휴가

1(5.6)

임금 모두 제공하고 휴가

-

고용 해제

1(5.6)

기타(휴업 및 휴업수당 지급 등)

3(16.7)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를 위한 선정기관의 지원 노력도 살펴보았
다. 먼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곳이 전체 응답 기관 9곳 중 4곳(44.4%)이었
다. 이와 함께 물품 지원이 이루어진 곳도 4곳(44.4%)이 있었고, 선결제나 직원들의 이용
독려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에 기여한 곳은 3곳(33.3%)이 있었다.
이밖에도 홍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 곳이 5곳(55.5%), 기타 소모품이나 비용을 자부담
한 곳도 1곳(11.1%)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1] 코로나19 이후 별도 선정기관/기업의 지원
(단위: 개소, %)

구분

지원한 적 있음

지원한 적 없음

현금 지원

4(44.4)

5(55.5)

물품 지원

4(44.4)

5(55.5)

매출 기여 (선결제, 직원 독려 등)

3(33.3)

6(66.7)

홍보 등 서비스 지원

5(55.5)

4(44.4)

기타 (소모품/비용 자부담)

1(11.1)

8(88.9)

코로나19 이후 한국장애인개발원도 긴급 지원금 배부, 재료 지원,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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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위탁운영기관 총 18개소 모두가 각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수여하였으
며, 지원받은 대다수의 사업장이(17개소) 긴급 지원금을 받고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여,
현금 지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방역물품의 역시 도움된다는 의견이 다수
보였고, 재료 지원의 경우 18개소 중 2개소를 제외한 16개소에서 지원받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 (14개소)로 나타났다.

[표 142] 코로나19 관련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개소, %)

항목

지원받지
않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긴급 지원금

-

-

-

1
(5.6)

2
(11.1)

15
(83.3)

재료 지원

2
(11.1)

-

-

2
(11.1)

8
(44.4)

6
(33.3)

방역 물품 지원

-

-

-

1
(5.6)

7
(38.9)

10
(55.6)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이루어진 기존 지원 외에 원하는 지원이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추가적인 지원으로 가장 도움이 되고 원하는 것이 긴급지원금으로 나
타나, 현금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14개소 중 5개소 답변)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기기 등 설치비, 인건비, 재료, 홍보 지원과 이벤트 지원 등에 대한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3] 기존 지원 외 원하는 지원
(단위: 개소)

항목

긴급지원금

기기 등
설치비

인건비,
인력 지원

재료 지원

홍보물품
지원

이벤트
지원

응답 수

5

2

2

2

2

1

제6장 코로나19 관련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173

2. 코로나19 대응 방안

이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매장별 피해 규모 및 대처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피해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번 성과 분석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월별 재정
및 고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고용 및 재
무적인 피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무 분석 결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코로나19의 대응단계에 따라 필수적
으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연계 매장 및 민간기관 연계 매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와같이 피해가 큰 곳에 차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목표에 대한 유연한 운용과 함께 현물 지원을 우선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 고용과 매출 목표의 달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매장에 따라 불확실한 수준이었
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요원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매장들이 현실적인 목
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의 경우 소독방역지원, 물품 지원 등을 우선으로 하되 현금지원의 만족도
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현금지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매장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함께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근로 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따르면 단축근무, 휴직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이 출근을
해서도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근로욕구 저하 등이 우려
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근로자들의 불가피한
휴식 및 휴가 시간을 그동안 부족했던 직무 훈련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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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벤트 등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거나, 배달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코
로나19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신규 직무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비티앤보우 커피의 코로나 대응 사례]
미국의 비티앤보우 카페 역시 미 전역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영을 9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였
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사업주들의 고용 유지와 경
제활동 유지를 위해 보조한 긴급재난지원금인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유
지하였다.
이후 비티앤보우는 카페 사업을 지역 내 온라인 주문
및 배달로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 체재로 전환
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은 매 온라인 주문마다 함께 나간
자필 감사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인터뷰에 참여하며 지역 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감으로써 근로 소속감 및 근로 욕구 유지에 신경을

[그림 38] 비티앤보우 근로자의
자필감사 메시지

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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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Ⅶ

