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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의 공론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박종현(편집위원장)

경제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을 새로운 형태의 기업조

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대표되는 이들 사업체

는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리기업, 공공기관, 공동체의 여러 

특성들을 새롭게 결합한 혼성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비즈니

스 모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혁신적인 사업체이다. 이들은 또한 

영리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양질의 서비

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새로운 발상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사회적경제 사업체는 현 정부에 의해 주창되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협동조합에 관한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들 사업체의 역

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없지는 않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체들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보도가 대부분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금을 탐하며 목숨만 부지하는 ‘좀비경제’로 묘사

한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는 자못 충격적이다. “조합 한 곳당 8천만 원을” 지

원받았고 “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가 수천억 원”이며 “협동조합 

90%가 좀비”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다면, 이는 협동조합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던 그간의 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뜻하

길 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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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사안의 이와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호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에 관한 부정적 보도들을 심층 분석하고, 협동조합과 정부지원의 실상을 확

인하며, 부정적 보도가 제기된 맥락들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특집을 마련해 

보았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조현경 사회적경제센터장은 최근 논란을 

촉발시킨 기사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 보도가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

는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좀비경제’와 같은 선정적인 표현

이나 ‘지대추구 행위’와 같은 경제학적 비판의 이면에는 협동조합과 같은 대

안적 시도에 흠집을 냄으로써 기존의 경제 질서를 옹호하고 기득권을 유지

하려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협동조합의 상황이 좀비와 다를 바 없는지, 협동조합 부문에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

하기 위해 협동조합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도 글을 

받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상철 과장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사

업을 운영 중인 곳은 전체 협동조합의 60% 정도이며, 20% 정도는 사업을 안

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역 로컬푸드, 학교 등의 분야에서는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 지원정책을 보더라도, 협동조합 예

산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6억 원에 불과하다.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원하

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고,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

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간접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협동조합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보수층의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기에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하고 있

다. 이때 보수층의 부정적 인식은 밥그릇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경제적 이해

관계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정서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크다. 연세대 경제학과의 유정식 교수는 우리 사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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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을 천착해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기존의 

한국형 모델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는 이해관계를 같

이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연대 및 성과의 공유를 명시적으

로 추구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성과도 

컸지만 배타적인 집단주의, 극심한 경쟁, 외형적인 성과주의, 출세 중심의 결

과주의와 같은 폐해도 같이 낳았던 기존 발전모델과는 차이가 크다. 기존 방

식의 폐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에 매료

되었지만,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방식에 익숙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이 낯선 실험에 경계심부터 가지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기존 경제질서를 새롭게 바꿔보려는 시도인 것

은 맞지만, 그렇다고 반시장적이거나 특정 정파의 정치적 기반인 것도 아니

다. 사회적경제는 새롭고 진취적인 방식에 의해 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기

여와 성과에 기반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변주가 가능한 혼성조직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양대 글로

벌사회적경제학과의 김종걸 교수의 글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글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협동조합에 관한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새롭게 합의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프레임

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

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존재하는 기업 조직의 하나이다. 기존 주식회사와 차

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에 비해 사람과 협력 그리고 지역을 더 중시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사업적 경쟁력도 확보하려는 경제적 사업체라는 점에 있다. 

그는 스티글리츠, 코스, 크루그먼과 같은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근

거로 협동조합이 사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한다. 

또한 전 세계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진보는 물론 

보수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걸쳐 다채롭게 존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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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특집 이외에도 알찬 읽을거리들이 많다. 이슈에서는 원전 사고 이후 협동

조합 간 협동을 통해 지역재생에 주력하는 후쿠시마현 농업재생활동과 협

동조합의 자본조달 문제를 다루었으며, 르포에서는 아이쿱생협의 노동정책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에서는 약초 농사꾼과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소비자가 뭉친 ‘이풀약초협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했

고, 서평에서는 협동조합의 고전으로 최근 다시 번역이 된 『21세기의 협동조

합 : 레이들로 보고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번 호부터는 사회적경제 사업

을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첫걸

음> 기획연재를 새롭게 마련했다. 첫 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정보들을 한데 묶어 제시해 현재 제공 중인 지원제도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

린다. 다른 수상 논문들은 다음 호를 통해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옹호자인 애덤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시장

을 통해 자신의 것을 남들과 교환하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

는 여기에 더해 인간이란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

향으로 이끌려는 욕망도 함께 타고난다고 보았다. 이때, 그 본성이 타인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성향, 곧 주변의 이

웃과 공감하려는 본성의 제어를 받기 때문이다. 스미스에게 시장은 타인과

의 공감에 기반해 타인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설득의 장이기

도 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협

동조합에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설득의 

과정은 쉽지가 않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뿐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들 사이에 정념이 개입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고 서로에 대한 분

노만 키울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상호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타협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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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려면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

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

한, 공통분모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가 조금씩 합의하면서 공통

의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첫 걸음은 협동조합이 스

스로의 가치를 꾸준히 증명해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의

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설득의 공론장으로서의 <생협평론>을 소망해본

다.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좌담회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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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주요 경제지와 보수 싱크탱크가 연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

본법’을 두고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공격

하고 있다. 헌법 가치 등 이념 문제를 제외하면 공공 조달 참여와 정부지원

금 등 정부의 정책지원을 문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언론 보도들의 비판 논조 이면에는 신자유주의라는 기치 아래 국가

의 역할은 ‘경제성장’에 있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는 논의

에서 배제된다. 국가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재배치·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문제의 근원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부실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독점적 이윤을 지키고 키워가려는 재벌과 기

업친화적 국가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산을 막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에 

이들 보도들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보도 흐름의 저의는 무엇이며, 이들 보도로부터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당사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의 다양한 쟁점을 검

토하고자 한다.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은?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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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좀비 협동조합’ 퇴출 주장

2015년 9월 12일 <한국경제(이하, <한경>)는 「헛돈 쓴 정부…협동조합 90%

는 좀비」, 「조합 한 곳당 8천만원 ‘펑펑’」, 「협동조합 90%가 좀비! 우리가 경

고했던 그대로다」, 「4,700만원 지원받고 남은 건 조합로고 박힌 앞치마뿐」 등

의 제목으로 급증한 ‘좀비 협동조합’ 시리즈 기사를 보도했다.1 이들 기사 대

부분은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와 한국경제

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2015년 7월 30일 발행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이라는 KERI Insight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한경>은 제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10%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

점휴업 상태이거나 ‘무늬만 협동조합’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가 꼽은 협동

조합 지원정책만 48개에 달하고 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는 수천

억원으로 추산된다. 협동조합의 평균 자본금은 1,917만원으로 2013년 실태조

사의 평균출자금(3천만원) 보다 1천만원 이상 줄었다”며, 2013년 기획재정부 

실태조사에서도 45.6%가 이미 사업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경>의 이 보도는 2015년 6월 8일자(인터넷 기준) <세계일보>의 「겉도는 

협동조합 절반은 폐업상태」라는 기사의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김

성오 이사장의 인터뷰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2 해당 보도에서 김 이사장은 

“약 10%의 협동조합만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으로 흑자든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충남지역의 ‘작동률’은 15~20%인 데 반해 서울 등 

광역시는 7~8%로 낮고 전국 평균은 10%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발 빠르게 반응한 것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였다. 9월 12일 발표

된 기재부의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10%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

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가 없는 추정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3년 

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15006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148851&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148821 
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07/20150607002480.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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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약 6개

월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당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이 

54.4%로 나타났다며, 현재 전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제2차 실태조사가 진

행 중이므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11월에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2013년 실태조사 시 45.6%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

는 보도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09개 조사

대상 중 54.4%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지, 나머지 45.6%가 사업을 접었

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거쳐 사업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반박이다. 

게다가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원”이라는 보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

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을 모두 협동조합 지원으로 오해하게끔 하는 보

도라며, 2015년만 해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은 35.9억 원이었으며, 이들 역

시 교육·컨설팅·설립지원 등 간접지원에 국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4년 1월 일반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지만, 해당 재원을 모두 협동조합 지원

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할 만하다.

이어 기재부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한 평균 출자

금 1천만 원 감소 보도는 조사 시기가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간과했다

고 지적했다. 사업 개시 이후 조합원 수 증가 등으로 출자금이 증가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설립신고 시에 비해 2015년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시 출자금이 더 큰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출자금은 대출이나 보증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2015년 8

월 설립신고 시 출자금을 2013년 출자금과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대상을 

평면 비교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설립신고 기준으로 출자금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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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2013년 5월 1,807만 원에서 2015년 8월 1,917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

다. 

기재부의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한경>은 바로 뒤이어 2015년 9월 14일

자로 「협동조합 90%가 좀비! 우리가 경고했던 그대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3 ‘좀비 협동조합’의 양산은 <한경>의 숱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며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2012년 11월 29일자 「협동조합이 기업의 대안이라는 

착각」이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협동조합을 늘리려고 나선다

면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

합기본법이 시행됐으며, 2013년 3월 25일자 「협동조합을 대안이라고 주장하

는 순진한 발상」, 2013년 12월 17일 「협동조합으로 시장 대체하겠다는 지난 1

년의 헛발질」, 2013년 12월 30일 「나랏돈 갈라먹자는 협동조합들의 난장판이 

걱정된다」 등의 사설을 통해서 재차 경고했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4

이들 언론 보도의 주장을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쟁점1.  ‘사회적경제기본법’ 시행은 ‘지대추구 경제’로의 전락을 부추길 

것이다

<한경>은 2015년 10월 13일 「나눠주기에 ‘좀비기업’ 온상된 조달시장」이라

는 제목으로 “연간 100조원을 넘는 공공조달 시장에 ‘나눠먹기’ 풍토가 만연

해 있다”며,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

도록 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5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적경제기본법? 부실기업 은신처로 전락할 것」이

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376031&intype=1

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868351&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2491371&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1695571&intype=1

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23181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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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한경>의 보도 역시 한경연의 보고서를 인용했다.6 “현재 사회적 기업

에서 조달하는 구매액이 3천억 원 규모인데, 1조 8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면 무려 1조 5천억 원의 독점 시장이 추가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좀비기업’들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다른 정상적인 기업도 서서히 좀비로 만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2015년 11월 16일(인터넷 기준) <동아일보>와 2015년 

11월 15일(인터넷 기준) <헤럴드경제>에서도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 1조 

5,000억 독점시장 만들 것」, 「한경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법제화되면 독점 

시장만 조성된다”」라는 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이 37조원을 웃

도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명시한 우선구매제도가 실시되면 공

공기관 구매액 중 약 1조 8,000억 원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독점적으로 배정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수차례 인용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이라

는 KERI Insight 보고서를 작성한 한경연의 윤상호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제도화된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역동성이 훼손되는 원

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소위 ‘지대추구 경제’로의 

전락이라는 경제적 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지대추구 경제란 보조금, 

세제혜택, 우선구매제도 등 정부의 개입 등으로 조성된 인위적 수익, 즉 지대

를 추구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재화 및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를 촉진해야 한다.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전년도 구매 실적,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고용

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68807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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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공고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4년도 구매실적 및 2015년도 구매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

업 제품 구매 실적은 전체 구매액과 비교할 때 0.9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

다. 7

협동조합과 달리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정부 

인건비 예산을 지원받는다. 2015년은 총 834억 3,800만 원(총 1만 2,693명 지

원) 규모로 짜여 있다. <한경>의 「나눠주기에 ‘좀비기업’ 온상된 조달시장」

이라는 보도에선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8’과 ‘정부지원금’을 직접 대비했다. 

