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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고립을 넘어 함께하는 세상을 향하여

박종현(편집위원장)

“행복한 인간은 친구를 필요로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
레스의 말이다. 오늘날 행복경제학의 연구성과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과
경쟁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일할 때 더 큰 만족을 느
낀다. 요컨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사업체이자 결사
체로서, 경제적 필요의 달성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다주는 대표적
인 조직체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좋은 인간관계의 실현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약속과 더
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복원시키며 복지제도
를 보완해 줄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기대가 더해졌다. 이와 같은 약속과
기대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는 지난 2012년 말 협
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번 호는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해 그 기대들이 그동안 얼마나 충족되었으며 어
떠한 보완이 필요할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책담당자, 연구자, 현장 활
동가,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다
양한 의견을 실었다.
협동조합 분야의 연구자를 대표하는 이철선의 글은 이용가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기본법 2년의 중간 성적표를 매겨본 최초의 본격적인 시
도이다. 이 글은 협동조합의 고용 창출량과 같은 양적 측면은 물론 급여, 근
무시간, 이직률 등 고용의 질적 측면 또한 검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도소매와 농림어업 부문,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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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여가업 부문 그리고 복지 부문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대안적 사업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
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도 협동조합의 사업적 경쟁력을 높
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대중의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담당했던 주무부서 책임자의 입
장에서 지난 2년을 회고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는 협동조합이 서민경제의 가장 어려운 영역을 감당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열악한 시장상황에서 협동조합이 계속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공
유와 협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크라우드펀딩 등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향으로 법제화
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
고 제안한다.
협동조합 전문가로서 기본법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문보경은 협동조합이
시민의식을 성숙시키고 합리적인 사회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기본 방향을 조직 설립 지원에서 창업 지원으로 전환하되 협
동조합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정책을 펼치고,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기업의
전환을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김현하의 글은 협동조합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의 입장에서 기본법 이후 출범한 대표적인 협동조합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외식사
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해피브릿지, 학교 매점 사업 등을 통해 자치와 민주주
의를 경험하는 독산고와 복정고의 학교협동조합,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복지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산
울베리와 연리지의 사회적협동조합들이 펼치는 새로운 실험들을 실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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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좌담회에는 지방정부와 풀뿌리 조직 사이의 적극적인 제휴가 돋보이는
남양주와 성동구의 단체장과 현장 전문가를 초청했다. 협동조합이 지역 현
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지역에 맞
는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역
경제가 탄탄하지 못하고 생활 속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
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고 풀뿌리 민
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번 호의 이슈는 미증유의 재난과 참사에 시민과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
고 연대하는지, 이 과정에서 생협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뤘다. 지
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대조해 봄으로
써 이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 위에 두 나라의 대표
적인 현장 활동가가 쓴 글들을 실었다. 김형미는 일본의 재해 지원과정에서
일본 생협이 보여준 꾸준함과 체계화의 저력에 주목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
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기’의 마음이며, 함께하
기에 익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몫임을 일깨워준
다. 시바 사나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
만을 더 약한 자에게 분출하는 일본의 안타까운 세태에 주목하면서 협동조
합의 역할이 한층 커져야 한다고 말한다.
돌발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갑을관계에 대해 짚어보았
다. 사회학자인 김찬호의 글은 낯선 사람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와 ‘열린 관
계’의 중요성에서 그 해법을 찾는다. 공정경이 쓴 르포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현장취재를 통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
발하고 윤리적 생산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호 김은남의 기획연재는 춘천 동네방네협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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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협동조합으로 지역을 바꾸려는 사람들, 높은 결의와 이상에도 불구
하고 매서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존 투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출간된 협동조합 관련 분야 신간 서
적 중 가장 눈에 띄었던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과 『협동과 연대의 인문
학』에 관한 유정식과 주세운의 서평, 해외 협동조합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의
제를 정리해준 김영미의 글, 박해성의 만평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생협평론> 2기 편집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4년 동안 <생협평론>
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읽히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요한 매체
로 자리 잡게 해주신 염찬희 편집위원장 등 1기 편집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생협평론>이 더 많은 독자에게 읽히고, 고립을 넘어 함께
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
다.

길잡이 7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협동조합의 지형
좌담회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2015년 1월, 지역 내 자생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협동조합기
본법이 만 2년을 맞았다. 법 제정 당시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정책 하
에 소수 전문가와 활동가에 의해 제정되었던 협동조합기본법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언론가와 정치가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 그 성
공 가능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논쟁에는 협동조합이
좌파 것이니 우파 것이니 하는 정치적 정체성 문제에서부터 임금도 구제하
지 못한다는 가난을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적인 평가에 이
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2년을 맞아 부족
한 자료나마 이를 근거로 중간 성적표를 매겨보고자 한다.

2.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2년,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
우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양적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협동조합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협동
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6,251개로 파악된다. 2012년 12월,
법이 발효되면서 55개가 설립되더니 2013년에 들어 폭발적으로 3,234개가 설
립되었고, 2014년에는 2,962개로 그 설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설립 유형으
로는 전체 협동조합 6,251개 중 5,985개가 영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협동조
합으로 95.7%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
합이 233개(3.7%), 마지막으로 협동조합들의 연합체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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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각각 31개(0.5%), 2개(0.0%)이다.
<표1> 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추이(2015.1.)
(개)
7,000
6,251
6,000
5,000
4,000
3,234

2,962

3,000
2,000
1,000
55
0
총계

2012

2014

2013

<표2> 협동조합 유형별 설립 현황(2015.1.)
(%)
일반협동조합

95.7

사회적협동조합

3.7

일반협동조합연합회

0.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0.0

0

20

40

60

80

100 (%)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주요통계 재분석

이중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자협동조합이 4,750개로 79.4%를 차지하
며,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814개(13.6%), 직원협동조합이 234
개(3.9%),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이 187개(3.1%)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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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소매업이 1,642개로 27.4%를 차지하며, 농어임업 710개(11.9%), 교육서
비스업 695개(11.6%), 제조업 493개(8.2%), 예술·스포츠·여가업 459개(7.7%)
의 순이다.
<표 3> 일반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현황(2015.1.)
일반협동조합 전체

5,985

사업자

4,750

소비자

187

직원

234

다중이해관계자

814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개)

<표4> 일반협동조합 유형별 설립 현황(2015.1.)
도소매업

1,642

농어임업

710

교육서비스업

695

제조업

493

예술, 스포츠, 여가

459

협회, 단체, 수리

4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247

0

500

1,000

1,500

3,000(개)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주요통계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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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33개(100%)로 전부이
며,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67개(28.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64개(27.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5>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현황(2015.1.)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233

사업자

0

소비자

0

직원

0

다중이해관계자

233

0

50

100

150

200

250
(개월)

<표6> 사회적협동조합 유형별 설립 현황(2015.1.)
교육서비스업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4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24

예술, 스포츠, 여가

14

농어임업

12

협회, 단체, 수리 등

11

전문 과학기술

9

0

10

20

30

40

50

60

70 (개)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주요통계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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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파악되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설립 추이가 가히 폭
발적이라는 점이다. 과거 2000년대 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벤처기업과 비
교해본다면 그 파괴력은 더욱 분명해진다. 벤처 붐이 시작된 1998년 벤처기
업의 수는 2,042개였고, 1999년에는 4,934개였다. 따라서 2년간 설립된 협동조
합의 수는 벤처기업의 설립 수보다 약 1.3~1.6배 많다. 둘째,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대기업의 지역내 상권 침탈 등으로 생존이 어려워진 도·소매, 농어임
업 중심의 영세 사업자들이 사업자협동조합을 통해 부활의 깃발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업 업종에서 출
산으로 인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업이 상대적
으로 어려운 예체능 관련 청년들의 고용 유발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이 그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에 취약 계층 대상의 교육과 복지사업을 담당했던 사업체들의 대안
모델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그 첫째는 설립되고 있
는 협동조합이 몇몇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1,643개(2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도 918개(15.8%), 광주시 427개(7.0%) 순으로 3개 지역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물론 인구 구성비에 의해 설립 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울산(74개), 제
주(34개), 세종(13개)시의 경우,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영
리 중심의 일반협동조합 대비 비영리를 표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다. 전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비
중은 3.7%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
합이 간단한 신고 절차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수가 적은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중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고, 일반협동조합 중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1,047개에 이른다는 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절차가 과도하게 엄격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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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표7> 일반협동조합 지역별 설립 현황(2015.1.)
(개)
2,000
1,643
1,500

1,000

918

427

500

360

343

전북

부산시

0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표8>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설립 현황(2015.1.)
(개)
60
51
50

44
40

40
27

30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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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용부

보복부

교육부

기재부

문광부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주요통계 재분석

3. 협동조합의 질적 경쟁력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기업 모델로서 가지고 있는 질적 경쟁력은 어떨까?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미 중 하나는 취약 계층의 자생적인 부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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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실패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시키고 있고, 저출산 - 고령화라는 급격한 인
구 구조 변화가 정부의 복지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 취약 계층으로 하락할 가능성
이 높은 서민층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자생적으로 경제 독립과 복지 확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적
어도 협동조합은 소득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
일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
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 모델로서 협동조합이 창업기업·소상공인·영세자
영업자·고용부의 사회적기업 등 기존 사업체들에 비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협동조합기본법 2년을
맞이하면서 현재 설립된 6,251개 협동조합의 경쟁력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경쟁력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차 실태조사가 금년 2015년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2013년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근거로 협동조합
에 대한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우선, 고용창출량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기
업 대비 동일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량에서 협동
조합의 평균 취업자 수는 5.8명으로 이는 ‘경제 총 조사’(2010)의 전체 사업
체 취업자 규모인 5.26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피고용인 수
5.1명은 소상공인의 피고용자 0.59명과 창업기업의 피고용인 1.97명보다 약
2.6~8.6배 많다. 특히 정책 목적의 하나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과 관련해
서는 협동조합(1.9명)의 여성 피고용인 수가 전체 사업체 평균(2.16명)보다는
낮았지만 소상공인(0.13명)에 비해서는 높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의 재
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평균 피고용인 16.8명, 평균 여성 피고용인 10.9
명)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 수준인 평균 16.2명, 10.3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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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의 질에서도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비 경쟁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조합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평균 147만 원
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비슷했지만, 4대보험 가입률은 자영업자보다 높
았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 150만 원
(2009)보다 높은 169만 원이었다. 또한 근무시간에서도 협동조합은 주 37.7시
간으로 전국 300인 미만 사업체(42.2시간)와 자영업자(65.5시간) 대비 적었고,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사회적기업(40.9시간)보다 적은 38.5시간이었다. 이외
에 일반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17.1~18.0%인 반면에 협동조합은 2.6%로 매우
낮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평균 이직자 수가 2.0명으로 사회적 기업(9.64명)
보다 매우 적었다.
<표9> 타 기업 모델 대비 협동조합의 경쟁력 진단
구분

설립과정

사업내용

타 법인 사업자

출처

창업 준비기간
/평균 개월 수

- 3 개월 미만: 64.8%
- 2.6개월

- 3개월 미만: 37.2%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연합회 가입률

- 9.2%

- 59.1%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 95%

- 창업기업 실태조사(‘10)

- 77.7%

-통
 계청, 5~9인 신규사업체 생존율

- 990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 2,012만원

- 창업기업 실태조사(‘10)

- 1,068만원

-영
 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 0.59명(1.01명)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 1.97명

- 창업기업 실태조사(‘10)

- 5.26명*

- 경제 총 조사(‘10)

- 0.13명**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 2.16명*

- 경제 총 조사(‘10)

- 11.0%

- 사업체 패널조사(‘09)

- 17.1~18.0%

- 중소기업 실태조사(‘11)

가동률/생존율

- 57.9%

월 평균 매출액

- 826만원

평균 피고용인
(평균 취업자)
구성원

협동조합

평균 여성 피고용인

이직율(평균 수)

- 5.1명(5.8명)

- 1.9명
- 9.9%(2.6명)

- 11.0개월

- 창업기업 실태조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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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규직 월 평균급여

협동조합
- 147만원

타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 232만원***

-고
 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2)

- 143만원
구성원

재무상황

정규직 4대보험가입률 - 58%
주 평균 근무시간

- 37.7시간

직원교육 실시율

- 37.1%

평균 총 투자금

- 3,956만원

평균출자금(월회비)
구분

설립과정

사업내용

구성원

- 2 938만원 (79,942원)
사회적협동조합

- 24.7%

-영
 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 95.0~97.2%***

-고
 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2)

- 65.5시간

-영
 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 42.2시간***

-고
 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2)

- 52.7~61.8%

- 중소기업 실태조사(‘11)

- 6,570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 9,528만원

- 창업기업 실태조사(‘10)

- 4,914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0)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기간
/평균 개월 수

- 3 개월 미만: 34.6%
- 평균 4.1개월

- 1년 미만: 20.9%

출처
- 사회적기업 진흥원(‘11)

연합회 가입률

- 11.5%

- 57.5%

가동률/생존율

- 69.2%

- 97.7%

월 평균 매출액

- 4,455만원

- 5,033만원

평균 피고용인

- 16.2명

- 16.8명****

평균 여성 피고용인

- 10.3명

- 10.9명

평균 이직자 수

- 2.0명

- 9.64명

-사
 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12)

- 169만원

- 150만원(‘09)

-사
 회적기업 고용영향력 평가(‘12)

직원 월 평균급여

정규직 4대보험가입률 - 72.2%

재무상황

출처

- 149만원

- 사회적기업 실태조사(‘12)

- 92.6~96.8%

-사
 회적기업 근로자 실태조사(‘12)

주 평균 근무시간

- 38.5시간

- 40.9시간(‘09)

-사
 회적기업 3개년 성과연구(‘09)

직원교육 실시율

- 61.5%

- 92.0%

-사
 회적기업 실태조사(‘12)

평균 총 투자금

- 9,636만원

- 6억 200만원(‘09)

평균출자금(월회비)

- 7 ,123만원(136,250원) - 1억 3,320만원(‘09)

- 사회적 기업 3개년 성과연구(‘09)

*전체사업자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10) 결과에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여성 취업
자 비중 적용/ ***300인 미만 정규직 종사자/ ****자체 고용

그러나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기업 모델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일반
사업체 대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창업 기간에서 협
동조합은 그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 기간
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7.2%에 불과하지만 협동조합은 64.8%에 달하고, 중
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창업기업은 평균 11.0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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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평균 2.6개월에 불과하다. 둘째로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에
서도 협동조합은 그 규모에서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조합
의 평균 출자금은 소상공인(4,914만 원), 창업기업(9,528만 원) 대비 적은 평균
2,937만 원으로 매우 작으며,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월 평균
79,942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
라서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설립 이후 짧은 준비 기간과 적은 자본 규모로 인
해 사업 개시율(57.9%)이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기업(95%)보다 매우 낮다. 셋
째, 매출 측면에서도 협동조합은 소상공인(990만 원), 자영업자(1,068만 원),
창업기업(2,012만 원)보다 낮은 월 평균 826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연
대 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협회나 연합회 가입률에서도 소상공인은 협회 가
입률이 59.1%인데 반해 협동조합은 연합회 가입률이 9.2%에 불과하다. 이는
협동조합 설립자들이 기존에 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가나 전문가이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을 담당해온 운동가나 일반 기업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해온 직장인들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소득 양극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들보다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특히나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용 창
출과 고용의 질,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율 제고 측면에서 강점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기반의 중소기업들보다는 아직
기업 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자금력과 매출에 있어서는 경
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거의 1년 전의 자료
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리고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당시 중간지원단체의 수나 역량 그리고 협동조
합들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사회 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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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협동조합이 소득 양극화 감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현
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방향이 양적인 수를 늘리는 설립지원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가진 기업 모델로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이다. 특히 경쟁력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조합들이 지속가능한 기
업 모델로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 모델과 자금 문제, 그리고 연대 사업의
활성화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차기 협동조합 정책의 관건이
라 하겠다.

4. 협동조합의 미래와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의 미래와 관련하여 최근에 부각된 이슈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다. 사회적경제란 ‘국가(정부, 제1섹터)와 시장
(영리기업, 제2섹터)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제3섹터)로써 사회적 요소
와 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시민운동, 정치단체, 인
권단체, 사교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중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부, 행자부 등 정부의 5
개 부처에서 시행 중에 있는 시민사회 관련 사업 조직들을 들 수 있다. 고용
부 등 5개 부처의 경우, 2000년부터 취약 계층의 탈빈곤 등을 목적으로 복지
부는 자활기업 사업을,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사업을, 행자부는 마을기업 사
업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부
처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총수는 2014년 9월 기준 거의 1만여 개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가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7,535억 원에 이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들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각
부처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가 존재하며, 해당 사업체 중에서도 중복된 경우가 상당 부문 존재한다는 것
이다. 즉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거나, 마을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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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해당 사업 관
련 내용들을 관련된 부처에 중복으로 보고하는 등 행정상의 비효율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0>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

협동조합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농어업인 삶의 질 국민기초생활 보장
협동조합 기본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향상 특별법
법

시작 연도 2007년

2010년

주 참여자 취약계층중심

농림수산식품부

자활기업

기획재정부

2011년

2000년

지역주민중심

농어촌주민중심

저소득층중심(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 이해당사자 중심
위계층)

2012년(12.1시행)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어촌고용창출 및
탈빈곤지원
소득증대

정책목표

고용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기초생
인건비 및 사회보험 시설비, 경영컨설팅 제품개발비, 경영
협동조합 상담 및
활 수급자 최대2년),
료, 경영컨설팅, 각 등 최대 2년, 기업당 컨설팅 등 기업당
컨설팅, 교육 및
초기사업자금 융자
종세제 및 금융혜택 8,000만원지원
홍보
5,000만원
등

개수

1,165개소(’14.9월)

1,119개(’13.12월)

중간지원
기관

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
권역별통합
지원기관(16)

마을기업지원센터
농어촌공사
(사단법인 혹은 재단
(공공기관)
법인)

국비 1,559억원

국비 388억원

예산
(‘14년)

*사회적협동조합 185개 포함

720개(‘13.12월)

국고 40.5억원
지방 20.2억원

새로운법인격도입
으로 시장경제보완

1,340개(‘13.12월)

5,601개*(‘14.9월)

중앙(1), 광역(10),
지역자활센터(247)

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권역별통
합지원기관(16)

5,494억원

33억원

자료 :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2014, 재구성

이에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
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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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사회적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통합생태계 및 정책추진체계 구축(제1조)

정의

•(사회적경제) 구성원 협력과 연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경
제적 활동(제2조)
•(활성화 사업)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등 개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17개 조직과 기타 사회
적경제조직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 자율적인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 이윤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투자,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간 협력을
시행(제3조)

총칙

국가 등 책무

•정부는 종합시책 구축과 지원방안을 강구, 지자체는 시책 등을 고려한 정책 마련
(제4조)

타법과의 관계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름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 시 이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적용(제5조)

기본계획
정책수립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5년 마다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사회적경제위원
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제6조)

타 계획과 관계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관련 계획 및 지역계획에 우선(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평가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제8조)

지역계획

•광역 지자체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제9조)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지원 및 육성, 예산 확대,
연도별 추진실적 심의,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사
항 심의(제10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1인(대통령 임명), 부위원장 1인(기재부 장관)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1/2를 민간에 배정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자, 사회적경
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제11조)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
치가 가능
•시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조직 운영 등은 조례로 정
함(제12조)

추진체계

•국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신설과 변경시
협의(제13조)
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법인) 설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지원(제14조)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한국사회적경제원

•기획재정부가 한국사회적경제원(법인)을 설치(15조)
•사회적경제조직관련 기업가 양성, 조직 발굴 등 지원사업과 정책,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등 사업,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의 위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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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지원
및
육성

권역별 통합지원
센터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특별시·광역시 등 특별자치도 단위의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센터 지정 및 지원(단 공공기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들은 제외
((제16조))

목적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재원을 위해 발전기금 설치운영
(제17조)

재원

•개인·법인 등 충연기금, 정책기금,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용도

•사회적경제의 설립 및 운영, 금융, 자본시장 조성, 기타 자발적 사회적 금융 조성 및
투자

기금관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사회적경제위원회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20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20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별 총구매액(공사비 제외)의 5% 한도 내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에서 구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제

시설비

22조)

조세감면 등
민간참여

•민간기업·대학 등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 사업 등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의 날,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촉진 등
지원

기타
사회적
경제

벌칙

운영공개

•사회적경제조직은 정관 등 관련 규정, 의사록, 회계장부 등을 공개(제30조)

경영공시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통합정보시스템에 의사록, 사업결산보고서 등 공
시(제31조)
•사회적경제원 관련 임직원의 비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

벌칙

32조)
•사회적경제원의 유사명칭 사용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경제원 설립
부칙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개별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원 설립(제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일부 개정
•광역자활센터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경과 후 폐지(부칙 신설 제1조)

자료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201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그중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이 2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관 협력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위원회 구성
인원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 위원에게 배정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구성한 후, 시민 조직이 따르는 하향식 정책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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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구축되는 상향식 정책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기
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 관련 기
금 마련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시설비 지원, 조세 감면 등에 대한 통합적인
생태계 지원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5% 범위
안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안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해 국유·공유 재산의 물품 대부 및 사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협
동조합의 사업 확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앞서 기업 모델로
서 협동조합의 질적 경쟁력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즉 초기 출자금 부족
과 낮은 사업 개시율,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비해 낮은 매출액과 같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 부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협동조합이라는 기
업 모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연대 사업의 모체인 지역 사회적경
제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파격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질적인 생태계 조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
법 제정으로 인해 설립된 약 6,200여 개의 협동조합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기업 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해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자생적인 기업 마인드 함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 즉, 개별 협동조합들 스스로 영업을 통한 수익 발생을 통해 자생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이 아무리 파격적이더라
도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
많은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미흡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년 동안 지역의 활
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왔다면 지금부터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 특히 젊은 사업가들을 영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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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지역의 자생적인 고용과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협동조합만의 비즈
니스 모델을 개발시키는 것이 향후 협동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
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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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1. 들어가며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가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하
는 시민권의 확대와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며, 국가는 그 해결을 위해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의 핵심 의제로 삼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함.”(진영
의원, 2005.12.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 경
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자
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임.”(손학규 의원, 2011.10. 「협동조합
기본법안」 제안이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
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유승민 의원,
2014.4.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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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적경제 관련 (신규) 제정법안 제출 현황(2005년 이후)
제출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제안자

2005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영 의원)

협동조합기본법안

(손학규 의원)

협동조합기본법안

(김성식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병수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계륜 의원)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윤석 의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윤재옥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유승민 의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문재인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신계륜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박원석 의원)

공동체발전에 관한 기본법안

(정부입법)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자료

얼마 전까지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늘어간다. 또한 이들 분야
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강의와 모임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2006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은 앞 다투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뒤질세라 각종 정책적인 노
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인 ‘국민 행복’을 구
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의 제도적 정착을 돕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대통령 보고 업무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앞만 보고 달리고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빨리, 더 많이 달려야 하는 한
국 사회에 공동체, 협동, 지역 등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 2월 우리 정부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공동으로 발간한 「한
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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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처방이 담겨져 있다. 보고서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소득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통
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저출산, 빈곤,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사회 문제가 그만
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와 사회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접근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년 전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도 같은 경제·사회적 인식하에서 추진되었다.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며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인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
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그 성과를 강조한바 있는데,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다양한 사회 과제와 경제 양극화 등을 치
유하는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로 발전하고 있을까? 아니면 초기의 기대와 다
르게 시장에서 뿌리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2살밖에 되지 않은 새
로운 법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 2년간 설립된 협
동조합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짚어본다면 의미 있
는 교훈과 향후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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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이 뭔가요?” : 2015년 한국 협동조합의 현주소

<그림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2.2.)

“장관님,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요?”
2012년 2월 정부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소개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새
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새로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와 파장을 잘 분석하는 작업 등은 모두 중요한 과정이
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전혀 다른 과제에 봉착했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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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이를
알리고 설명해야 할지의 문제였다. 협동조합 자체를 홍보하는 일이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다. ‘협동조합은 농협’이라는 인식이 이미 반세기 넘게 뿌리 깊
은 상황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쉽지 않았다.
협동조합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던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협동조합은 어디까지 왔을까? 어떤 유형
의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어떤 지역에서 설립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먼저 2015년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현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자.
<표 2> 협동조합 설립신고 현황(2012.12.2.~2014.12.31.)

(단위 : 개, %)

합계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 연합회

신고ㆍ수리 건수

6,251

5,985

31

233

2

비중

(100)

(95.8)

(0.5)

(3.7)

(0.0)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http://www.coop.go.kr)

(1) 매달 260개 협동조합이 설립된다

협동조합은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년이 조금 지난 2015년 1월 25일 기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인가 절차를 마쳤다. 이는 매일 평균 8.5개, 매월 평균 25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매년 3,000개 협동조
합이 법인격을 획득하고 있다. 법 시행 원년은 2013년 총 3,292개가 설립되었
고 지난해(2014년)에도 2,99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단순한 설립 수치
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실적이다.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 세분화하면 4개로 나뉜다. 일반 법인으로는 협동
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있고, 비영리법인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가 있다. 지금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의 96%는 상법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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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흡사한 일반협동조합이다. 기본법 제정이 협동조합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일반협동조합은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설립되었다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의 설립신고를 통해 설립이 마무리되는 일반협동조
합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서 고르게 설립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의미 있는 특징도 있다. 협동조합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1,643개, 광주 427개, 부산 343개,
대구 258개 등 7개 광역시에 총 3,200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공동체보
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협동보다는 경쟁이 익숙한 도시에서도 협력
의 공유의 가치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표 3> 시도별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2012.12.2.~2014.12.31.)