활성화 방안 제언

1.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방안

1) I got everything 카페 운영 개선사항
(1) 관리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바리
스타로서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바리스타 자격증 등을 목표로 하여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I got everything 카페에서
직접고용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외부 기관·카페 등으로 고용연계 등
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금천장애인복지관 지점에서는 근로자 외에도 훈련생들이 바리스타 직무를 체
험할 수 있도록 매장을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외부 채용 연계 등을 사업의 목표로 관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카페 근무자 외에도 위탁운영기관에서 관리하는 타
직종 장애인 근로자나 훈련생들을 대상으로도 오픈하여,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을 넓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새로 진입하는 위탁운영기관의 담당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관리자들이 우수
매장을 방문하는 현장기반 OJT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탁운영기관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 I got everything 카페의 운영 프로세스와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기관들 간에 좀 더 자발적으로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로 제작된 매뉴
얼 등을 시각화된 자료로 개발하여 매장에 배치한다면, 위탁운영기관들이 자체적으로도
좀 더 수월하게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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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들과 일해야 하는지
에 대한 매뉴얼 및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매장 관리자가 다양한 변수를 책임지지
못하면 장애인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므로, 비장애인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2) 경영 전문인력 운영
현재 I got everything에는 카페마다 매니저들이 근무하면서 매장을 총괄하며 재고를
관리하기도 하고 바리스타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며, 위탁운영기관과의 허브 역할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유지·확장하기 위해서는 매니
저들이 단순히 매장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카페의 경영과 인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들을 통해 브랜드의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매장
관리자로서 직무관리와 인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쉬운 직무 개발이 필요한데, 아직은 업무에 완전히 적응
하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가 어떤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실수한다면 그 이유와 환경을
분석하여 개선해주는 것이 매장 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신규 직무를
개발할 때도 장애인들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구조로 일할 것인지
가 더 중요하다.

[베어베터의 사례]
∙ 베어베터는 현재 7개소의 장애인 고용 카페를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한 카페 전문인력을
고용·양성·파견하고 있음. 베어베터는 외부의 장애인 고용 카페에 관리자 1명을 파견하
여 직무 및 인사관리 업무를 운영한 사례가 있음.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본사를 대신하여 I got everything 카페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역할의 전문인력을 운용하여 본사와 각 매장의 연결고리로서 다양한 이
슈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검증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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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슈퍼바이저를 통한 프랜차이즈 관리 모델

(3)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및 관리 역할 강화
현재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I got everything 카페 매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투자설비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사업이 장기화되고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브랜드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카페 매장별 현황 파악을 위해 포스(POS)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전산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위탁운영기관들은 커피 제작을 위한 자재 주문을 관리하거나 다양한 이슈별 대응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장 중에 우수사례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다른 매장에서 참고하거나 새로운 매장에도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역
시 필요하다. 우수 매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인증서, 기념품 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운영이 원활한 매장들은 현장
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따른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지역단체와 프로모션을 시행하기도 하
는 등 위탁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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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타 프랜차이즈 매장의 우수 가맹점 홍보 사례

(4) 브랜드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일반 국민들에게 주로 인식되는 커피 브랜드는 스타벅스 등의 대기업 중심의 메가브랜
드이며, 카페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며, 인지도가 낮았던 ‘메가커피’의 브랜드 인지도가 대기업
브랜드 평판 수준인 이유도 1,200호 점을 넘어선 매장 확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15) ‘I
got everything’은 외부 노출이 되지 않으며, 이용자들에게도 브랜드 노출 정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대기업 방식의 브랜드 운영전략보다는 브랜드에 가치를 담고, 소비자 참여
를 유도하는 형태의 브랜드 전략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I got everything의 기존 브랜딩 적용 사례

현재 브랜드명인 “I got everything”은 전체 매장의 분위기에 비추어 상호처럼 보이
지 않으며, 브랜드명이 다소 긴 영어 문장의 형태로 고객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로 변환하더라도 “아이갓에브리씽”의 표기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으며, 전

15) 강동완(2020.11.16.), 메가커피, 올해 최다 매장 개설...
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01113110080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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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자 하는 의미(차이의 존중)와 문장 메시지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디자인 측면에서 “I got everything”은 문장이 아닌 CI처럼 보이도록 조정이 필
요하며, “카페” 또는 “커피” 등의 문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아이갓카페”와
같은 한글 별칭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애와 관련된 메시지는 후반부로 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Everything”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키워드와 함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카페는 휴식·재충전·교류·새로운 문화체험·다음 시
간 준비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연계주체인 공공·민간 기관에서도 “I got everything”의 브랜드
를 활용하면서 각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multi-use 할 수 있도록 캐치프레이즈 형
태의 참여형 문구 활용을 제안한다. “I got [

]”와 같은 미완성된 문구에 다양한 가치

를 담아 이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전 방향
(1)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전략 수립
I got everything의 사업성과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연계되거나 대도시에
위치한 매장들이 매출이 높고, 고용규모 또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기업과 연계된 매장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순이익(영업이익)이 적자인 매장들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기업 연계 매장의 경우 선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시장분석
및 시장경쟁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공공기관 연계 매장과 대도시 위치 매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고려했을 때, 무분별한
전국적 확장보다는 매출이 확실히 보장될 것으로 보이는 곳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운영상의 어려움이 보이는 매장이나 매출 등이 취약한 매장에 대해 차별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도시에 위치한 매장의 재무 성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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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에 따른 인프라의 격차일 수도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의 자원과 역량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매출 격차의 원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중소도시에 매장을 오픈할 때는 매장 운영방
법에 대한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사업 성과지표 관리 강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에 따라 세부적
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평가와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위탁운영기관에 초기 중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고, 매년 1명의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하는 것이 I got everything 사업의 주요 목표이다. 다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꾸준
한 모니터링과 평가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매장별 사업 평가 등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매장별 순이익 규모 등을 면밀히 관리하며, 안정적 재원 마련 계
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추가적인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 성과와 고용성과에 대한 성과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I got everything의 사회성과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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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I got everything 성과 세부지표 예시
성과영역
재무
성과