“2013년 전체(993개)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32억 5,100만 원

에 이른 반면, 같은 시기 정부지원금은 1,197억원이 투입됐다”며, 사회적기업

의 부실은 커져가는데 정부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정부지원금을 직접 비교한 지표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일반 기업은 정부보조금을 영업이익에 포함시키는 반면, 사회적기업

은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수치라는 

점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계상 방식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에도 불

구하고, 사회적기업의 부실화는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사회적

기업은 2011년 644개, 2012년 774개, 2013년 1,012개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평균 매출액은 2011년 1억 4,700만 원, 2012년 1억 2,200만 원, 2013

년 1억 1,5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며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7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379　

8 ‘영업이익’이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실질 이익을 의미한다. 매출총이익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는 가격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라면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에 들어가는 기타 부수비

용을 뺀 최종 영업성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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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부실 커지는데 계속 늘어나는 정부지원금

자료:고용노동부

(단위:억원)
정부지원금

824 886 990
1197

-1132
-908-928-827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처: <한경> 2015년10월13일자 「나눠주기에 ‘좀비기업’ 온상된 조달시장」 中

<한겨레> 2015년 11월 20일자 「‘사회적경제’ 정책은 앞서가지만 현장은 더

딘 걸음」에서 인용된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선임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공공구매 우선 근거가 있긴 하나 현실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제품 이외엔 거

의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지식과 정보, 

또 의지와 감수성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9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조계완 동

향분석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정책은 앞서가는 반면, 

현장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전환은 더딘 편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의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적경제기본법? 부실기업 은신처로 전

락할 것」에서 지적했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정부지원금 및 

공공조달 자금에 대한 내용은 이미 9월 12일 발표된 기재부의 보도자료에서 

해명한 바 있다. 기사에선 “사회적기업에 대해선 4대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을 지원해준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78조 300억 원에 

이른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8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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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독점권과 같은 인위적 수익, 즉 ‘지대추구 경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까? “지대 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에 대한 한경 경제용어사전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

도한 행정 규제와 정치적인 영향력 등으로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한다. 지대 추구형 사회란 이를 얻어내기 위해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

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

는 사회를 말한다.

사실 지대 추구형 사회는 ‘독점적 이윤’과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건물주들이 임대료 수익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

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대수익을 확대한다는 방식으로 풀이한다. 지대추구 

경제는 공급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 이익으로 불로소득으로 생계

를 잇는 경제를 일컫는다. 공공조달의 문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열어준다는 

의미는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분배’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2.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 이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은 폐기

해야

<한경>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좀비기업’에 빗대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에게 공공조달 등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시장

의 역동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좀비기업을 양

산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골자다. 

지난 10월 8일 <동아일보>는 「“가계부채보다 심각한 위협 요인” …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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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 적극대응 나서」라는 기사를 통해 ‘좀비기업’이 가계부채보다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0 같은 날 <동아일보>의 

「수시로 기업 실적 점검 … “구조조정 미루면 은행도 위험”」이라는 기사에

선 은행 건전성 악화를 막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좀비기업으로 인해 멀쩡한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좀비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좀비기업이란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zombie)’에 빗대어 “회생 가

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

는 기업”을 뜻한다. 좀비기업을 분류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개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라는 수치를 활용한다. 이자보상배율이란 한 해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빚에 붙은 이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공식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건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

다. 이 상황이 3년 정도 계속되는 경우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일경제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1,684개의 상장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

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234곳이다. 7개 상장사 중 한 곳에 해당하는 비율

이다. 이들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며 덩

치나 돈벌이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다. 이

들 상장사 7군데 중 한 곳이 좀비기업이라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중소기업과 

가게들은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인,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

년 15.2%(3,295개)로 늘어났다. 2004년에서 2013년까지 949만 개의 자영업 창

업자 중 793만 개가 폐업했다.

10 http://news.donga.com/3/all/20151008/7406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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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만, 대기업 계열사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이르는 많은 기업이 모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비기업’의 문제는 실상 사회적경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좀비기업’

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

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삼성 계열사 13곳에서 1년새 5,000명 이

상이 옷을 벗었다.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

다. ‘좀비기업’이라는 수사학을 동원해 진행되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주장 3.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로 승부하라

한경연의 권태신 원장은 보고서가 나오기 전 2015년 6월 4일 <미디어펜>과

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1 권 원장은 2015년 6월 19일자 <한경> 지면에서 같은 어조로 「‘사회적 

경제’란 미몽(迷夢)에서 깨어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불황을 극복하

고자 하는 영국과 독일의 시민들이 ‘우 클릭’을 하고 있다며, “2000년대 초반 

독일의 진보세력이라는 사민당이 실업급여 등 복지혜택을 줄여 국민들이 

직업을 찾게 유도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고비용·저효율로 압축되는 ‘독일병’을 고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며, 이는 자원을 통제하고 배

분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희대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 역시 2015년 6월 10일 <한경>의 「그리스 전

철 밟자는 ‘사회적경제법안’」이라는 제목의 [다산칼럼] 코너를 통해 사회적

11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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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인 포퓰리즘12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가 겪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에 연명하는 ‘좀비기업’, ‘좀비조직’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서양의 격언처

럼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된 사회적경제법안은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

며 경고했다.

2015년 10월 12일자 <한경>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에서 「규제 개혁 없는 

구조조정은 필패다」라는 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

기’식으로 좀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13 김태

철 중소기업 부장은 “업종의 진입 장벽을 없애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경쟁이 치열해져 한계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며, 빠른 시일 

내에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병행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도 흐름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의 이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추

정할 수 있다. 수익성 추구를 최대 가치로 삼는 기업 중심의 시장 체제 즉, 

자유시장과 영리기업의 운영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 내 기득권이 사회적 경

제 영역의 확산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정의된다.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중

시하며,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국가의 비개입 정책은 이미 대기업을 비

롯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득권이 가진 우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 마련이다. 비슷한 조건은커녕, 어느 한쪽에 유리하

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임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1029491

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19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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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비시장의 영역을 통틀어 모든 사

람과 사물, 관계와 활동들이 얼마만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가

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일체 제거되기 마련이다. 

어쩌면 시장 중심의 영리 활동에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이다. 하지만 영리 영역을 넘어선 모든 사회 체제가 ‘자산가치의 극대

화’라는 가치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배치되고 재구조화되는 과정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는 자산가치의 극대화라는 명분만이 작동하는 영역이 아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노동을 통해 생산하면서, 인간의 삶

이 실제로 펼쳐지는 ‘사회’와 ‘생태’를 돌보는 영역이다. 노동을 통해 무언가 

생산한다는 점에서 ‘산업’ 영역의 기계적 합리성과 생산의 효율성을 요구받

기도 하지만, ‘사회’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만족할 만한 좋

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다. 

위에서 언급한 언론 보도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기치 아래 사회적경제 조

직을 자산 가치의 극대화라는 영리 차원에 국한시켜 재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저지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은 국

가가 영리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수치화 가능한 ‘일자리’와 ‘영업이익’만으로 좀비기업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터 잡고 있는 영역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사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을 의무가 있다. 물론 국

가의 역할 중 경제성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업자가 없도록 산업

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를 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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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언론 보도가 국가정책 및 여론 판도에 미치는 영향

영국 런던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학자 제임스 커런은 미국 언론이 ‘빈곤’을 

다룰 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빈곤의 원인이나 

이와 관련된 공공 정책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못나서 그렇게 된 것이란 암

묵적인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언론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요 경제지와 보수 싱크탱크의 ‘사

회적경제’에 대한 비판 논조의 이면에는 국가가 좋은 삶과 이웃과 더불어 사

는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가치보다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경제성

장’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이외의 경제 조직이 ‘좀비기업化’하는 것

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의 부실 

때문이라며 개별 기업의 탓으로 치환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지원 정책과 

묶어 두루뭉실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언론이 어떻게 사회적경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보

도하는 관점이나 방식이 사회적경제 정책이나 여론의 판도에 영향을 끼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의 협동조

합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3대 경제지(매일경제, 한

국경제, 서울경제)를 포함해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의 전체를 다

루지 못하고, 협동조합에 국한해 언론 보도 현황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한계

점을 지닌다.

조사는 5대 일간지의 2007~2015년 상반기(6월)까지 협동조합 관련 보도 내

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기점으로 기간을 구

분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2011년까지를 한 범주로 묶어

내고, 협동조합기본법 2012년 제정 이후는 매해 연도별 언론 보도 현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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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다. 연구 범위는 5대 일간지의 신문 게재 기사로 한정했다. 주된 조사 도

구는 ‘네이버 뉴스 상세검색 기능’을 사용했지만, 언론사에 따라 전체 검색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부분적으로는 해당 언론 사이트 자체의 검색 기능을 

사용했다. 네이버 뉴스 검색 기능에서 <조선일보>는 2015년 5월부터, <중앙

일보>는 2014년 11월부터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향신문>은 2010

년 6월 이전 기사 검색 결과의 경우 온라인 기사와 신문 게재 기사가 구분되

고 있지 않았다. 이에 <조선일보>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중앙

일보>의 경우 2007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향신문>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각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 지면 기사로 

검색한 결과에 기초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관련 언론 보도 현황 파악 결과는 아래 <표1>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7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집계한 협동조합 

관련 5대 일간지 신문 게재 보도량은 1,666건으로 집계됐다. <한겨레>가 539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집계 현황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2012년 

4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로 뜨거웠던 2014년 406건을 기록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기점으로 

관련 보도 양이 급증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15년은 6월까지의 데이터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

다. 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 중인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현실

적인 맥락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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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위: 언론사 별, 아래: 연도 별)

<표 1>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현황 (단위: 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소계

2007년~2011년 87 97 53 125 98 460

2012년 66 58 65 142 85 416

2013년 30 35 17 70 52 204

2014년 60 63 47 140 96 406

2015년 56 19 21 62 49 180

소계 299 272 203 539 353 1,666

사실 위의 데이터를 근거로 ‘사회적경제 언론 보도가 국가정책 및 여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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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가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겨레경제사회

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는 5대 일간지와 3대 경제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론 보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2016년 1월 내 <HERI 인사이트>를 

통해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간적 제한으로 본 지면을 통해 전체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며, 동시에 본 글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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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1. 시작하며 : 협동조합이 좀비?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협동조

합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그간의 협동조합 성과를 강조했다. 우리나

라도 여야 합의로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을 제정했고, 올해는 

기본법이 시행된 지 3년째가 되었다. 기본법 제정 당시에 협동조합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사회서비스 부족이라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일부 언론은 정부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을 하고 있음

에도 협동조합의 90%가 개점휴업 상태인 “좀비”라고 비판하며 협동조합을 

세금을 축내는 집단으로 몰고 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서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를 마치 협동조합만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모아둔 책자처

럼 묘사했다. 

기본법 제정 당시에 민간에서 입법청원을 주도했던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는 “국가나 정부의 지원은 필요없다”고 했다. 정부도 민간의 의견

을 수렴하여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그렇다면 

기본법 제정 당시와 다르게 정부가 협동조합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

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인가? 그리고 현재 설립된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활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은?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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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가? 기본법 제정 이후 추진한 협동조합 활

성화 지원사업 내용과 현재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 설립 현황

2012년 12월 기본법 제정 이후 2015년 9월 현재까지 7,97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중 일반협동조합은 7,596개로 전체의 95.2%를 차지한다. 사회

적협동조합의 경우 336개로 전체의 4.2%이고, 협동조합연합회는 45개로 전

체의 0.6%이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설립 추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달 234개

의 협동조합이 신규로 설립되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향후 5년

간(2013~2017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

이라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현재까지의 협동조합 설립 추세가 이어

진다면 당초 5년간 목표를 3년 만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협동조합 설립신고 현황(2012.12.~2015.9.)

(단위 : 개,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합계

설립 건수 7,596 336 45 7,977

비중 95.2 4.2 0.6 100

 출처 : 협동조합 포털사이트(www.coop.go.kr)

협동조합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내었고, 5인 이

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주

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신설로 그동안 비법

인 단체로 불안정하게 활동하던 주체들이 법적 체계 내로 들어와 법적 안정

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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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간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1) 추진 방향 :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간접 지원 중심으로

2013년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협동조합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협동조합의 

기초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협동조합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

로 “간접 지원 원칙에 입각해 법령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

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식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

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원

하는 등의 직접 지원은 지양하되, 개별법 협동조합이나 타 법인과 비교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간접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

년)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

장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① 시장 진입, ② 자금 조달, ③ 인력 양성, ④ 연

대·협력 등 4대 핵심 분야별로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

동조합 정책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추진 체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전달 체계로 정책 집행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수행했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정책집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는 사회적기업 지원부서와 별도로 협동조

합 본부가 신설되었으며, 2012년부터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작으

로 현재까지 협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

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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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예산을 투입했는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의 사업 예

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사업 예산(2012~2015년)

(단위 : 백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170 1,490 2,240 2,730 6,630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 자료

<표 2>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업의 총 예산이다. 협동조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부터 매년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4년간의 예산을 합하여 66억 원 정도이다. 