(단위 : 개)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건수 5,9851,643 343 258 177 427 225 127 918 293 193 203 360 236 261 214 80

24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http://www.coop.go.kr)

(3)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한다

협동조합의 설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설립 유형별로 협
동조합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4가지 유형 중 하
나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소비자, 직원 중 하
나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4가지 유형 중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사업자협동
조합이다.
사업자협동조합이란 기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모여 공동 사업, 공동 구
매, 공동 브랜드, 공동 물류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형태
의 협동조합인데, 총 4,938개(79.1%)의 사업자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골목 상권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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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목이다.
<표 4> 협동조합의 설립 유형(2012.12.2.~2015.1.23.)

(단위 : 개, %)

합계(중복 포함)

다중 이해관계자

사업자(생산자)

소비자

직원(근로자)

6,241
(100)

867
(13.8)

4,938
(79.1)

195
(3.1)

253
(4.0)

신청 건수
비중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http://www.coop.go.kr)

세부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도매 및 소매 1,721개, 교육서비스(학원) 796개,
농업·어업·임업(1차 산업) 741개, 여가 관련 서비스 499개, 기타 개인 서비스
487개 등 서민 경제 곳곳으로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표 5> 협동조합의 주요 설립 업종(2012.12.2.~2015.1.23.)
교육 서비스

농업, 어업, 임업

도매 및 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단위 : 개)
숙박 및 음식점

796

741

1,721

324

216

여가 관련 서비스
499

과학, 기술 서비스
201

제조
533

출판, 정보 서비스
259

기타 개인 서비스
487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http://www.coop.go.kr)

(4) 협동조합 사무가 19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설립된 숫자는 적지만, 의미 있는 협동조합도 있다. 바로 사회적협동조합
이다. 시·도지사 설립신고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업무
소관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심사(통상 60일 가량) 및 인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숫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의미 있는 부분을 두 가
지 찾을 수 있다. 먼저 총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업무를 맡
고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고용부·복지부·농림부 등 전통적인 취약 계
층 지원 업무를 맡은 사회복지 부처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설립(전체
239개 중 179개)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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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2012.12.2.~2015.1.23.)

(단위 : 개)

합계 기재 교육 고용 복지 문화 농림 산업 여성 환경 국토 산림 행자 중기 외교 기타
건수

239

30

41

52

43

16

10

7

10

4

4

6

6

3

2

5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http://www.coop.go.kr)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의 성과 : 법 제정 당시 정책 목표는 어느 정
도 달성했나?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인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반기문 UN 사무총장, 2011.11.)

“정부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어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박재완 기획재
정부장관, 2012.2.)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 개의 협동조합이 설
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 수는 향후 5년간 4∼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자료, 2012.11.28.)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준비 과정에서 정부,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
체는 협동조합법 도입에 따른 다양한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책임, 양
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 복지제도 보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
지 그 종류와 범위도 다양했다. 과연 법 시행 2년이 지난 2015년 협동조합법
은 제정 당시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을까? 아직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2년 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확인하고 점
검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방향성 부분이다.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라는 2가지 측면에서 지난 2년간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당초의 정책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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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살펴보자.
(1) 양적 성과 :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11년 11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일을 앞두고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정책 연구를 토
대로 법 시행 후 5년간(2013~2017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 개 정도의 협
동조합 설립이 예상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정
부의 전망치가 너무 과대 포장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2년이 지
난 2014년 12월 우리나라에는 무려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다.
지금의 설립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초 5년간 15,0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 전망치를 20% 이상 뛰어넘는 수치이다.
<표 7> 협동조합 예상 설립 전망과 설립 건(2012.11.28. 위기관리대책회의)
구분
정부
예상

‘12년

(단위 : 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최소

2,704

2,565

1,943

704

123

8,039

최대

3,386

3,351

2,563

955

165

10,421

실제 설립

55

3,234

2,962

합계

6,251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http://www.coop.go.kr)

설립 실적만을 두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성과다.
참고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선진국인 영국에는 총 6,000여 개의
협동조합만이 있고 100년 이상의 협동조합 역사를 가진 캐나다에도 협동조
합을 포함한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은 8,000여 개 수준이다. 물론 분명한 한계
도 있다. 단순 협동조합 수치만으로 전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1,300만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탈
리아의 경우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만 700만 명 수준이다. 4인 가구로
환산한다면 2,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참여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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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 중 하나인 iCOOP생협의 조합원이 최근 들어
20만 명을 넘었다는 점을 보면 한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저변이
아직은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주요국 협동조합 현황
□ 영국 협동조합 현황(2011)
- 협동조합 : 5,933개
- 조 합 원 : 1,300만 명
- 매 출 : 60조 원(£356억 파운드)

□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Coop Italia) 현황(2010)
- 조 합 원 : 700만 명(대의원 7만 명)
- 매 출 : 이탈리아 전체 소매체인사업의 18% 차지

지난 2년간 협동조합 설립만 놓고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분명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의 비율이 50%
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협동조합당 평균 조합원도 평균 20명을 넘지 않는다
고 한다. 초기 사업체가 자금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겠
지만 신규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이 아직은 걸음마를 막 뗀 유아 단계이므로 앞
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여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2) 질적 성과 : 서민 경제, 골목 상권의 어려운 짐을 함께 지고 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과연 정부 예측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
지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아직 객관적인 자료
나 정량적인 수치를 통해 질적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 협동조합이 양질의 일
자리를 엄마나 창출했고, 복지 재원 지출을 얼마나 줄였고, 나아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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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자본 지수를 얼마나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당분간은 제시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트렌드다.
이번에는 최근의 설립 동향 및 간접적인 지표를 통한 협동조합 2년의 질적
성과를 엿보도록 하자.
첫째, 협동조합은 가장 일자리 창출 친화적인 기업 모델 중 하나로 확인되
었다.
경제사전에는 ‘고용유발계수’라는 용어가 있다. 기업이 10억 원을 지출할
때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고용유
발계수가 9.5명이라면, 10억 원어치의 제품이 팔릴 경우, 직원을 9.5명 고용한
다는 뜻이다. 2010년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고용유발계수는 8.3명이다. 그렇
다면 협동조합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주로 설립되는 분야를 살
펴보면, 소상공인 13.2명, 사회복지 서비스 37.3명, 시민단체 25.2명, 사회적기
업 37.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500% 이
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에 협동조합 설립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그 어느 기업 모델보다 경
쟁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협동조합 1곳당 평균 5.8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
면, 지금까지 약 3만 6,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고
용율 70% 달성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인 상황에서 고용 친화적
인 기업인 협동조합은 새로운 돌파구로 접근해볼 가치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 서민경제의 가장 어려운 영역을 감당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가장 활발하게 설립되는 유형은 사업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
조합으로 확인된다. 이들 협동조합 유형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협동조합으로 결속하여 교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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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고 골목 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운전기사, 청소원, 배달원 등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 수입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서민 경제의 짐을 협동조합이 함께 짊어지고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적기업 채용

근로자 현황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4

60.6%/13,661명
취약 계층
전체
22,553명

취약 계층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
여 복지 수혜자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가도록 돕는 것이다. 2년밖에 되지 않아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유사한 영역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전
체 사회적기업 종사자 60%는 취약 계층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사
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동일한 사회적협동조합에는 100% 적용될 수 있는 수
치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다. 협동조합이 다른 여타 정부 정책보다 취약 계층에 더욱 친화적이고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년 주기로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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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5년은 바로 그 실태조사가 있는 년도이
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4. 협동조합 발전에 부족했던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지난 2년의 짧은 기간 내에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다. 최소한 양적인 모습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도 분명히 지니고 있다.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
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덕분에 협동조합 설립
은 매우 활성화되었지만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신설 협
동조합의 40% 이상이 자금 부족, 교육 부족, 비즈니스모델 부족으로 인해 사
실상 휴업 상태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대표
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자.
(1) 어려움: 자금 조달, 포화된 자영업시장 집중, 열악한 사회적경제 기반 등의
당면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8> 협동조합의 총 자산(2013.7.)
구분

합계

조합원 출자금

부동산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기부금

기타

금액(억 원)

293

218

39

7

3

24

비중(%)

743
(100)

740
(74.4)

39
(13.5)

14
(2.4)

17
(1)

50
(8.7)

출처 : 제1회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13.11.)

첫째, 협동조합은 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협동조합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는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다. 6,000개가 넘
는 모든 협동조합의 실태를 조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2013
년 11월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설
립된 1,300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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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자산은 약 4,000만 원이고, 평균 자산 중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74%인
약 3,000만으로 자금 조달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업체이고 기업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체가 4,000만 원으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더더욱
전체 자산의 75%가 출자금이라는 사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표 9> 협동조합별 1인당 출자금(2013.7. 기준)
구분
(만원)

~1

1~5

5~10

10~50

50~100

100~500

500~

중앙값
(원)

최빈값
(원)

비중(%)

21.3

7.7

10.6

44.9

5.2

4.6

5.7

175,000

10,000

출처 : 제1회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13.11.)

둘째, 협동조합은 레드오션인 자영업, 소상공인, 소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앞에서 협동조합의 성과가 어려운 서민 경제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시장은 초과 경쟁으로 인한 대표적인 레드오션 분야
다.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소상공인 상인들이 협동
조합을 많이 설립한다는 것은 성과일 수 있지만 협동조합 발전에는 제약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황이 지속되고 골목 상권의 어려움
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하나의 기업체인 협동조합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협동조합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한다. 아니 정부의
지원이 협동조합 발전에 오히려 독이 된다며, 과거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다르다. 우리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많은 영세 자
영업자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설립되는 협동
조합의 80%가 자영업시장에 집중되는 경우는 없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은 없더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제기를 노리는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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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
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여건과 토양은 열악하다.
법 시행 2년 만에 6,0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성과
다. 그런데 시장경제 전체와 비교해보면 6,000개의 조합은 아주 초라한 상황
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세 연보』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에는 8
만 개의 신규 법인(영리, 비영리)이 설립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총 46만
개 이상의 회사(법인)가 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4만 개가 수익 극대
화에 최적의 모델인 주식회사 형태다. 이는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보
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숫자로 보아도 460,000 대 6,000이고 비율로 보아도
99 대 1이다. 만약 매출로 비교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더 선명해진다.
<표 10> 우리나라 영리법인 현황(2011)

(단위 : 개, %)

합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460,614

437,346

18,818

3,636

814

(100.0)

(94.9)

(4.1)

(0.8)

(0.2)

출처 : 기획재정부 2012년 국세통계연보 자료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생태계와 토양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제3의 섹터로 불리는 사회적경제 영
역이다. 신뢰, 협력, 호의, 상호주의 등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한국의 시장경제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조
금은 지나친 기대감이 아니었나,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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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 : 자발적인 혁신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
각이 필요하다

첫째,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그렇다고 핑계만을 나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 소개를 할 때 빠지
지 않는 사례가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기록된 영국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
조합이다. 로치데일 이전에도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로치데일을 최초로 보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정착했기 때문이
다. 조합원이 가장 필요로 했던 생필품 판매장을 개설하고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실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등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사업 아이
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원조라
고 볼 수도 있다. 180년 전 협동조합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혁신이었고, 지
금도 다르지 않다. 조합원과 조합원,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극대
화하는 새로운 혁신과 아이디어가 시급하다.
둘째,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매년 1월 중순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 개최된다. 각국의 정상, 국제기구 대표, 전 세계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이는 이 포럼에 빠짐없이 초청되는 젊은 인재들이 있다. 바로 사회적기업
인과 젊은 사회적혁신가들이다. 주최 측은 이들이 지닌 아이디어와 도전이
세계를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믿는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공유경제(The Sharing Economy)’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를 소개했다. 단순히 빌려주는 경제가 아닌 기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
념을 소유에서 공유로 바꾸는 ‘공유경제’ 모델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
이다. 바로 이것이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성장하고 한 단
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잘 이해하고 시장에 접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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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단순히 둘 이상, 다섯 이상이 모인다
고 해서 저절로 경쟁력이 생기고 기존 업체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소유보다는 공유를 강조하는
모델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선도하는 개념 중 하나인 ‘공유
경제’에 가장 적합한 기업 모델이므로 새로운 경제 그리고 경영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2>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 (2013.3.9.)

셋째, 열악한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4년 1월호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100인’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여기에 36세의 중국계 미국인 페리 첸(Perry
Chen)이 포함되었다. 페리 첸은 크라우드펀딩의 원조로 불리는 킥스타터
(KickStarter)사의 대표인데, 이 회사는 2013년 기준 10만 건 이상의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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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7억 불(7,700억 원) 이상을 모금했다. 작은 회사로 시작하여 지금은 은
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벤처사업이나 사회공익사업에 자금을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담보, 신용, 대출 기록 등에 따라
매겨지는 기존의 자금대출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관
련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입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시행하였고, 영국도 기존의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을 개정하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의 사업인가를 내주고 있다.
이탈리아도 2012년 10월 성장 촉진을 위한 법(Decreto Crescita 2.0)을 제정하
여 혁신적인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마련해
주었다. 혁신적인 기업가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활
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는 반
드시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법도 혁신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여건이나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
출되었지만 1년 반 넘게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넷째, 협동조합, 나아가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적 시
각이 요구된다.
몇 년 전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다. 외교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파견된 국가 조직의 좋은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본부에 보고하
는 것이다. 근무 중 인상 깊게 살펴보았던 기관이 있었다. 한국에는 없는 기
관인데 바로 영국 왕실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
켜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왕을 비롯한 왕실 인사들은 무슨 일을 하고

특집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43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2013년 11월 찰스 왕세자는 민간,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 100여 명을 직접 왕실로 초대했다. 사회 혁신의 새로
운 방법으로 부각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의 개발·발
전·확산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였다. 영국은 전 세계 어
느 나라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혁신 등이 잘 발달된 나라이지만 아
직은 초기 단계다.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사회적혁신가들의 수고와 혁신
적인 노력을 알아보고 선도적으로 지원해나가는 역할을 바로 영국 왕실에
서 맡고 있었다.
실제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지원
하고 있다. 내각부(우리의 총리실) 산하에 청 단위 조직인 시민사회청을 두
고 시민사회와의 협업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투자에 대한 새
로운 법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투자시장
을 육성하기 위한 내각부 산하에 별도 TF(task force)를 운영하는 한편 G8 국
가들과 협력하여 사회투자포럼도 함께 운영한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
통령인 오바마는 2008년 취임 직후 백악관에 사회혁신시민참여실(대통령특
보)을 신설하여 사회혁신 분야에서 대통령을 자문하는 보좌관을 두었고 각
종 사회혁신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Americorps’라고
불리는 미국 국가봉사단 제도에 대한 지원을 늘려, 그 규모를 연간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국가봉사단의 인재들은 지역, 마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취약한 인력난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은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정부 조직과 사업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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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선진국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조직 현황 및 기능
국가

영국

기관

소속

사회투자재정팀(SIB센터)
(Social Investment & Finance Team 내각부
Centre for Social Impact Bonds)

G8 사회투자포럼
운영

내각부

•시민사회영역 지원 및 협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투자
•빅소사이티(Big Society) 정책 총괄

왕세자 자선재단
(The Prince’s Charities)

영국 왕실

•기업책임과 사회공헌 활동 사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지원
•교육 및 문화예술 사업 지원

3,500억원(년)
기금 운영

•대통령 자문 : 사회혁신 분야
•국가봉사단 사업 관리
•혁신기금 : 사회혁신기금, 교육기금
•민관 합동 혁신모델 개발

오바마 대통령 특보
(실장) 겸임

국가·지역사회서비스공사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연방정부
Community Service, CNCS)

•국가봉사단(Americorps) 운영
•사회혁신기금 개발 및 운영
•시니어봉사단 등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회혁신·기업가·기업 TF
일리노이
(Social Innovation, Entrepreneurship,
주정부
and Enterprise TF)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활동 지원
•사회혁신 프로젝트 운영

경제기회센터(시장직속)
(Center for Economic Opportunity)

•New Urban Mechanics(도시혁신 프로젝
트) 사업 추진
2006년 설치
•분야 : 교육, 교류, 길거리, 경제

뉴욕시

사회개발·사회혁신부
캐나다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연방정부
Social Innovation)
호주

•사회적기업 등 사업 지원
•다양한 사회투자 지원책 개발
•사회투자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

참고

시민사회청
(Office of Civil Society)

백악관 사회혁신시민참여실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백악관
Civic Participation)

미국

기능

서호주·사회혁신교부금사업
서호주정부
(Social Innovation Grants Program)

•가족,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정책
•사회적혁신, 사회적기업 사업 등

사회자본투자 관련
법 마련(2013년)

•사회서비스, 지역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을 위한 4백만불 사업 추진

출처 :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자료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선진국이
다.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수준
에 걸맞게 자원봉사·기부·상호호의·시민의식 등의 사회적자본도 잘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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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첫째는 그 중
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아직까지 초기 시작 단계
이므로 일정 기간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영역인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 정부에 개입과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
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협업하고 협력하는 생태계와 모델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렇다.

5. 마무리하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
심은 고무적이다. 새로운 협동조합이 하나둘씩 확산되고 그 대상과 범위도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아파트 부녀회, 마을 어르신까지 넓어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기존의 농협이나 수협 등의 관치 협동조합 시대를
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수치로만 보면 법 제정 당시 목표를 2년 만에 120% 이상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낙관적인 평가만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새롭게 생겨
난 협동조합 기업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이 너무도 산적해 있기 때
문이다.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고 있다.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협동에서 경쟁으로 넘어가
버렸던 삶의 패러다임이 다시 바뀌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러한 흐름과 시대
의 조류를 어떻게든 협동조합 활동에 접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결
국 답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더 좋은 사람을 더 많이 찾아야 하고,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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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결국 협동조합은 자본이 아
닌 사람들이 모인 기업이 아닌가?
외국에서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자,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자,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자,
모두를 가리켜
‘코오퍼레이터(Cooperators, 협동조합인)’라고 부릅니다”

협동조합의 성공은 건강하고 혁신적인 코오퍼레이터에 의해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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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시작하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꼬박 2년이 지난 지금 일반협동조합 6,420개,
사회적협동조합 305개로 총 6,72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8,500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전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인터넷 유명 포털 검색창에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입력해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그 정보량에 놀라게 된다. 파워링크 9개, 지식백과 3,531건, 지식in
15,645건, 카페글 78,760건, 뉴스 163,509건, 블로그 277,303건, 사이트 1,000건, 도
서 1,462건, 논문을 비롯한 전문 정보 34,072건이 검색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협동조합 관련 정보량의 변화는 매우 달라졌으며, 협동
조합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개시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
합은 10%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협동
조합의 운영 내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월 5일 발표된 기획재
정부가 2015년 협동조합 정책 보도자료의 제목을 ‘협동조합, 규모 확대에서
운영 내실화로’라고 낸 것을 보면 급속한 양적 팽창 이면에 놓인 ‘부실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의 양적 증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
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초기 상황에서 양적 성장과 운영 수준의 불일치
역시 우리가 겪고 극복해야 하는 통과의례라 생각한다. 따라서 ‘운영 부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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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해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동조합은 ‘쉬운 것’이라는 인식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결
사와 사업의 복합체로서 협동조합의 특성을 간과하고 어느 한 측면만을 과
도하게 강조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계할 점으로는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의 반
작용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상 변화-심사 요건이 까다로
워지는 등-의 발생이나,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체들을 정책 흐름에 편승하
려 하는 ‘철새 창업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시각이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의미하는 3가지 성과

1)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대
협동조합이 발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와 경
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증가를 지원하며, 부의 보다 균형적인 분배를 지속
해오고 있는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는 처음부터 협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
다. 필자가 IMF 직후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노동자기업인
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활동하던 시절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매우 부족했고, 이데올로기 편향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당시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관제 조직으로 이해하거나, 겨우 소비에트
의 협동농장을 떠올리는 정도였던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현행 협
동조합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원협동조합인 노동자협동조합이나 노동자소유
기업에 대한 거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노동자가 감히 경영을?’
이라는 편협한 기업 소유 의식이나 자본가와 경영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인 기업 지배 정서가 반영된 탓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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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수단으로 협동조합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량과 사회
인식은 180도 변화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기대와 관심이 형성된 것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큰 역할을 했
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되었다. 성공한 외국의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포스터 그리고 안내 책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필요와 처한 어려움을 협
동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주체들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포스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사업자협동조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월 12일 기
준으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COOP/state/
guildEstablish.do)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은 6,420개가 설립이
되었고, 이중 사업자협동조합은 5,010개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골목 상권
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협동으
로 대처한 자발적 노력이며,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협업화지원사업이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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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려는 상상력의 자극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협동조
합 설립을 보장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필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
고 있었다. 그때는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다는 것에 연연한 탓에 협동조합
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확산에 대해서 상식적 수준에서만 생각
했을 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협동조합으로 무엇까지 해봤
니?’라는 물음이 나올 정도이다.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이 일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
기요’ 같은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접근하면서 수수료 0%에 도전하려는 준비
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성 석·박사들이 모여 작은 연구소를 만들거나, 경력 단절 여성 과
학자들이 자신들의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만들어내
기도 했다. 또 공유경제 흐름을 타고 청년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실현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동물병원을 만들
어 적정진료와 공동구매를 도모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학교 매점을 학부모
들과 학생들이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제
주도에서 항공사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부산에서는
야구팬들과 시민들이 모여 야구 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공청회가 진
행되기도 했다.
협동조합이 제도화되기 이전까지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해결하는 것에 많
은 제약을 받아왔다. 소비자로, 구직자로, 영세한 사업자로 살면서 누군가에
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거나,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
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제도화를 계기로 같은 욕구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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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사업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
었고, 당연하게 여기던 시장 구조에 도전을 하고, 기득권 집단들에 대항해 틈
새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으로 도전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어서, 그 성장
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견제
와 담합을 이겨내야 하며,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와
출자금은 비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
여가 더욱 강조되는 사업체이다. 또한 앞서의 논리를 협동조합 진영으로 확
장하면, 협동조합이 많아질수록 협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과 협동조합의 내
부 시장은 커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과정은 비단 협동조합의 경제적 기여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한다. 조
합원과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가고,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 정책을 견인하
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준수하는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 함께
협동조합을 통한 풍부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상태
로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3) 기성 기업에 대한 견제와 순화 기능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수수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 많다. 대리기사, 퀵기사, 치킨집, 제과점, 분식집, 편의점, 각종 대리점, 과
외교습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중개 사업이 확
대된 결과이다. 최근에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배달업이 번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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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낮추려는 이유에서,
그리고 골목 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고 기사들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
들어진 대리기사협동조합과 퀵기사협동조합, 기존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에서 벗어나 본사와 대리점의 공생을 지향하는 치킨협동조합이 그 예다. 또
한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동네 빵집들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레시피를
공유하는 등 사업자 간의 협업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
리고 수수료 ‘0%’를 목표로 하는 배달협동조합이 준비되고 있다.
이들 협동조합은 종래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
직적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의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증가하
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존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중개 수수료를
이윤의 근원으로 하는 사업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을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
면 연예인과 그들의 팬이 함께 만드는 연예인 기획사가 협동조합으로 만들
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올해 대자본의 고유 영역이라고 인식되던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준비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월 17일 있었던 제주도민을 위한 항공사 협
동조합인 ‘제주하늘버스’ 창립총회와 2월 6일 부산 YMCA 대강당에서 스페
인 FC바르셀로나를 롤모델로 한 ‘부산자이언츠협동조합 설립 추진기획단’
공청회가 그것이다.
행사 직후 인터넷으로 확인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려
를 표명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초기 자본만이 아니라 운영에서도 수익성
을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대자본의 참여 없이 불가능하
다는 입장에서, 이들 협동조합 준비 주체들이 정하고 있는 사업 및 예산 계
획의 현실성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인의 출자금 지분 한도가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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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자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
법적 측면에서 비현실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대자본에 의한 사업 영역이라는 통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주체들이 새겨듣고 재검토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지적이다. 대자본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사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으로
도전을 한 것은 한국 협동조합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며, 성패 여
부를 떠나 그 도전 정신을 높이 살 만한 일이다. 레이들로(A. F. Laidlaw) 박사
가 언급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진영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협동조합 발전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
업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견제와 촉구
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콩 회항’ 사건은 ‘항공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해주었다. 그런 점에서 ‘제주하늘버스’는 항공기 소비 주체가 항공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소비자와 사업주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항공료와 항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촉진하는 계
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야구 구단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기사에 따르면 성
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부
산 북항에 야구장을 건립하고 부대시설을 함께 짓겠다는 의향을 강하게 밝
혔다고 한다. 협동조합으로 야구 구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대안 제시는 롯데
측의 진정성이 깃든 대안과 쇄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낸 촉매제 역할을 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54 생협평론 2015 봄(18호)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 이면에 놓인 3가지 과제