세부지표

적용
여부

수익성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

성장성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

○

생산성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매출액(부가가치액)

-

고용유지율(낮은 이직률)

-

근로자 복리후생(휴가, 상여금, 의료비 등)

-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여부

-

직무 관련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횟수

-

조직관리성과
사회서비
스성과

고용성과
사회
성과

사회생태
계성과

교육훈련을 받은 수혜인원 수

-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 수

○

장애인 근로자 연간급여액(총액, 1인당)

○

외부기관에 연계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

-

일자리를 통해 절감된 일상지원비용

△

취업 후 증대된 장애인 가족의 가계소득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 유관기관 성과 창출 기여

-

사회적 편견(차별) 개선 효과

△

삶의 질 개선 효과 (사회적 관계 개선, 자신감 및 자존감,
행복감 등 향상)

△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등 재정지출 절감효과

-

① 재무 성과
매출, 음료 판매량 등의 재무 성과 지표를 고용 규모와 함께 분석한다면 장애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매장별로 현실적인 고용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체 사업의 예산 수
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분석을 통해 월 매출 300만원 달성 시 장애인
1명 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장별로 매출 수준에 따른 목표 관리도 가능
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매장별 특성에 따른 재무 분석 결과, 공공기관 연계 매장과 대도시에
위치한 매장의 매출과 순이익 규모가 평균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 연
계 매장의 경우 시청 및 군청 등 관공서 내에 위치한 매장이 안정적인 매출과 순이익을
확보하였는데, 일부 매장의 데이터 누락으로 데이터 신뢰도 부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결과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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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연계 형태, 지역 및 위치, 매장 규모, 위탁운영
기관의 카페사업 수행 경험 여부” 등의 변수들을 토대로 상권분석 및 위탁운영기관 선
정 단계에서 평가 요소별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정 이후에도 매장 특
성별로 차별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무분석 결과 취약한 매장의 경우에는 매출 신장을 위한 추가적인 다양한 비재정
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② 고용성과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 got everything에 근무하는 장
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시장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추후 이러한 고용성과의
지속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및 기간, 고용형태 등에 대한 지표들이 근로자별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 외에도 사업
에 참여 중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인식변화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하
다. 앞서 소개한 장애친화경영 진단도구 등의 항목들을 참고하여 조직관리 및 과정에 대
한 평가지표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당사자 관점에서의 사업 기획 필요
일자리 창출 시 장애의 경중과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가는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내에서도 세부적인 장애 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직무를 놓
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 관점에서 적합한 직무를 탐색
하는 과정 자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에게는 직무 개발 기간도 오
래 걸리지만, 해당 직무가 적합하지 않을 때 전환(transition)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크
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직무를 깊게 파는 것보다 다양한 직무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더불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합한 직무를 탐색할 때의 초기비용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결
정들이 함께 요구된다.
비장애인들이 다양한 일 경험들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듯이, 장애인들도 일자
리 창출 사업 이전 단계에 직업훈련센터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일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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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장애인들의 욕구를 찾아가며 일의 의미를 탐색하는 사전작업들이 필요하다. 실질
적인 고용 성과가 없더라도, 사례별·맞춤형 계획이 도출되며 평가 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의 정성적 성과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좋은 일자리로서의 발전 방향 모색과 평가 필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는, 고용이라는 성과 외에도 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이 시공간을 함께하는 경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1인이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기회
가 얼마나 늘었는지, 대화하며 알고 지내는 지인이 몇 명인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장애
인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들이 얼마
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평가들도 필요하다.
일자리는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써, 장애인들이 어떤 일이든 자
기 역할을 해가면서 일하는 모습이 가시화되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I
got everything”의 사회적 역할을 이미지메이킹 측면에서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의 지표
로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인식개선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많이 개발
되었으므로, 전·후조사 등을 통해 인식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고용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직무훈련이나 편의시설 제공 등의 다양한 측
면에서 좋은 일자리로서의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5)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앞서 I got everything 카페 본사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으
나, 현실적으로 장애인개발원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현재도 사업 전반적으로 외부 업체의 협력을 통해 매장을 관리하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
응하고 있으나, 보다 주체적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최근 설립된 민간 기업들
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들의 경우 ‘향기내는 사람들’ 혹은 ‘베어베터’와 같이 장애
인 카페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 받고 관리자 역할을 위임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기업들은 다년간의 장애
인 카페 운영경력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관리자로서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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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장애인들을 위한 쉬운 직무를 개발하여 연계고용 사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I got everything도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슈퍼바이저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
나, 이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기업에 외주용역을 체결하거나,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인력
고용 등을 필수적으로 운용하여 체계적으로 각 매장들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 강화를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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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개발 전략
1) 기존 카페 사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 내 고용 창출 강화
생두 결점 등을 골라내거나 원두의 소분 및 포장 업무들은 원두를 공급하는 장애인 생
산시설 등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생두 결점 분류작업도 최신 설비를 통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 로스팅 업무 자체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직무이며, 자동화 기계 등의 설비가 갖춰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카페 사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 안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직무의 간접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두를 생산하거나 카페 내에 디저트·베이
커리류 제품을 납품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공
급 단계에서도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시설에 더 많은 매출을 보장할 수 있다.