2015년의 경우도 30억이 되지 않는다. 4년간 전체 예산이 중소기업청이나 고

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재정지원사업 하나의 예산만큼도 되지 않는다. 따라

서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사업에 수천억 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 예산의 절반가량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교육 및 홍보,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지정된 

민간 지원단체이다. 각 단체에는 3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하면서 지역의 협동

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예산 현황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기본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직접 지원은 배제하고, 협동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

도록 교육 및 홍보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3) 주요 사업 :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설립ㆍ운영 지원

기획재정부가 직접 지원을 배제하고 간접 지원 중심으로 협동조합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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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을 통

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교육, 협동조합 홍보,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

다.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간접 지원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는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아카데미와 사회

적협동조합 임원 교육,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코디네

이터 과정, 온라인 기반의 사이버 교육, 선진 해외 사례 연수사업 등 협동조

합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

행 중이다.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 제일 중요

하다.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홍보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주 토요일) 기념식 및 그 주간에 

국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결제 가능한 

구매처 정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상품몰 운영을 통해 제품의 판로 지원도 

돕고 있다. 

설립·운영 지원사업은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기존 조직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지원,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대한 교육 및 행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3> 201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주요 사업

교육 홍보 설립ㆍ운영 지원

주요

사업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임원 교육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

― 사이버 교육 과정 운영

― 해외 선진 사례 연수

― 협동조합 주간 행사 및 기념

식 개최

―협동조합 상품몰 운영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조직 변경 지원 

―협동조합 경영공시 및 관리 감독 지원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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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협동조합에게 

직접적으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법의 

성격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기본법은 협동조합에 관한 법

인격 부여를 위한 법이지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개별 협동조합법처럼 개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아니다. 

(4)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은 협동조합 지원정책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수행 중인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을 대표

적인 협동조합 지원정책으로 소개하며, 지원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

판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은 협동조합 지원정책인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 분야의 산업이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정

책자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취했지만, 더 이상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85%에 이르고, 한국

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단연 높다.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 소

상공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수 침체와 대기업 자본력과의 경쟁

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혼자서는 해결하

기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협동조합 법인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소상공인협동조합, 즉 사

업자협동조합이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

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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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업화사업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추진 주

체, 소상공인이 8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지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임

이 명백하다.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선택했을 

뿐이다. 물론 직접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 없이 협동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국내 자영업의 어

려움을 반영하는 현실의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4.   협동조합 현황 :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10%밖에 되지 않

는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매우 높은 

성장을 기록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협동조합 정

책 방향을 “설립에서 운영 내실화”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기본

법 제정 당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를 달성했는가? 일

부 언론의 보도처럼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10%도 안 되는 것인가? 

협동조합 설립 이후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즉 질적인 측면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많은 자료가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2015

년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2014년도 10~12월 사이에 몇몇 지방자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 중 조사기

관이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이었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

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의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동조합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겠다. 

(1) 60% 정도의 협동조합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48개 조

합 중 191개(77%)가 어떤 형태로든 활동 중이며, 휴면 상태거나 해산 또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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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예정인 경우는 57개(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사업운

영 단계를 조사한 결과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경우가 57.7%(82개), 주요 사업

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거나 수익과 조합원이 증가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26.7%(38개), 아직 사업을 하지 않는 단계의 협동조합은 15.5%(22개)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북도에서 2014년 10월에 실시한 경상북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

면 조사 대상 협동조합 중 88.7%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재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64.9%로 가장 높았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단계는 

25.8%였지만,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계가 5.2%, 사업 영역 확

대 및 수익과 조합원이 증가하는 단계가 4.1%로 조사되었다. 

2014년 경상남도의 실태조사 결과에도 설립된 조합 207개 중 140개(68%)

가 어떤 형태로든 운영 중이었으며, 32개(15%)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5

개(2%)는 폐업 상태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358개 협동조합 중 153개의 협동조합이 조사를 거부했다. 거부 사

유를 살펴본 결과 사업 중단 및 해산의 경우는 113개로 전체 31.5%였다. 즉 

68.5%의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광역시(77%), 경상북도(64.9%), 경

상남도(68%), 광주광역시(68.5%) 등 4개 권역에서 64% 이상의 협동조합이 어

떤 형태로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개 권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활동률이 낮은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64.9%의 협동조합이 활동 중임을 고려할 때 최소 60% 정도의 협동조합이 어

떤 형태로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 정도의 협동조합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광역시의 실태조사에서는 설립연도별 사업운영 단계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표 4>와 같이 2013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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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14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에 비해 주요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20.3%, 수

익과 조합원 증가는 5.5% 비중이 증가해 1년 동안에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

가 현저히 높아졌다. 

<표 4> 협동조합의 사업운영 단계별 교차 분석

(단위 : 개, %)

설립연도 사업 시작 안함 사업 추진 주요사업 안정적 운영 수익, 조합원 증가 합계

2013년 12(15.4) 36(46.2) 22(28.2) 8(10.2) 78(100)

2014년 10(15.9) 45(71.4) 5(7.9) 3(4.8) 63(100)

출처 : 2014년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

강원도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에서 도내 협동조합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

링을 실시한 결과 173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설문에 참여한 115개 기관을 분

석했다. 이에 따르면 63개(54.7%)가 정상 유지 또는 흑자 경영 중이며, 21개

(18.2%)는 적자 상태, 휴업 및 폐업한 곳은 31개(26.9%)로 조사되었다. 

전라남도에서 2015년 2월에 발간한 2014년 전라남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17개 중 65개(56%)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며, 31개(26%)의 경우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 

발생 협동조합 중 절반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3년에 설립된 협동조

합은 38.5%, 2014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12.7%가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

영 중이며, 전라남도는 26%가 흑자 경영 상태였다. 강원도의 경우도 54.7%가 

정상 유지 또는 흑자 경영 상태이므로 3개 권역에서 최소 20% 정도의 협동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부가적으로 대구광역시 실태조사를 

보면 협동조합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기업처럼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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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는 20%가 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 활용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과 관

련하여 경상북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를 이용

한 협동조합은 36.1%이며, 이중 중소기업 지원을 활용한 경우는 12.4%였다. 

경상남도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57%의 협동조합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답변했으며,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은 19%가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

했다. 전라남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합 중 37%(40개)의 협

동조합이 소상공인협업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협동조합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

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50%가 넘지 않으며 특히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을 활용

한 경우도 2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소상공인협업

화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

다. 정부는 협동조합 법인격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정책사업 참여에 장애가 없도록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이

러한 정책사업이 협동조합을 위해 설계된 지원사업은 아니다. 협동조합도 

주식회사,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와 같이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형

태가 되었을 뿐이다. 

5. 협동조합 사례 : 협동조합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기본법 제정 당시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역

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힘들지만 협력을 통해 성공한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역 로컬푸드, 학교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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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협동조합 : 울산제과점협동조합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혼자서 생존하기 힘든 영역은 더욱 협동조합의 필요성

이 높다. 요즘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대형 마트의 제과점 때문에 동

네 빵집들은 존립의 위기에 있다. 자영업자 혼자서는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가 힘들다. 2014년 4월에 울산에서는 영세 제과점 제빵인 9명과 함께 제과 유

통인 한 명이 모여 울산제과점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울산제과점협동조합은 

지역의 특산품인 돌미역과 반구대 암각화와 신불산 억새평원, 태화강 선바

위와 십리 대밭 등 울산 12경을 활용하여 전병을 생산한다. 조합원들은 공동

작업장에서 전병을 제작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본인의 제과점으로 가서 각

자 판매할 빵을 만든다. 서로 기술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다. 울산의 자영업자

들이 협력해서 자영업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울산제과점협동조

합은 2014년 말 기준으로 4,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판매장도 늘려가며 차

근차근 성장하고 있다. 

(2) 지역 로컬푸드 운동 :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푸드  

농촌 지역의 생산자는 농작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기를 원

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작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두 가

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의 소비자가 직거래로 구매한다면 두 주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직의 공동 주인이라면 이러한 구조는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3월 창립한 진

주푸드는 같은 해 9월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

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거래 매장,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5년에 실시된 협동조합 경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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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준(2014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은 약 5억 1,800만 원, 출자금은 약 6,800

만 원이다. 현재 81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이중 생산자는 108명, 소비자 

690명, 직원은 12명이다. 조합원이 매년 늘어나면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3) 학교 협동조합 :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학교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할까? 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공동으

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영림중학교

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공익매점인 일명 ‘여물집’(여유롭고 물 좋은 학교 매

점)을 열고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을 공급해 건강을 지

켜내고 있다. 매점에서는 아이쿱, 두레, 한살림 등 생협에서 만든 간식과 음

료, 빙과 등을 판매한다. 그리고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학부모이

다. ‘빵셔틀’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

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가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런 행동이 가능

할까? 아마 힘들 것이다. 실제로 영림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줄었다고 한

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참여하는 계기도 되었다. 2015년 경영공시 기준(2014년 결산 기준)으로 매

출은 약 6,700만 원, 출자금은 약 300만 원이다. 현재 조합원은 32명이며, 이중 

2명은 직원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한국형 협동조합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아직도 사업 초기 단계이다. 기본법이 제정

된 지 이제 3년 차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협동조합 모델은 정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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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성 문제1 해결, 사회적 자본2 형성에의 기여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으로 분배적 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결정비용은 높지만 그것의 실행비용은 낮다는 장점

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합원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

에서 조합원 간의 갈등은 당연하다. 이러한 갈등은 협동조합이 인적 결사체

로서 성장하는 필수 관문이다. 여기에 경제적 사업체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야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모델은 인적 결사체와 경제적 사업체로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

족해야 하는 사업 모델이다. 사업 초창기에는 인적 결사체로 인한 단점이 나

타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

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몬드라

곤협동조합 복합체나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들은 해고가 없었다. 해고 

대신 일자리 공유로 위기를 극복했다.  

협동조합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

로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모델이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설립을 위

해 초기 인큐베이팅 지원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

다. 이제는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한국형 협동조합 성공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1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에 정보가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2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말한다. 사람

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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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국제협동조합연맹 ICA는 2013년에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을 제

시했다. 여기서 “2020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협동조합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리드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이 선호하

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 형태가 되겠다는 것이다. 협

동조합은 양극화와 복지 수요가 증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다. 이러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룰 수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유럽과 북미의 협동조합 성공 사례가 있고, 국내에 아이쿱 생협의 사례

가 이를 증명한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한국에 대한 보

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 사

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금융, 

관광 등의 서비스 역량 개선과 중소기업 강화, 여성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협동조합이 강점을 보이는 사업 분야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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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란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짚어보고, 한국 사

회에서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특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1. 한국 사회와 한국형 발전 모형 

자본과 기술, 자원 등 경제발전의 중요 요소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사

회가 이 정도로 빠르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

치적으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해방 이

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박정

희 전(前) 대통령 치하에서 한국 경제의 이륙단계(take-off)가 나타났다는 점

이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적 능력이나 역사적인 유산

의 힘, 혹은 국제 정치경제적인 역학관계 등으로 설명할 경우 이러한 시간

적 일치는 우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역사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반면에 박정희 정권 이전에 이륙단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다 

강조한다면 박정희를 비롯한 당시의 집권 엘리트들이 무엇인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나 특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사실 박정희 시대에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속 성장의 실마리가 풀

렸다고 하는 사실과 관련한 해석의 차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각종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은?특 집



특집 |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41

물론 한국형 발전 모델을 이끌어온 것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정치 엘리트

뿐만이 아니다. 정주영, 박태준, 이병철, 김우중, 구자경, 최종현 등 한국의 민

간 경제 엘리트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 민간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발전의 메커니즘을 극대화하면서 부의 창조와 관련

한 선순환을 창조하기도 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통제하

는 조치들을 은밀하게 공유하는 거대한 지배체계, 즉 한국형 보수 세력의 본

산으로 기능한 두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전통은 일본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으나 민간 부문에서의 대표선수 육성 정책을 동시에 수