1) 설립 지원을 조직 설립 지원이 아닌 창업 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기획재정부의 2015년 협동조합 정책 기조는 ‘설립 지원’에서 ‘운영 내실화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운영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에 기인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 ▲경영·판로 지원 확대 ▲자
금 접근성 제고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재정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구체
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시장 진
입(협동조합 진입 제한 업종 발굴 및 개선)이나 정책 지원(장애인·여성 기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등 정책 지원에 있어서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
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람직한 방
향이며,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상기해야 할 것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창업의 의미를 지니는
설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내실
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체들의 사업 역량,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이 제대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립 지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설립 지원 활동은 협동조합 설립
에 필요한 행정적 요소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이 크다. 즉, 창업이 아니라
조직 설립 요건에 대한 지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이는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면
밀한 사업 계획과 사업을 담보할 실질적인 예산 계획, 그리고 출자를 비롯
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 충분하지 않은 것
들을 설립 지원 과정에서 살펴주고 지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설립된
협동조합의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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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하고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OECD 국가 평균의 1.8배인 28.8%에 이른다고 한다. 그
리고 이들의 생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창업 3년 이내 자영자들
의 폐업율은 70%에 달하고 있고, 이들 이외 신생 기업의 폐업율도 50%에 육
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설립된 6,700여 개 협동조합의 향후 3년 기업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외국의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보다 1.5배 이상의 높은 기업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
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기업을 창업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스밸리(Death Valley)’, 즉 ‘죽
음의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창업 후 3~7년의 기간이다. 한국의
5년차 창업기업 생존율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데스밸리는 창업 성공에 최
대 걸림돌이라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선진국에 비해 20~30% 떨어지는
생존율이라 한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에 맞춰진 창업
지원정책을 3~7년 기업의 창업 지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설립 지원=창업 지원’
으로 인식해야 한다.
2) 신규 설립보다는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노동자협동조합 중에서 시사점을 주는 협동조합이 3곳 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엑투스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그러하다. 이들의 공통
점은 기존 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해피브릿지의 업력은
18년, 엑투스는 10년이나 된다. 웬만한 위기는 두세 번쯤 다 겪었을 기업들이
다. 이중에서도 행복나눔마트의 경우는 기존 마트를 시민사회단체의 회원과
기존 마트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인수한 협동조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기업은 신규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처한 ‘사업상의 어려움 극복’이라
는 당면 과제와 달리, 기존 방식과는 다른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정착시켜가

56 생협평론 2015 봄(18호)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 역시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전환 비용’
이라고 할 수 있을 일시적 매출 감소를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려인 듯하다. 행복나눔마트의 경우 매출이 오히려 20% 증가했고, 직원조
합원의 임금은 더 높아졌으며, 정년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전환의 성격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협력을 모색하는 사업자
협동조합은 무려 78%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사업을 하는 과정
에서 느끼는 결핍과 필요가 명확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수치를 근거로 하지 않아도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협동
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정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
자리를 유지하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 노동자
기업인수지원센터 경험을 살펴보면 부도 기업의 직원들이 기업을 인수한 곳
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직원의 83%를 유지했고, 1~3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
입될 경우 기존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정상 운영 중이거나 경영이 악화 상태에 놓인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업을 유지할 경우 부도 기업보다 경영 회복이
나 고용유지율 면에서 시간과 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기가 악화되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기업
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도 기업
이나 경영 악화 기업의 노동자 인수를 포함한 다양한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청의 기업 구조개선 자금이나 고용보험을 연계한 정책 구상이 필
요하다. 이미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내실화와 경영
안정성, 기존 일자리 유지라는 측면에서 인수를 통한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을 촉진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 변경 요건을 완화하거나 규모에 따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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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차등을 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의 만장일치 요건은 상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 상법상 상호 조직 변경이 가능한 주식회사와 유
한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만장일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사원이나 주주
의 규모는 유한회사를 기준으로 50명이다. 협동조합 역시 기존 기업의 주주
나 사원 및 회원의 수를 고려해 현행 조직 변경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
야만 조직 변경이라는 법률 조항이 협동조합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
로 작용하지 않고 협동조합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된다.
3) 협동조합 관련 중앙 부처의 상설 협의 구조 마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
조합),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청(산림조합), 중소기업청(중
소기업협동조합),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 8개로 나뉘어져 있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을 허
용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부처와 사업 내용 측면
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협동조합을 포함
시킨 상황에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은 더욱 절실
하다. 또한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조합원을 기반으로 하는 신협을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기 위해, 제1금융권 역할을 하는 농협의 신용사업 부
문을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
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에 있어서 기성 협동조합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한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원칙이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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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상호간의 자발적 노력이 제일 중요하
겠으나, 분산되어 있는 소관 부처의 정책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의 자원을 활용하고, 상호 거래 및 협력 창업 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5년을 기점으로 협동조합 관련 소관 부처들의 합동회의와 상설
협의기구가 설치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창업 인프라를 공유하
고, 기성 협동조합을 활용한 창업인턴제를 통해 창업 실패율을 낮출 수 있기
를 바란다. 또 상호 협력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부 시장을 마련하고, 나
아가 그 기반으로 신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하는 것을 기대한다.
또한 개별 협동조합 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형평성을 조율하여 협동조합
간의 제도적 격차를 줄이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협동조합이 상호간에 개방적이고 협력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마치며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
되거나,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
은 더뎌질 것이다. 결국 정책의 유용성과 그 정책을 판단하는 주체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과 주체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양
적 성장을 논하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올해 실시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는 협동조합을 창업
하고 유지·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한지 살피는 정책 실태조사가 병행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보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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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보는 시각을 총량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유
형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좀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디지만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74개의 직원협동조합은 일자리 유지와 안정이라
는 점에서 유의미한 현상이다. 그리고 201개의 소비자협동조합과 893개의 다
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생활상의 다양한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뿐만 아니
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30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주체와 이용 주
체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은 창업기업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조합
원들의 의식 성장과 민주적 운영이라는 점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준비 과정과 조직 운영상의 특성들을 살펴야 한다. 이
를 통해 이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체들에게 사전 준비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 창업 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
합이 마치 ‘쉬운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던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기
조에 대한 평가성 조사 역시 필요하다.
넷째, 협동조합의 총량을 살피고 보편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 초
기 단계에는 각 유형별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별해 각각의 특화
된 지원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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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2팀)

≪로치데일 선구자들(The Rochdale Pioneers)≫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국의
The Co-operative Group의 전신이자 협동조합의 원형으로 불리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는 조합
원들이 수레를 끄는 모습이 나온다. 흔히 협동조합은 ‘운동의 바퀴’와 ‘사업
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한쪽 바퀴만 돈다면 같
은 자리를 계속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는 협동조합을 표현하
는 데 꽤 적절하다. 영화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제작의 법칙 중 오프닝 5분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
는데, 이는 영화 도입부에 감독이 전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 관객을 매혹시켜
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명장면 중 수레가 등장하는 이
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보니 이르게 된 지점이었다. 그 수레를 끄는 장면이
영화 포스터에까지 활용될 정도로 상징적인 장면이라면, 더구나 협동조합의
뿌리를 다룬 영화라면 이러한 해석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의 바퀴와 사업의 바퀴를 함께 굴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협동조합 기업가들이 두 바퀴의 균형을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길
을 찾아가는 노력을 보면 개척자의 모습이 겹쳐지곤 한다. 아무도 모르는 길
을 찾아 나선 이들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부른다. 공교롭게도 개척자와 선구
자는 영문으로 모두 ‘Pioneer’이다. 서부시대의 개척자(Pioneer)와 로치데일의
선구자(Pioneer)는 목표와 목적이 다르지만 그 체험만큼은 같았을 것이라는
게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업가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이다. 아
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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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부터 매달 두세 개의 기업을 정기적으로 인터뷰하며 협동조합
기업가들을 만났다. 그러다보니 어떤 곳에서는 협동조합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협동조합의 전형을 발견하
기도 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필자의 역할이 아니므로 그대
로 두기로 하고, 다만 이 귀중한 지면을 통해 운동의 바퀴와 사업의 바퀴를
굴리며 미지의 땅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한국 협동조합의 모습을 조금이
나마 엿보기로 하자. 운동의 바퀴와 사업의 바퀴를 따로따로 굴리지 않고 함
께 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균형점을 찾고 있
는가. 한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척자들을 지금부터 소개
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실현하는 ‘해피브릿지’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이하, 해피브릿지)의 행보가 흥미롭다. 올해 1월 해
피브릿지는 행복중심생협연합회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실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작년 2월에는 몬드라곤 대학과 MOU를 체결했다. 해피브
릿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노동자협동조합의 연합회인 대안노동자
협동조합연합회에도 가입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
이 있어요.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이거죠. 저희는 그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라고 보는 겁니다.”
해피브릿지의 송인창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
고 사업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꼭 필요하다고 설
명했다.
“주식회사는 돈이 되면 적과의 동침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면 쓸
모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뢰가 있어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있어
요.”

62 생협평론 2015 봄(18호)

해피브릿지는 그것이 전산화 사업이라고 했다. 수익성의 부침에 따라 쉽
게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항시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저희 가맹점이 이용하고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 과포화 단계가 되면서 2년
전부터 사업성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전산 부문을 외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정보가 쌓이면 자본 기업들은 얼굴을 바꾸
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해피브릿지는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
기 위해 행복중심생협과의 협동을 선택했다고 한다.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공통분모가 있고 전산처럼 유지가 중요한 부분은
신뢰가 정말 큰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업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해피브릿지는 행복중심생협뿐만 아니라 외식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와플대학 협동조합과도 새로운 협동을 준비 중이라
고 했다. “와플대학은 아이디어를, 저희는 시스템을 모아 시장 경쟁력을 갖
춰야죠. 한국처럼 외식사업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시장은 많지 않을 거
예요. 외식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들의 입맛이 빠른 유행을
타면서 사업 환경의 변수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다음
은 장담할 수 없어요.”
주식회사는 이때 사업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은 다각화를 하기에는 꾸준한 투자와 인재 등 유무형의 자원
모두가 부족하다. 설상가상 협동조합은 자본금 조달에도 결정적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을 얘기할 때 흔히 안정적인 일자리, 복리후생 이런 것들
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목적지일 뿐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시장
이 변화하면 해피브릿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사업 다각화를 협동조
합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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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해피브릿지의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해피브릿지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로도 유명하
다. 특히 직원이 140여 명이나 되는데다 노동자들이 출자해 ‘임노동’이 아닌
‘주인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름뿐만 아니라 조직의 체질과 관성도 모
두 전환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저희는 그래서 ‘전환했
다’가 아니라 ‘전환 중’이라고 말해요. 임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주인으로 바뀌
지는 않잖아요.”
해피브릿지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2년 전보다는 조합원들이 달라졌다
고 했다. “저희가 작년에 교육비로만 2억을 썼어요. 저희 사업 규모로는 제법
큰 투자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지원도 하고, 조합원
5명이 모여서 강좌를 개설하면 조직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
어요.”
그 노력의 결실이 차츰 빛을 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창 이사장은 언어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임노동을 극
복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에서 쓰던 언어들은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평가와
보상이라는 말 대신 좀 더 주체적인 측정과 배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주식회사에서는 인건비는 고정비로서 줄여야 할 대상이지만 협동조합에서
인건비는 조합원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 물든 관점도 함께 이동해
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76명의 조합원이 1,000만 원가량을 출자했고, 이를 연
봉 수준까지 늘린다는 것이 해피브릿지의 계획이다. “해피브릿지의 목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합원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을 열어야 해요. 해피브릿지가 하나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임노동과 대비되는 말로 주인노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과연 주인노동
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출자금을 내고, 출퇴근 시간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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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시키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잘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주인노동은 결
국 조합원 모두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면서 일
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일자
리가 만들어집니다.”
해피브릿지는 그런 목표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해피브릿지의 시스템을
이용해 창업을 경험하고, 실패한다면 실패까지도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일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분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해피브릿지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협동조합도 혼자서
는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협동의 토양이 넓어지고, 생태계가 꾸려지고, 거
기서 연대와 협동이 사업으로 작동해야 해피브릿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해피브릿지는 몬드라곤 대학과 함께 한국에 협동조합에 대한 고급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의 선배격인 해피
브릿지의 행보와 노력이 어떤 결실로 맺어질까. 확실한 점은 노동자협동조
합의 성공 사례가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많은 기대감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해피브릿지의 다
음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화제로 떠오른 학교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이 화제다. 교육청에서도 앞다투어 학교협동조합을 추진하
고 있는 모양새다. 2013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학
교매점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체결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GSEF(국제
사회적경제포럼) 2014 - 사회적경제와 교육’ 세션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형
태로 교육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확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
다. 그런 바람에 힘입었을까.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생
겼다. 바로 독산고등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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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독산고등학교와 성남시의 복정고등학교는 학교협동조합을 만
들어 매점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내용은 상이하다.
독산고가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사례라면, 복정고는 성남시와 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다양한 자원이 모아져 시작된 사례다. 독산고가
스스로를 낳았다면 복정고는 낳아진 것이다. 학교에도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는 당위에는 더 보탤 말이 없을 만큼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협동조합기본
법 제정 2년 후, 사회적경제는 이제 학교로 스며들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니까 아이들에게서 매점 이름을 공모했는데 한 아이가
‘학수고대’라는 이름을 낸 거예요. 학수고대. 매점 가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
린다는 뜻인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이들에게서 매점이 교실과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요.”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의 김현미 이사장
의 말이다. 김현미 이사장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물건을 사고파는 관점
에서만 매점을 바라봤지만, 아이들이 매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매점이 참 의미
있는 공간이구나. 여기서 아이들과 새로운 일을 벌여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
각하게 됐어요.”
복정고의 강연수 교사도 학교협동조합이 단순히 매점의 의미와 기능에 한
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매점협동조합을 하면서 윤리적 소비를 경험하
고, 회의를 운영해보고, 의사결정을 모으는 일 자체가 특별한 거죠. 학생들이
총회준비위원회도 꾸려서 참여해보는 경험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학생 자치를 할 수 있는 곳이 학생회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의 창구가
생겼으니까 경험이 쌓일 수 있는 방식이 하나 더 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은 학교의 변화, 교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했다. “학교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에요. ‘빨리빨리’가 되지 않는 곳이에
요.(웃음)”
학교협동조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라서 생긴다. “아이들이 입학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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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조금 배울 만하면 금세 3학년이 되고, 3학년 때는 대
입 시험 보고 물러나 졸업하는 거예요. 인적 구성의 로테이션이 빠른 거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발령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수시로 교
체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사람이 아닌 조직 문화와 시스템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사뭇 다른 지점의
고민이었다. 복정고의 고민은 또 있었다.
“교육도 쉽지가 않아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협동조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또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미 지쳐 있어서 효
과도 안 좋아요.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협동조합 교육이 필요해요.” 학교협동조합의 교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만
큼 이런 고민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독산고의 고민은 매출이다. 아이들의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
해 판매하는 물품의 마진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다. 독산고는 조례 제정 전에
최고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한 마진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된다.
“마진이 보통 70원에서 80원, 많아도 1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과
달리 실제 수익은 높지 않죠.”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돼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매점협동조합이 여전히 최고가 입찰제이다. 최고가 입찰제의
경우 높은 입찰가가 그만큼 협동조합에 전가되는 만큼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성남시 복정고는 경기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사회의 생협 조직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원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복정고 학교 자체가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신설 학교다보니 자판
기 하나 빼고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학생들 불편함이 컸죠.” 불
편함은 필요가 되고, 그 필요가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결합해 협동조합이 됐
다는 말이었다. 부모들이 중심이 된 독산고의 필요는 복정고와는 조금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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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처음에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다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이
들을 통해 번 수익을 다시 학교에서 써야 하는데 그게 어디로 쓰이는지 투명
하지가 않은 거죠. 그때 다른 학교협동조합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이왕이면 안 좋은 거 팔아서 아이들 복지를 위
해 쓰기보다 몸에 좋은 걸 팔아서 학생들을 위해 쓰자고 해서 생협의 물품도
취급하게 됐고요.”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 매점에는 친환경 식품 소개와 첨가물의 위험성,
GMO 식품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패널들이 빼곡히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전
자레인지를 돌리는 학생들에게 전자레인지에서 좀 떨어져 있으라는 이사장
님의 잔소리도 매점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협동조합의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서울시보다 성남시에서 학교 협동
조합이 먼저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과 경기도 교육
청, 더군다나 성남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있어 서울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적경제 자원이 흐르고 있다.
“성남시, 교육청, 진흥원에서도 계속 도와주시고 성남 인근 지역 생협에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도움만 받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그 관심과 격려가 이젠 정말 큰 힘이죠.”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배움과 분리 불가능하다. 만약
아이들이 국·영·수와 함께 협동과 민주주의를 배운다면, 이 아이들이 학교
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까? 그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학교협동조
합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일반 성인들도
익숙하지 않은 정관과 규약, 총회 운영 방식 등 성인에게 맞춰진 협동조합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런 지원이야말로 학교협동조합이 목말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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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독산고 매점은 꼬박 12시간 동안 문을 열어둔
다. 학교라는 사회가 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2시간 문을 열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는 학교에 새로운 경험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복정고에서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이런 말을 했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점이
제일 좋아요.”
그 몰랐던 점이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차이를 하나로 합의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왜 그래야 하죠?’ 하
는 표정으로 각자의 의견 중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추진하면 된다고 답했
다. 타협의 과정이 분리와 배제, 탈락이 아닌 결합과 수용,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었다.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 다수결로만 그칠 경우 분리
와 배제, 탈락의 방식이 오히려 자본기업의 1원 1표제보다 더 폭력적인 방식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까? 학교협동조합을 경
험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된다.

한국의 발달장애협동조합
《위 캔 두 댓!(We Can Do That)》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이탈리아 논첼
로(noncello) 사회적협동조합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제작됐는데, 자폐
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활을 담은 이야기이다. 당시 이탈리아는 정신
병원의 강제 격리 수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정신장애인에게 약물과 격
리가 아닌 일상과 노동을 통한 회복을 주장한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논
첼로가 태어났다. 한국에도 비슷한 협동조합이 있다. 산울베리사회적협동조
합과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이다. 그럼 현실도 영화와 같을까? 애
석하게도 논첼로와 같은 협동조합이 등장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부박한 현
실에서는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는 쉽지 않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다. 한국의
산울베리사회적협동조합과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장애인
협동조합의 현실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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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최고의 해결책은 일상
에서 살아가면서 치유되는 거죠. 그래야 비장애인의 인식도 바뀝니다.”
산울베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산울베리)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발달장
애인 대부분은 폭력성이 많아 일반 시설에서도 퇴소당하거나 정신병원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다. 담당 교사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
3교대로 운영될 정도이다.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산울베리의
유선미 팀장은 그럼에도 격리 수용보다는 일과 노동을 통한 회복을 주장하
고 있다. “지금처럼 정신병동을 격리하고 배제한다면, 들어가면 나올 수 없
는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관리비를 감내하면서도 이들을 돌보는 이유는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
감 때문이다. “블루베리 농장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면서 화분도 나르고 흙
도 만지고 바람도 쐬니까 이제는 먼저 언제 가느냐고 묻기도 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부모님들도 통장에 월급을 찍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셨
죠. 정신병원으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산울베리는 블루베리 농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델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했다. 설립된 지는 이제 1년 6개월이 넘었다.
대전에 위치한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이하, 연리지)은 부모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도 해요. 오죽하면 부모가 나섰을
까. 부모가 나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 성인들의 미
래는 불안하거든요.”
연리지는 발달장애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에서 시
작됐다. 연리지의 최명진 이사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
면서 학교에서 부모 스스로 장애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자 변
화가 생겨났다고 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를 거부하면 왈칵 울면서 뒤
돌아섰거든요. 이제는 당당히 요구를 하게 되면서 부모들도 경험한 거죠. 하
면 할 수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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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를 졸업해도 장애인의 삶은 계속된다. 학교는 달라지고 있지만
지금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는 20대 이후의 삶은 부재하다. “발달장애를 가진
20대의 삶이 제일 걱정이죠. 부모가 계속 함께 살 수는 없는 거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 인식이 일자리의 문을 단단하게 잠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리지는 부모들이 모여 발달장애 청소년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차 사업을 시작했다. 세차는 분업이 가능한 데다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연말에 직원들에게 그동안 우리 잘했다, 2년 동안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
하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저희로선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노동집약적인 업종임에도 비장애인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보니 비
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2년간을 ‘버틴’ 이유는 매출에 대한 기대 때
문만은 아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구나,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
구나,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예요.”
장애의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사업의 성패가 일반 시민의 인식과 잇닿아
있는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자체는 법인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고, 이제는 법
인이 되니까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며 다시 원점이에요.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부모나 활동가들이 희생하는 것밖엔 달리 도리가 없어요.”
성공의 결실을 몇몇 사람이 아닌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공기처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다. “성공해야죠. 그래
서 돈도 벌어야 하고 조합원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 외에 저희는 인식을 개
선하는 사업도 함께 해야 해요.”
영화 《위 캔 두 댓!》에서는 서번트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천재적
인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면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다. 천재를 등장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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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는 논리적으로 영화의 성공 스토리를 납득시킬 방법이 없었던 건 아
닐까?
정부의 관료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보다 사회적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이 반
영된 고객 중심적 서비스 제공은 예산의 집행과 효율 면에서 비용 우위인 점
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볼 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협동
조합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
을 사회적경제와 분담해서 해야 한다면, 특히 지금처럼 당사자들이 절실히
나서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다면 정부의 정책적 우산이 마냥 틀린 말
은 아니다. 실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스테파노 자마니
(Stefano Zamagni)는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한 생태계 중 하나를 정부의 지
원이라고 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법률이 제일 먼저
생긴 나라이기도 하다.
20년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유선미 팀장은 협동조합이 현 복
지제도에 시사하는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이 복지 체계에 불러올
변화 중 하나는 건강한 조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 시설 등 장애인 관련 보도를 봐도 초기의 창립 정신과
달리 2세대, 3세대로 경영 구조가 대물림되면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
요.” 지금의 구조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자정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작동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소수에 의한 과두 지배가 아닌 다수에
의한 관리,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의 협동조합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다.
산울베리와 연리지, 모두가 만들고 싶은 미래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단지 함께 살아가는 준비
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두 협동조합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 힘
든 일상을 견디는 이유는 이들이 특별해서는 아닐 것이다.
“장애 아동을 낳기 전에는 학교에서 발표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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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요. 우리 아이가 저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고.” 최명진 이사장은 아이를 낳
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뒤바뀌었다고 했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사회가 비장애인에게 과연 어떤 미래를 남길 수 있을까?
잘 먹고 잘살기보다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선
택한 이들의 행보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협동조합 말고도 기대가 되는 협동조합들이 여럿 있다. 시
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모여 만든 맑은손공동체노동자협동조합, 청년들이 모
여 대안적인 주거를 만들고 있는 민달팽이협동조합 등이다.
협동조합은 필요를 모아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실리적이고, 그 필요가 공
공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기에 다분히 사회적이다. 부족한 주거와 치솟는 실
업률, 지역사회의 붕괴, 불안한 먹을거리를 문제의식으로 내건 협동조합의
활동만 봐도 이는 잘 드러난다.
하지만 먼저 운동의 바퀴와 사업의 바퀴가 함께 잘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
해피브릿지는 그 열쇠말을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서 찾으려 하고, 복정
고는 학생 자치의 안정화, 연리지는 국가 복지제도로의 연계라는 열쇳말을
찾았다. 그럼에도 그것이 당사자의 문제이기에 여전히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꺼이 비용을 감수하고 시간을 들
이며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협동조합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답
을 발견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을 함께 묶어주는
공통의 필요가 존재하며, 그 필요는 사업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협동조합의 부단한 고민과 대안 탐색의 결과로 조금씩 조금
씩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정답이란 없기 때문
에 그 길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선구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이리라. 모든 협
동조합에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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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때/곳 : 2015년 2월 26일(목) /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521호
참석 : 이석우(남양주시장)
정원오(성동구청장)
유영우(논골신협 이사장)
김정원(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 기획이사)
김형미((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정리 : 김현대(한겨레신문사 출판국장)

사회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양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질적으로 내실이 채워지기에 2년이라는 기간은 짧
은 것 같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뿌
리내리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
입니까?
이석우(남양주시장, 이하 이석우) :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사회적경
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조
직 형태가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일
찌감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21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이 종료 된 업력 5
년 이상 사회적기업도 큰 문제없이 정착되어가고 있습
니다. 사회적기업가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운영하며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중입
니다.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보다 먼저 시작되어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대(한겨레신문사 출판국장)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모델로 이해하고 있
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켜보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습
니다. 협동조합학교를 만들어 시민 대상 교육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현재, 59
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중 9곳은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생긴 생협, 의료생협 등이고, 기본법 이후 만들어진 50곳 중 일반협동조합이
48곳, 사회적협동조합이 2곳입니다. 물론 부실한 곳도 있으나 대체로 잘 운
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취약계층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을 견
디지 못합니다. 노동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중심 기업인 사회
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남양주시에서 협동조합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태계
가 태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
해 협동조합이 질적 성장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협동조합을 체험하게 되
고, 그래야 확산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학교를 기본법 제정 첫
해(2013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원(30명)의 두 배 이상 지원자
가 몰렸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
졌고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는데,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보
완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앞으로 점차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출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늦었지
만,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경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원오(성동구청장, 이하 정원오) : 남양주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동구와 협동조합의 숫자가 똑같습니다(웃음). 기본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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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협동조합이 50곳 생겼고, 그중 사회적협동조합 2곳,
일반협동조합 48곳입니다. 월평균 2곳 정도 계속 생겨
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전국 수제화의 80%를 생
산하는 성수동이 있어, 수제화 관련 협동조합 8곳을 포
함해 제조업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13곳) 한
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
후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협동조합의 흐름
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협동
조합의 양적 성장이 경제적인 흐름, 문화적인 흐름, 민
주질서를 만드는 흐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흐름으로
발전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다. 그렇지만, 아직
은 양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협동조합의 증가가 더 필
요합니다. 그러면서 질적 성장도 필요한데,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
니다.
사회 : 자발적인 생활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은 뿌리 내
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급하게 가려다가는 오히
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분 단체장께서 협동조합의
좋은 면을 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협동조합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의 입장에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
고 싶습니다.
김정원(남양주협동조합연합회 기획이사, 이하 김정원) :
어렵습니다(웃음). 지난 2년 동안이 숨고르기 단계였다
면, 올해는 협동조합 후배들이 등장하면서, 협동조합