2)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례 벤치마킹
장애인들을 일자리서비스를 공급받는 수혜자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자로서 장애인의
특징이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일자리 사례로는 뉴욕의 어느 헤어아카데미에서 지적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인턴
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는 집중력이 뛰어난 발달장애인들이 항
공위성사진 판독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나운환 외, 2020). 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지자체나 관공서, 일반 기업의 건물에서 CCTV를 관찰하는 직무 분야 등도 개발될 수 있
을 것이다.
세탁업 분야에서 민간병원의 병원복, 침대 시트 세탁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사업장이
비교적 좋은 조건의 일자리 모델로 평가된 적이 있다. 최근 SK하이닉스에서도 방진복 세
탁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잘 운영하는 중이다.
베어베터에서는 최근 사내 매점(편의점)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작년 4월에 시
작하여 현재 7~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계산 업무는
무인계산기를 운용하고 그 외에 매입, 진열 등의 업무는 발달장애인들이 수행하고 있다.
베어베터는 직무 개발을 위해 직접 로드샵 편의점을 운영해보는 등 장애인들이 투입될
수 있는 매뉴얼과 근무환경을 조성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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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업무에 발달장애인들이 투입되기도 한다. 예로, 베어
베터에서는 프로젝트 형태로 데이터 라벨링 업무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데
이터 라벨링 업무의 경우 무엇에 태깅을 해야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포함되면 업무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작업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계속 앉아서 하는 업무를 견디기 어려워하기도 하
는데, 테스트웍스에서는 자폐성 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 유형의 근로자들도 근무하기 때
문에 해당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분야의 신규 직무 개발의 장점과 한계 검토 필요
카페 직무 외에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살펴보면 아래 [표 147]과 같다. 이러한
일자리를 검토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일자리로서의 장점과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의 목표와 조직의 역량·자원을 토대로 한 직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풀필먼트 분야는 코로나19와 함께 필요성이 커진 사업 중의 하나이다. 다만 풀필먼트
사업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의 근무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바로 투입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어베터 등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매뉴얼과 교
육·훈련 등을 통해 지하철 배송 방식으로 운영하는 배송 직무의 개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능한 범위와 방식을 찾아 업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리·수납업 역시 최근 수요가 개발된 업종 중의 하나로 잠재 시장이 높은 직종이지
만, 근무환경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상황별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에 장애인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로 검
토 시 직무 관련 전문인력이 큰 비중으로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세탁과 관련된 직무들은 이미 사회적기업 등의 사례도 존재하며, 훈련된 장애인들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세탁물 배송 업무 역시 아파트 단지와 같이 정해진 장소 안에서
동·호수를 찾아간다면 중증장애인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소셜파밍 혹은 조경업 분야의 직무는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므로 중증장애인들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경 분야 전문가 중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펫시터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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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무들은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무지원과 같은 기존의 일자리 사업은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선호하는 직종
임과 동시에 현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복사 등의 허드렛일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
아, 실제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사무지원에
많은 장애인들이 진출함과 동시에 업무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제
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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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5] 신규 직종의 장점 및 한계점
신규일자리

장점

풀필먼트/ 배송

배송 물품들의 분류하는 작
업들을 단순화한다면 중증
장애인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세탁업

조경업

매점/편의점

소프트웨어
테스팅
/ 데이터라벨링

공공기관
사무지원

장애인들도 매뉴얼에 따라
충분히 세탁물을 분류하거
나 기계를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셜파밍혹은 조경업 분야
의 직무는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므로 훈련을 통해 장
애인들도 잘 수행할 수 있
음
현재 I got everything의 일
자리 모델에 적용하기 적합
하며, 비교적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집중력이 뛰어난 장애인들
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
는 직무로, IT 서비스의 발
달로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
고 있음. 코로나 등의 상황
적인 변수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기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미 많이 창출되고 있는
직종이며, 최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의무화
되어 공공기관의 수요도 많
아질 것으로 기대

한계점
풀필먼트 분야의 사업은
속도감 있게 운영되므로,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근무환경
조성 필요

관련 사례
∙ 허드슨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두손
컴퍼니

B2C보다는 B2B 형태로 병
원, 생산단지 등의 특수
세탁 위주의 접근이 필요

∙ 행복모아

조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
수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움

∙ 루비콘 조경

로드샵 형태의 편의점 운
영은 불가능. 계산 등의
업무는 복잡하기 때문에
무인계산기나
키오스크
등의 기기 활용 필요

∙ 베어베터, 엔비전
스

업무의 속성 및 범주에 따
라 난이도가 상이하므로
근무자 수준에 맞는 구체
적인 업무 설정 중요

∙ 울트라너트, 테스
트웍스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근무
자들은 복사 등의 허드렛
일을 주로 하므로 당사자
만족도가 낮아 일자리로
서의 질적인 향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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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I got everything 카페 성과 연구 설문지
(선정기관용)