행하면서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구하여온 것은 한국의 

고유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치리더십의 역할이 

보다 중요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 엘리트들이 초기 성

장 과정에서 과감한 위험 추구를 통해 구현한 기업가정신 또한 성공의 필수

요건이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박정희 모델의 빛을 논의할 때 정

주영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의 걸출한 파트너십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유는 여기에 있다. 이는 바이스(Weiss) 등이 말하는 소위 침투(penetration) 개

념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른 전제주의적인 개발도상국이나 사회

주의국가들을 보면 국가 자원의 광범위한 동원(mobilization)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동원은 단기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냈지만 지속

성의 문제가 있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민관 협력은 뛰어난 

민간 파트너의 존재 때문에 동원의 지속력을 크게 만들 수 있었다. 한국형 

모델의 발전 과정에서 민간 엘리트들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의 역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민간

의 자율적인 역동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민간 엘리트들이 강력한 동

인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정치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지만 성과를 내고 실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

명 민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국형 경제발전 모형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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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민간 부문이 담당해야 할 몫이 분명

히 있으며 이러한 민관 협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분명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논란도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해야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2. 한국형의 그림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남들보다 빠르게 많은 것을 이루어냈

다면 당연히 남들보다 힘들게 살았을 수밖에 없다. 한국형 발전 모형이 정치

적으로 군사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목

표를 향한 집요하고 냉철한 접근, 남을 설득시키는 간결한 발표 능력, 부하들

의 신망을 얻고 집단의 목표를 체화시키는 지도 능력, 조직의 이해관계와 목

표를 위해 일부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거나 희생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냉

혹성 등은 군사문화에 기초한 한국적 리더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

목할 것은 대기업들의 성취 과정을 이끌어온 것 중 대표적인 형태는 군대조

직과 흡사한 명령과 강력한 위계질서였다는 사실이다. 군대 조직에서의 경

험은 기업이 대규모화하면서 유용하게 응용되었고 특히 국가 전체가 목표

를 설정하고 일사분란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목

표 달성이라는 잣대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형의 특징으로 볼 때 겉

으로 보이는 눈부신 성취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모든 노력이 보이는 목표

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집착은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왜곡시킨다. 객관적인 지표에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 

외형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심을 낳고 모든 사람들이 외형적인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도록 만든다. 

외형적인 성과에 대한 맹신은 승자와 패자를 분명하게 갈라놓았다. 승자

는 실질적인 혜택뿐 아니라 사회적 선망과 갈채를 독식했고, 성취에 공헌하

지 못한 패자들은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쓸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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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승자에게 보내지는 사회적 관심과 선망의 그늘에

서 패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었다. 한국 사

회에서 낙인과 차별의 문제는 지역과 이념의 기본 축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

벌, 계층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거치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목표지향성

이 뚜렷한 경우 각 개인들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친구’나 

‘동지’가 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리해야 하는 ‘불평불만자’나 ‘적’이 된다. 

민주 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은 흔히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봉합되지만 선거

의 결과나 과정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과거 우

리의 정치는 적과 동지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했으며, 적으로 판명된 사람들

에게는 매우 가혹한 잣대를 대고 탄압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동지들의 

충성심을 극대화하며 동질화한다는 것이다. 동지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다

수라면 이러한 전략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 우월한 전략

이 될 수 있다. 갈등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방법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부문

에서 사회적 규범처럼 정착되었다. 

3. 교육과 경쟁 

이러한 문제가 가장 첨예한 형태로 그 역기능을 보이는 분야가 교육이다. 

한국에서 교육이 ‘전쟁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

다. 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사회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장치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열이 

압도적인 에너지로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노출되는 교육 

환경에 의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취하는 최적 생존전략이 형성되기 마

련이다. 한국 교육의 특성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는 ‘경쟁’과 ‘학벌’이다. 대부

분 학생들의 학습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학우들이 동료라기보다 경쟁자에 가깝다. 남을 이겨야 나의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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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무한경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

어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배울 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학습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다양한 스펙들을 쌓아야 한다.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

이 중고교 시절에 이룩한 수많은 활동들과 공부량을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

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러한 경쟁은 학창시절에서 끝나지 않

는다. 그토록 어렵게 대학에 들어왔지만 곧이어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취

업 경쟁에 노출된다. 무한경쟁의 연쇄사슬에 얽혀 모든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물론 이러한 경쟁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국 사회

가 도약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왔다. 빠른 성장과 급격한 변화, 

‘빨리빨리’로 상징되는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특징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경쟁의 힘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 과정을 통해 얻은 성

과를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의 불평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결과물이 공

유되는 한 그러한 불만이나 불행감은 어느 정도 묻힐 수 있다. 현재 한국 사

회의 문제는 위 두 가지 전제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 경제는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시대에 돌입했고 심화된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할 기

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이 치열한 경

쟁을 통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4.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경쟁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집단주의와 개

인주의의 기묘한 조합이다. 과거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은 사회 전체가 최고 통치자를 가부장으로 하는 하나의 가족이나 조직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동원, 그리고 침투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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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부장적 성격은 특유의 집단주의적 속성에 기인한 바 크다. 한국 경제

의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개인적인 유인보다 집단적 유인이 우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신이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집단

주의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동질성에 기반한 ‘우리’ 의식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어떤 

동질성에 기반한 집단의 성격을 주류(main stream)로 자임하고 주류의식, 또

는 주인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류의식은 필연적으로 

다른 특성에 기반한, 주류집단 이외의 집단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는 점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시장경쟁이 정착되면서 이러한 집단의식은 상대적

으로 많이 약화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서구식 개인

주의가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렸다. 집단 내의 문화적 특성도 많이 바뀌어 수

직적 의식구조가 많이 완화된 사례들을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다. 그러

나 사회적 차원에서 쟁점이 부각될 때 여전히 집단의식은 강력한 위력을 발

휘하고 있다.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또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남과 ‘우리’

를 구별하고 개인적 실익과 무관하게 집단 간의 다툼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현상에는 젊은 세대들도 예외가 아니다. 학벌 관련 인

터넷 사이트의 논쟁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

이고 적대적인 문화를 보이고 있다. 생활 기반이나 실제 활동은 지극히 개인

주의적인 세대가 개인적 실익이 별로 없는 소속 집단과 관련한 집단주의적 

논란에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은 매우 기묘한 개인주

의와 집단주의의 결합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적 상황에서 개인 간 

경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좀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

당한 정도로 조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훈련(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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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에 대한 구성원

들 사이의 암묵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고위관료, 대기업 회장들 같

은 가장 높은 부문에서의 민관협력 기제가 하류 부문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는 기업 내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이 중요한데 개별 근로자들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하류 부문에서

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동원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집단의 이익을 개

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면서 장기적으로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

아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가부장적 시스템은 

이러한 조정 과정을 상대적으로 싼 기회비용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토대

였던 셈이다. 

한국형 발전 모델의 특징은 근대화된 조직으로서의 군대와 그 군대의 경

험을 통해 형성된 군사문화가 근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객관화된 수치로 제

시되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을 동원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작동

했고, 이러한 동원 방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은 집단 간 경쟁 과정을 통

해 개인에게 내재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데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이 붕괴된 것은 집단 경쟁 과정에서 개인의 유인이 집

단의 이익에 동화하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신분의 붕괴는 한국적 

위계질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주요 동인이다. 선천적인 신분 차이에 의한 위

계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능력주의(meritocracy)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

고 위계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의 특질들

이 밝혀지게 되었다. 경제성장 단계에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의 동화는 

그 혜택이 가장 큰 주류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차별과 배제의 메커

니즘을 통해 전체 집단으로 확대되었다. 집단주의를 통한 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는 주류집단은 차별과 배제의 방식을 통해 공세적인 집단주의의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맞서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주의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 간의 갈등이 정치를 통해 증폭되면서 지역적·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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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게 되었고, 점차 집단 내 일부 성공한 소수계층만이 집단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제 집단의 이익이란 집단 내 성공한 극소수의 이익이 되

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집단주의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

은 찾기 어렵다.  

5.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  

사회적경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해관

계를 같이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 간의 협력과 그 성과의 공유를 명

시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국형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 

많이 다르다. 사실 이러한 차이야말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대응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지나친 경쟁, 성과의 소수 집중화, 광범

위한 불평등의 확산, 한국적 집단주의의 배타적 성격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라면 사회적경제가 함축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한

국형 발전 모형의 성공에 열광했고 그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정부 리더십

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열광했던 사람이라면 사회적경제라는 낯선 실험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후자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의 문제

에 대해 지적하는 견해들을 살펴보자.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대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들 주장은 보수진영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2015. 4. 10. 국회의원회관 정책토론회]를 참

고했다.) 

첫째,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이 ‘자립’과 ‘자기책임’이므로 정부 개입이 오

히려 건강한 흐름을 해칠 수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 

셋째,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한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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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는 이념적으로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지원을 통해 좌파의 정치적 활동이 커질 수 있다. 

넷째, 한국의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좌파 내에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

직도 종북 성향이 존재한다. 

앞의 두 가지 내용은 이러한 주장의 홍보 포인트이고, 나머지 두 주장은 

이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실질적 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

저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실 이 점은 

이념적 성향을 떠나 건강한 토론거리이며 많은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 사회적경제는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자생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활발한 선진국

들의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난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적어도 근대화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아직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낯선 용어

이다. 일부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작동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경제라는 큰 흐름으

로의 연대의식이나 제도적 장치는 약한 편이다.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향

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직 미약한 생태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사회 전체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적대시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공감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

를 보는 시각의 문제가 달라진다. 결국 이는 설득의 문제로 부각된다. 

“사회적경제의 싹은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 하지만 이를 잘 북돋아주는 사

회 전체적인 배려가 있다면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

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문이므로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결국 강제력과 필요한 자원을 확보

하고 있는 정부의 몫이다”라는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한국 사회가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을 필요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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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부의 개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정부 개입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부의 능력과 자

율성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진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형 개발 모형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

람들이므로 정부 개입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

다면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아마도 이 점에서 사회적경제에 개입하는 정치적 주체가 누

구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쟁점은 결국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을 지금의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명제에 대한 공

감대의 형성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보수진영의 논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에서 ‘사회’라는 단어의 어감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로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자유시장경

제를 지지하기 때문이겠지만, 이러한 용어가 보다 많이 통용되는 한국 사회

의 진보진영과의 갈등과 대립이 더 큰 원인이다. 위에서 말한 보수진영의 네 

가지 주장 중 ‘시민사회=좌파=종북’이라는 인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사회적경제가 필요한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사회=좌파=종북’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며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부문에 이제까지 투하된 정부 차

원의 자원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또 그 성과에 대한 냉철하고 면밀한 분석 

없이 보수진영에서 그토록 강하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성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논란이 이념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본

다면 충분히 상호 설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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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나친 경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이미 언급한 

대로 평균적인 한국 사람이 어릴 때부터 겪어야 하는 과열 경쟁의 성과

가 거의 사라졌다. 반면 그 비용, 특히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불행감,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의

의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즉 자발적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확산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교육적 의미

를 갖는다. 