김정원(남양주협동조합연합회 기획이사)

간 협동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입니다.
협동조합 정신을 살리면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의 자원들이 우선 연계되어야 하고, 협동의 정신을 만들
어가는 학교에서의 협동조합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협동조합과 연계
된 “협동조합,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공동교육 프로
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좋다고 말해도 사람
들이 쉽게 제품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 내놓
아도 손색없는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갖춰야 합니다. 그
런 기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협동조합의 질적 성
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남양주에서는 이러한 실험
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협과 생협 같은 기존의 협동조합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협
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미((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이하 김형미) :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실험이라면, 구체적으
로 어떤 것인가요?
김정원 : 생협의 내부거래규정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연
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심의하는 위
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7명의 위원이 모여 품질
을 확인하는데, 한 명이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 협
동조합에 반려 의견을 보내고 보완 사항을 전달하게 됩니

김형미((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다. 보완사항이 갖추어지면 다시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은 결사체이면서 사업체입니
다. 누가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는 협동조합 스스로 브랜딩 등의 마케팅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협, 신협 등 선배 협동조합들의
조언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회 : 유영우 이사장님은 기본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
부터 협동조합을 꾸려온 사회적경제 현장의 대선배이
고 개척자입니다. 기본법 이후 우후죽순처럼 불어난 협
동조합들을 보면서 감회도 많고, 아쉬움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우(논골신협 이사장, 이하 유영우) : 양적성장은 굉
장합니다. 질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지금
당장 이를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2
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정책을 펼치는 광역, 지방정
부와 당사자의 주체성을 세워야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지차체에서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 모델이 확산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교육훈련, 상품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과 유통 지원, 기금조성을 포함한 금융인프라 확충, 나

유영우(논골신협 이사장)

아가 연구기능까지 수행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역사회에 대학이 있으니 산학협력의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민관협력으
로 구축되길 희망합니다.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적재적소의
지원체계를 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성동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작년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해 이러한 고
민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고심하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
원센터 같은 성동구의 중간지원조직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 : 협동조합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협동조합 간
협동, 나아가 사회적경제 영역 간의 협동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
하게 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남양주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모이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남양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만들
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경제 영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말로만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미 : 지역 내에서 이종 간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남양주가
선구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원 : 2013년 10월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신뢰
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
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이 싹트게 됐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
라 다른 업종끼리도(이종간)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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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내부 회의를 통해 협의회를 그대로 연합회로
옮겨가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
된 일입니다. 현재 기재부의 설립신고확인증을 교부받
아 협동조합들의 중간지원 조직과 사업체로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 : 협동조합은 이론이라기보다 실천입니다. 실제 경
험하지 않고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체득하기 어렵습니
다. 두 분 단체장님은 강의를 하셔도 될 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로 협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해보신 경험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원오 : 협동조합 가입은 못했지만, 협동조합을 만드
는 과정에 처음부터 뛰어들었던 일은 있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의류패션협동조합인데요, 성동구에는 사양산
업인 봉제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협동조합 방식의 활성화를 도모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여러차례 봉제쪽 협동조
합 설립을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는데, 한양여
대-성동구-중간지원조직(협동사회추진단)이 함께 협
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협동조합의 문을 열수
있게 됐습니다. 조합원은 아니지만 처음 논의 단계에서
부터 참여했기에 애착이 많습니다. 한양여대 안에 봉제
기술센터를 설립해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이들이
지역 내 봉제회사에 취업하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성장
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오(성동구청장)

협동조합을 보면 관과 민의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타이
밍인데, 아직은 양적 성장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설립된 협동조합이 생존해야 하고, 또 새로운 협동조
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이 경
쟁하고 있는 대상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인데, 국가의 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
는 대기업, 중소기업과 비교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은 실제 어떤 혜택
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동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우
선구매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공공구매의 25%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조달하는데, 이는 서울의 구청 중에 2번째로 높은 수치
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
니다. 성동구에만 100억 원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중소기업들이 저
리융자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1금융권은 물론이고 신협에서도 사실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사회적기업 전담 기금을 성동구 차
원에서 30억 원 정도 조성하려 합니다. 작년 말 조례를 제정했는데, 올해부터
기금을 모아, 2017년부터 융자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렇게 관에서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이 필요합니다. 관에서는 공공구매, 기금조성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민간의 몫입니다.
이석우 : 저도 특정 협동조합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역할은 한
곳의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가학교, 협동조합 기초, 전문가 교육의 입학식과 수료식에는 꼭 참석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에 있어서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생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회적
경제 조직은 돈(자본)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
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면 협동조합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생산의 연결이 충분치 않으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운영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많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양
주에서는 무엇보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드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학교, 협동조합 교
육이 그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활동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활동
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활동가들이 멘토가 되어 부족
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사람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 협동조합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이 때 신협,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봅니다. 특히 신협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양주에도 자생적인 신협이 있는데, 이런 자발적인 금융조직
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지 고민이 많습
니다.
사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앙
집중 경제로 지역경제가 탄탄하지 못하고, 생활 속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
전히 취약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지역 현장에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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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우 : 20년 넘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일부 형성해놓았다는 사실에 자부
심을 느낍니다. 이를 어떻게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협동조
합 활동의 과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의 사회에서
협동의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풀뿌리민주주의를 작동하는 건강한 지
역을 만드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은
짧은 기간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성동구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은 편입니다.
정 구청장으로 바뀐 뒤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입니
다. 문제는 공무원들이나 당사자조직이나 협동조합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능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 추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원 : 유 이사장님 말씀에 덧붙입니다. 협동조합이 왜 좋은가 하면 다양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
역기반의 협동조합은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다
양성이야 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을 어떻게 행정이 지원해줄 수 있는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행정과
함께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풀뿌리조직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람들
이 활동가와 전문가로 교육을 받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내부의 힘을 키워
야 합니다. 지역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외부 전문가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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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형미: 아이쿱생협은 전국에 80개 지역생협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대부분
이 여성인데, 생협 활동을 하면서 겪은 긍정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조사해보
니, 아이와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
들이 혼자가 아니라 협동조합 속에서 일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
서 인내하고 갈등해결을 고민하는 동안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난 것
입니다. 덧붙여, 생협 활동이 지역의 학교 등, 지역사회 활동, 나눔 활동에 참
여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주체들이 만들
어지고, 지역의 가려운 부분을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가들이 해소하는 긍
정적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회 :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은 하지만 간
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민관협력 모델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에서 실제 정책을 펴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텐데, 우리 지역에 맞는 바람
직한 민관협력 모델의 상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과도한 관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 즉,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좋은 조건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의 리더를 교육
을 통해 육성하고, 또 주체들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
습니다.
협동조합이 이론적으로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 운영된다고 하지만, 관의 입
장에서 보면 내부에 강한 신념을 갖고 헌신하는 소수의 선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구자, 리더가 협동조합 나아가 사회적경제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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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구의 직접 지원보다는 중간지원조직
을 통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발굴하
고 육성하는 지역의 주체인 중간지원조직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성동구에서
조성중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지원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도 중간지원조직의 구실이 결정적입니다. 관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에서 지
원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자율적인 민관협력 모델
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영우 : 현재 논골신협에서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
제가 많아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100% 환수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 사회투자
기금의 성격이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기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동구에서 조성되는 기금 역시 100%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운영
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기금을 접근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성동구의 기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
습니다. 논골신협을 비롯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전체 수익의 일부를 모아보자
는 내부 논의도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유사하게 매칭펀드로 기
금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 1억을
논골신협에 할당한다면 논골신협에서 1억을 조성해, 총 2억 원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와 대도시인 성동구는 사회적경
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도시는 협동조합을 운영하
기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특정 한 쪽을 지지하면 반대쪽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당사자들의
역량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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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원 : 저는 남양주 시민이지만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협동조합을 하
면서 남양주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곳에서 제가 꿈꾸는 민관의 협력 관
계가 꿈으로만 남지는 않겠다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유 이사장님이 말씀
하셨던 당사자의 주체성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
지 않으면, 관에게 요구만 하는 대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사회적기
업가 대학 과정 속에서 이미 남양주에서 활동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 시민사
회 단체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서 사회적경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임을 조직하고, 진행하다보니
완전하지는 않지만 당사자 주체성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생소한 개념을 공무원들과 맞춰가는 일이 어렵지만, 보람이
있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과 업무의 손발
을 맞추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새로운 공무원이 자리에 오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경제의 긴 흐름을 생각한다
면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같은 공무원이 업무를 맡도록 순환보직이 개선됐으
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렵겠지만 인센티브도 좀 주시구요. (웃음)
이석우 :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순환보직 대상인
행정직 공무원 1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 시행됐
을 때는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
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공무원을 뽑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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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하지만 각 공동체에 사람을 키워야합니다. 자
치단체의 존립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국가
역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지요.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 간 공동체를 통해
자기 마을, 자기 지역을 살찌우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협
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이를 추구하는데 이상적인 형태입
니다.
자치단체가 탄탄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과 협
동조합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 각 마을, 각 협동조
합의 리더를 키워내고 발굴하는 것, 이를 위해 교육의 장
을 만드는 것-교육을 통해 또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이 필요합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갖고 있는 공동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두 지역의 협동조합 대표선수를 소개
해주십시오.
이석우 : 3곳의 대표 협동조합을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는 친환경사능협동조합입니다. 서울 경동시장의 협동조
합과 MOU를 체결해, 경동시장의 협동조합에서는 약재
찌꺼기(퇴비)를 공급하고 친환경사능협동조합에서는 그
렇게 받은 퇴비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이상적인 도농상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는 남양주코치맘협동조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조합원인 엄마들이 자
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여

이석우(남양주시장)

성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일하기 협동조합을 자랑
하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의 일자리를 만들자고 장애인 부모님들
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물로 폭포를 만든 남양주의 관광명
소에서 매점을 운영합니다.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협동조합에서 매점시
설을 짓고, 운영은 장애인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오 : 성동구에 대표적인 논골신협이 있지만, 기본법 제정 이후의 협동조
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안에 있는 고기익는마을을 성동구
의 대표선수로 꼽고 싶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처럼, 축산물 시장에서 고기
를 구입하면, 바로 옆 식당에서 기본차림과 함께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
도록 했습니다. 고기익는마을이 청년들의 회식장소로 각광받으면서 새로
운 가게들이 생겨나고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활기를 되찾는데 큰 도움을 주
고 있습니다. 마장동축산물 시장의 문화를 새롭게 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사례는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원이 약 780명으로 작년 12월 왕십리에 건강한 마을치과를 개원했습니
다. 성동구와 MOU를 체결하고 조합원은 물론 성동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
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상호협의하였습니다.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은 성동구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의미
도 큽니다.
유영우: 두분 지자체장 모두 협동조합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담보입니다. 이는 미래의 사
람을 키우는 것, 미래의 협동조합인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기초지자체 단위
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교육을 체계적으로 고민했
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협동조합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 효과가 상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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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최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는 요람에서 무덤
까지 전 과정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
니다. 지역사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
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돌봄, 보육, 상조서비스를 해결하자는 것입니
다. 이미 해당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
로 어떻게 연결시켜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원 : 우리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프로
그램의 기본 목표는 아이들에게 협동조합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의 협
동조합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총 5단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어릴 때부터 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의 가치를 배운다면 앞으로 우리 사
회에 더 큰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지방정부에서 적극 지지한다
면 협동정신의 고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형미: 생협에서는 협동캠프를 방학 중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면 직업체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
양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싹을 틔우고 계시는 참석자 분들 모두에게 감
사드립니다. 남양주와 성동구 두 지역이 사람과 협동을 뿌리에 둔 지역경제
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그것이 한반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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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미((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의 잔인한 민낯
세월호 참사는, 시민의 안전 불감증, 국가의 책무 방기, 기레기로 비유되는
무책임한 언론, 기능하지 않는 관료 조직, 이윤이 생명보다 앞선 기업의 탐욕
등의 ‘수준’을 너머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주었다. 10분 안에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는 침몰 현장1에서 생눈을 뜨고 304명의 목숨이 수장되는 걸 지켜
보아야 했던 시민들은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은 아
이들이 감금되어 죽어가는 공포와 고통에 대한 아픔, 슬픔, 무력감이었다. 시
민들은 너도나도 ‘미안합니다’라며 함께 책망했고, 대한민국의 무능하고 일
그러진 민낯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승선자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만행이 드러나고, 해경과 재난대책본
부, 정부 각 부처, 청와대를 망라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범정부적으로 표출된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목격하면서 그리고 고위 당국자와 일부 정
치인들의 몰지각한 언행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2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폄훼와 악의적인 헛소문 유포, 냉소와 조
롱이 공공의 장에서 벌어졌다. 세월호 유가족을 둘러싼 ‘막말’에는 공무원,
1 세월호 제17회 공판(2014.9.24.)에서 검찰 쪽 전문가 증인이었던 박형주(56) 가천대학교 초고층방재융합
연구소 소장의 탈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5~9분 만에 전원 탈출 가능”」, <오마이뉴스>
2014.9.24.
2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성명」(2014.4.24.)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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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소위 사회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
말들은 잔인했다. 예컨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죽은 학생 부모 중에 종북 좌파들이 있다면 이런 종자
들은 애도할 필요가 없어요.(서승만, 피플뉴스 편집국장, 2014.4.19., 페이스북)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조광작, 한국기독교총연합
회 공동부회장, 2014.5.20., 한기총 긴급임원회의)3

잠시 무대를 바꾸어 생각해보자. 1929년 국제사회는 제네바조약에 ‘포로
의 대우에 관한 조약’을 추가했다. 적성국(敵性國)의 군인이라도 인간적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인류의 약속이었으며 이 조약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포로들이 고향으로 생환하였다. 남북이 정전협정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사상범이든, 흉악범이든 고문
으로 자백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는 신조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
은 자율적인 개인의 약속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고문
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폭력이므로 민주주의 공화국의 전제를 무너뜨린다.
예수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난한 나자렛 마을의 목
공으로 생계를 꾸렸다. 민중과 함께했으며 형제애를 실천하여 계급을 뛰어
넘는 보편적인 사랑을 실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막말을 쏟아낸 여론 주도층의 언설은 현대 문명사회가
오랜 염원과 투쟁,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룩해온 문명의 철학적 기초를 무
너뜨리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사기를 더 저하시키고 정치 성향이
3 「소름 돋는 ‘세월호 막말’, 이걸 용서해야 하나?」(<오마이뉴스> 2014.6.1.)에서 재인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8129&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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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민들 사이의 분열을 부추겼다. 그 결과, 대한민국 시민은 집단적인 상
처를 입었고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처가 덧나는 현재를 살고 있다.
집단적인 참사를 겪은 사회가 그 상처를 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와 시민들이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여 단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복하
면서 저하된 사기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17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논문 「애도와 우울증
(Mourning and Melancholia)」을 발표했다. 전쟁터에 보낸 남편, 아들, 연인을 상
실한 집단적인 비극이 유럽사회를 뒤덮었던 시기이다.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정상인이 겪는 고통의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애도
(mourning)는 서사를 담고 있으며, 부모나 연인을 잃은 고통이 점차 회복 불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인지하고 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욕
구가 되살아나는 과정이다. 애도를 거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나면
자아가 회복된다. 그러니, 애도는 일종의 수리 작업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내
면의 구조 변경 작업이다.4 그런데 이 과정이 수리되지 못하면 상처가 그대
로 남아서 상실한 대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통의 북소리를 반복하는 심한
우울증(melancholia)으로 남아 있게 된다.

애도를 가로막는 조롱과 냉소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은 애도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을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 등 후속 조치의 어느 것 하나 제
대로 된 것이 없다. 게다가 유가족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사생활을 까발리는
비열함이 은밀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벗어나 공공의 장소인 광장에서 이
루어졌다.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9월 6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과 시민의 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일베 회원들이 폭식 행위를 벌였다. 애도
4 리처드 세넷, 『투게더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김병화 옮김, 현암사, 2013, 404~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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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정하는 조롱과 냉소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는 디멘터5처럼 건전한 시
민의 기력을 빨아들인다. 급기야 이들의 행동을 두고 언론에서도 ‘패륜(悖
倫)’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람의 도덕, 인간의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
한민국의 민낯은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회의해야 하는 수준까지 일그러진
모습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 정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
는 사람을 보면, “저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이라고 내뱉는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다면 참으로 끔찍
하다. “자연에는 미술도 문학도 사회도 없다. 가장 나쁜 것은 끊임없는 공포
와 급사할 위험이다.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사악하고 야만스럽고
짧다”는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세상이 된
다.6
무엇이 사람다운 것인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때 사회는 어찌되는가. 세
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물어야 할 물음은 바로 이
질문이 아니었을까.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사람다움은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나라고 증명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통
해서 타자와 다른 유일한 나를 식별하는 것처럼 사람다움도 다른 생물에는
없거나 사람만이 지니는 특성이 무엇일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뇌과학 분야에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탐구
와 발견이 있었다.
마이클 가자니가(Michael S. Gazzaniga)의 『왜 인간인가?(Human)』에 따르면,
5 『해리 포터』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흡수하는 괴물(편집자 주)
6 리처드 세넷, 같은 책, 12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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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사람은 모두 같은 조상을 지닌 유인원이다.
진화를 거쳐 인간과 침팬지의 조상은 약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 어느 시점
에서 갈라졌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무리를 지어 살며 생존
을 위해 협동하는 본능은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행동, 자식에 대한 애착, 부상당한 동료에 대한 동정과 보살핌, 부끄
러움과 질투, 지배자에 대한 복종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사람다움에 속하는 것일까. 하나는, 감정과 언어이다.
나무에서 내려와 직립보행을 하게 된 사람의 신체는 생존에 매우 불리했으
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리 생활을 선택했다. 무리 속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사회 행동에서 감정이 발달하고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발달
했다는 것이다. 집단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존재임을 상호 확인하는 것은 생
존의 필수조건이었다. 따라서 사람답다는 것은 사회적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생득적인 도덕규범, 또는 윤리의식이다. 뇌 과학자들은, 사람은 어떤
추상적인 도덕규범은 가진 채로 다른 도덕규범은 배울 준비가 된 상태로 태
어난다고 말한다. 그 후 환경, 가족, 문화가 사람을 특정한 도덕 체계로 제한
하거나 안내한다.7 덧붙여서, 동물의 윤리적 행동과는 달리 사람의 윤리적 행
동은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사람은 윤리의식을 규칙으로 만들어 각 구성원
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창조해내었다. 규율을 성문화하는 것도 오로지 사람
의 특성이고, 상황에 대한 맥락을 구성하는 것 역시 사람만이 지니는 특성이
다.8
세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예컨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상호작용 시 속이는 자를 처벌하는 능력이

7 마이클 가자니가, 『왜 인간인가?』, 박인균 옮김/ 정재승 감수, 추수밭, 2009, 174쪽.
8 안토니오 다마지오, 『스피노자의 뇌과학 : 기쁨, 슬픔, 느낌의 뇌과학』, 임지원 옮김/ 김종성 감수, 사이언스북
스, 2007, 188~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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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
사람이 사람다움을 획득하게 된 생물학적 조건은 사회적 상호작용, 즉 함
께하기였다. 그리고 이 작용이 반복되어 복잡해지면서 사람만이 지니는 자
유와 책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행동하는 의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0 함께하기를 제대로 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되기 쉽다. 감정적으로 중요
하고 공감이 가는 자극이 외부에서 주어지더라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느 한 가지에만 마음을 빼앗겨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이코
패스는 공감, 죄책감, 수치심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11

함께하기 : 세월호 참사 후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의 활동
세월호 참사 소식은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에게 더 민감하게 다가왔다. 대
다수의 조합원이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들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집
단 우울증에 빠졌다. 사기가 저하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시기, 조
합원들은 안산분향소를 삼삼오오 방문하는 것부터 노란 리본을 자연드림
매장에 준비하여 조합원과 주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함께 표현
하도록 나섰다. 정신을 바짝 차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5월
한 달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매일 두 시간씩 진행했다. 4월 24일과
5월 8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아이쿱소비자활동
연합회 성명’을 발표했다. 실종자 구조를 위한 최선의 조치, 진상 규명 및 책
임자 처벌 촉구,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점검 및 재수립을 촉구했다. 청
계광장,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추모제, 집회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 광주, 대
구, 진주, 제주, 부산 곳곳에서 진혼과 추모 촛불행동에 참여했다. 해남에 있
9 마이클 가자니가, 같은 책, 174쪽.
10 “둘 이상의 뇌가 상호작용할 때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일들과 규칙이 생겨난다. 개별 뇌에서는 결코 발견
할 수 없는 자유와 책임이 그 대표적 가치이다.”, 마이클 가자니가, 『뇌로부터의 자유』, 박인균 옮김, 추수밭,
2012, 207쪽.
11 마이클 가자니가, 같은 책,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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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울남도아이쿱생협은 반찬과 생수를 실고 진도 팽목항에 남아 있는 실
종자 가족을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모른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머라도 안하면 미칠 것 같은 요즘,
밥 먹고 수다 떨다가도 눈물 나는 요즘,
아이랑 웃다가 문득 슬퍼지는 요즘,
평생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먼 저는 요즘 우울증을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집에서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 먹고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나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많이 있다지요.

그래서, 저녁마다 함께 모여 초등학교 앞에서 돗자리 펴고 이야기 나눕니다.
웃다가도 울기도 하고 울다가도 웃기도 합니다.
촛불추모제입니다.
일상을 보내다가는 울컥 눈물 나고, 분노가 치밀어오는 요즘,
이런 자리라도 있어서 위안이 되고 고맙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리본에 추모 글도 써주시고, 서명도 해
주십니다.
묻지도 않고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에 부산 당감동 동원초등학교 앞에서
우리는 지금 촛불을 들고 슬픔을 나누고 나라를 걱정합니다.12

12 「지금 할 수 있는 일 3」, iCOOP 생협 블로그 <협동으로 랄랄라>, http://blog.naver.com/icoopkorea/2021056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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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4일, 세월호 참사 한 달이 되어가던 시점에서 한 조합원이 쓴
글이다. 슬픔을 함께하자 공감과 참여 의지가 더 타올랐다. 7, 8월 동안 한 달
넘게 진행되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단식릴레이에 수백여 명의
조합원이 자진해서 동참했다. 세월호 십자가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생협의
식재료로 조합원들이 반찬을 준비하여 순례단과 밥을 함께 했다. 광주의 생
협들은 공판이 열릴 때마다 도시락, 간식을 준비하고 공판에 참석하는 유가
족들을 지지, 응원했다. 안산에 마련할 유가족의 치유 공간 기금을 모으고 11
월 10일에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 ‘톡talk’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
한 너와 나의 이야기, 세월호 4·16 이후의 우리>를 열었다. 20만 조합원 중 4
천여 명의 조합원이 ‘지혜카드’에 한마디씩 의견을 보내주었다. 아프고 우울
해하던 조합원들은 조금씩 용감해졌고 자아를 회복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역시 혼자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런 걸 협력이라고 한다. 힘을 모아 함께 움직이면 그
때부터는 협동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동은 이런 심오한 뜻을 가진
단어다.13

협력의 체계화 : 일본 생협의 이재민과 재해 지역 지원 활동
함께하기는 재난과 참사를 당한 사람과 지역사회를 구제하는 강력한 수단
이고 방법이다. 우리는 3·11과 이에 대처한 일본 생협의 모습을 통해 이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
과 해일로 1만 5,800여 명이 사망하고 2,600여 명이 아직도 행방불명이다. 지
금도 전국에 산재한 피난민 수가 약 23만 명인데, 그 중 가장 많은 피난민이
후쿠시마 주민들이다.
13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세상을 바꾸자 ―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 톡 후기」, <협동으로 랄랄라>, http://
blog.naver.com/icoopkorea/22022930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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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을 통해서도 일본 사회의 불편한 민낯이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
고는 도쿄전력(東京電力)의 탐욕과 자만이 빚은 인재(人災)였으며, 비상사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능했으며 갈팡질팡 진실을 숨겼고, 원전 수
습 현장에서는 파견회사,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
공정이 자행되었다.
그럼에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용기 있는 시민과 이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비교적 잘 가동되어 2차, 3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예컨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많은 주민들이 패닉에 빠져 원전 주변 동네를 빠져
나올 때 의료복지생협은 거꾸로 고립된 주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의사, 간
호사를 파견하고 지역생협은 노인요양홈, 복지시설에 부족한 생필품을 공급
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와 생협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전 가동중지를
요구하며 수상 관저 앞에서 수개월간 집회를 열었고 동네의 방사선량을 측정
하고 방사선 검사를 마친 물품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등 안전을 지키기 위
한 행동을 꾸준히 펼쳤다. 더 크게는 사업소의 전력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
환하거나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풍력발전소를 세운 사례들도 있다.
재해 지역과 이재민 지원 활동에서 일본 생협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
진(고베 대지진) 당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고베 시민과 고베생협을 지원
하기 위해 전국에서 집결하여 활동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 경험을 살려
전국의 생협은 각 지자체와 재해지원협정을 맺고 생협 안에서도 재해 발생
시 행동 방침과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대비와 훈련이 3·11 당시 효과를 발휘했다.
지진 발생 후 30분 만에 전국조직인 일본생협연합회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긴급지원활동에 나섰다. 당일 야간에 긴급구호물품을 실은 배송
트럭이 출발했으며 수백여 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주민의 안부 확인 활동, 매
장 복구, 고립 지역 물자 공급을 담당했다. 일본의료복지생협은 500여 명의
의사, 간호사를 파견하여 피난소 순회 진찰, 가설진료소 설치, 후쿠시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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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전국의 생협에서는 응원 편지 보내기, 자원활동가 모집, 모금 활동이 전개
되었다. 4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러 생협은 동북지역의 이재민 지원 활동 차(茶) 모임, 심리상담, 건강상담, 텃밭 가꾸기, 농지의 방사선량 저감 활동,
일자리 만들기 - 지역사회 재건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이 꾸준함과 체계화가 일본 생협의 저력이다. 함께하
기 또는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 의지만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다. 서로
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응답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체계화하는 것
은 협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개선하며 노하우, 기술로 전수하고 공유하는 과
정 없이는 어렵다.