<인적사항>

1. 기관명과 담당 부서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2. 모바일 상품권을 받기 위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
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이 중단되며 상품권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예, 동의합니다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설문>
1. I got everything 카페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②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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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④ 장애인 지원보다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2.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까?
① 예 (2-1번으로)
② 아니오 (3번으로)

2-1. 고용의무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① 예 (3번으로)
② 아니오 (2-2번으로)

2-2. 고용의무 부담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의무인원을 채움
② 연계고용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________________

3. I got everything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장애인 고용을 통해 귀 기관/기업이 얻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복선택)
① 경영평가 등 내부 성과에 도움
②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연계고용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
③ 기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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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기업의 이미지 개선 효과
⑤ 직원들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⑥ 기타 _______________

5. 귀 기관/기업에서 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I got everything 카페의 사업 목표가 있습니
까?
구

분

목표 있음

목표 없음

① 고용 목표
② 매출 목표
③ 이용자수 목표
④ 홍보 목표
⑤ 기타 __________

5-1. (5에서 목표가 있는 경우)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나요?
구

분

0-20%

20-40%

40-60%

60-80%

80-100%

① 고용 목표
② 매출 목표
③ 이용자수 목표
④ 홍보 목표
⑤ 기타 __________

6. I got everything 사업을 통해 연간 몇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8시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기본 조건: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8시간 기준 2명, 4시간 기준 4명)
* 매해 1명씩 추가 채용 필요
① 추가 필요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4명
⑤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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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도 귀 기관/기업은 I got everything 카페사업을 꾸준히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① 예
② 아니오

8. I got everything 사업 운영을 위해 귀 기관/기업이 연간 지출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 (원)
① 위탁운영기관 용역비
② 설치공간 임대료
(유상임대 시 예상되는 임대소득)
③ 설치공간 운영비 (예: 수도세, 전열비)
④ 기타 투입비

9. I got everything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과 얼마나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① 주 1~2회
② 월 1~2회
③ 6개월 1~2회
④ 기타 ___________

10. 아래 주체들과의 소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활

원활한 편

보통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위탁운영기관
장애인개발원

11. I got everything 카페의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괜찮음

괜찮음

보통

별로

매우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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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1번에 별로, 매우 별로라 답변한 경우)
①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② 영어로 된 명칭
③ 의미 불명확
④ 카페와 어울리지 않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

12. 코로나19 이후에 I got everything 카페가 휴관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1.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번에 걸쳐 휴관했다면 모든 기간을 합하
여 응답해주세요)
약 _________주

12-2. 휴관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카페가 입점한 건물 자체, 또는 집합 공간의 폐쇄결정
②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
③ 매출 감소로 인한 위탁운영기관(카페 운영기관) 측의 요청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

13. 코로나19 이후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과 별도로 귀 기관/기업에서 카페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음
① 현금 지원
② 물품 지원
③ 매출 기여 (선결제, 직원 독려 등)
④ 홍보 등 서비스 지원
⑤ 기타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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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14.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좀 더 지원되길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필요

불필요

①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② 노후된 시설/장비의 교체
③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원
④ 개발원 – 기관 간 시스템 구축
(ex. 매출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⑤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제도 지원
⑥ 자율적인 매장관리 및 이벤트/행사 독려
⑦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
⑧ 프랜차이즈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⑨ 기타 ________________

15. I got everything은 선정기관, 운영(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다자간협약체계를 기반으
로 합니다. 이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지원의 체계화에 따른 운영 용이
성, 보다 수월한 채용 달성, 확장된 네트워크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다자간협약체계에 따른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폭넓은 지원의 제한, 자율적 운영의 제한, 행정적 절차의 복잡함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I got everything 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개발원에 기대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
술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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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t everything 카페 성과 연구 설문지
(위탁운영기관용)

<인적사항>
1. 기관명과 담당 부서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2. 모바일 상품권을 받기 위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
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이 중단되며 상품권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예, 동의합니다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설문>
[1] 카페 운영 현황
1. I got everything 사업의 운영기관 내 담당자(매니저 제외)는 몇 명입니까?
(담당자가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투입 정도를 고려하여 소수(0.7, 0.5등)로 표시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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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페 매장을 관리하는 담당 매니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주세요.
해당

해당없음

① 장애 관련 전문가 또는 경험 보유
② 커피 관련 전문가 또는 경험 보유
③ 외식업 종사 경험 보유
④ 매니저 없이 운영

3. 매장 매니저 외에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인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 기관은 I got everything 사업 이전에도 장애인 고용 카페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행사 등이 있습니까?
① 예 (5-1번으로)
② 아니오 (6번으로)

5-1.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프로모션 행사 (ex. 쿠폰발행, 행사 유치 등)
② 음료 및 디저트 메뉴 개발
③ 굿즈 및 물품 개발 (ex. 컵홀더, 텀블러 등)
④ SNS 등을 활용하여 카페 홍보
⑤ 기타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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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기관 운영시간 및 유동인구의 방문시간대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① 오픈 시간 변경
② 마감 시간 변경
③ 야간 근무 배정
④ 주말 근무 배정