2)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합리적 결합의 가능성 : 사회적경제는 개인의 

독립적인 자율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

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점은 청년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잘 조화될 

수 있으며, 성과의 공유가 개인의 실익과 직결되므로 사회적경제 조직

의 건전한 집단주의와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념적, 허구

적 집단의식이 개인주의와 기묘하게 공존하는 한국적 상황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   수평적 연대의식의 확산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동원과 침투 : 민관 협력

의 긍정적 측면으로 제기되었던 동원과 침투의 새로운 동력을 사회적경

제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회적경제를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개인의 이

익과 전체의 이익을 같은 방향으로 조율함으로써 과거 개발연대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배려와 공감을 통한 삶의 의미 제고 : 자발성에 기초한 협력과 참여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될 것이며, 일에 대

한 만족감과 삶의 보람이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장점들은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의미를 찬찬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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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논란은 대부분 이

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매우 어렵다. 개인의 실질적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이념적, 허구적 논쟁은 한국 사회의 누적된 피로감만 

더욱 확인시켜줄 뿐이다.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적’

과 ‘우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는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전략이 바로 사회적경제의 확산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제대로 된 사

회적경제라면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천하게 될 것이고, 남에 대한 배려를 

몸으로 익힐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현명

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개인적 자질들

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진지한 토

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를 실천하

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훈련된 개인들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 기존 생태계의 한계가 존재한

다. 공동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서로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사회적경제가 원활하

게 작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 사회적경

제는 낯선 실험일 수 있다. 상대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긍정적인 이

미지는 전통과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먼저 이 점에서 얼마나 훈련되고 학습되었

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개인적 자질의 변화가 사회적경제 공동체와 개인

적 환경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까지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훈련된 선의의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사

회적경제가 발달한 서구 사회와 우리의 토양은 다르다. 해방 이후 70여 년 동

안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유일한 가치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 틈에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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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과 공유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경쟁의 성

과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협력과 공유는 사회주의적 가치로 보일 

것이며, 현실에서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볼 가능성이 높다. 경쟁의 성과를 믿는 사람

들이 피곤한 경쟁 과정 자체를 즐기지는 않기 때문에 성과의 문제가 중요하

다. 자발적 협력과 공유의 정신을 통해 더 높은 성과를 낸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동체적 지원의 당위성을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기업가정신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압

도적인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는 치열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훈련된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희소 자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가치가 공유

된 기업가정신, 곧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말한다. 공유

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쟁에서 훈련된 기

업가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경쟁이 압도적인 한국 현

실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훈련시키고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

피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기업가들을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동조

하도록 끌어들이는 일은 사회적경제의 토양을 넓히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

이 될 것이다. 

셋째,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목해

야 할 것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부문에서의 성공 사례보다 시장

경제와의 경쟁을 이기고 우뚝 선 성공 사례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점

이다. 사회적경제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매우 큰 논란거리이지만 

시장경제의 잣대를 놓고 볼 때도 부족하지 않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의 보완적 측면으로 한정할 경우 이는 크게 중요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이 점은 사회적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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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쟁을 요구한다. 

넷째,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 사회는 

통일,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불평등, 일자리 등과 관련한 많은 문제에 직면

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존의 경제시스템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는 인식이 커질수록 대안적 체제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회

적경제가 다가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청사진을 제

시하고 준비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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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1. 협동조합 비판에 대한 반(反)비판

협동조합에 대한 일부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다. 그들은 협동조합의 자

생력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반시장적이라고 말한다. 정부지원에 의존하며 

좌파운동권 혹은 특정 정치인의 세력기반이 된다고 의심한다. 과연 그런가? 

첫째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

합 관련 예산은 작년 27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협

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비(자부담 20%, 1억 원 한도)와 공동장비구입비(자

부담 30%, 2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325억 원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사업 선정과 성과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비

판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둘째로, 주식회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다. 조합원 출자금은 법적으로 ‘자

본’이지만(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 실질적으로는 부채로 취급받는다. 그래

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별도의 협동조합 금융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신협

은 금감원의 은행업법 규제로 협동조합계의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없

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당연히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들은 ①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②공익적 사업을 

벌이며(제93조) ③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를 법

정적립 하고(제97조) ④청산 시 잔여자산의 배분도 금지되는(제104조) 강한 

의무규정을 가지고 있다. 공익성이 강한 곳일수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은?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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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설정의 기본 방향과도 어긋난다. 다른 나라에서 허용되는 생협의 공

제사업은 시행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공제사업 자체는 합법이지만(소비

자생활협동조합법 제66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려 5년 동안 법 시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입법권(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경우다. 일반 구매 생협에서도 비조합원의 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제46조).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비조합원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탈리아의 협

동조합에서도 비조합원의 이용이 50% 미만만 된다면 협동조합으로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천 금지다. 경영체의 기본 권리인 

채권 발행도 불가하다. 우대가 아니라 역차별에 더 가깝다. 

셋째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작동되는 법인격 중 하나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극히 일반적인 기업 형태다. 그런데도 반시장적

이라 비판한다. 만약 인적 평등의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라면, 미

국 실리콘밸리에 산재한 유한책임회사(LLC)도 반시장적이라 말해야 한다. 

협동조합 못지않게 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전 세

계에서 매년 2.2조 달러의 매출을 실현한다. 미국에서만 3만 개의 협동조합

이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프랑스에서도 2만 1천 개의 협동조합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ICA).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0,869개의 조합과 2,807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2014 한국협동조합연차보고

서』). 전혀 특이한 조직이 아닌 것이다. 

넷째로, 협동조합의 정파적 편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설 협동조합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조합은 좌파 혹은 우파의 성향과 무관하다. 정

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기지사, 대구시장, 제주지사 등 여권 지자체장

도 육성 조례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국제적

으로도 협동조합은 우파진영의 정책 수단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

동조합은 복지 민영화의 수단이었으며, 프랑스(공익협동조합), 캐나다 퀘벡

(연대협동조합), 스페인(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정부를 대신하는 복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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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새로운 축으로 기능한다.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

업, 자활기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도 

일부 논자는 ‘사회주의법’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사람들은 영국 보수당 정부

를 참고했으면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보수’라고 말한다. ‘시장’의 확

대가 아니라 ‘사회(시민사회)’의 확대에 의한 정부기능 축소로 정책을 변화

시켰다.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강조, 마을 단위의 공동체 유지, 공공서비

스의 민간(공공서비스협동조합) 이양, 사회적금융 확대, 사회적기업 공공조

달 확충, 제3섹터청 설치 등 관련 정책도 정비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

난 5월 총선에서 또다시 압승했다(331석).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하려

는 것은 영국 보수당 정부가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

회주의법이라면 영국 보수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2.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의 협동조합  

대한민국은 위기다. 고도성장의 축제는 끝이 났으며, 기존 방식대로라면 

국민 대다수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너

무나 명확한 추세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전국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은 젊어지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지역은 늙

고 소멸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48년까지 35%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

체가 222곳의 분석 대상 중 84곳이다. 82곳은 인구 5만 명 이하 한계 지자체

가 될 가능성이 있다(『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방안』, 행

정자치부, 2015). 이혼율·자살률·노인빈곤율 등 불행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

이다. 그리고 불행은 계층 간 고정되며 세대 간 대물림된다. 요즘 흔히 말하

는 ‘헬조선’인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 갈등은 극에 달한다. 민주적 관용, 

약자에 대한 배려, 이성적 토론은 사라진다. 국정원 댓글공작, 세월호 참사,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직사 등의 암울한 현실은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패한 곳에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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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마을과 골목으로

부터 새로운 참여와 혁신이 기획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공동체적 배려가 작

동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만한 것도 없다. 

2012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연맹 심포지엄에서 대

회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협동조합은 ①일반기업

과의 제도 간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정한다. ②금융·농업과 같

은 불안정한 시장에서 미래 예측성을 높인다. ③협동조합 간 협력과 협동조

합인의 헌신을 통해 열악한 지역에 사회서비스(의료·교육·간병 등)를 공급

한다. ④이익 잉여금의 내부 유보로 지역사회에 생산적 자산을 축적한다. ⑤

원리상 공정한 분배에 유리하다. ⑥지역에 사회적자본을 축적한다. ⑦고용 

및 소득의 창출로 정부복지의 부담을 줄인다(Conference Report :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cooperatives for a better world).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러한 내

용은 아주 쉽게 발견된다. 생협은 소비자의 주체적 참여와 생산자와의 상생

적 발전을 보장한다. 직원 만족도가 높으며(근로자협동조합 해피브릿지), 

좋은 돌봄서비스를 공급한다(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스페인의 빌바오

(Bilbao), 이탈리아의 트렌티노(Trentino), 캐나다의 퀘벡(Québec) 등 협동조합

이 잘 발전한 곳은 모두 높은 수준의 소득과 복지를 향유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던 2009년, 국제연합(UN)은 총회에

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로 했던 것이다. 

3.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그렇다면 협동조합 경쟁력의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 협동조합 제7원칙에 

다 있다. 키워드는 ‘사람’, ‘협력’, ‘지역’이다. 개인이 잘났으면 혼자 살면 되지

만 대개는 돈도 능력도 부족하다. 돈과 사람을 모으는 방식 중 돈으로 사람

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서로 십시일반 사업하고(제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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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제3원칙), 함께 결정하고(제2원칙), 열심히 공부하고(제5원칙), 다른 협

동조합과 협력하며(제6원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제7원칙)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제4원칙(자치와 독립)은 앞에서의 원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외

적인 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함을 역설한다. 

그러면 사람 중심인 것이 왜 경쟁력의 기반인가. 찰리 채플린 주연의 <모

던타임스>라는 영화에서 노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고통이었다. 인간 행위를 

‘쾌락’과 ‘고통’으로 나누고 ‘쾌락 마이너스 고통’, 즉 총 효용(total utility)이 인

간 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인식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경제관이었

다(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 이 속에는 노동을 통해 증진되는 자기실현

의 기쁨도, 동료와 연대하는 동행의 즐거움도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인간은 평

등·자존·동감 등 다양한 감정과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 단순한 호모 에코노

미쿠스(homo economicus)가 아닌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때 그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경제이론

은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도 그 중 하

나다. 표준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실업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임금을 인하해

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일견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자유경쟁

의 노동시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불되는 임금(효율임금)은, 근로자들의 ①

근무 태만과 이직을 줄이며, ②정직성을 높이며, ③좋은 직원 채용에 유리하

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Stiglitz, Economics, chap. 34).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사방에 존재한다. 영국에서도 2011년 수상 직속으로 협동경제팀(The Mutual 

Taskforce)을 만들고 협동경제의 장점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결론은 일반기

업보다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①결근율과 이직률이 낮고, ②생산성

과 고객만족도가 높으며, ③불황기에 강하고, ④혁신적이며, ⑤그래서 임금

도 더 높다고 말한다(“Our Mutual Friends ; Making the Case for Public Service 

Mutuals”, Cabinet Office, UK, 2012).

협동조합 경쟁력의 두 번째 기반은 바로 ‘협동조합 간 협력’이다. 시장 거래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거래 상대자를 찾는 것이다. 시장 거래



특집 |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59

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적절한 거래 상대자를 찾아야 하며, 계약이행 여부도 

감시해야 한다. 로널드 코스(Ronald H. Coase,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는 

이것을 ‘거래비용’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간 협력은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가치 체계와 운영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 거래의 이점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약간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해도 

충분히 정당화 가능하다. 일반기업에 있어서 계열·하청(협력업체) 관계의 

경제 합리성을 증명하는 논리는, 협동조합 간 협력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

과 논리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에서의 거

래는 갑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민주적이다. 

협동조합 경쟁력의 세 번째 기반은 바로 ‘지역’이다.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망 확대는 개별 협동조합에게 특수한 경쟁력 우위를 가져다준다. 경제학에

서는 이것을 ‘외부적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라고 말한다. 한 

지역에 동일한 성격의 기업 혹은 관련된 기업이 많아질수록 개별 기업의 평

균 비용이 절감한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2008년 노벨경제

학상 수상)이 전략적 무역정책의 논리적 타당성을 증명했을 때 썼던 방법이

다. 일단 (지원에 의해) 업계가 형성되면 관련 시설 및 인적자원이 결집되고, 

따라서 개별 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의 논

리적 타당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상상해보자. 벤처기업

이 많아지니, 벤처캐피털도 많아지고, 관련 연구소도 설립된다. 주변 대학

(Stanford, Berkeley)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다시 벤처기업이 많아진다. 

선순환구조인 것이다. 

같은 논리로 협동조합이 잘 발달된 곳에서는 협동조합에 더욱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된다. 이탈리아 트렌티노 지역을 생각해보자. 인구 53만 명의 트렌

티노는 이탈리아에서도 대표적인 협동조합 지역이다. 농협, 신협, 생협, 노동

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니 

금융·교육 시설도 집중된다. 주심 도시인 트렌토(Trento)의 트렌토대학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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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 연구 및 경영자 양성으로 유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및 교육 시설도 트렌토에 자리 잡는다(OECD LEED Center). 협동

조합연합회의 힘도 강력하다. 이들의 힘으로 협동조합은 더욱 발전해간다. 