함께하기에 익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몫
사회적 존재라는 특성을 뺀다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타자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에 기초하여 꽃을 피웠다. 유학에
서 사람다움을 뜻하는 인(仁)의 첫 의미는 ‘차마 타자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
는 마음(不忍人之心)’이다.14 인을 뜻하는 영어 휴머니티(humanity)의 의미에
는 ‘타자를 향해 친절하고 공감하는 태도, 특히 누군가 고통을 겪을 때 그러
한 태도’가 들어 있다.15 정약용은 인(仁)은 사람 인(人)이 겹쳐진 글꼴로 그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한다고 보았다.16 비교사상가 이토 순타로(伊
東俊太郞)는, 인류 문명의 최소 필수조건으로 아힘사(ahimsā), 즉 비폭력과
불살생. 공생(convivence), 타자와, 타 문명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형평
(equitability)이다. 격차를 없애는 것이라 한다.17 이럴 때 “개인이라는 사적 존
재는 이웃이라는 공공을 통해서 확인되며, 이웃과 따뜻한 손을 잡음으로써
14
15
16
17

신정근,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2011, 86쪽.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dictionary/british/humanity
신정근, 같은 책, 290쪽.
「川勝平太連続対談 日本を変える! (第7回) 文明の視点から」,『璟 』, Vol.59, 2014 Autumn, 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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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상생의 의미를 추구해간다. 한자어로서 人間은 그 자체로 진보이며
진실이다.”18 이렇게 보면 협동조합에서 양성되는 함께하기의 문화, 협동의
노하우야말로 사람다움을 체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협력할 마음이 없어진 주민들로 이루어진
“냉소적 사회”가 등장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사태는 이런 우
려가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런 가운데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가족
을 위로하고 안전 사회를 바라며 행동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원자였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순례길에 나선 유가족들이
광주지역을 지나갈 때, 함께 걷는 천 명을 위해 생협의 조합원들이 주먹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함께하기는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의 수수
께끼를 푸는 열쇠이고 사람다움의 원천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18 이래경, 「민주진보세력의 새로운 좌표,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08.1.28.
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cat=3&start=640&search_str=&search_val=&mod_gno=1510&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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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사나에(일본협동조합학회 부회장, 팔시스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시작하면서
지금 일본은 큰 충격에 싸여 있다. 유괴되어 구속당했던 프리랜서 언론인
고토 겐지(後藤健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는 전쟁의 불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취재했다. 일본유니세프협회는 “이번 사건은 세계에
서 가장 약한 입장에 놓여 스스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린이들의 소리를
세상에 전해주는 무척 귀중한 수단 중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정말 분합니다”
라고 밝혔다. 그의 책을 읽은 적이 없더라도 『다이아몬드보다 평화를, 어린
이 병사 무리아의 고백』이나 『에이즈 마을에서 태어나 생명을 이어가는 16살
엄마, 나타샤』라는 책 제목을 들어본 이들이 일본에는 많지 않을까 한다. 한
편, 그가 외무성의 (도항) 중지 요청을 뿌리치고 지인을 구출하기 위해 위험
한 분쟁 지역으로 도항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죽음이 결국 ‘자기 책임’
이라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거세게 공격받고 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분
석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 국
민들이 공유하는 것이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
만 개인 정보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까지, 진흙발로 짓밟아 상처를
낼 수 있는 정보까지 떠돌고 있다.
오늘날 일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사회적 격차가 커짐과 동시에 불평
과 불만이 출구를 찾아 보다 약한 자에게, 보다 약한 곳으로 분출되는 경향
이 강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약자가 약자를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이다. 혐오
연설, 생활보호 부정 수급 등 걸핏하면 같은 반응과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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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일상이다.
한편 ‘협동조합’이라는 공통 항목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온
한·일 생협의 풀뿌리 교류의 궤적을 돌아보면, 일본의 현상을 타파할 가능
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1. 한·일 생협의 풀뿌리 교류의 궤적, 두 나라를 이어주는 인재 배출
내게 있어 한국은 생협 활동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먼 나라’였다. 나는 제2
차 세계대전 패전 후 10년 정도 지난 해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 도쿄도 기타
구에 살아서 우에노가 가까웠다. 우에노에는 그때까지 구걸을 하는 상이군
인이 많았고, 번화가에는 폭력단은 아니지만 불량배들이 잔뜩 폼을 잡고 돌
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금지된 인근
지역이 많았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던 1964년까지 혼란에서 벗어나기는 했지
만 일본은 아직 패전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었다.
한편, 나는 전후 민주주의 교육 속에서 성장했다.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전쟁터에서 귀환한 선생님들로부터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 전쟁 전 치안유
지법에 의한 사상 및 신념의 통제와 탄압에 대해, 그리고 일본 헌법에 있는
주권재민(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대해 거듭 반복해서
배웠다. 그중에는 항상 일본(군)과 이웃 나라 한국, 중국, 대만, 사이판, 오키
나와(1972년 일본에 반환됨)와의 전쟁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한 역사를 잘 모
른 채 이들 나라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이들 나라들은 내게
벽이 높은 나라와 지역이었다.
이런 내가 한국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팔시스템 도쿄의 전신이었던 조이
코프(도쿄 타마 지역에서 활동) 조합원 이사였던 때였다. 1990년에 수도권코
프사업연합(팔시스템생협연합회의 전신)과 당시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소
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의 전신)가 ‘한·일 상호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
서’에 조인했고, 교류가 시작되었다. 수도권코프사업연합의 가맹 생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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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조이 코프에도 방일단이 찾아왔다. 우리는 첫 교류가 향후 더욱 풍성해지
길 바라며 조직 전체적으로 맞이했다. 친목을 다지는 모임에서 이사장이 일
본의 문화를 느끼길 바라며 다도(茶道)로 접대하고, 선물에도 마음을 썼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들은 말은 “일본에는 사실 오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이
었고, 좌중에는 굳은 표정이 많이 보였다. 통역을 맡았던 단장 김영주 선생은
일본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가 너무나 유창하여 내 마음이 아팠
다. 전쟁 전 황민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
한국협동조합학회 관계로 원주에 갔을 때 김영주 선생과 23년 만에 우연히 만
나 과거의 교류를 훈훈히 나누었다. 매월 1회 방문한다는 협동조합회관 현관
에서 딱 마주친 것이다. 뜻밖의 인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을 통
해서 교류하고 서로 배운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80대의 김영주 선생과의
재회에서 이야기는 활기를 띄었고, 무척이나 감격스러웠다.
첫 교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협전국연합회와 한국의 각 생협, 팔시
스템 그룹과의 교류는 운동적인 측면, 사업 과제, 직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대상으로 단절되지 않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 발생하고 한 달 반쯤 후에 아이쿱생협이 팔시스템생협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연금을 전달해주었다. 아이쿱생협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생협이 연결되
어 있던 일본 생협을 방문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일본에서 본국으로 떠났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일도 있었다. 팔시스템연합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NPO법인 21세기코프연구센터1 사무국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 『21세기형 생
협론』2을 출판했다. 한국생협연합회(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전신) 이사
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교재로 삼고 싶다고 해서 논문을 제공했더니 2006
년에 한국어판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가 발간되었다. 후일,
1 2004년에 팔시스템생협연합회에 흡수되어 현재는 21세기형생협연구기구로서 연합회 본부 운영실에 설치
되어 있다.
2 나카무라 요이치ㆍ21세기코프연구센터 편저, 『21세기형 생협론(21世紀型生協論)』, 일본평론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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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합원 이사 분에게 “나도 교재로 읽었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
척 기뻤다.
팔시스템연합회와 아이쿱생협과의 관계는 특필할 만한데, 그중에서도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의 존재는 매우 크다. 김 소장은 2004
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인턴십으로 팔시스템연합회 직원으로 일한 적
도 있어 그때를 기억하는 팔시스템 직원과 조합원들은 지금도 김 소장의 팬
이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김 소장’으로부터 넓어진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
크는 김 소장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김 소장을 넘어 협동조합 주변까지 끌어
들이며 풍성하게 길러져왔다. 역사상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들로부터 다양한
사람과 시간을 통해 김 소장에게 이어져, ‘한국’이 정말로 가까운 존재가 되
었고, 그 신뢰는 협조와 협동으로 이어졌다.
전지구적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휘둘리기 쉬워진
다. 그러나 김 소장의 사례처럼 협동조합을 공통 항목으로 삼아 일정(긴) 기
간의 인사 교류를 통해 ‘쌍방의 문화와 조직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넓은 의
미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일은 다른 나라와 조직을 잇는 데
중요한 초상이 된다. 제2, 제3의 김 소장을 목표로 하는 한·일 쌍방의 인사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사람’의 조직인 협동조합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2. 일본의 지금을 빈곤에서 생각함, 생협을 견인해온 중산층의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
1월 29일에 일본을 방문 중이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피케티는 일본의 현상을 솔직하게 분석하여
말했다.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데도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액 소득
자’의 소득 비중이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즉, 부유해지는
사람과 빈곤해지는 사람의 격차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자녀화3
3 일본은 2003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로 진입하여 2013년에 최대의 인구 감소율을 기록했다. 18세 미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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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청년층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이며, 이를 없애면 호전
된다.” 실제, 일본 어린이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맹국 35개국 중 9번째이며, 한부모가정 빈곤율은 세계 1위, 특히 싱글 맘의
빈곤은 심각하다. 이 근저에는 고용노동에서 여성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
고, 또 일본인의 사회 규범과 의식이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10년
전에는 10명 중 2명이었던 청년층 비정규노동자 고용이 현재 3명 중 1명, 여
성은 2명 중 1명이 비정규노동자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청년의
결혼 기피,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서 자립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증가, 고용
주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이런 환경에서 정규직에 매달리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에 병이 드는 등 다양한 현상을 낳고 있다. 15~34세의 청년층 자살
률은 한국에 이어 세계 2위, 여성과 청년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나라가 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피케티는 ‘격차’라는 애매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사
회 정의(social justice) 측면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최근 5년간 생활 상담을 실시하는 ‘생활지원생협 도쿄’에서 일하고 있
다. 생활지원생협 도쿄는 팔시스템생협연합회와 생활클럽생협 도쿄가 협력
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에 설립
했다. 생활지원생협 도쿄에서 이런 상담을 하게 된 것은 리먼 쇼크 후 2008년
9월부터인데, 그 이전부터 생협 조합원의 생활 보호에 관한 상담이나 심신
쇠약, 의존증으로 인한 생활 궁핍에 관한 상담도 했었다. 그러나 그리 큰 비
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팔시스템생협 그룹 및 생활클럽생협 그룹 조합원
은 일본에서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
다. 일본생협연합회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전국 조합원 의식조사’의 최근
조사(2012년)에서도 생협 조합원의 평균 연간 수입이 후생노동성 ‘국민기초
조사’의 일반 소비자 평균 연간 수입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생협 진
성원이 있는 가족이 2011년 25.3%에서 2012년은 24.1%로 감소했다.(일본 내각부 『어린이ㆍ청년 백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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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중에서도 양 생협 그룹의 조합원 평균 연간 수입4이 더 높았다.
<표1> 생활지원생협 도쿄 전체 상담에 포함되는 요소(중복 포함)의 비율 연차 비교
(년도)
2014`.12월
2013

1. 다중채무대출
2. 빈곤
3. 의존정신불안증

2012

4. 가정 폭력가족 붕괴
5. 인간관계
6. 가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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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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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립무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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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활지원생협 도쿄가 <생활 상담 다이얼>을 운영하여 데이터를 수
집·분석하자 조합원의 빈곤 실태가 분명해졌다. 생활보호수급자 및 싱글
맘, 고령의 무연금자, 급여 삭감 및 실업, 심신의 병, 자살, 자살 미수 등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조합원의 상담이 이어졌다.
<표2> 후생노동성의 ‘국민기초조사’ 수치 연차 비교
1998년도

2008년도

2013년도

1세대당 평균소득(만 엔)

657.7

556.2

537.2

평균소득 이하 세대 비율(%)

60.6

60.9

60.8

일본 사회의 안정은,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형성된 두터운 중산층에 있다
고들 이야기해왔다. 생협 조합원들은 바로 그 층이다. 1970년 전후부터 생협
조합원들은 고도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측면인 공해·식품 오염·환경 오염·
4 팔시스템연합회 <생활의 정점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 연간 수입은 724만 엔(2009년)에서 689만 엔
(2013년)으로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아직 높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했던 세대(약 50세 이상)
조합원이 정년이 되면 연금만이 수입원이 되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달라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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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오염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진화·발전시키고, 일반 판매시장 중 식재료와 식품·세제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일본 사회에서도 생협이라 하면 ‘안전과 안심’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
켰다. 그 중심을 담당해온 조합원 층의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표3> 일본 세대의 소득 금액의 계급별 도수 분포 연차 추이 비교표(출처 : ‘국민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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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배운 것, 협동조합기본법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
한국에서도 잘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리먼 쇼크 이후 기숙사 제공 노동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개설된
‘연말연시 파견촌5’ 대표였던 유아사 마코토(湯浅誠)는 “빈곤이란 저소득으
로 고립된 상태”6라고 간단하게 정의했다. 여기서 ‘고립’은 관계성의 결여를
말한다. 나는 이 관계성의 결여가 생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고도경제성장기에 일본의 산업 및 소비 구조는 크게 바뀌어, 도시나 지방
에서도 전통적인 지역 커뮤니티는 거의 붕괴되고 있다. 2005년 4월에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 의식이 바뀌었다. 사생활(주
소, 전화번호,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겉으로 내놓지 않게 되었다. 예컨대,
복합주택에서는 우편함에 문패를 붙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학교 및 지
역 자치조직에서는 긴급 연락망 작성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
도시에서는 대체로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의 이름도 모른다. 사람들 사이에
유대가 없고, 사회생활도 개인의 의식도 분리되었다. 각자 일상생활을 편리
하게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관계성의 결여에 의한 ‘고립’을 전혀 눈치채
지 못한 채 생활했다. 분리되어 고립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
누구라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
진 당시에도 이러한 일본 사회의 약점과 빈약함이 드러났으며, ‘막연한 불안’
으로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한층 증가했다.
한편, 이 글 첫머리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책임’론이 들끓는다. ‘자기책임’이 강조되어온 결과, 약자가 헌법에 보장

5 (옮긴이) 연말에 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이 연말연시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2008년 12월 31일
~2009년 1월 5일까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마련한 임시 피난소. 이곳에서 연말연시를 보낸 노동자는
500여 명, 자원활동가는 1,680명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의연금은 2,315만 엔이었다.(위키피디아 일
어판 참조)
6 유아사 마코토에 따르면 빈곤 상태에 이르는 배경에는 ‘5개의 배제’가 있는데, 그것은 ①교육 과정에서의 배
제, ②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③가족 복지에서의 배제, ④공적 복지에서의 배제, ⑤자신에서의 배제라고 한다.

110 생협평론 2015 봄(18호)

되어 있는 생존7에 관한 권리 주장조차 하기 어렵고, ‘도와 달라’는 말조차 하
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일본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시기 사회적 약자의 빈
곤 문제이다. 2012년 아동 빈곤율은 16.3%로, 처음으로 상대적 빈곤율(16.1%)
을 넘어섰다. 아동 빈곤은 빈곤의 연쇄를 낳는다. 정부는 겨우 2013년 6월에
‘어린이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미적미적 공포했고, 2014년 8월에 ‘어
린이 빈곤 대책에 관한 골자’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한 생활궁핍자자
립지원법이 2015년 4월부터 시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공적인 사회복지만으로 해결하려면 세수로 감당할 수 없다. 생협은 후생노
동성 사회원호국에서 생활궁핍자자립지원제도의 연계 대상 중 하나로 이제
인정받았다.
다른 하나는, 일본 사회의 안정을 뒷받침해온 중산층의 문제이다. 앞서 중
산층의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썼는데, 나는 생협을 지탱해온 사람들
이 향후 이 사회에 어떠한 방향의 의식과 행동으로 나가느냐가 큰 의미를 지
닌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동기를 부여받
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empowerment),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포섭을 실천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유럽처럼 종교에 뿌리를 둔 자선 활동이 두텁다거나 미국처럼 기
부 문화가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공적 부문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지역 커뮤
니티와 시민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사실은 농협이나 생협, 노동자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지탱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 과소지역에서 매장이 철수한
다음 고령자나 정신질환으로 외출하지 못하는 이들이 ‘유일하게 사회와 접
하는 창’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협의 가정 공급 사업과 안부 확인 활동 등이
그 사례이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협동의 힘
7 2013년 5월 오사카 시의 한 아파트에서 “마지막까지 배부르게 먹여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메모를 남긴 채
굶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母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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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혼자서는 어려운 일, 곧 부족함을 공유하며 채우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협동조합은 법률상 조합원 외에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제
한하는 등 무척 세세하고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개별법이므로
협동조합별 소관 부처가 달라서 여러 협동조합이 함께 문제 해결에 대처하
기 어렵고, 협동조합 부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거
대 조직인 농협이나 생협이 재해 등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그 주변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본체 조직에서는 시간이 걸리거나 방침화하
기 어려운,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해 작은 협동을 수없이 실천
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척이나 고생하지
만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내가 맡고 있는 300명도 채 안 되
는 작은 생협도 (무료) 상담이 주요 사업이므로, 현행 생협법에 전혀 침투하
지 못한 상태에서도 빈곤 및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지원하
고 있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시작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진전했다. 일본의
협동조합 실천을 사회적경제 규모로 가시화할 수 있다면 한국처럼 협동조
합기본법 논의로 진전되지 않을까, 뜻있는 협동조합 관계자와 연구자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경제 연대를 선언한 것은 일본에 큰 영향을 주
었다. 금융자본주의에 의한 세계화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연대
를 통해 대안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젊은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절실하게 느낀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교육의 공동 연구 같은 실천이 가능하
면 좋겠다. 주체성을 지닌 협동조합인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일, 결국 ‘사람’
에서 출발하여 ‘사람’으로 끝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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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면서
2월 12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연계 세미나(일본협동조합연락협의회 주
최, 일본협동조합학회 공동개최)를 실시했다. 일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
부 규제개혁회의의 답신 「농업 개혁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어, 농협 조직의
개혁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답신 내용은 조합원의 자주·자립 조직
인 협동조합의 자기 개혁의 길을 막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며, 그 압력이 일
본 협동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감에서 개최했다. 폴린 그린(Dame
Pauline Green)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과 장 루이 방셀(Jean-Louis Bancel, 프랑
스 신협 회장) 이사, 야나기사와 도시가츠(柳沢敏勝) 일본협동조합학회8 회
장이 강연했다. 여기서 방셀 이사가 협동조합을 강하게 만드는 시사점으로 5
가지를 제시했다. 내가 들은 범위인데,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적는다.
① 수치를 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의 관여 및 공헌, 사회적경제 규모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거버넌스 감사를 강조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감사법인에 의한 회계감
사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③ 조사·연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④ 협동조합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책임진다.
⑤ 협동조합은 ‘사람’에 뿌리를 둔 풀뿌리 운동이다.
번역 : 김형미((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8 일본협동조합학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에 반대”(이사회
결의, 2013년)하고, “협동조합의 자기 개혁의 길을 막는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선언”(제34회 총회 특별결의,
2014년)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협동조합학회 공식 사이트(http://www.coopstudies.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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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生協の草の根交流の軌跡と今後
～困難な社会を支える基軸は「人」に～
日本協同組合学会 副会長
志波早苗
（パルシステム生活協同組合連合会所属）
はじめに 
 今日本は強い衝撃を受けている。誘拐され拘束されていたフリージャーナリストの後藤健二氏
の死を悼んでである。彼は戦火にある人々の日常生活に焦点をあてて取材。日本ユニセフ協会は
「今回の事件は、世界で最も弱い立場に置かれ、自らは声を上げることもできない子どもたちか
ら、その声を世界に伝えてくれる大変貴重な術の一つを奪いました。本当に残念です。」とコメ
ントしている。日本では彼の著作を読んだことはなくても、
『ダイヤモンドより平和を子ども兵
士・ムリアの告白』や『エイズの村に生まれて命をつなぐ  歳の母・ナターシャ』という本の
題名を耳にした人は多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反面、外務省からの中止要請を振り切って知人を
救出するために危険な紛争地域へ渡航したという情報の下に彼の死は「自己責任」だとインター
ネットを中心に激しくバッシングされている。事実の正確な把握と分析、客観的な検証に基づい
た議論がなされ、その結果が情報開示され国民に共有されることが彼の死を無駄にしないことに
つながると考えるが、個人情報として当然保護されるべき領域まで土足で踏み込み痛めつけるよ
うな情報も飛び交っている。
 現在の日本は、新自由主義の進め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よる社会的格差の広がりと共に不
平や不満が出口を求めてより弱いものへ、より弱っているところへといく傾向が強くなっている
ように感じる。弱者が弱者を叩きつけるのである。ヘイトスピーチや生活保護不正受給など、と
もすると同じような反応とバッシングが繰り返されている。そういう事象、事件が起きるたびに
「どうすれば弱い者同士が連帯し困難を乗り越えていけるのか？」を考え続ける日々である。
一方で「協同組合」という共通項を通して歴史上の困難を乗り越え育まれた韓日生協の草の根
交流の軌跡を振り返ると、日本の現状を打破する可能性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も感じる。
1． 韓日生協の草の根交流の軌跡 両国をつなぐ人材と輩出 
私にとって韓国は生協の活動によって出会うまで“遠い国”だった。
私は第二次世界大戦敗戦後  年程して生まれた。幼い頃、東京都北区に住んでいて上野が近
かった。上野には物乞いをする傷痍軍人がまだたくさんいたし、繁華街では暴力団とは異なる愚
連隊が肩で風を切って歩く姿もあり、一人で行ってはいけないと禁止された近隣地域がたくさん
あった。東京オリンピックが開催される  年まで、混乱から脱したものの日本には敗戦の影
がまだまだ色濃く残っていた。 
その一方で、戦後の民主主義教育の中で成長した。特に小中学校では、戦地から帰還した教員
たちから戦争の悲惨さや戦前の治安維持法による思想・信条の統制、弾圧を説かれ、日本国憲法
における主権在民（国民主権）
、平和主義、基本的人権の尊重を繰り返し、繰り返し教えられた。
その話の中には必ず近隣諸国と日本（軍）の戦いの話もあり、韓国、中国、台湾、サイパン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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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縄（日本に返還されたのは  年）はそうした歴史をよく踏まえなければ訪れてはいけない、
私にとってはハードルの高い国、地域だった。
韓国とそうした私との最初の接点が、パルシステム東京の前身の一つであるジョイコープ（東
京多摩地域で活動）の組合員理事だった時である。 年に首都圏コープ事業連合（パルシステ
ム連合会の前身）と韓国生協中央会（当時）が「日・韓相互協力に関する基本合意書」を調印し、
交流が始まった。首都圏コープ事業連合の加盟生協ジョイコープにも訪日団が来訪された。初め
ての交流が今後一層豊かなものになるようにと組織をあげて対応した。懇親会では日本の文化を
感じられればと理事長が茶道でもてなし、お土産にも心を配った。しかし最初に聞いた言葉は、
「日本になんか、本当は来たくなかった」で、固い表情の方も多かった。通訳を務められていた
団長の金榮注氏は日本によく精通されていただけでなく、話される日本語があまりにも流暢で、
私は胸が痛かった。戦前の皇民教育を受けた方であろうと推察できたからである。その金氏と
 年に韓国協同組合学会の関係で原州に行った際、なんと  年ぶりに偶然お会いし旧交を温
めた。毎月一回いらっしゃるという協同組合会館の玄関でばったりと出合ったのである。奇遇と
しか言いようがない。協同組合を通して交流し、互いに学び合うという姿勢を堅持されている 
代になられた金氏との再会に話は弾み、非常に感激した。
最初の交流から現在まで韓国生協連合会や韓国各生協とパルシステムグループとの交流は、運
動的側面、事業課題、職員教育などさまざまな分野と対象で途切れることなく、 数年を経た今
も続いている。東日本大震災の時には、発生の１ヶ半月後にはパルシステム連合会に L&223 生協
連合会が来訪され、義援金もいただいた。L&223 生協だけでなく、韓国の各生協がつながりのあ
る日本の生協を来訪された。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で各国政府の呼びかけにより多くの民間
人が日本から本国へ引き揚げたのとは対照的だった。
個人的に印象深いこともある。パルシステム連合会が設立したシンクタンク、132 法人  世紀
コープ研究センターの事務局長だった時に『 世紀型生協論』を出した。韓国生協連合会（L&223
生協の前身）理事長が訪日された折、教科書にしたいというお話をいただいたので、論文を提供
した。 年に韓国版『 世紀型生協論』が発行された。後日、組合員理事の方から「教科書
として、私も読んだ。
」と伺った時にはうれしかった。
パルシステム連合会と L&223 生協とのつながりは特筆すべきものだが、中でも（財）L&223 協
同組合研究所長の金亨美さんの存在は非常に大きい。金さんは  年  月～ 年  月までイ
ンターンシップとしてパルシステム連合会職員として働いていたこともあり、パルシステムグル
ープ内で当時を知っている職員や組合員が今でも金ファンである。韓国と日本をつなぐ「金さん」
から広がる「人」と「人」とのネットワークは、金さんを中心にしながらも金さんを超えて協同
組合の周辺を巻き込んで豊かに育まれていった。歴史上の困難を乗り越えた先人からさまざまな
人と時間を通して金さんへつながり、「韓国」が本当に身近な存在になり、信頼は協調、協働へ
とつながっていった。
世界がグローバル化し、私たちは見えないものに振り回されがちである。しかし、金さんのよ
うな、協同組合を共通項にした一定（長）期間の人事交流で「双方の文化や組織などを理解した
上で実践的な（広義の）通訳ができる」人材の輩出は異なる国、組織をつなぐ上で「キーマン」