7.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배달앱 활용
② 케이터링 서비스
③ 베이커리 판매
④ 푸드트럭 운영

8. 해당 카페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코로나19 이후로 개발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긴급지원금
재료 지원
방역물품지원

1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지원금, 시즌메뉴 등 재료지원, 방역물품지원 외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었으
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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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코로나19 이후에 I got everything 카페가 휴관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11-1번으로)
② 아니오 (다음 문항으로)

11-1.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번에 걸쳐 휴관했다면 모든 기간을 합하여 응답해주세요)
약_______________주

11-2. 휴관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카페가 입점한 건물 자체, 또는 집합 공간의 폐쇄결정
②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
③ 매출 감소로 인한 위탁운영기관(카페 운영기관) 측의 요청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

[2] 장애인 고용 현황
1. I got everything 카페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2020년 10월말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명

2.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떠한가요?
① 위탁운영기관에서 정규직 고용
② 위탁운영기관에서 계약직 고용
③ 선정기관에서 정규직 고용
④ 선정기관에서 계약직 고용
⑤ 기타 (

)

3. 귀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시나요? (복수선택 가능)
① 공공 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자체 등)
② 해당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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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한 취업 연계
④ 선정기관에서 채용 후 위탁운영기관으로 파견
⑤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공고 후 근무자를 모집
⑥ 기타 ________________

4.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확대를 위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②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③ 사업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진단 및 개선
④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작업보조기기 무상 지원
⑤ 카페 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⑥ 기타 ________________

5. 코로나19 이후 근무 형태를 다르게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5-1번으로)
② 아니오 (다음 문항으로)

5-1.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달리하였습니까?
① 근무시간 단축
② 근무일자 단축
③ 임금 일부 제공하고 휴가
④ 임금 모두 제공하고 휴가
⑤ 고용 해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

[3] 근로자 복지 후생
1. 카페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들의 주요 고충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장애 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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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
③ 대인관계 문제
④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임금, 복리후생, 근무강도 등)
⑤ 근무환경문제(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⑥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⑦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⑧ 기타 ________________

2. 다음 중 카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해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① 유급휴일/ 병가 등의 휴가제도
② 상여금
③ 시간외 수당
④ 식사비 보조
⑤ 건강 보건에 관한 비용 지원
⑥ 경조비 지원
⑦ 통근비용 지원
⑧ 자기계발비용 지원
⑨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
⑩ 주거비 보조/ 주거공간 제공
⑪ 기타 ________________

3. 사업장에 설치되어있는 근로자 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별도의 휴게공간
② 키오스크, 양면형 포스기 등의 보조기기
③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양측 손잡이 설치 등)
④ 점자블록
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⑥ 근로자를 위한 기타 장애인 보조기기
⑦ 기타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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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대상 교육훈련 현황
1. 카페의 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무와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① 예 (1-1번으로)
② 아니오 (2번으로)

1-1.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
2. 바리스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재활 프로그
램이 있습니까? (ex. 자기계발, 취미활동, 외부활동 등)
① 예 (2-1번으로)
② 아니오 (3번으로)

2-1.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
3. I got everything 카페에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외부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교육훈련 프로그
램이 있습니까?
① 예 (3-1번으로)
② 아니오 (다음 문항으로)

3-1.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
3-2. 사업 초기에 다른 I got everything 매장에 방문하여 진행되는 OJT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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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전반 만족도 조사
1. 현재 I got everything의 매장 위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평균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별로

매우 별로

2. I got everything 카페의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괜찮음

괜찮음

보통

2-1.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번에 별로, 매우 별로라 답변한 경우)
①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② 영어로 된 명칭
③ 의미 불명확
④ 카페와 어울리지 않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

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내용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평균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1) I got everything 브랜딩 및 인테리어 디자인
2) 상권분석 컨설팅
3) 카페 전용 원두의 맛과 퀄리티
4) 표준화된 카페 장비 및 매뉴얼
5)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원
6) 서비스 품질관리 (원두 및 머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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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의사소통 빈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실사, 현황보고, 모니터링 등)
① 예
② 아니오

5.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좀 더 지원되길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필요

불필요

①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② 노후된 시설/장비의 교체
③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원
④ 개발원 – 기관 간 시스템 구축
(ex. 매출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⑤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제도 지원
⑥ 자율적인 매장관리 및 이벤트/행사 독려
⑦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원
⑧ 프랜차이즈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⑨ 기타 ________________

6. I got everything은 선정기관, 운영(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다자간협약체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지원의 체계화에 따른 운영 용이성, 보다 수월한 채용 달성, 확
장된 네트워크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다자간협약체계에 따른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폭넓은 지원의 제한, 자율적 운영의 제한, 행정적 절차의 복잡함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I got everything 카페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개발원에 기대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8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6] 내부 사업평가
1. 귀사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되는 I got everything 카페의 사업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있음