가파른 산악과 깊은 계곡이 많은 이 지역은 총 6,206 km2의 넓이에 217개 마

을이 있다. 이 중 193개에는 생협 매장 이외에 다른 매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60%의 마을에서 오로지 신협만 들어가 있다. 협동조합 간 협력, 그리고 협동

조합의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아니라면, 산촌 마을의 생활은 무척 불편해진

다. 이 지역이 살 만해지니 떠났던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온다. 트렌토의 인구

는 1981년 99,179명에서 2012년 114,802명으로 늘어났다. 산촌의 지방도시에

서는 드문 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이탈리아 평균보다 20% 더 잘살고, 반 이하의 실업률을 보이

는 좋은 지역으로 변모한 것이다(Trentino Autonomous Government, Trentino : 

To be small means great things, www.provincia.tn.it).  

4. 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사람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일이다.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 모스크바 대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레이들로(A.F. Laidlaw) 박사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21세기의 협동조합』). “(개별) 협동조합 단독으로는 주류 경제시

스템과 사회질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

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속한 조직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은 협동조합 성장의 자양분이며, 협동조합운동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제7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기업의 사회책

임(CSR) 혹은 공유가치(CSV)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각종 기업의 평가지표

(ISO의 26000 등)에서도 재무적 성과 이외에 지배구조의 민주성, 인권 중시, 

노사 화합, 친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 책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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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그러나 기업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이다.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에 입각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협동조합의 규정(ICA)과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협

동조합이 더 운동적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자신의 고유 설립 목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도 관여한다.   

원주의 예를 들어보자.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을 중심으로 한 원주신

협(1966년)의 설립, 그리고 남한강 대홍수(1972년) 이후 협동조합을 통한 지

역 재건의 경험 등은 원주의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으로 이어져왔다. 원주 사

회적경제 연합지원조직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현재 29개의 소속 

단체(2014년 말 현재, 회원 단체 조합원 수 3만 4,797명, 총 자산 1,324억 원)로

까지 발전했다. 이들은 공동의 경제사업을 벌이며, 협동기금도 조성한다. 소

속 단체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한다. 원주푸드협동조합은 결식

아동에 대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원주의료생협은 가난한 병자를 위한 의

료 봉사를 한다. 밝음신협도 지역의 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각 조직

들은 민감한 지역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친환경급식조례와 지

역푸드조례의 제정운동에도 앞장서고, 화상경마장 및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

며, 상지대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적이다.  

성남·용인 한살림의 윤형근 상무는 한양대의 한 세미나(2015년 10월 30일)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생활은 의식주, 상하수도, 전기·에너지, 폐

기물 처리,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생활의 대부분을 시장과 행정기관에 위

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

협에서) 먹거리의 문제를 교육·교통·복지·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

대시켜야 합니다. 지역에서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맞는 말이다. 둘러

보면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지역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아이쿱협

동조합연합회는 지역활동가 지원, 생협시민학교, 식생활교육센터, 재능기부 

활동, 윤리적소비운동,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등 여러 방식으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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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을 맺는다. 수원아이쿱의 민바우모임에서는 위험한 전기줄 등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민원을 제기한다. 진주아이쿱은 시 예산을 분석하고 의정

감시 활동을 한다. 아이쿱만이 아니다. 홍성, 안산, 안성, 완주, 전주, 서울 성

북, 강동, 노원, 양천 등 거의 모든 지역의 활동가들은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봐야 한다. 

①협동조합의 지역 활동이 지역사회 전체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지는가. ②지

역의 변화가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로 연계되는가. ③지역운동과 지역정치, 

그리고 중앙정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5. 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일본의 사례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변화의 가능성은 일본의 사례 속에서도 충분히 확

인 가능하다. 일본은 협동조합이 잘 발달된 곳이다. 일본 생협 조합원 수는 

2,665만 명으로 유럽 18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조합원의 97%

에 달한다. 2012년도 매출액은 3조 3,452억 엔으로 우리 4대 생협(한살림, 아

이쿱, 두레, 행복중심생협)의 60배가 넘는다. 이들은 열심히 학습하고 토론

한다. 가령 일본생협연합회의 ‘21세기 이념’(1997년), ‘2020 비전’(2011년) 등은 

단순한 선언문 작성 과정이 아니었다. 협동조합의 방향성에 대한 긴 토론 과

정이며,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었다. 당연히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열심이다. 가령 도쿄(東京)와 가나가

와(神奈川)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활클럽생협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을 구매하기 위한 도쿄생활클럽생협(1968년)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워커즈컬렉티브)을 설립했다(1982년). 이후 지역의 간병·육

아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생협(1992년)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를 운영

하기 위한 여러 노동자협동조합이 창설된다. 친환경 소비,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이 지역 내에서 서로 연계되며 발전한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시민정치

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1984년 정치집단인 가나가와네트워크가 설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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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로까지 발전했다. 현재 96명의 기초지자체(시·

구·정) 의원과 6명의 광역의원이 있다. 이들의 의석수는 불과 전체의 2%(도

쿄도의회, 전체 127명 중 3명)에 불과하나, 지역의 다양한 주민운동과 연계하

며, 시민정치에 어울리는 조례를 꾸준히 정비한다. 지역사회의 유의미한 행

동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중앙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작아 보인다. 이것은 ‘노동자협동조합

법’과 ‘사회적사업소지원법’의 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 2011년의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일본 사회적경제 

진영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던 것 같다. 일본에게도 법 제정이 절실했었다. 노

동자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취약계층을 조직한 많은 노동자

협동조합의 조합원 평균 수입은 최저 빈곤선 이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가나

가와 워커즈컬렉티브의 조사(『2009년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분배

금은 평균 76만 7천 엔에 불과했다. 만약에 OECD에서의 상대적 빈곤층 개

념(소득 중앙치의 50% 미만 생활자)을 원용한다면, 일본후생노동성의 ‘국민

생활기초조사’에서의 2010년 소득 중앙치는 224만 엔, 그 50%인 112만 엔이 

빈곤선이다. 워커즈컬렉티브 노동자들이 직면한 임금은 빈곤선 이하인 것이

다. 한국과 같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필요한 이유였다. 

이들은 협동노동 법제화 ‘시민회의’, 협동조합법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지자

체의 협동조합법 제정 의견서의 국회 제출 등 다양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실

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현장에서의 강한 운동의 힘이 정치적 힘으로까지 발

전하지 못한 경우다.

 

6.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워야 한

다. 한국 4대 생협의 매출액은 7,071억 원으로 이마트의 5.6%(2012년)에 불과

하다. 의료생협 전체 매출액은 200억 원으로 가톨릭대병원 1조 7,843억 원,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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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원 1조 4,000억 원과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협동조합이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 선한 의도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과도 중요하다. 운

동이 ‘중원’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은 사람·자본·시장·기

술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다. 어렵지만 방법은 다 안다. 협동조

합 제7원칙대로 하면 된다. 특히 협동조합 간에는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협

동조합 이외의 우호적인 자원과도 결합해야 한다. 우리의 협동조합은 아직 

뉴런(neuron) 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농협과 생협, 생협과 신협, 신협과 

일반 협동조합 등 협력의 과제는 많다. 협동조합 간 협력의 기반 위에 다양

한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

활기업, 시민단체, 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의 사회 공헌, 노조의 사회 공헌, 

봉사단체, 학교 등 협력의 대상자는 많다. 

셋째로, 역차별에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 불가, 사회적협동조

합의 중소기업 자격 불인정,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 태만 및 비조합원 이용 

엄격 제한 등은 명확히 다른 법인격에 비해 역차별이다. 시정하도록 해야 한

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작년 유승민(새

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순차적으로 발의했다. ①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의 책무를 규정하고, ②분산된 정책의 입안·실행·평가·조율의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③사회적금융, 공공 조달, 조세 감면, 교육 지원 등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째로,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

으로는 조합원의 목적의식을 함양하고, 외부적으로는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

다. 복잡한 사회적가치 평가체계(SROI, GIIRS 등)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복

잡할수록 조합원들은 소외되며,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도 실패한다. 단순, 명

쾌할수록 좋다. ①조직의 핵심 가치가 반영되고, ②쉽게 측정되며, ③비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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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이 중요하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7개 핵심 주제(민주적 조직구

조, 인권·노동관행, 친환경, 공정 운영, 이용자 편의, 지역사회 공헌, 경영기

반 확충)에 따른 28개 평가 항목, 70개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생협의 사회가

치 2014』).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석 틀을 검증하고 평가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도 좋은 일자리(21개), 바른 서비스(14개), 공익

성(12개), 지역 공헌(8개)의 세부 점검 목록을 정하고 매년 평가하며 공개한

다(『활동평가와 결산보고서』). 많은 협동조합에서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로, 협동조합인의 정치 참여는 독려할 만하다. 협동조합에게 유리

한 법·제도·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도, 협동조합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도 필

요한 일이다. 뷰캐넌(James Buchanan,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에 빗대어 정치에서의 그레샴 법칙을 말한 

적이 있다. 개인적 욕심이 많은 정치인은 더욱 맹렬히 권력 쟁취에 힘을 쏟

으며, 그래서 더 좋은 정치인을 몰아낸다는 것이다. 정치시장을 바꿔야만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공급해야 한다.

현재 협동조합의 공직선거관여 금지조항은 모든 협동조합법에 공통된다

(기본법 제9조, 농협·수협·생협·산림조합법 제7조, 신협법 제93조 등). 벌칙

조항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신협·새마을금

고법은 1년 1천만 원)으로 (적어도 일본법보다는)강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는 임직원의 정치겸직금지조항(44조)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받

아들일 필요는 없다. 공직선거관여 금지는 협동조합만의 규정이 아니다. 특

별법에 의해 생겨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

연맹도 마찬가지다(공직선거법 제60조). 협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와 협동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이 특정 정파

에 대해 편향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인은 

다르다. 헌법에서 규정된 권리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제19조), 선거권을 

행사하고(제24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정당 설립의 정치행위도 해야 



66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하는 것이다(제8조).

협동조합은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영역은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국내총생산(GDP)의 10% 미만일 것이다. 그것도 20~30년 열

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다.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부동산, 교육, 

의료문제 등 시급한 문제가 아주 많다. 협동조합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하며, 그것은 ‘정치의 몫’이다. 비록 한국에

서 정치가 블랙홀과 같고 주요 갈등의 원천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정치가 가

지는 가능성에 눈감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인의 정치 참여는 오

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 기반으

로서의 권위(도덕적 능력과 실무적 능력)를 준비하는 긴 학습과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용, 토론에 의한 합

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민주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기

본 소양이 잘 훈련되어야만 한다. 이 또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이기 때문이다.   



때/곳 : 2015년 11월 16일(월)/ 서울시 NPO지원센터 ‘받다’ 교육장

참석 : 박란희(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편집장)

이현숙(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및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최혁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사회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좌 담 회

사회 :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다양한 이야

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경제지에서 사실 관

계에 대한 확인 없이 협동조합의 90%는 좀비라는 식의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 협동조합 진영의 공분을 자아

냈습니다. 그밖에도 협동조합이 정치세력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비롯해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 

내부에서도 걱정했던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수

행, 언론을 통해 협동조합과 관련된 소식을 보도, 또 협

동조합을 연구하는 토론자 각각을 모시고 다양한 관점

에서 현재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정책이 갖는 함의를 살

펴보고, 향후 협동조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협동조합에 비판적인 기사나 토론회 등에 대한 각

자의 직간접적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

니다.

최혁진 : 사실 협동조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전반적

으로 살펴보면 호의적인 기사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또한 비판적인 보도의 상당 부분도 개선 과제를 중심

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적협동조합의 인가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다루

거나 너무 쉽게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한 일반 

협동조합의 빠른 확산이 전체 협동조합 발전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냐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생산적

인 비판은 잘 귀담아 듣고 개선안을 찾아나가면 될 것

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협동조합의 정부

의존성, 경영 능력 그리고 정치세력화의 위험 등에 대

해 우려를 제기한 것인데요. 이러한 비판은 협동조합 

자체의 존립 근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며 동시에 

협동조합 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지

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동조

합이 워낙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생겨난 자연스

러운 걱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

하면 누구나 거품이 아닐까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경향

을 보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 현장의 대응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

습니다. 이미 협동조합들 다수가 정치적 편향을 지양하

고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과 인식들은 적극 드러낼 필요가 있었구요. 막상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은 별로 보이지 않았기에 마치 이러

한 비판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면도 아쉬움이 

최혁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남습니다. 