1
2

2004 年にパルシステム連合会に吸収され、
現在は 21 世紀型生協研究機構として連合会本部運営室に置かれている。
中村陽一＋21 世紀コープ研究センター編著『21 世紀型生協論』日本評論社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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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なる。第 、第  の金さんをめざした韓日双方の人事交流がなされれば、
「人」の組織である協
同組合に相応しいのではなかろうか。

． 日本の今を貧困から考える 生協をけん引した中流層のくらしが揺らぎ始めている
 月  日に当時来日中だったフランスの経済学者トマ・ピケティ氏のシンポジウムに行った。
ピケティ氏は日本の現状を実に率直に分析して語った。「経済成長率が低迷しているにもかかわ
らず、国民の所得全体に占める“高額所得者”の所得シェアが拡大しているのは深刻な問題だ。
」
つまり、富める者と貧しい者の格差がいっそう拡大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少子化の問題
は、若者と女性に対する不平等でこれをなくせば好転する。」とも言っていた。事実、日本の子
どもの相対的貧困率は経済協力開発機構（2(&'）加盟国を中心とする先進  カ国の中で  番目
であり、一人親で子どもを育てている家族の貧困率は世界  位、特にシングルマザーの貧困は深
刻である。雇用労働における女性への不平等がその根底にあり、日本人の社会規範と意識がそれ
に拍車をかけている。一方で  年前は  人のうち  人か  人だった若年層の非正規雇用は現在
 人に  人、女性は  人に  人が非正規労働者である。こうした不安定な労働環境が、若者の結
婚離れ、成人してもなお親元から自立できない若年層の増加、雇用者側のモラルハザード、そう
いう環境で正規雇用にしがみついた若者が心身ともに病気になるなど、さまざまな現象を生んで
いる。 歳から  歳の若年層の自殺率は韓国に次いで世界  位、女性と若者が希望を持てない
国となっている。こうした現状も踏まえて、ピケティ氏は「格差」という曖昧な言葉で表現しな
い、社会的正義（6RFLDOMXVWLFH）の面からも「不平等」、
「不公正」だと言っているのである。
私はこの  年間、くらしの相談を受ける生活サポート生協・東京で働いている。生活サポート
生協・東京は、パルシステム連合会と生活クラブ生協・東京が大きな社会問題になっていた多重
債務を協力して解決するために  年に設立した生協である。生活サポート生協・東京がパル
システム組合員の相談を主に受けるようになったのは、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  年  月から
だが、それ以前から生協組合員の生活保護に関する相談や心身の病や依存症による生活困窮相談
が入っていた。しかし、あまり大きく捉えられてはいなかった。パルシステム生協グループなら
びに生活クラブ生協グループの組合員は日本の中ではゆとりのある中流層以上の人と言われて
きたからである。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が  年に一度実施する「全国組合員意識調査」
、直近
図 生活サポート生協・東京相談全体に含まれる要素（重複付与）の割合年次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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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方が高いという
結果が出ている。そ
ういう生協陣営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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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でも両生協グル

3

日本は 2003 年から人口減少社会へ入り、 年は過去最低の出生数となった。 歳未満の子どもがいる家族は 
年 ％から  年は ％に減少した。
（日本国内閣府『子ども・若者白書』参考）

3

이슈 | 한ㆍ일 생협의 풀뿌리 교류의 궤적과 향후 : 어려운 사회를 지지하는 중심은 ‘사람’에게

117

ープの組合員の平均年収はなお高い。しかし生活サポート生協・東京が「くらしの相談ダイヤル」
を運営しデータの収集と分析を行うようになると、組合員の貧困の実態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
生活保護受給者やシングルマザー、高齢の無年金者、給与カットや失業、心身の病、自殺、自殺
未遂などで「貧困」にあえぐ組合員からの相談が相次いだ。
        表 厚生労働省国民基礎調査からの数値 年次比較 
 
 年度  年度  年度
１世帯当たり平均所得金額（万円） 


平均所得金額以下の世帯の割合（％） 


日本社会の安定は、高度経済成長を経て形成された分厚い中流層にあると言われてきた。生協
組合員は正にその層である。 年前後から生協組合員たちは、高度経済成長の負の部分である
公害、食品汚染、環境汚染、農薬汚染から子どもの健康を守るための運動を持続可能な事業へ進
化・発展させ、食材や食品、洗剤の一般販売市場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日本社会の中で「生
協といえば安心・安全」というイメージも定着させた。
その中核を担ってきた組合員層のくらしが揺らぎだしているである。
図 日本の世帯数の所得金額階級別相対度数分布 年次推移比較  出所：国民基礎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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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から学んだこと 協同組合包括法の必要性と社会的経済
韓国でもよく知られていると思うが、リーマンショック後、住居付労働契約の打ち切りに遭っ
た人を救うために  年末から  年始に開設された年越し派遣村の村長だった湯浅誠氏は貧
困を簡単な言葉で定義した。
「貧困」とは「低所得で孤立している状態」という。
「孤立」は関係
性の欠如をさしている。この関係性の欠如が私は生協にとっては一番大きな問題であると思う。

高度経済成長期に日本の産業構造や消費構造は大きく変わり、都市も地方も伝統的な地域コミ
ュニティがほぼ崩壊している。 年  月に完全施行された個人情報保護法によって人の日常意
識が変わった。私生活（住所や電話番号、職業など）に関することを表にださないようになった。
たとえば、集合住宅では郵便ポストに表札を貼らない人が大多数になった。学校や地域自治組織
4

5

パルシステム連合会『くらしの定点調査』によると、組合員の平均年収は  万円（ 年年度）から  万円（
年度）に減少したものの相対的にはまだまだ高い。しかし、安定就労が可能だった世代（おおよそ  代以上）の組合
員が定年になり、年収が年金だけとなるとこれまでの様相と異なり、深刻な問題が発生すると予想される。
湯浅誠氏によれば、貧困状態に至る背景には「5 つの排除」があり、それは①教育課程からの排除、②企業福祉からの
排除、③家族福祉からの排除、④公的福祉からの排除、⑤自分自身からの排除があるという。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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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は緊急連絡網を作ることも困難になった。特に東京のような大都会では往々にして隣に住んで
いる人の名前も知らない。普通の人同士がつながれない、社会生活面でも個人の意識上でも分断
されたのである。個々人は日常生活を便利に営める間は、この関係性の欠如による「孤立」に全
く気付かずにくらしていた。分断され孤立した人々はいくつかの要因が重なれば誰でも貧困に陥
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 年  月  日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でそういった日本社会の弱
点、脆弱さが露呈し、
「漠とした不安」を抱えて心身ともに病む人が一層増加した。
一方で、冒頭で述べたような事象・事件が起きるたびに「自己責任」論が沸き起こる。昨今「自
己責任」が強調され続けた結果、弱者が憲法で保障されているはずの生存に関する権利の主張さ
え行いにくい、
「助けてほしい」とは言い難い国になってしまった。
日本にはいくつか課題がある。一つは、新自由主義における社会的弱者の貧困問題である。子
どもの貧困率が  年度に ％になり、初めて相対的貧困率（％）を上回った。子ども
の貧困は貧困の連鎖を生む。政府はようやく重い腰を上げて、「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
る法律」を  年  月に公布、 年  月「子供の貧困対策に関する大綱」を閣議決定した。
また、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も  年  月から施行される。超高齢社会への対応も含めて、公
的な社会福祉だけでは税収が追いつかない。生協は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で生活困窮者自立支
援制度の連携先の一つとしてようやく認知された。
もう一つは、日本社会の安定を支えてきた中流層の問題である。先に中流層のくらしが揺らぎ
始めていると書いたが、生協を支えてきた人々が今後の社会に対してどのような方向に意識や行
動を向かわせていくかは、大きな意味を持つと私は考えている。精神的にも揺らいでいるこの
人々がエンパワーメントされれば、困難な人々を支え、くらしやすい社会を創る社会的包摂を実
践できる集団になる可能性がある。
持論になるが、日本には欧州のような宗教に根ざした分厚いチャリティやアメリカのような寄
付文化はないが、公的セクターでは支えられない地域コミュニティや人のくらしのさまざまは、
農協や生協、労働者協同組合など協同組合が実は支えている。地方の過疎地で商店が撤退した後
の高齢者や精神疾患で外出できない人が「唯一の社会と接する窓」として利用している生協の宅
配事業と見守りなどはその事例である。協同組合の組合員は知らず知らず、大きな協同の力で自
分だけでは困難なこと、マイナスをシェア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日本の協同組合は法律上、組合員以外の協同組合事業の利用制限など非常に細かく大
きな制約を受け続けている。また、個別法のため主務官庁が異なり、協同して問題の解決にあた
ることが難しく、協同セクターとしての力を発揮しにくい。それにも関わらず、巨大組織である
農協や生協が震災などで大きな力を発揮したばかりでなく、その周辺では組合員や職員たちが本
体では時間がかかることや方針化しにくい地域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課題解決のための小さな
協同の実践を山のように行っている。労働者協同組合は法律の裏づけがないため非常に苦労をし
ながらも、社会的弱者の仕事づくりを行っている。私が担当している  人に満たない小生協も
（無料）相談がメインの事業であるため、現行の生協法には全く馴染まない中、貧困や精神的に
不安を抱えた人々の伴走支援を行なっている。
韓国社会が社会的企業育成法から始まり、社会的協同組合を含む協同組合基本法の制定から社
会的経済基本法の議論に進んだ。日本の協同組合の実践を社会的経済規模として可視化できたら、
㻢

2013 年 5 月に「最後におなかいっぱい食べさせられなくて、ごめんね」というメモを残した、大阪市のマンションで
餓死と見られる母子の遺体が見つかった。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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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ように協同組合包括法の議論に進めるのではないかと、志ある協同組合関係者・研究者は
真剣に考え始めている。
朴元淳ソウル特別市市長が社会的経済連帯を宣言されたことは、日本に大きなインパクトを与
えた。金融資本主義によ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対抗するのではなく、社会的経済連帯による
オルタナティブな社会を創ることこそ、若い世代への責任だと痛感する。そのための協同組合教
育の共同研究など実践できれば。主体性を持った協同組合人の育成、輩出、
「人」に始まり「人」
に終わると考える。
おわりに 
  月  日、,&$（国際協同組合同盟）連携セミナー（日本協同組合連絡協議会主催／日本協同
組合学会共催）を実施した。日本農業協同組合に対する政府の規制改革会議答申「農業改革に関
する意見」が出され、農協組織の改革にむけ議論されている。答申内容は組合員の自主・自立組
織である協同組合の自己改革の道を閉ざす政府の介入であり、その圧力は日本の協同組合全体に
及ぶという危機感から開催したのである。ポーリン・グリーン ,&$ 会長とジャン＝ルイ・バンセ
ル理事（,&$ 原則委員会委員長）、柳沢敏勝日本協同組合学会長が講演した。その中でバンセル
理事が協同組合を強くするための示唆として  点出された。私の聞き取りの範囲になるが、本報
告を締めくくるにあたり、書き留めたいと考える。
① 数字を出す必要がある。地域社会へのコミットメントや貢献、社会的経済規模が表現できる。
② ガバナンス監査を強調すべき。監査法人による会計監査だけでは協同組合にとって意味をな
さない。
③ 調査・研究に力を入れるべき。
④ 協同組合教育こそが未来を担う。
⑤ 協同組合は「人」に根ざした草の根運動である。


【参考文献・資料】
日本国内閣府『子ども・若者白書』
日本国厚生労働省『国民基礎調査』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年度全国生協組合員意識調査報告書』
パルシステム生活協同組合連合会『くらしの定点調査 』
パルシステム連合会ニュース KWWSZZZSDOV\VWHPFRMSWRSLFVEKWPO
西城戸誠・角一典共著『生活クラブ生協・東京組合員に関するアンケート（ 年）報告書』
法政大学人間環境学部 
経済協力開発機構（2(&'）雇用労働社会政策局 特集「格差と成長」
ユニセフ基礎講座第  回「先進国の子どもの貧困」
湯浅誠著『反貧困』岩波新書 

7

日本協同組合学会は、
「民主主義の原則を否定する TPP 交渉参加に反対する」
（理事会決議 2013 年）
、
「協同組合の
自己改革の道を閉ざす政府介入に対するアピール」
（第 34 回総会特別決議 2014 年）を採択している。ホームページ
http://www.coopstudies.com/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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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논문

갑을 관계를 넘어서려면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1. 갑의 횡포, 을의 설움
공공기관 입구에서 경비 업무를 보는 분들이 건물로 들어오는 차량에 거
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거수경례는 군대에서 하는 인사다. 계
급의 구분이 명확한 조직에서 상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일상적인 의례
인 것이다. 민간인들끼리 그런 경례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보
아야 할까. 요즘 경비원들은 거의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이라서, 일하는 현장
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공식적인 상하
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은 용역업체의 지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갑> 기관과의 재계약에 목
을 매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원들
특히 고위직의 환심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갑을 관계라는 말이 지난해 갑자기 유행했다. 원래 그 말은 계약서에서 쓰
던 용어인데,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 일반명사가 되었다. 그
것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어에서 굳이 대응어를 찾는다면
‘Party A’와 ‘Party B’ 또는 ‘owner’와 ‘contractor’가 된다. 일본이 서양의 계약 시
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용어를 갑과 을로 번역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
나 계약 당사자들을 구분하는 용어이지, 상하 관계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일
본에서 ‘갑을 관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힘의 불균
형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갑과 을이 통용된다.
돈, 권력, 인맥, 지식 등의 자원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이다. 갑이 마음먹기
에 따라서 을의 처지가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갑을 관계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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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계약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에서도 통용된다. 뭔가 상대방에게 아쉬
운 것이 있는 사람이 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남녀 관계에서도 구애하는
쪽이 을인 것이다. 배우자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든 눈치를 보아야 한다면 을
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다른 많은 인간관계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갑의 처분에 자신의 삶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을은 갑의 비
위를 맞추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갑인가, 을인가? 적어도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모든 면에서 절대
적인 갑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
을 면밀하게 헤아려야 하고, 재벌도 정치인이나 주주, 소비자들의 눈치를 살
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많이 서는 사람과 그
반대인 사람들로 폭넓은 스펙트럼이 형성될 수 있겠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는 갑이고 어느 상황에서는 을이다.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갑과 을
의 입장에 동시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사에게는 을이지만 부하 직원
에게는 갑이다. (물론 부하 직원에게도 을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기는 하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을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왜 그럴까. 갑으로서 누
리는 권력보다 을로서 겪는 설움이 더 부각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준 상
처는 곧 잊히기 쉽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응어리로 남는 것과 마찬
가지다.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는 과도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갑을 관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도 매우 크다. 둘 다 자신이 갑이라
고 또는 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을 을의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경제
적인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면서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
는 것이 그 맥락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런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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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갑질’이라고 한다. 계약상으로 무리한
조건을 강요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것 말이다. 생존의 터전이 점점 비좁아지
는 현실에서, 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질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갑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다반사로 이뤄진다. 서울의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자살에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난해에 유난히 그
런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직장에서는 성희롱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파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가 늘어났다고 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막말
로 상처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을의 처지는 단순한 역할이나 일시적인 상황
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속성으로 체감되기 일쑤다. 자신의 인격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부정당하는 관계에서 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괴감과 무력감을
수반한다. 그 감정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그렇다면 왜 갑질을 일삼는 것일까. 힘깨나 있다고 그것을 마구 휘두르면
서 타인들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저열한 관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가.

2.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어떤 젊은이의 경험이다. 자가용으
로 출퇴근할 때가 많았다. 하루는 법원 입구에서 유턴 신호를 기다리는데 앞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급해서 경적을 울리다
가 공교롭게 함께 법원에 들어섰고 급한 마음에 그 차를 앞질러 나아갔다.
내리고 보니 그 차 안에는 법원장이 타고 있었다. 며칠 후 상사가 그 젊은이
를 부르더니 앞으로 30분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 이유는 법원장의 차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법원장이 직접 지시하
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랫사람들’이 그 불편한 심기를 헤아려 조치를 취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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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지위가 한참 낮은 직원이 기관장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
닐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지만,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사소한 것에 자존심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에서든 자기의 위세를 과
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깍듯하게 떠받들어주는 것에 익숙한 이들을 자주 만
난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계속 확인시켜야 직성이 풀
린다. 예를 들어서 기념식 같은 공식 행사장에서 자리의 배치나 축사의 순서
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자기보다 낮은 등급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더
상석으로 ‘여겨지는’ 자리에 앉는다거나, 더 먼저 연단에 오르게 되면 몹시
심기가 불편해진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근이나 비서들은 시
시콜콜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야 한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보면 그런 위
세 경쟁을 둘러싼 이런저런 압력들을 실감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권력을 순조롭게 과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기가 누구
인지 몰라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또는 자기의 신분을 알고는
있지만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
면 당황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나고, 참지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이도 있다. 그때 흔히 쓰이는 표현이 있다.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살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인
물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다. 그 화자의 주인공은 대개 남자들이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본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는 말은 자기가 누
구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희박한 정체성이 답
답해서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는 실존의 절규라는 것이다. 말장난처
럼 붙여본 해석이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은 그렇게 다른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인정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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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존재의 뿌리가 허약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내면이 빈곤하기 때
문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초조해한다. 진정한 실력이 있거나 그것이 없
더라도 스스로 행복한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
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기에 늘 방어적이고, 사소한 것에 신
경질을 낸다. 자기에 대한 불만을 상대에 대한 질책으로 해소한다. 자기의 허
약함이 드러나기 전에 선제공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만 자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하 관계를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
을 끊임없이 궁리하는데, 모욕과 경멸이 단골 메뉴가 된다.

3. 느슨한 연대, 열린 관계
모멸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갑질은
권력 관계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자행된다. 힘의 위계 속에서 눈
치를 살펴야 하거나, 금전적인 우열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야 할 때 을
의 처지가 된다. 그러한 일방적 관계 속에서 부조리한 처사가 횡횡하기 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폐쇄적인 울타리에 틈을 내서 합리성이 작동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보편적인 선(善)과 정의로움이 깃
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실체를 조명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을 보자. 회사 내부인의 입장에서 조현아 씨의
이번 행동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직원들을 노예처럼 취급하
며 갖은 비난과 욕설로 모욕감을 주는 태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
다. 말하자면 그녀에게 회사는 자신의 절대 권력이 마음껏 행사되는 왕국이
었다. 누구도 거기에 저항은커녕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비행
기를 회항시키지만 않았어도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폭언이 다반사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듯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조현아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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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결국 징역형 선고까지 받게 된 것은 그 어이없는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
나버렸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라는 아성에 감히 작동할 수 없었던 ‘상식’이
힘을 발휘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회적인 잣대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내
부에서 당연시되거나 묵인되어온 관행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직원들
위에 ‘슈퍼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는 을
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모든 권력은 돈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아무리 커다란 기업이라도 비인간적인 요소
가 지나칠 때 공분(公憤)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손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인지상정의 공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움직이는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 친밀
한 사람들끼리의 강한 연대(strong tie)가 아니라 낯선 사람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loose tie)가 필요하다. 느슨하다는 것은 허술하다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의 핵심은 개방성과 유연성이다. 강한 연대에서는 특
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모종의 우열이 비교되기 쉽고 나이나 지위에 따른 위
계 서열이 고착되기 일쑤다. 그에 비해 느슨한 관계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자
유롭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인 또는 시
민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대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
느슨한 유대의 위대한 힘을 증명해주는 일이 최근에 호주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에 시드니 시내에서 벌어진 인질극으로 인해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제이콥스라는 여성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
었는데, 어떤 무슬림 여성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히잡을 살며시
벗는 것을 보았다. 제이콥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걱정 마요, 제가 당신과 같
이 있어줄게요”라고 말했고, 이에 무슬림 여성은 울음을 터트리면서 제이콥
스를 포옹하고 나서 혼자 걸어갔다. 이 사연이 트위터에 공개되었고, 어느 네
티즌이 “종교적인 복장으로 혼자 버스에 타기 불안한 분이 있으시면 제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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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 드릴게요. 버스 타는 시간 알려주세요”라고 올렸다. 곧 ‘#같이 타 드릴
게요’라는 태그가 번져 2시간 만에 4만 건, 4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15만 건으
로 불어났다고 한다.
문명의 수준은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배려가 이루어지는
가를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고 협력할 수
있는 신뢰가 그 핵심이다. 갑질의 무자비함을 제어할 수 있는 공의(公義)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자라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었
고 민주주의의 경험도 압축적이었다. 그래서 시민적인 질서와 보편적인 규
범을 스스로 세우고 내면화할 겨를이 없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경제 속에서 사람들의 심성은 더욱 각박해져가고 있는 듯하다.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게 만드는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 속에서, 공동의 선(善)을
창출하여 모두의 삶을 격상시키는 기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우리
에게 절박한 과제다.

4.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자존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인가. 오랫동안 유교를 숭상해온 나라답게 우리는 지
금도 ‘윗사람’에 대해 예의를 잘 갖추는 편이다. 지하철에서 경로석이 확실하
게 보장되고, 일반석에서도 노인이 서 있으면 젊은이들은 거의 자리를 양보
한다. 집단이나 조직 안에서도 위계 서열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이다. 그런
데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
곳에서 너무 자주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
는 자기중심적인 행태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면서 종업원에게 막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주 접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갑질’도 그러
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예(禮)란 무엇인가. 유교학자 핑카레트(Fingarette)는 그것을 ‘인간의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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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과 존경을 내용으로 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정의한다. 한자를 사용하
지 않는 문화권의 연구자로서, 그 개념을 최대한 보편적인 언어로 풀이한 것
이라고 본다. 예는 의식이기 때문에 겉치레와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
다.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허례허식’에 매달리고 체면에 집착하
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예’의 핵심은 자기를 억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이다. 『논어』에서 말하는 충서(忠恕), 즉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하라’는 가르침이 그것이다.
‘극기복례’라는 말에서 압축되듯이, 자신을 넘어서는 곳에서 예는 실현된
다. 사람과 사람을 아우르는 천지만물의 질서로 심신이 고양될 때 ‘인(仁)’이
라는 사람됨의 길이 열린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갑을 관계는 비좁은
에고(ego)에 집착하는 병리의 한 징후이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떠받듦
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격(格)이 높아지는 역설을 체득해야 한다. 그 상호존
중의 미학을 사회적인 윤리로 확장시켜갈 때, 갑을 관계의 덫에서 서로 해방
될 수 있다. 진정으로 힘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할 수 있다.
타인 위에 군림하지 않고 위엄을 누릴 수 있을까.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기품은 어디에서 우러나올까. 괴테는 『이탈리아 기행』에서 어느 수도원 사제
들의 우아한 자태로부터 받은 깊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수도회
의 사제, 그 가운데서도 우아한 복장을 한 사제들은 좌중에서 특히 두드러져
보였다. 그들의 복장은 순종과 절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을 입고 있는 사
람에게 상당한 위엄을 부여해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
고서도 겸손하게 보이도록 행동할 줄 알았다. 그러다가도 다시 허리를 꼿꼿
이 세우고 있을 때면, 다른 어떤 신분의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자족
감을 보이고 있었다.”
자족감이란 자기 안에 갇혀 안주하는 폐쇄적인 만족감이 아니다. 세계에
열려 있으면서 존재의 뿌리에 든든하게 중심을 내리고 있는 무게감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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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너그러운 품성으로 타인을 헤아
리고 수용하는 품격이 거기에서 우러나온다. 그 경지에서 우리는 자신을 존
중하고 타인을 공경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발현이고, 그러한 기
풍(에토스)이 사회와 마음에 스며들 때, 사람다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
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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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고맙데이 사랑한데이
-농축업 이주노동자와 아름다운 농부 고용주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4년 전 한여름, 농촌 일손 돕기에 동행한 적이 있다. 그곳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선풍기 하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한여름을 어찌 견디고 한겨울을 어찌 버틸까 생각하니 몹
시 안타까웠다.
마침 작년 국제앰네스티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인권밥상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해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iCOOP생협, 한살림 등 6개 단체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의 권리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9개 단체가 ‘소비자도 이주
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iCOOP생산자회는 같은
해 12월 2일 ‘인권밥상’ 캠페인을 지지하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
자 착취와 강제노동」과 지난 1월 iCOOP생산자회 조성규 회장의 인터뷰, 서
원교 생산자의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했다.