목표 없음

① 고용 목표
② 매출 목표
③ 이용자수 목표
④ 홍보 목표
⑤ 외부기관 채용연계 목표
⑥ 기타 __________

1-1. (1 에서 목표가 있는 경우) , 현재 사업은 내부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까?
0-20%

20-40%

40-60%

60-80%

80-100%

① 고용 목표
② 매출 목표
③ 이용자수 목표
④ 홍보 목표
⑤ 외부기관 채용연계 목표
⑥ 기타 __________

2. 귀사에서 I got everything 카페사업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 인원
② 고용 유지율
③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
④ 외부 기관/기업으로 채용 연계
⑤ 기타 ________________

3. 사업기간 동안 I got everything 사업에서 제시하는 고용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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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목표 : 년간 2명 고용 후 매년 1명 인원 추가 고용
① 예 (3-1번으로)
② 아니오 (4번으로)

3-1. 그렇다면, I got everything 사업을 통해 연간 몇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4. 위탁운영기관에서 볼 때 본 사업의 발전 가능한 측면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 (ex. 사업
영역 확대, 외부 채용연계, 공기관/민간기업과의 고용연계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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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t everything 카페 성과 연구 설문지
(장애인 근로자 및 보호자용)

<인적사항>

1.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매장)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2. 모바일 상품권을 받기 위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
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이 중단되며 상품권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예, 동의합니다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대상 본 설문>
[1] 기본 정보 및 취업과정
1. 이 일자리(직장)에서 귀하의 직책 및 업무 내용은 어떠합니까? (주관식)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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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근로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전일제 (8시간)
② 시간제 (4시간)

3. 귀하의 주 평균 근무일자는 몇 일입니까?
________________ 일

4. 귀하의 월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_________________ 만원

5. 귀하께서 이 일자리(직장)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오래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② 보수가 많은 것 같아서
③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라서
④ 내 적성, 취향에 맞아서
⑤ 내 능력 수준에 맞아서
⑥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작업환경이 맘에 들어서
⑦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미지가 좋은) 일자리라서
⑧ 주변사람의 권유로
⑨ 이 일자리(직장)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⑩ 기타(_________)

6. 귀하께서 이 일자리(직장)에 취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지식이나 기술(전공, 자격증 등)
② 경력
③ 친분(인적 네트워크)이나 추천
④ 신체적 능력(힘, 체력)
⑤ 최종학력(출신학교),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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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업훈련이나 현장실습
⑦ 잠재능력(발전가능성)
⑧ 일자리(직장) 채용 관련 정보 파악
⑨ 기타(_________)
⑩ 특별히 없음

[2] 업무에 대한 생각
7. 귀하께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일)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항목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
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5)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8. 그렇다면 귀하께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9. 귀하께서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장애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다
② 장애 이외 건강 문제 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③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
④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
⑤ 보수, 복리후생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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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용 불안정(비정규직 등)/계약 종료 등으로 불안하다
⑦ 근무환경(편의시설, 작업장환경 등)이 열악하다
⑧ 업무가 맘에 들지 않는다(나하고 맞지 않는다)
⑨ 원하는 만큼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⑩ 일자리(직장)가 멀고 출퇴근이 어렵다
⑪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불화로 힘들다
⑫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또는 차별과 선입견)
⑬ 개인적 사유 발생으로 힘들다(학업, 육아, 가사, 돌봄 등)
⑭ 기타( ________)
⑮ 특별히 없다

10. 귀하는 현재 혼자 출퇴근을 하십니까? 혹은 도움을 받고 있으십니까?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11. 귀하께서 댁에서 일자리(직장)까지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왕복 기준)은 몇 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분

12. I got everything 카페의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괜찮음

괜찮음

보통

별로

12-1.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12번에 별로, 매우 별로라 답변한 경우)
①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② 영어로 된 명칭
③ 의미 불명확
④ 카페와 어울리지 않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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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별로

[3] 취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
13. 바리스타 교육을 처음 받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① 카페 I Got Everything 취업 직전
② 1~2년전
③ 2~3년전
④ 3년보다 더 이전

14.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15. 현재 카페 I Got Everything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평소 원했던 직무와 일치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자신에 대한 생각
16. 현재 귀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 문항을 읽고 생각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로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로
일을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이 직장을 다닌 이후로 나는 자랑할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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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로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
었다.
5) 나는 이 직장을 다니기 전보다, 다닌 이후로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6) 나는 이 직장을 다닌 이후로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7) 나는 이 직장을 다닌 이후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장애인 근로자 보호자 대상 설문>
이후 질문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자분의 생각을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직장 관련 외 질문
1. 장애인 근로자(자녀)를 주로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조부모
⑤ 친인척
⑥ 활동지원인(도우미 등)
⑦ 기타(

)