한편 협동조합들의 빠른 확산과 함께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아젠다도 급부상했는데요. 이제 겨우 협동조합

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정부나 시

민들에게 개념상의 혼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찌 보면 강한 비판의 이면에는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

도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반감

과 비판 앞에 위축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공감을 이

끌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과 활동들이 활발하게 펼

쳐지는 게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이현숙 :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회 같은 경우도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최하

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참여했

던 토론회의 경우 협동조합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문

제점이 아닌 향후 협동조합이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

로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성향의 주최측으로부터 추진된 토론회 대부분은 협동

조합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

에서부터 토론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가 사회적자본이 취약하고 신뢰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사회, 더 나은 사회

를 만들어가는 데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

가 아예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이현숙(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



서의 의문이 듭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이라는 생각

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우리사회

에 필요한 조직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

을 일반적인 시장경제 조직을 평가하는 식으로 들여다

보고 좀비 기업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사회

가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화적 

한계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박란희 : 어떤 사안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사실(fact)이 

중요하고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프레임(frame)이 중

요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두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일간지 오피니

언란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사회주의라고 지칭하

며 비판하는 칼럼이 등장했는데, 이는 프레임이 잘못됐

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의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에도 커다란 거부감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적경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칭을 ‘공동체촉진기

본법’ 등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했었다면 사람들의 거부

감이 덜했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공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란희(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편집장)



협동조합의 프레임이 사회적경제 안에 놓이는 때부터 

협동조합이 사업체로서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영향력

을 행사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라는 틀 안에서 협동조합을 

들여다보면, ‘사회’보다는 ‘경제’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

는 대안 경제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좌우,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인식하는 순간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도움

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볼 때, 모 언론사의 협동조

합 90%가 좀비기업이라는 메시지가 일반인들에게 협

동조합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내

부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명보도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현숙 : 기획재정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 

협동조합에 대한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장승권 : 상행위를 하는 주체 중 어느 정도나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무엇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

는지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설립하고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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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지 않은 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동조합에 대

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를 실행해

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단

체들이 해야겠지요.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언급이 많다는 사실을 심각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협동조합이 더 많이 노출됐으면 합니다. 호불

호의 감정일지언정 협동조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

니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A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B는 

가치가 있다는 식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최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 사회주의 또는 정부지원에 의

존하는 조직이라는 낙인을 번갈아가며 찍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어

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적정한 새로운 프레임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숙 : 11월 둘째 주에 낸시 닌탐1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상적이

었던 것은 퀘벡의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

입니다. 퀘벡의 경영대학에 사회적경제 학과가 있지만 여전히 주류로 취급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여전히 사회적경제를 배워야 한다

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지난 2013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의회에서 만

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지난 1980, 1990년대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조

1 캐나다 퀘벡주 사회적경제협의체 ‘샹티에’ 대표(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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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들과 협력하며 양극화와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적극 

활동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

해 정부에서 협동조합 주체들이 이룬 노력의 성과를 인정하고 이들을 돕는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퀘벡의 문화나 국민성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익

숙하다 보니 사회적경제도 이와 같은 프레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바라보지 않고 정

치적인 논리로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관점이 섞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캐나다 등 굉장히 앞선 유럽의 선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탐방하는 데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다녀온 뒤 어떻게 이를 우리사

회에 맞게 풀어낼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왔고, 씨앗도 뿌렸는데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르

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서 시간과 사회적자본, 신뢰에 대한 부분이 고려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진영논리로 대립각을 세우

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있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 설득력 있는 담론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초

창기에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주의 기업 아니냐’ 또는 ‘사회적기업도 기업이

라면 시장에서 자립해야지 정부지원을 왜 받으려 하느냐’ 등의 비판이 특히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교수님들로부터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산업화 과정에

서 우리나라 영리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면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가져올 재정효과 등을 계속 이야기하여 현재는 사회적기업을 

옹호하는 경영학 교수님들이 다수 등장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아젠다가 형성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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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효과 등 실용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

지 못한 것도 이념적 오해에 휩싸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

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적

극 알리려 한 것이 오히려 이념 지향이 강한 조직처럼 보이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해서

도 지나치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여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사

회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견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이 과연 

성공적인 전략이었을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정부나 민간 모두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문제를 지

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고 효과도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장점입니다. 저는 사회

적경제 조직들의 여러 장점들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측면에

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측면과 현실적 필요성을 적극 

부각하는 것이 공감의 확산에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 협동조합을 정치조직처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선 협동조합도 결국 

기업의 하나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오해를 불식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영국 협동조합 정책 

담당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과거에는 영국에서도 이념적인 

측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협동조합을 

단지 비즈니스 운영원리가 다른 기업, 즉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기업 그 이

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협동조합이 결사체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

지 못하는 고용 불안, 사회서비스 등 만성화된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기업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로 슈퍼마켓을 설립할 수 있는 한편, 안전한 먹을거리를 유통하는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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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지요. 전자가 자본투자자 기업

이라면 후자는 소비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두 가지 기업 형태 모

두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될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도 알려나가야겠

지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기업 모두 소비자들에게 서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간 경쟁이 강화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

은 일입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형으

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된다면 이념적 잣대에 따른 반발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경제정책들과 연계되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 : 사회적경제에 대한 담론이 이야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혼선이 나타

났다고 보시는지요?

최혁진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이슈나 용어들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

는 사람들에겐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확산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이런 면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닌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서의 특성과 경쟁력 등에 대해 정부나 학계, 민간기업까지도 공감할 수 있

는 담론들이 생산되고 확인되어왔구요. 그 결과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사

회적경제란 보다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도 이러한 노력과 과정들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박란희 : 사회적경제를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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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입장에

서 정의(definition)는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필요하지요. 협동조합은 5명만 모이며 설립할 수 있다는 쉬운 정의가 있었습

니다. 사회적경제로 넘어가면서 어려워졌지요.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면 괄

호 안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추가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회적경

제’는 가치 중심적인 조직이나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정

의가 마땅치 않다 보니 기사를 쓸 때 계속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조직 

중심으로 쓰게 되면서 폭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 각각이 중심이 되어 만든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된 포

럼이 있습니다. NPO 관련 법제도, 기업사회공헌의 주요 논의사항 등 섹터별

로 연구, 법제도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쉽지 않다는 이야

기를 듣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주요 언론매체에도 사회적경제에 대

한 이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소위 메이저 언론사에도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지 확인

이 필요합니다. 해당 경제지의 기사를 읽어봐도 정책지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금액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R&D

에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투입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하는 데 일정

한 수준의 정부지원이 존재하는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다른 잣

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이런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것

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동조합의 역할일 것입니다.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비롯

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대안경제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고 신규 고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만

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 된 시니어 인력을 대상



좌담회 |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77

으로 비영리 영역,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재취업 장려 교육이 다시 이뤄지

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생각할 때 기존 프레임에 갇혀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기존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 모델 사례를 찾아 적극 알려

야하는데, 사례라고 할 만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안

에서 성공적인 운영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화두일 텐데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에 대한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지 못한 것이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최혁진 :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이해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임팩트가 없는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혁

신이 아닐까요? 많게는 수백 명까지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대기업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5년 동안 상시

고용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부각시켜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현숙 : 초기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괜찮

은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

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이 제공했다는 사실이 비판이 

시작된 주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차 상황이 변했지요. 이제 

괜찮은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안에서 운동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도 일

자리 창출에 대해 간과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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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다시 

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비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이 이를 보완해 발전했듯이 취약계층에게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임금 정도

는 제공할 수 있는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최혁진 : 일자리의 질(quality)을 이야기할 때는 동종업계와 비교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상황

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 분야의 경우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임금 수준이 높지 않지만 적어도 이 분야의 사회적기

업들은 고용인원 대다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대부분의 청소업계에서 

정규직 비중이 20~30% 이고 대부분 시간제 고용을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부분 이직을 원하지 않고 현재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종업계에서 변화

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지요. 간병 분야에서도 <다솜이재

단>이 수백 명의 정규직 간병인을 고용한 사례는 일종의 간병업계의 혁신이

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들의 이러한 혁신이 확산되어야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기존에 협동조합 현장 활동을 전개하신 분

들이 주로 이탈리아 레가코프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주셨는데요, 아

시다시피 레가코프는 과거 진보적인 성향의 사회운동가들이 주도해온 협동

조합 연합조직입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경영 능력도 우수한 모범사례이지만 

이탈리아에는 레가코프 외에도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뿌리를 가진 콘프코

프 같은 훌륭한 협동조합 연합체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다양한 성향에

서 출발한 협동조합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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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고

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기업이

라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서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을 돌보는 등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의 삶

과 직결되는 협동조합 사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했어야 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소개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보면서 나

의 삶에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많

은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사회 : 협동조합 담론 형성과 관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장승권 : 협동조합 내부에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습으로 그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요. 협동조합의 담론이 이들에

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혁진 본부장님이 앞서 이탈리아 협동

조합이 다양한 뿌리를 두고 성장, 발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협동조

합이 하나의 성격만을 갖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라 7천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농협, 신협의 

입장에서 볼 때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확장된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자

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꾸준히 협동조합 기업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세

계협동조합의 해 슬로건2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기업(co-operative enterprises)

이라는 명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업, 사업체, 영어 표현 그대로 엔터프

라이즈 등 무엇으로 해석하든 co-operative society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 2012년 UN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했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Co-operative enter-

prises build a better world)’이라는 슬로건을 주창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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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봐야 합니다. 기업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 제도의 기본 

성격을 애초 결사체(association)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되면서 달라졌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

다.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에 진영논리를 덮고 있습니다

만 농협,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본법에 따른 7천여 개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을 좁게만 바라보는 것은 어

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협동조합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실제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농협, 신협이 우리나라 협

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쉽게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섭하지 않고 

이를 배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서 잠깐 영국 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영국의 경

우 16살 의무교육을 마친 후 보는 시험 교재를 살펴보면 기업의 종류를 이야

기하면서 협동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부터 시작해 협동조합

도 기업의 하나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기업에 

대해 얼마나 많이 교과 과정에서 이해시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잘 모

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창업가, 기

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인 것이지요. 창업가라는 용어를 쓸 때 협

동조합 창업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역시 기

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지

원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겠지요. 고독하거나 외로운, 홀

로 결단을 내리는 창업가의 이미지만을 갖고 있기에 협력을 통해서, 집단의 

결정에 의해 창업을 하는 모습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창업이 집단으

로도 이뤄진다는 담론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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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협동조

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협동조합, 그리고 주식회사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형태, 비영

리법인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등 기업 운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실제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

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요. 청년, 시니어, 주부를 포함해 전 연령에 

협동조합에 대한 창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7천 개가 아닌 

7만 개, 8만 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

정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이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정

책적 지원, 싱크탱크 차원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협동조합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해줘야하지요. 일

반적으로 교육이나 연구자 양성이 굉장히 느린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효과

가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그 성과가 지속적

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협동조합과 새로 생긴 

협동조합이 협력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함께 도전

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 :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정치세력화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

라는 주장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혁진 : 협동조합 관련 조직이 증가되면서 야당 성향의 자치단체장에게 유

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당 성향의 자치단체장들



82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도 이와 관련된 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정치

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협동조합 역시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으로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숙 : 정치와 경제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

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고 정치, 

경제도 이러한 공감대 안에서 고민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

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

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공감대 안에서 정치인들이 우리사회의 방향성

을 설정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봅

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한다

는 담론이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런 흐름, 분위

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란희 :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나면서 비영리 영역, 사회적기업과도 

소통이 활발한 데 비해 협동조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역시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목소리들

이 아직 협동조합 영역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

니다. 여당 성향의 정치인 중 협동조합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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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 지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에 67명의 여당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내부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현재는 상황의 변화로 공동발의

에 참여한 67명의 의원들도 흩어져 있지요. 우리 사회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 상황을 기존의 시스

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모이면 첫째는 진로문제를, 그다음은 이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민계를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떠

나려한다는 것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극한 상황

에 와있는데 이를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풀 수 있을까요? 곪아가고 있는 사

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

다. 다른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라 터부시하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

는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충실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승권 : 자치구의 협동조합협의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최

근에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모두 모여 사회

적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후부터 정치와 관련이 빈번합니다. 협동조

합으로 비즈니스를 실제 하고 있는 당사자 조직이 필요한 정책 등을 구 의회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

력도 뒤따르지요. 서울의 경우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자치단체장이 야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법으로 제도화되었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틀을 한 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요. 여당 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고 하

더라도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려 한다면 함께 발전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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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 협동조합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최혁진 : 관점이 달라진 것이 최대의 성과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이후의 정

부 정책은 협동조합을 특정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기업으로 보고 여기에 적합한 정책 생태계를 만

드는 차원으로 관점이 변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부가 농협과 수협, 

공정위가 소비자 생협, 행자부가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

른 차원에서 협동조합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와 협력

해서 협동조합이란 기업 유형에 적합한 정책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들을 정비하는, 즉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

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

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이 협동조합 전반의 성장에 상

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 부처 전반에서 공익이나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비즈니스, 즉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각 부처가 자신들의 

정책사업과 연결시켜 민관이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산림 분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연계를 확대하고 있구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국제

개발협력사업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개소해 다

수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협

이 농림부 주도로 성장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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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업보다 공익서비스에 장점을 갖고 있는데 부처의 정책들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열림으로써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회 : 지역 차원에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장승권 : 지자체장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해당 자치구 공무

원들의 우호적 태도를 가져옵니다. 단체장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지역의회와 함께 풀어가는 것도 적극

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도 많습니

다. 자치구 차원의 협의회, 연대체를 통해 연결고리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아직 필요를 느끼지 않아 협의회를 만들지 않은 지역도 있을 테지만 역량 부

족으로 아직 협의회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소상공인을 차별 지원하는 것

은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신경 써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에 더 시너지가 난다는 생각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

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정책 방향에도 맞고, 협동

조합 활동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포섭, 영역의 확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 앞으로의 협동조합 정책 설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

립니다.