문화를 잘 읽어야
전남 순천 조성규(iCOOP생산자회 회장) 생산자는 10년 전부터 5명의 이주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 생협 조합원에게 꾸준히 물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고 한다. 도시에서 아무리 일거리가
없어도 농촌으로 일하러 오지 않는 게 현실이고, 농촌 지역 노동자라 해도
개인사로 갑자기 일을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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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에는 농업 인력이 없어요. 농업 후계자도 없고, 농촌 인구는 고
령화되고, 국내 노동력은 구하기 어렵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가 못한 일들을 이주노동자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우리랑 똑같아
요. 우리랑 다른 건 돈이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10년 전, 조성규 생산자가 이주노동자와 처음 겪은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
였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청소를 안 해. 우린 깔끔하
니 정리는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있으면 같이 나눠 먹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자기만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동티모르하고 캄보디아에 직접 갔어요. 가서 그 친구들 집
을 방문하고 가족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
그는 이주노동자 출신국의 문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라도 베트남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
을 무시해요. 캄보디아 사람이 베트남에서 식모로 살거든. 그러니까 이 인식
이 한국에서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닦달하지 말고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처음 하는 일인데
누가 단번에 익숙해지겠어요. 우린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요. 그럼 그 친구들이 나를 이
해하게 되고, 배반을 안 하죠. 기다려준다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그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효율성도 높아져요. 손발만 빨리 움직이면 뭐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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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생산자는 원래 목소리가 크다. 조심한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
는다고 한다.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멀리서 말하면 이 친구들은 내가 화
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말해요. ‘원래 아빠 목소리가 커
서 그런 거지, 틱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라고. 그럼 이 친구들이 ‘알아요, 알
아요, 괜찮아요, 아빠’ 하고 이해해줘요. 아, 이 친구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
요.(웃음)”
한국 사회에 햇살 같은 농부 고용주들만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얼음
같은 농부 고용주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캄보디아 출신의 25세 남성 HM의
사례를 들어보자.
“한번은 일할 때 허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관리자에
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저에게 일어나서 계속 일하라고 지시했
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배추를 캐기 시작했는데 다섯 개 정도를 잘못 캤습
니다. 뿌리를 잘랐거든요. 관리자가 그걸 보고는 화를 내고 제 멱살을 잡았습
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밀쳐냈고 그러자 그가 저를 쳤습니다. 그 옆
에 있던 관리자의 동생이 등 뒤에서 목을 감싸 잡았고 그 사이에 관리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둘이 제 온몸에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찼습니다.”(「고
통을 수확하다」, 46쪽)

근로계약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퇴직금도 적립된다.
2014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5,210원, 월 226시간 기준 최저임금액은 1,177,460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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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만 원 임금에 매월 10만 원씩 퇴직금 적립시키고 숙식비까지 합하
면, 이주노동자 한 명당 년 2,000만 원씩 듭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또 오를 거
고, 매주 일요일은 쉬고, 월 2회 유급휴가가 있어요.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
시간은 1시간. 뜨거운 여름에는 탄력시간제를 적용해요. 한여름 뙤약볕에,
더구나 비닐하우스에서 나도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 친구들 일을 시켜요.
뜨거운 한낮은 피해 일합니다.”(조성규 생산자)
충북 충주 서원교 생산자의 농장에는 5년 전부터 많을 땐 23명, 현재는 18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요. 그럴 땐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현재 일
하고 있는 친구들과 상의해서 추가 근로를 시킵니다. 그럼 자기들도 최소
20~30만 원씩 더 받으니 좋지요.”
매주 쉬는 일요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여성 이주노동자 3명에게 물었
다. 이들은 태국, 캄보디아에서 왔고 서원교 생산자 농장에서 현재 1~2년째
일하고 있다.
“자요.” “롯데마트 쇼핑 가요.” “아시아마트 가요.” “시장 가서 순댓국 먹어
요.”
충주에는 아시아마트가 있어 이주노동자 출신국의 음식 재료를 살 수 있
다고 한다. 휴일이나 생일, 명절이면 자유롭게 고향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다
고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알선된 구직자 명단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선택하면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송출국의 노동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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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보내진다. 각 계약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월별 또는 일별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부여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일
기타 사용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합의한 노동조건

경기도 인천의 채소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의 24세 남성 CO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가 받은 계약서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언어 모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명을 했습니다. 서
두르지 않으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계약상 노동조건과 실제 노동조건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고통을 수확하다」, 19쪽)
경기도 구리에 소재한 버섯농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의 33세 여성 GT
의 말도 들어보자.
“저는 첫 번째 이후의 사업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디에서도 계약서
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고용주에게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그는 고용센
터가 제 대신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게 보통이라
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계약서를 달라고 하지 않았
습니다.”(「고통을 수확하다」,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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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원교 생산자는 어떨까?
“지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지들이 더 잘 알고 있어.(웃음)”

숙소와 식사
농업 분야에서는 보통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와 일부 식사를 제공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의 10항은 숙식이 제공되는지, 제공되는 경우 전액이
제공되는지, 근로자 부담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
설치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 세부사항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
지 않다. 그렇다보니 화장실도 비닐하우스 한쪽에 직접 땅을 파고 써야 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다.
전라남도에 소재한 과채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의 21세 여성 SM
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농업 이주노동자 기숙사(출처 : 국제앰네스티, 로버트 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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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노동자 화장실 및 샤워 설비(출처 : 국제앰네스티, 로버트 고든)

“저는 컨테이너에서 살았는데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웠습
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는데 냄새가 심해서 컨테이너 안으로까지 냄새
가 들어왔습니다. 샤워 시설도 없어서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사장님의 화장
실을 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동파되어 온수가 안 나와서 물을 끓
여 써야 했습니다. 겨울 동안 컨테이너 안이 매우 추었지만 사장님이 라디에
이터를 실제로 온기가 돌 정도로 세게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온도를
높여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화를 냈고 만약에 온도를 올리면 난방비를 제 돈
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제공받았는데 밥이랑 김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치는 너무 오래
된 것이라 먹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밥하고 물만 먹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고기는 절대 주지 않았고 가끔 야채를 제공했지만 많
지도 않게, 그것도 아주 가끔 주었습니다. 사장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밥만
주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저와 동료들은 요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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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고통을 수확하다」, 34쪽)
이번엔 서원교 생산자 농장에 거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숙소를 둘러보
자. 숙소 현관문을 열면 큰 거실과 주방,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큰 방 2개가
있다. 큰 방 하나에 2명이 거주한다. 방은 따뜻했고, 벽에 소형 에어컨이 있
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 노트북이 있어 일과 후 인터넷 전화로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 주방 아주머니가 쉬는
휴일과 일과 후에는 알아서 편하게 조리 시설을 사용하고, 별도의 큰 냉장고
도 갖춰져 있다. 빨래도 세탁기로 매일매일 빨아 널어놓는다.
인상적인 장면은 방 벽의 한 면에 전시된 다양한 물건들이었다. 작은 마트
처럼 샴푸와 린스 5개, 세제, 비누, 화장품과 간식들,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이
오밀조밀 선반에 올라 있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점심은 돼지고기·닭볶음탕 등 고기반찬이 주고, 밥·국·나물·김치·쌈채
소 등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양했다. 양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
“김치 맛있어요?”라고 물었다. “맛있어요. 매운 거 맛있어요.” 태국과 캄보디
아도 매운 음식이 많아 칼칼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한다.
가끔 함께 회식도 하고, 생산자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방에도 가끔 데려간
다고 한다.
“하얀 눈 예뻐요?”라고 물었다. 3명 다 활짝 웃으며 “예뻐요” 하기에 “단풍
알아요? 가을에 빨강, 노랑 나뭇잎?” 하고 다시 물었다. “알아요. 봤어요. 예뻐
요”라며 고개를 끄떡인다. 봄가을에 전세 버스로 계절 여행도 간다고 한다.

건강과 안전
밭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은 농업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흔한 업무다. 캄보
디아 출신의 28세 남성인 YV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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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달 동안 매일 밭에 농약을 뿌려야 했는데 이 때문에 두통을 앓았
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제대로 안전하게 하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천으로 된 마스크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전혀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 고용센터에 진
정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플라스틱 작업복과 장갑을 주었지만,
마스크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천으로 만들어진 투과
되는 종류라 농약이 여전히 입과 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고통을 수확하
다」 , 36쪽)
캄보디아 출신의 34세 남성인 BR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겨울철을 빼고는 연중 내내 주마다 5, 6일은 농약을 뿌려야 했습니다. 저
하고 제 캄보디아 동료가 거의 5,000리터 분량의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농약
을 뿌릴 때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작고 꽉 꼈습니다. 큰 사이즈가 없어서 결
국은 천 마스크를 썼습니다.” ( 「고통을 수확하다」, 37쪽)
캄보디아 출신의 35세 여성인 NT는 농약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얼마 동안 농약을 뿌리고 난 뒤에 화학약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피부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진료를 받으러 진료소에 갔습니다. 치료비가 7
만 원이 나왔는데 사장님은 나중에 월급에서 그만큼을 공제했습니다.” (「고
통을 수확하다」 , 같은 쪽)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25년 넘게 유기 농사를 짓고 있는 조성규 생산
자의 말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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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하면 오히려 건강해지지. 이주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딱히 아파
서 병원에 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난해 쯔쯔가무시병 때문에 병원에 한
번 갔었는데, 병원비는 당연히 내가 부담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월
보험료 6만 원 중에서 사용자 부담이 3만 원, 이주노동자 부담이 3만 원인데
이 친구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주노동자가 겪는 육체적 어려움 중 또 다른 하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캄보디아 출신의 21세
여성인 SM은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키가 152cm에 몸무게가 43kg입니다. 저
는 여성이지만 남성들이 하는 일, 농약을 뿌리고 20ℓ짜리 물탱크를 나르는
일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5kg짜리 비료
포대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남성인 사장님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여성 이주
노동자들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과일을 따는 것은 괜찮았지만, 나중에 그걸
박스에 넣고 트럭에 싣는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외
바퀴 손수레를 끌고 밭에 비료를 뿌리는 일도 했는데 손수레는 60kg이나 되
었습니다. 손수레가 저보다도 무겁습니다.”( 「고통을 수확하다」, 37쪽)
서원교 생산자 농장은 어떨까?
“여자들은 채소 뜯기와 포장이 주로 하는 업무고, 힘들고 무거운 건 당연히
남자들이 하지.”
조성규 생산자는 다른 농촌 이주노동자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처음 들
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다 자신과 같은 줄 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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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만 높이면 뭐해요. 다른 사람 눈물로 만든 게 가치 있는 농산물인가
요? 아니죠.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윤리적 생산이죠. iCOOP생산자들도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인권밥상’ 캠페인을 지지한다는 의미
는 우리 생산자부터 우리가 고용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그렇게 실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글을 마치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뿐 아니라 농한기 일거리 감소로 겪는 불이익부터 파
견,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등 다뤄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글은 현
장취재와 인터뷰,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
는 사항을 위주로 다뤘다.
현장취재 당일, 여성 이주노동자 3명과 오전에 시금치와 상추를 포장하면
서 대화를 나눴는데 예상보다 언어상 장애가 컸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
냐, 어떤 배우를 좋아하느냐”는 질문도 손짓발짓을 다 동원해서 대화를 나
눴다. 내가 먼저 “한국어 어려워요”라고 말하자, 3명 다 손뼉을 치며 “맞아요.
한국어 어려워요”라며 까르르 웃었다. 그래서 캄보디아어와 태국어로 “나는
누구입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욤 티모르 ◯◯◯”, “니
샨 츠 ◯◯◯”라고 한단다. 내친 김에 ‘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 아들, 딸’
까지 배웠다. 발음을 한국어로 메모하는 내 수첩을 보며 옆에 앉은 캄보디아
친구가 틀린 글자를 다시 고쳐주었다. 그러면서 가족사진도 보여주고, 우린
이렇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너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을까? ‘인
간’이라는 한자, 人間을 보면 답이 보인다. 사이 간(間). 사랑은 너와 나 사이
에 있다. 한국 사회의 농촌 이주노동자라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조성규·
서원교 생산자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이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 되기
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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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협동조합을 가다 ⑧ 춘천 동네방네협동조합

오래된 여관촌을 바꿔낸 청년들의 힘

김은남(<시사IN> 선임 기자)

서울을 출발해 춘천에 접어든 준고속열차 ITX-청춘은 남춘천역과 춘천역
두 곳에 정차한다. 같은 춘천권 역인데 두 곳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신도시
로 조성된 남춘천역 인근은 언뜻 보기에도 번화하다. 고층 빌딩과 대규모 아
파트 단지, 대형 마트 따위가 빼곡하다. 반면 춘천역은 썰렁하다. 역사를 나
서는 순간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거대한 공터다. 미군부대(캠프페이지)
가 있던 흔적이다. 부대가 철수한 것은 2005년이지만 그 뒤로도 높은 담장으
로 둘러싸여 있다가 2013년에야 담이 철거됐다는 이 터를 따라 공지천유원
지 방향으로 10분여 걷다 보면 오래된 낡은 건물이 하나둘 나타난다. 여느 중
소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도심 풍경이다.
그 초입에 봄엔게스트하우스(cafe.naver.com/dnbnguest)가 있다. 이곳을 찾
은 사람들은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일단은 주변에 여관·모텔·여인숙이 너무
많아서다. 대성장·해피장·용궁장·공주여관…. 큰길가는 물론 주택가 구석
구석까지 여관 30~40곳이 들
어서 있다. 봄엔게스트하우
스가 자리한 근화동은 과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던 곳,
그로 인한 유동인구 덕에 형
성된 여관촌이다. 그러나 10
여 년 전 터미널이 온의동으
로 이전하면서 이들 여관촌
은 쇠락 일로의 신세를 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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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게스트하우스 외관. 버스터미널이 있다 이전한 동네에 있던
여인숙을 개조해 만들었다.

못하게 되었다.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숙소도 여러 곳이다. 봄엔게스트
하우스가 인수한 비선여인숙도 그중 하나였다.
봄엔게스트하우스에는 여인숙 시절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숙소로
올라가는 좁고 어두컴컴한 계단 입구에는 ‘비선여인숙’이라 쓰인 옛 아크릴
간판이 귀퉁이가 깨진 채 매달려 있다. 투숙객과 여인숙 주인이 숙박비를 흥
정하곤 했을 안내실의 좁은 창도 그대로 있다. 일행을 안내하던 염태진(26)
씨는 “이곳이 지닌 역사성을 살리고 싶어 일부러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
다. 그렇게 숙소에 들어선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란다. 이제까지의 허름한 분
위기와는 사뭇 다른 밝고 산뜻한 공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볕 잘 드는 거
실, 아기자기한 공동 주방, 2인실부터 8인실까지 4개의 방마다 딸려 있는 깔
끔한 욕실에서 잘 정돈된 침구까지, 주머니는 가볍지만 취향은 까다로운 여
행자의 구미에 딱 맞을 듯한 게스트하우스다.

‘관광도시 춘천’의 이면에 숨은 진실
봄엔게스트하우스를 만든 것은 춘천 동네방네협동조합이다. 동네방네협
동조합은 20대 청년 5명으로 이뤄진 직원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 5명 중
직원이 4명, 나머지 1명은 일반인이다(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직원일 필요는 없다. 조합원의 2/3 이상만 직원이면 나머지는 일반인이어도
된다). “사업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4명 이상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일단 5명 이상이 모여야 하니까 우리와 뜻이
맞는 일반인 친구 한 명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조한솔(30) 동네방네
협동조합 이사장은 설명했다. 초기 출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총 500만 원.
인원 구성이나 출자금 규모로 보면 초소형 협동조합인 셈이다.
규모는 작은 대신 이들의 내공은 만만치 않다. 동네방네협동조합의 시작
은 조한솔 씨가 한림대 재학 시절 스터디 모임을 제안하면서부터였다. 본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던 조 씨는 대학 진학 이후 저소득층 멘토링 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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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어느 순간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멘토링 자원봉사 2년여. 세월이 흐를
수록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는 깊어졌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이 아닌 사회를 바꿔야
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조 씨는 새로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때마침
프랑스 대학에서 사회적기업을 연구할 교환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 뜨였다. 우여곡절 끝에 교환학생에 최종 선발돼 프랑스에서 1년간 사회
적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하고 돌아온 것이 2011년. 조 씨는 한국에 돌
아오자마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길이 있을 것 같다’며 동료·후배들
을 꼬드기기 시작했다. 여기 넘어가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급기야는 졸업 후
취업을 팽개친 채 창업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맨 먼저 주목한 것은 자
신들이 몸담은 춘천의 지역 현실이었다. 동네방네협동조합에 속한 이들은 공
교롭게도 모두 춘천 태생이 아니다. 대학을 다니느라 춘천과 난생처음 인연
을 맺었을 뿐이다. 이런 경우 보통의 대학생들은 춘천을 스쳐가는 도시로 생
각한다. 졸업과 동시에 춘천과는
굿바이 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
나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면서 지
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의
눈에는 춘천이 새롭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춘천은 전형적인 관광
도시다. 춘천을 드나드는 관광객
만 한 해 5,000만 명에 달한다. 서
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동네방네협동조합은 단체 여행객을 상대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춘천의
옛 골목길과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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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인구는 더 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역 양극화 또한 심화되

고 있었다. 관광객의 70% 이상은 남이섬 등 특정 관광지로만 쏠렸다. 구도심
을 찾는 발길은 뜸했고, 도심 공동화 현상 또한 갈수록 심각해졌다. 여기에 미
군부대까지 떠나면서 지역 상권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궁리하던 청년들이 애초에 주목한 것은
공정여행 사업이었다. 여행을 통해 춘천의 숨은 매력을 보여주자는 구상이
었다. 2012년 ‘동네방네 트래블’이라는 공정여행 기업을 만든 이들은 ‘춘천 원
도심 투어’ ‘시장 투어’ 등을 개발했다. 춘천의 뒷골목, 재래시장, 오래된 가옥
등을 돌며 여행자들에게 개발되지 않은 춘천의 맨얼굴을 보여주고, 그렇게
번 돈은 지역 청소년 사업 등에 쓰고자 했다. 때마침 청년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도 지원받았다. 춘천중앙시장 안
에 ‘궁금한 이층집’이라는 여행자 카페도 열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벌인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장 내
창고로 쓰이던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덕이었다.
‘궁금한 이층집’은 나름 빠른 시간 내에 인지도를 높였다. ‘재래시장 안에
위치한 분위기 있는 이색카
페’ ‘춘천에 대한 여행 정보
를 한눈에 얻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다. 카페가 자리를 잡
으면서 시장 상인들과도 새
로운 소통 창구가 생겼다.
춘천중앙시장에 가면 ‘다방
언니’ 대신 앞치마를 두른 젊
은 남성이 쟁반을 들고 어디
론가 바삐 줄달음치는 모습
을 종종 보게 된다. 궁금한

동네방네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여행자 카페 '궁금한 이층집'.
춘천중앙시장 내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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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층집의 커피 배달 서비스다. “시장 상인들이 주문하면 뜨거운 커피건, 아
이스커피건 무조건 1,000원에 배달해드리는 것으로 했다. 그랬더니 어느 순
간 ‘시장 어머님’들의 입맛이 싹 바뀌었더라. 믹스 커피에서 아메리카노로”
라며 조 씨는 웃었다.
단, 카페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일단 공정무역 원료만을 고
집한 만큼 처음부터 마진을 크게 남기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카페 문도 일
찍 닫아야 했기 때문이다. “카페라는 데가 본래 어둑어둑해지면서부터 손
님이 많이 드는 법인데, 우리는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만큼 저녁 7시면 카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2013년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투어 프로그램 또한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한 해 동안 300여 명이 투어를 다녀갔다. 문제는 사업성이었다. 업계에서는
흔히 ‘국내 여행은 남는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해외여행과 달리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해보니 실제로 그랬다. 봄·가을 또는 주말
에만 반짝 사람이 몰리는 구조로는 인건비도 건지기가 힘들었다. 이래서야
외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사업도 중단될 판이었다. “더 큰 고민은 공정여행
을 한다는 우리조차 지역을 대상화하고 있더라는 점이었다”라고 조한솔 씨
는 말했다. 볼만한 것, 이색적인 것 위주로 동선을 짜다보니 결과적으로는 기
존 여행사의 여행 상품과 다를 바가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결국 ‘멘붕’에 빠진 이들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 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소 추상적이었던 화두 또한 보다
현실적인 질문으로 수정됐다.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자립하는 구조를 갖
추면서 지역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로.

공정여행 사업이 남긴 교훈
길을 찾아 헤매던 이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 프로
젝트’의 주인공인 오카베 도모히코(고토랩 대표) 씨였다. 오카베 씨는 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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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요코하마 일대의 쪽방촌을 호스텔로 개조하여 ‘모두가 기피하던 거리’
를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이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완
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사회혁신가이다. ‘사단법인 씨즈’의
후원을 받아 해외혁신사례탐방단 일원으로 일본을 찾은 조 씨 일행은 요코
하마 호스텔에 한 달 가량 머물며, 여행자 숙소 하나가 동네를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간이 스탭으로 일하며 침구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법도 직접 실습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조
씨 일행에게 오카베 씨는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했다. 그 안
에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었다.
요코하마에서 돌아온 이들은 오카베 씨의 조언에 따라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참여하며 주민과의 접점을 넓혀갔다. 마을 구석구석도 더 면밀하게 관
찰했다. 그러던 와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쇠락해가는 여관촌이었다. “여관마
다 월세 내기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일부 업소는 성매매 업소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이대로 놔두면 주변 환경은 더 피폐해질 것
이 뻔했다”라고 조한솔 씨는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
시키려면 외부 사람들을 끌
어들일 거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것이다. “처
음에는 마음에 맞는 여관 주
인을 설득해 그분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우리가
마케팅·홍보를 맡는 모형을
시험해보려 했다. 그런데 젊
은 우리가 미덥지 않아서인
지, 다들 도리질을 하시더라.”

게스트하우스 입구. 옛 여인숙 시절의 역사성을
그대로 살리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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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스스로 일을 저질러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여주는 수
밖에 없었다.
일단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법인 형태를 갖춘 이들은 비어 있던 비선
여인숙 건물을 월 30만 원에 빌리기로 계약하고, 2014년 3월 본격적인 리모
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동그라미재단의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
되면서 지원받은 5,000만 원이 종잣돈이 됐다. 이중 2,000만 원은 건물 보증금,
3,000만 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썼다. 그러고도 모자란 비용 2,000만 원은 조
합원들이 각기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했다. “조합원들의 책임감을 더 높이기
위해 비용은 무조건 N분의 1로 갹출하기로 했다. 그래야 망하지 않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 아닌가”라며 조한솔 씨는 웃었다. 등짝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시멘트를 져 나르고, 타일 한 장까지 직접 붙여야 했던 혹독한 4개
월을 보내고 게스트하우스를 정식 오픈한 것이 2014년 6월 3일. 이 과정에서
건축의 모든 것을 속성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염태진 씨는 “덕분에 2호, 3호
게스트하우스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반 진반 말했다.