2. 장애인 근로자(자녀)를 누가 지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① 가족을 포함한 혈연집단(조부모, 이모, 형제 등)
② 공공기관(복지관, 주간이용시설 등)
③ 민간기관(부모조직단체 등)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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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근로자(자녀)가 취업하기 전, 하루 중 장애인 근로자(자녀)의 일상을 지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
셨습니까? (※ 세수, 옷입히기, 밥먹이기 등의 일상생활과 병원가기, 외출하기 등의 사회생활 모두 포함해서
답해주세요)
__________시간

4. 장애인 근로자(자녀)가 취업하고 난 후, 하루 중 장애인 근로자(자녀)의 일상을 지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세수, 옷입히기, 밥먹이기 등의 일상생활과 병원가기, 외출하기 등의 사회생활 모두 포함해서
답해주세요)
__________시간

5. 장애인 근로자(자녀)가 취업하기 전, 각 항목별 지출했던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항목

월 평균 비용

재활치료비

없음

프로그램
이용료

없음

주 단기시설
이용료

없음

도우미 이용료

없음

상담, 진료,
의료비

없음

기타
(용돈 등)

없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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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근로자(자녀)가 취업하고 난 후, 각 항목별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항목

월 평균 비용

재활치료비

없음

프로그램
이용료

없음

주 단기시설
이용료

없음

도우미 이용료

없음

상담, 진료,
의료비

없음

기타
(용돈 등)

없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①
10만원
미만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⑥
51만원
이상

7. 장애인 근로자(자녀)의 취업 이후, 가족 모두의 합산소득이 월 평균 대략적으로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______________원

[2] 장애인 근로자(자녀) 직장 관련 질문
8. 현재 장애인 근로자(자녀)가 카페 근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
여 주시고, 특별히 없다면 없음으로 응답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바리스타 외에 장애인 근로자(자녀)가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선호하는 직종에 있으신가요? 있다면 말씀해주
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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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녀의 이 일자리(직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8) 복리후생
9) 장애에 대한 지원

10-1. 상기 설문에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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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t everything 카페 성과 연구 인터뷰지
(고객용)

1. I got everything 카페를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매일

주3~4회

주1~2회

월1~2회

거의 드물게

그저그러함

맛 없음

2. I got everything 카페의 커피의 맛은 어떠하다고 생각됩니까?
매우 훌륭

좋음

보통

3. I got everything 카페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됩니까?
매우 저렴

저렴한 편

보통

비싼 편

매우 비쌈

불편

매우 불편

추천하지 않는편

전혀 추천하지
않음

별로

매우 별로

4. I got everything 카페의 위치와 접근성은 어떠합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5. I got everything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매우 추천

추천하는 편

보통

6. I got everything 카페의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괜찮음

괜찮음

보통

220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6-1.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①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
② 영어로 된 명칭
③ 의미 불명확
④ 카페와 어울리지 않음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

7. 카페 근무자들이 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카페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음

처음부터 직접
근로자와 대면한
후 알게 됨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후에 알게 됨

몰랐음

기타

8. 다음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단계로 응답해주세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
안됨/
모르겠음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직장
을 가질 수 없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대화
를 이어갈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신체적
인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스포
츠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스스
로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학습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대다수는 결정
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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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 경인씨에 대한 묘사글을 읽고, 연관된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경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입니다. 경인씨는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샤워하기, 옷 입기와 같은 개인
적인 생활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잘 하고 있는지 가끔씩 살펴봐주어야 합니다. 경인씨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지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것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인씨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
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11
12
13
14
15
16

경인씨가 말을 걸면 마음이
두렵다
말을 거는 경인씨에게 동정심
이 든다
경인씨가 말을 걸면 마음이
슬프다
경인씨가 말을 걸면 당황스럽
다
경인씨가 말을 걸면 마음이
불편하다
경인씨가 말을 걸면 조심스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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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증장애인 평균 소득 PROXY
(단위:원)

장애종류

남자

여자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지체장애

212,393

205,326

533,009

536,207

52,105

155,328

178,884

179,957

뇌병변장애

56,471

53,258

77,627

78,092

3,265

34,426

66,545

66,944

시각장애

134,220

164,962

215,989

217,285

158,263

33,135

154,921

155,850

청각장애

356,168

381,705

605,415

609,048

173,267

180,248

249,252

250,747

언어장애

70,499

244,923

37,668

37,894

11,744

13,808

410,882

413,347

지적장애

56,570

76,570

311,641

313,510

40,709

37,083

119,239

119,954

정신장애

61,513

42,883

119,597

120,314

23,953

45,057

132,443

133,238

자폐성장애

46,826

38,411

243,443

244,903

9,676

8,506

192,447

193,602

신장장애

88,728

39,750

127,658

128,424

44,217

30,886

75,433

75,885

심장장애

198,720

189,139

447,460

450,145

84,302

-

98,189

98,778

호흡기장애

165,760

104,962

268,870

270,483

140,888

126,413

77,951

78,418

간장애

139,518

36,343

36,561

139,518

461,099

463,866

안면장애

215,583

462,926

685,332

689,444

215,583

424,969

208,358

209,608

장루장애

53,846

-

-

-

53,846

-

-

-

간질장애

70,747

228,502

41,700

41,950

70,747

6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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