동네 상권 살리는 3,000원짜리 상품권
게스트하우스의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았건만 초
기 6개월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다녀간 숙박객이 2,500명을 넘어섰다. 이곳에
묵어본 이들이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퍼뜨려준 입소문이 가장 큰 동력
이 됐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소가 아직 춘천에 많지
않다는 점 또한 손님 몰이에 도움이 됐다. 숙박객들은 무엇보다 깔끔한 숙소
상태, 그리고 형식적인 서비스 대신 우정과 환대로 손님을 맞는 이곳 분위기
에 호감을 표시 중이다. 밤마다 스탭과 숙박객들이 모여 함께 벌이는 막걸리
파티는 봄엔게스트하우스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막걸리를 마시고 자
연스럽게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동안 여행자들은 춘천이라는 낯선 도시에
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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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인근 상권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게
스트하우스에 묵는 손님들에게는 3,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염태진 씨는 말했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시장 속 카페 ‘궁금한 이층집’은
물론 미군부대 인근에서 40년간 수제 햄버거를 팔아온 ‘진아의 집’, 유서 깊
은 다방을 카페로 개조한 ‘조선커피’ 등 역사와 사연이 있는 동네 가게 10여
곳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이들 상품권 비용은 동네방네협동조합에서
전액 부담한다. 할인쿠폰을 남발해놓고 부담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대기업
방식과는 다르다. 초기 3개월간 이들 조합이 부담한 상품권 비용은 233만 원
에 달했다. 어림잡아 80명가량의 숙박객이 이들 가게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기존 고객과는 다른 유형의 젊은 손님들이 드나들면서 가게 분위기가 더
활기차게 변한 것 같다. 한번 다녀간 분들이 블로그 등에서 입소문을 내준
덕분에 손님도 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됐으니 일석이조다”라고 박대웅 조
선커피 사장은 말했다. 물론 조합 입장에서 보자면 상품권은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1박 숙박비로 받는 2만 원 중 상품권 비용으로 무려 15%(3,000원)가
나가는 셈이니 조합으로서는 손해가 크다. 초기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그렇
지만 지역을 살리자는 게 협
동조합의 설립 취지였고, 지
역이 살아나야 게스트하우스
또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자명했던 만큼 결국에는 모
든 직원들의 의견이 한 군데
로 모아졌다”라고 염태진 씨
는 말했다.
게스트하우스가 성공하면
서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

게스트하우스 내부에 붙어 있는 상품권 이용처 안내지도.
동네방네협동조합은 모든 투숙객에게 동네가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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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게스트하우스 개업 1년 즈
음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는 동네방네협동조합은 향
후 춘천 시내에 게스트하우스 한두 곳을 추가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
다. 봄엔게스트하우스가 성공하면서 인근 숙박업소 사장들이 이런 지역 밀
착형 숙소에 관심을 갖게 된 만큼 이들을 모아 함께 일을 벌여볼까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동네방네협동조합은 2014년 하반기 사회
적 경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에서
‘여관이 살아 있다’라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 참가한 일
반인들이 투자한 기금 300만 원은 봄엔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
는 데 쓰인다. 동네방네는 이 옥상정원을 인근 숙박업소와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쓰면서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지금도 봄엔게스트하우스는 공동으로 쓰는 거실 공간 한쪽에 ‘봄
앤샵’이라는 미니 판매샵을 운영 중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장신
구, 비누, 향초 등을 판매하는 코너이다.
오래된 여인숙 등을 리모델링해 지역 명소로 바꿔놓은 사례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전 구도심 지역에 있는 산호여인숙(중구 대흥동)은
2011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을 인수해 전시실과 게스트하우스로 쓰면
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바 있다. 그러나 동네방네협동조합은 본래
부터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과 상인이 중심이 된 지역 재생을 꿈꾼다는 점에
서 차별화된다. “게스트하우스를 거점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들어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 삼아 주민들과의 신뢰가 쌓이다보면 도심 전
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것이 동네방네협동조합이 꿈꾸는
미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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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로서의 협동조합 : 어떤 목표를 위한 전략인가?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유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종익이 쓴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에는 ‘협동조합의 개념, 비즈니스 모
델 사례’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협동조합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종류와 성격을 분류하고 있다. 그리
고 이들 비즈니스 모델을 유형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대 경제에서 협
동조합이 갖는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다. 장
종익 교수는 협동조합운동 1세대로서 초창기 현실 경험이 풍부하며 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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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선두적인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
을 총합하여 야심차게 발간한 책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가 되었던 책이다.
이러한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듯 책의 체계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무
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책의 목차이다.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운동
이 갖는 의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고 유용한 질문들을 열 가지로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목차를 정리했다. 이러한 접
근 방법은 광범위한 문헌을 통한 지식과 풍부한 현실 경험이 머릿속에서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시도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목차를 분류한다면 1~3장은 총론 부분, 4~9장은 각 협동조합 종류별
각론 부분, 10장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총론에서는 왜 협동조합인가?(1
장)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협동조합이 최근에 들어
와 관심을 끄는 이유 등을 서술한다. 그런 다음 소위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이
라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유용성(2장)에 대해 논의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서의 협동조합의 장단점을 자본주의적 기업형태와 비교·서술(3장)하고 있
다. 각론에서는 전통적 소비자협동조합(4장), 의료·육아·교육·주택·문화·
예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소비자협동조합(5장), 소사업자
협동조합(6장), 노동자협동조합(7장), 금융협동조합(8장), 사회적협동조합(9
장) 등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별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를 설명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각론 부문에서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금융협동조합은 비즈니스 모델만 간략히 서술하였고, 나머지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개념과 실태,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협동조합과
소사업자협동조합은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를 다루고 있는 반면, 노동자협동
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개념과 조직화 전략, 사례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즈니스 모
델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충분한 조직화
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협동조합 섹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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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라는 근본
적인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이 책은 매우 풍부한 자료와 각종 사례 등을 통해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광
범위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연구자들이
나 학생들, 현장 활동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자본주의의 세
계적 위기,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체제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는 한 연구자로서 평자도 실로 많은 유용한 정보와 지식
을 이 책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다. 이 책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들을 통해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을 논
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이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저자
는 아마 번성하는 협동조합과 소멸하거나 쇠퇴한 협동조합들을 검토하여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전략’이란 비즈니스 목표와 무관할 수 없
다. 그렇다면 먼저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목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험난한 과제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면 외형적 성장이 협동
조합의 목표인가 하는 점이다. 협동조합 섹터의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이 한
사회에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인가? 혹시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
는 협동조합 섹터의 ‘최적 규모(optimal size)’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규모
가 아니라 어쩌면 어떤 형태나 성격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한
국 사회에서 협동조합 종류별 ‘최적 조합(optimal mix)’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협동조합에 대해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속성이 있을
텐데 도대체 협동조합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특히 성과 측정 문
제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전반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든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너무 다양한 형태
의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취나 성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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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소사업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지향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나 성과 지표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한
묶음으로 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물론 저자
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론에서 협동조합의 형태에 따라 서
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총론에서의 지향점이 각론에서
의 지향점의 단순 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전제는 소비자협동조
합, 소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모두 성장·발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각 부문별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총론에서 논의하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협동조합의 존재 의의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제가 사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부문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규모보다 작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종
류의 협동조합 규모가 커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하는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
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초보적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
에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하지만 두 번째 전제에 대
해서는 좀 더 많은 분석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
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총론에서 제기한 협동조합 섹터가 갖는 장점
을 한국 사회에 맞춰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이 더 중요
한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협동조합이 필요하
며, 협동조합의 어떤 성격이나 장점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
는가? 그리고 그러한 장점은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가?
결론에서 이 점을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저자가 제기하는 소위 ‘관제’ 협동조합의 개혁 문제는 이 점에서 매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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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비대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협동조합의 자발적 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협동조합에 대한 잠재적 참여자로서의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특히 중요하다. 누가 협동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들에 더 강한 동인(motivation)을 갖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쟁적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사람들의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약 2/3가 사업자협동조합이라
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어느 부문에 있는가 하는 것
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협동조합의 기본 동인이 협동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
동적인 참여에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요 조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자 결론 부분이 (어쩌면 다분히 의도적
이라고 의심하지만) 공급 생태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이 점에서 조
금 아쉽다.
몇 가지 생각거리를 지적했지만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협동조합 부문이
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제기한 문제들이므로 이 책의 주제와 다소 먼 이야
기일 수 있고,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
로의 과제 정도로 논의의 의의를 한정하고 싶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 ‘협
동조합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특정한 것은 아마도 그러한 논란을 염두에 두
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의 구성상 ‘비즈니스 전략’은 여전히 유
효하다. 주제를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접근한 후 체계적
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주제를 이만큼 요리해내기가 쉽지 않
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이 분야에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책 판매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략’도 성공적일까가 궁금한데, 이는
저자가 이 책에 대한 수요 조건을 얼마나 잘 읽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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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인문학의 힘을 생각하다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주세운(동작신용협동조합 전략기획팀)

인문학이란 무엇일까? 내게 그것은 힘이었다. 7년 전, 가진 것이라고는 시
간이 전부였던 친구들 몇 명이서 푼돈을 모아 옥탑방을 빌렸다. 그곳에 모인
우리는 거의 매일 혼자 읽기는 벅찬 책들을 함께 끄적였다. 어려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던 무게
가 나 혼자의 잘못만은 아니었구나-하는 남탓!을 할 수 있었다. 등록금 때문
에 고민하고, 자취방 월세에 부담을 느끼고, 스펙 쌓기에 좌절하던 현실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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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모자란 능력 탓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 혹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
일 수 있다고, 그때의 나는 위로받았고 그래서 조금은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더불어 그때부터 시작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나를 지금의 협동조
합영역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일개실무자로서 일상의 업무에 매몰되다 보니, 내가 속한
곳이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
이다. 자진해 들어간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활동의 가치를 고민하기 보다는
하루하루의 업무량에 치이기 일쑤이다. 생각의 깊이는 갈수록 줄어가고 평
범한 출퇴근의 나날을 반복하는 듯하다. 문제가 한국 특유의 과도한 노동시
간인지 아니면 작은 조직이 가지는 비효율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성장하기보다는 소모되어 간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협동조합 붐 속의 인문학이란?
그런 내가 오랜만에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다. 엮은이
는 김창진. 최근 읽고 있는 책 『퀘벡 모델』의 저자이기도 하다. 한 지역을 3년
동안 연구해 600쪽이 넘는 책으로 엮어낸 뚝심 있는 이다. 그는 서문에서 “한
때의 유행이나 양적 성과에 매몰되는 협동조합과 사회경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삶의 질과 품격 있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과 고민의 바
탕을 마련해보고자”(김창진 외,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가을의아침, 2014,
12쪽) 이 책을 기획했다고 한다.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2의 벤처기업 창업 붐과 유사한 것을 목도하
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협동조합 및 사회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교육이 행해지고 관
련 지원 조직이 만들어져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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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이 주로 단기적 효과를 노린 ‘정책적 의지’로 조성된 경우가 많아 이미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한국정부는 (…) 막대한 예산과 막강한 정보·
통제·사법 기구를 이용하여 국가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도처의 관료적 행태와
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기대 또한 공존하는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의 정책적 유행을 따라온 대중은 지도자나 정부의 구호가 바뀌면, 그게 언제인
가 싶게 금방 자취를 감추게 마련이다.”(김창진 외, 같은책, 12쪽)

잔치는 언젠가 끝난다. 아니 잔치가 계속되어도 문제다. 우리는 이미 여러
관주도의 협동조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규모로만 보면 우리는 이미 협
동조합선진국일지도 모른다. 다만 자발적인 결사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이 의미하는 근대적인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문제는 해결
되지 못했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점유율 통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협동
조합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이 책의 저자들이 인문학
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그렇듯이, 이 책이 말하는 ‘협동과 연대의 인문
학’ 또한 하나로 분류될 수 없는 다양한 역사와 사상, 철학을 포괄한다. 로버
트 오언과 프루동, 그리고 샤를 지드의 협동조합공화국까지 이어지는 사회
변혁의 철학에서부터 복지국가와 마을만들기라는 트랜디한 키워드들. 심지
어는 영화나 스포츠를 통해 만나는 협동의 가치까지. 이 책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사회경제를 위한 인문주의를 소개한다. 긴 호흡으로 깊이 있는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할 지라도 여러 꼭지 중 하나를 택해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이 책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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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들의 목소리
개인적으로는 흔히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비판받던 로버트 오언과 프루동
같은 사상가들이 사회적경제라는 조류 속에서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
실이 흥미로웠고, 또한 자본이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복무토록 하
는 것이 협동조합의 비전이라는 것을 설파하는 (지금 읽어도 결코 낡지 않고
힘이 있는) 수백년 전 협동조합 선배들의 목소리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 감
히 협동조합공화국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서 얼마만큼 더 나아갔을
까.
‘협동조합공화국’이란 목표는 19세기 유럽의 협동조합운동이 도달한 최고의
목표였다. 그러나 유럽 사회가 반세기 만에 두 번의 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변하
면서, 또한 경제 부분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이 목표는 희미해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협동조합 섹터론’으로 수정되었다. (…) 1980년에 ICA가 채
택한 <서기200년의 협동조합-1980년 모스크바 ICA총회 AF레이들로 보고서>
에는 다시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참으로 오래된 비전
이다.(김창진 외, 같은책, 127쪽)

인문학은 힘이다.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을 읽으며 다시금 생각했다. 협동
조합이라는 법인격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작은 고과에 매몰되지 않
으며,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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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역할, 어디까지일까?

정리 : 김영미(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국제 협력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
2014년 11월 5일 ICA 미주와 유럽, 독일협동조합연합회(DGRV),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Confcooperative)의 국제개발협력 조직인 Coopermondo, 프랑
스농업자재협동조합네트워크(FNCUMA)는 사회적 통합 촉진과 정치적 교
류 확대, 지역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협동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기여(Cooperation between Latin America and Europe : Contributions to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였으며 협동조합, 비정부기관, EU 기관 및 라틴아메
리카 의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은 사람 중심 사업인
협동조합이 국제 개발 영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여성, 청년, 소농들의 권한
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A 유럽/코퍼라티브 유럽(Cooperatives Europe)의 협동조합개발국장인 마
크 노엘(Marc Noël)의 사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코퍼라티브 유럽은 활발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럽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인 CEDP(코
퍼라티브 유럽 개발 플랫폼)을 구성했다. CEDP는 개발 전략 마련, 네트워
크 확장, EU 기관들과의 관계 강화, 정보 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DP 사
업의 일환으로 코퍼라티브 유럽은 ‘Cooperative in development’라는 온라인 플
랫폼을 2014년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만들기도 했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는
국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77개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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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프로젝트 규모는 1백만 유로(약 13억 원)를 넘는다.
지역 간 협력과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의
제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코퍼라티브
유럽의 더크 렌호프(Dirk J. Lehnhoff) 회장은 “협동조합은 정책 입안자들과
정기적인 정치적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에게 맞는 환경이 마련되기만
한다면 협동조합의 가능성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 정
책기관에 협동조합과 타 사업체 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를 함께 살리는 협동조합
국제노동기구 ILO는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 능력
에 주목했다. 협동조합이 폐기물 관리 부문의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연대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양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 분야의
협동조합들은 공동 기금을 활용해 기술 투자 및 보호 장비, 전처리 기계, 유니
폼 구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금융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ILO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 전자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운반되고 이를 정식으로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처리하
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협동조합의 성장과 확대는 환경오
염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산업 안전 및 보건 인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LO 보고서가 소개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인도 푸네(Pune)의 SWaCH(고
체 폐기물 수집 및 처리)협동조합으로, 쓰레기수거연합 조합원들이 설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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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00명의 조합원들이 40만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WaCH는 조
합원에게 유니폼, 기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1일 8시간 작업 일정을 보장하
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 자녀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600개 협동조합 조직이 소속되어 있는 브라질전국재활용업
자운동(the National Movement of Recyclers)은 브라질 전국 90%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8만 명의 재활용 수집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전
국재활용업자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 정부는 지역 고형폐기물관리시
스템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고형폐기물정책(National Solid
Waste Policy)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미화원, 재활용업체 등이 협동
조합 및 사회적 기업 조직을 통해 공식 경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G20, 협동조합의 식량 안보를 위한 역할에 주목하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G20 서미트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식량 안보
와 영양을 위한 보고서(Food Security and Nutrition Framework Report)」에 협동
조합의 역할이 언급되었다. 식량시스템 투자 강화, 생산성 향상, 소득과 양
질의 일자리 촉진을 통한 성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식량 안보와 영양을
위한 보고에 따르면 협동조합 및 공제 협동조합은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G20 고용 인구의 12%에 해당한다. G20개
발실무그룹에 제출된 국제식량기구 FAO의 보고서 또한 협동조합이 생산자
들의 규모 성장과 농산물 판매에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BCCM(협동조합 및 뮤추얼 사업협의회)의 회장이자 곡물생산자협동조합
CBH그룹의 회장인 앤드류 크레인(Andrew Crane)은 협동조합이 G20의 또 다
른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비조합원소유사업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과 뮤추얼은 무역 자유화, 공급 망 인프라, 교육 및 인
력, 저개발국가 성장 지원을 비롯한 G20의 여러 영역에 공헌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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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G20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CHB와 협동조합, 뮤추얼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GDP 성장 과제
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주민 노동권/인권 강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2014년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ILO와 ICA 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
한 연구 컨퍼런스에서 협동조합과 노동 분야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불평등을 해결하는 협동조합기업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후 12월 요르
단 암만 컨퍼런스에서는 전문가와 학자들이 아랍 국가 이주 가사노동자들
의 공식 조직 현황을 살펴보았다.
컨퍼런스 개최에 앞서 ‘소외에서 벗어난 협력 :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사례(“Cooperating out of isolation : the case of migrant
domestic workers in Lebanon, Jordan and Kuwait”)’가 주제인 ILO의 연구에 따르
면 많은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 인권이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조직 결성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사
회에 기반을 둔 지원 조직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중동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경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현행법/정책 기반, 제도
적 구조, 구성원 권한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조건과 공
정한 임금, 질 좋은 서비스와 훈련,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았다.
ILO 보고서는 이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권한 강화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권고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ILO의
제안 중 하나는 기본 노동법을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에게 통합 적용하
는 것이다. ILO는 2011년 가사노동협약 및 1948년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각 국가가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 <ICA News> http://ica.coop/en/medi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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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 ( J C 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서평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오귀복 (아산YMCA생협 이사)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154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168 생협평론 2015 봄(18호)

생협평론 2011 가을 (4호)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항식 (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김민경,이미연,장남희,김아영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홍광석 (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제2,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유채림 (소설가/ 홍대철거현장 ‘두리반’ 주인)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허인영 (아이쿱구로생협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2011 윤리적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류지형 (교사)

위대한 생산

김시은 (주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유형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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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길잡이
협동조합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 (모심과 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번역: 김연숙 (아이쿱혐동조합연구소)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 (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이슈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서분숙 (르뽀작가)

돌발논문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서평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차형석 (시사인 기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156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170 생협평론 2015 봄(18호)

생협평론 2012 봄 (6호)
길잡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번역: 김연숙 ((재)아이쿱혐동조합연구소)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 (関西大学商学部教授)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박범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박흥수 (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세 가지 물음 - 정리해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연정 (르뽀작가)

돌발논문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서평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조영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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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평론 2012 여름 (7호)
길잡이
탐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하는 협동조합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 (㈜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24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39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2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3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76

특별기고 -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
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로저 리차드슨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90

Special Column -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R.C.RICHARDSON

102

좌담회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112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122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3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4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145

『자본주의, 그 이후』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59

이슈

돌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서평

158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172 생협평론 2015 봄(18호)

생협평론 2012 가을 (8호)
길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독자를 기다리며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 의 만남

신효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7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저자)

19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31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 (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40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57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72

좌담회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86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세종대 생협을 지키기 위한 싸움

문효규 (세종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102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 협동조합을 생각한다

김대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장)

11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1

농민의 꿈

안미선 (르뽀작가)

122

돌발논문

이계삼 (765kV 송전탑 반대 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 사무국장)

134

이정주 (쿱스토어 대표)

146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49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슈

르뽀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서평
『협동조합, 참 좋다』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축하하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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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평론 2012 겨울 (9호)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7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6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 ((가)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28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댕신협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42

좌담회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56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

73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김남주 (변호사)

8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5

이혜정 (기록노동자)

96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아이쿱 구미생협
조합원)

107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117

이주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21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이슈

르뽀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돌발논문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가?
서평
『화폐전쟁』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160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174 생협평론 2015 봄(18호)

126

생협평론 2013 봄 (10호)
길잡이
왜 협동조합 생태계인가?

4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7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20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 ((주)아이쿱축산 상무대행)

35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52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 (아이쿱생협 쿱서비스 경영이사)

68

좌담회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80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박기용 (한겨레 사회부)

98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106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1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2

돌발논문
물의 공공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3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최은미 (밝맑 도서관)

133

협동조합소식
세계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8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
추진위 집행위원장)

141

이슈

서평

특별기고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1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75

생협평론 2013 여름 (11호)
길잡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공부, 그 하나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생협법 •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번역: 이향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7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 英昭 (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33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46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53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64

좌담회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
아이쿱생협, 물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회복 운동에 이미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뛰어들다
참여활동팀)

81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전아름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

97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9

르뽀
서부이촌동, 오세훈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황폐화 된 삶의 터전

윤형중 (<한겨레> 사회부)

110

기획연재
순천언론협동조합을 가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20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130

협동조합소식
높아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상과 평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서평

162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176 생협평론 2015 봄(18호)

생협평론 2013 가을 (12호)
길잡이
협동조합,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하나

4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법 •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 (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8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34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43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54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66

못살겠다, 협동조합이다!
-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기

이대희 (프레시안 협동조합팀장)

84

국정원 사태와 실종된 한국 민주주의

배성인 (한신대학교)

9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3

돌발논문
민영화의 덫,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04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중국집 ‘철가방’들이 일군 협동의 힘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18

영화평
<위 캔 두 댓>

정설경 (생협평론 편집위원)

130

협동조합소식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의 사회적 확산을
보장하는 일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좌담회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슈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3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77

생협평론 2013 겨울 (13호)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7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4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30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45

김동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56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68

좌담회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80

이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92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10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13

돌발논문
30년 후 기초연금,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절반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쟁점과 대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14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3
이 학교 매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27

서평
현명한 소비자로는 부족하다
『질병판매학』

민앵 (살림의료생협 이사장)

137

협동조합소식
전세계 협동조합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42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4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178 생협평론 2015 봄(18호)

146

생협평론 2014 봄 (14호)
길잡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염찬희 (편집위원장)

4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7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29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43

좌담회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55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이슈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이시즈카 히데오 (협동총합연구소 생명과 생활
주임연구원)

72

モンドラゴン、ファゴールの失敗

石塚秀雄

89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107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15

돌발논문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선옥 (기록노동자)

116

르뽀
밀양, 보통 사람들의 싸움을 기억하라

희정 (르뽀작가)

129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④
조합원이 주인 되는 방송, 4월1일 시작합니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37

서평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바나나』

이웅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148

협동조합소식
사회적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다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51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5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79

생협평론 2014 여름 (15호)
길잡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8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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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6

『생협의 사회 가치 -iCOOP생협을 대상으로-』(이향숙·지민진)

2013

27

(생활과 동향 1호) 한국소비자원『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발표(지민진)

2013

28

『2012 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염찬희·손범규·지민진)

2013

29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장상환)

2013

30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5) 『로치데일』(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조언 Tips』(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3)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 순위』(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4)
『캐나다 재생 에너지』(이경수 편역)

2012

19

20

21

22

23

31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2)
『미국 협동조합 현황(1)』(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룩할 것
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2)
『이탈리아 협동조합』(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이경수 편역)

2012

35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장종익)

2012

36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장종익·김아영)

2011

37

『iCOOP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정해진)

2011

38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엮음)

2011

39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엮음)

2011

40

『2009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염찬희)

2010

41

『생협 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김찬호)

2010

4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장원봉·하승우·임동현)

2010

43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염찬희·엄은희·이선옥)

2010

44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김주숙·김성오·정원각)

2007

32

33

34

III. 포럼 및 후속교육 자료집
번호

제목

발행년도

1

(2014국제사회적경제포럼 - 아이쿱세션)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2014

2

(제30회 후속교육 자료집,제35회 포럼 자료집)
『아이쿱생협 생산자에게 듣다』,『아이쿱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

2014

3

(제34회 포럼 자료집) 『영국 코퍼라티브 그룹의 위기와 거버넌스』,
『파고르 가전 파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4

4

(제33회 포럼 자료집)
『윤리적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2014

5

(제32회 포럼 자료집)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2013

6

(시민사회포럼·한국NGO학회·iCOOP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포럼 자료집)
『윤리적 소비와 시민사회』

2013

7

(제30회 포럼 자료집) 『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

8

(제29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

9

(제28회 포럼 자료집)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10

(제29회 후속교육 자료집)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2013

11

(제28회 후속교육 자료집)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회복 활동』

2013

12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26회 포럼 자료집) 『일본생협 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13

(제27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14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
『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15

(제25회 포럼 자료집)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16

(제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17

(제26회 후속교육 자료집) 『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18

(제25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
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19

(제24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20

(제23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21

(제22회 포럼 자료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22

(제21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23

(제20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

24

(제19회 포럼 자료집) 『iCOOP 직원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25

(제23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2011

26

(제20회 후속교육 자료집)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2011

27

(제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28

(제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1

29

(제18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30

(제17회 포럼 자료집)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31

(제16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32

(제15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33

(제14회 포럼 자료집) 『생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34

(제13회 포럼 자료집)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10

35

(제13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2010

36

(제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37

(제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38

(제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39

(제9회 후속교육 자료집) 『한국의 조세·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40

(제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2008

41

(제9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42

(제8회 포럼 자료집)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43

(제7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8

44

(제6회 포럼 자료집)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

2007

45

(제5회 포럼 자료집)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46

(제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

47

(제6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7

48

(제4회 후속교육 자료집)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49

(제3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2006

50

(제2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2006

51

(제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IV. 기타 간행물
번호

제목

발행년도

1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3

2

『제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2

3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4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1

5

『제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1

6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7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8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0

9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2010

11

(iCOOP생협 ICA가입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책임』

2009

12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09

13

『제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9

14

(우리밀 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15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분 수상작 자료집』

2008

16

『제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8

17

(iCOOP생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18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
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7

19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20

『제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7

21

(출판기념 토론회 자료집)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22

『제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51

『제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구입 / 열람 문의 : icoop-institut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