이현숙 : 당사자, 주체의 역량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 지원과 함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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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직의 연합회가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을 실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하

소연을 합니다. 이들에게 당사자 조직으로부터 일종의 피어 컨설팅(peer-

consulting)을 받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도 하면서 서로 협동을 경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요구됩니다. 당사자들의 

협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연합회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는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

제, 협동조합의 또 다른 강점이 지역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사람들

이 느끼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경제조직이 풀어가는 것인데요. 지역기반

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

다. 그래야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란희 : 협동조합은 아직 낯선 개념입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 협동조합

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낯설지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속설이 공동으로 창

업을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일반인들

에게 있고,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출자금 등 협동조합의 개념과 운영원리 

등을 낯설어합니다. 이런 낯선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 시간

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 기업

사회공헌 등 공익을 위한 조직의 토양이 취약합니다. 자원이 부족하죠. 하지

만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가능성을 

보며 향후 계속해서 협동조합이 성장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율과 자

기책임을 갖고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게 되는 것 같습

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후쿠시마현 농업재생활동의 의의 

• 협동조합의 오래된 도전과 새로운 혁신 :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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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후쿠시마현 농업재생활동의 의의
―‘지산지소 후쿠시마 넷’의 활동을 중심으로

박상현(후쿠시마대학 특임연구원, 지산지소 후쿠시마 넷 특임연구원)

원전사고로부터 4년 반, 후쿠시마의 현 상황

후쿠시마현은 태평양 쪽으로부터 하마도오리(浜通り), 나카도오리(中通

り), 아이즈(会津) 세 지역으로 나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동시

에 발생한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원전 주변 지역을 포함해 나카도오리 북부와 중앙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다. 

 

<그림 1> JA신후쿠시마의 관내 현황

후쿠시마현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심각한 피해와 더불어 원전사고로 방

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피해, 그 연장선상에 있는 풍문 피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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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사고 후 4년 7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인들의 뇌리 속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은 많

이 희석되었다. 주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관련 보도

는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현에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외견상 후쿠

시마 문제는 일단락 된 듯 보인다. 

그러나 원전사고로 인한 전체 피난민의 수가 아직도 약 12만 명(‘자주피난

민’을 포함한 후쿠시마현 내·외부로 피난한 피난민의 합계)에 이르고, 원전 

주변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경계구역(귀환곤란 구역, 거주제한 구역, 피난지

시해제 준비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감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산과 바다의 방사성물질 제염

작업과 제염작업 후의 방사능폐기물 보관 및 처리 문제, 잦은 오염수 유출 

문제로 인한 풍문 피해의 확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문제들이 지

금도 산적해 있다. 그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조차 좀처럼 찾아내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의 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단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 문제 수습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년 단위의 시간과 혁신적 과학

기술의 진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협력과 인내, 지혜의 결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후쿠시마현의 재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년여 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농업과 먹거리도 이런 결실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건강(내부 피폭)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

이기 때문에 풍문 피해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곤 한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후쿠시마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매스컴에서 보도

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원전 주변 지역의 참상을 떠올릴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된 사람들이라면 후쿠시마현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

되어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고, 이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생산된 농산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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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될 거라고 추측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현은 일본의 47개 현(都道

府県) 중에서도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현이다. 같은 후쿠시마현이라 해도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특히 후쿠시마현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즈 지역의 오염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

이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

기 위해 과학적 근거(세슘이 토양으로부터 작물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의 규

명,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작물로 어느 정도의 세슘 양이 이동하는가를 나타

내는 지표인 이행계수[移行係数]의 규명 등)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 흡수 

억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고 있다. 현재 경계구역을 제외한 영농 허가 지

역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농작물이 일반식품의 국가기준치(100㏃/㎏미만)를 

훨씬 밑도는 수준임이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출하 전 반드시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를 받아야 한다. 현재 후쿠시마현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검사 

외에도 농협 중심의 생산자 단체와 생협 중심의 소비자 단체, 대형 양판점, 

NPO 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는 등 이중, 삼중

의 검사체계를 독립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검사체계를 거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

산물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재

배된 농산물과는 달리 자연 채취한 산나물, 버섯류, 야생동물 등은 예외로 구

분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여 세슘이 검출되는 품목

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품목에 관해서는 출하 금지 조치를 내려 철

저히 관리되며,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풍문 피해가 여

전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지난 4년여에 걸친 생산 현장에서

의 변화와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사체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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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3년간 

후쿠시마현에서 실시되어온 쌀(현미)의 전량·전포대 검사에 대해 알고 있는 

타 현 사람의 비율이 겨우 20%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는 후쿠

시마현의 정보가 얼마나 알려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년여 간 농업과 먹거리에 관련된 풍문 피해를 협동조

합 간의 협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촉진 후

쿠시마 협동조합 협의회’(이하, 지산지소 후쿠시마 넷)의 활동 내용과 성과, 

시사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산지소 후쿠시마 넷’이란?

2008년 7월 14일 국제협동조합의 날에 개최된 후쿠시마현 집회에서는 농

업협동조합중앙회,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후쿠시마현 산림협동

조합연합회, 후쿠시마현 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대표들이 결집하여 신토

불이와 푸드마일리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산지소 운동 및 식육 교육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달 29일, 후쿠시마현의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지산지소 운동을 확산해나가자는 목표를 표방한 협의회로

서 ‘지산지소 후쿠시마 넷’이 설립되었다.

당초 위의 4개 협동조합연합회를 핵심 구성 멤버로 하여 출범한 본 협의회

에 설립 다음해인 2009년 지역 대학인 후쿠시마대학의 협동조합연구소가 새

로운 멤버로 가입했다. 2014년에는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후쿠시마현 

실행위원회’의 해산과 더불어 실행 위원회에 가맹했던 44개 단체 중 23개 단

체가 지산지소 후쿠시마 넷의 회원단체로 새롭게 가입함으로써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산지소 운동의 확산’을 중점 활동 내용으로 하는 현 체계가 완

성되었다. 

협의회의 중점 활동 내용은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전후

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008년 협의회 설립 후 2011년 원전사고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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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의 중점 활동 내용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한 지산지소 운동의 확

산이었다고 한다면, 원전사고 후에는 오염된 지역 환경의 수복, 식(食)과 농

(農)의 재생, 풍문 피해의 불식 등이다. 방사능 오염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수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으로 중심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협의회가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이 바로 토양

검사 프로젝트이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등은 다음과 같다.

‘토양검사 프로젝트(Soil Screening Project)’의 개요 

토양검사 프로젝트는 JA(농협)신후쿠시마, 후쿠시마현생협연합회, 후쿠

시마대학의 미래지원센터가 협력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2

년 반에 걸쳐 실시해온 토양의 방사능 오염도 측정 사업이다. 본 프로젝트는 

JA신후쿠시마의 관내(후쿠시마시 전 지역과 카와마타 마을이 포함된다. <그

림1> 참고)의 전체 농지(토지대상의 모든 논과 과수원, 대두 재배 밭)를 대상

으로 한 토양의 방사성물질 분포 조사로서 농협과 생협, 지역 대학이란 순수 

민간단체만의 협동으로 실시된 후쿠시마 최초의 토양재생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실시의 배경에는 원전사고로부터 7개월여가 경과한 2011년 11

월, 당시 후쿠시마대학 부학장이었던 시미즈 슈지 교수(현 명예교수)가 기획

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찰단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당시의 시찰단 30명 중

에는 JA신후쿠시마의 칸노 타카시 대표이사 전무(현 조합장), 후쿠시마현 생

협연합회 회장 쿠마가이 준이치 씨(현 고문)와 사토 카즈오 전무, 후쿠시마

대학의 코야마 료타 준교수(현 교수) 등 프로젝트 출범의 주역들이 참여했

었다. 그들은 시찰지인 벨라루스에서 농지 1필지마다 토양을 조사하여, 오

염 정도에 따라 작부 제한 및 재배 허가 작물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점, 그리

고 원전사고로부터 2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토양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분포 

지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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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후쿠시마에서는 농지의 상세한 오염 정보가 조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각 농가는 자신의 농지에 대한 오염 실태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방사성물질 세슘의 

검출 여부)에 대해서는 출하 전 혹은 유통단계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칸노 씨와 코야마 씨 등은 만약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의 담보가 가능하다면, 생산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안심

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후쿠시마에서도 벨라루스와 같

은 대처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최종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후쿠시마대학의 코야마 료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제안에 JA신후쿠시마의 칸노 타카시 조합장이 결단을 내리고, 후

쿠시마현 생협연합회가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실현되게 되었다. 이

렇듯 토양검사 프로젝트 출범의 일차적 목적은 관내 전 농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의 방사성물질 분포 조사이다. 더 나아가 향후 토양의 성분분석과 주변 

환경요인의 영향분석을 통한 농지 1필지마다의 보다 상세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각 농가에 환원함과 동시에 적절한 대책을 제안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야말로 본 프

로젝트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흐름과 산(産), 소(消), 학(学) 협동의 내용

본 프로젝트의 일련의 흐름과 산(産), 소(消), 학(学) 협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후쿠시마현 생협연합회는 일본생협연합회를 통해 전국

의 생협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요청한다. 전국의 생협으로부터 매주 최대 5명

의 자원봉사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참가한다. 첫째 

날인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참가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시작된다. 강의는 후쿠시마대학 미래지원센터 농업부흥지원팀 소속의 연구

자들(필자를 포함한)에 의해 행해진다. 강의 내용은 방사능 및 방사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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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초지식,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실태와 그 대책, 후쿠시마의 농촌과 

농업의 현상, 토양검사 프로젝트의 의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날인 화요일부터 넷째 날 목요일까지는 현장에 투입되어 측정 작업

에 참여한다. 단 날씨와 그밖의 상황에 의해 현장에서의 측정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사 현장 견학, 피난민의 가설주택 방문, 제염

작업 현장 견학, 농산물직판장 견학 등의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측정 현장에 투입되는 측정팀은 JA신후쿠시마의 전임 측정원 2명과 자

원봉사자 1명 또는 2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지며, 1일 네 팀 체제로 측정 작

업이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기는 벨라루스의 ATOMTEX사에

서 개발한 NaI(TI) 신치레이션 검출기인 AT6101DR가 사용되었다. 실제 측정

은 한 지점당 약 2분이 소요되므로, 측정 장소의 선정과 이동 시간 등을 고려

하면 측정팀 한 팀이 하루에 측정 가능한 농지의 필지 수는 평균 20~30필지 

정도가 된다.

셋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지역 생산농가와의 교류회가 이루어진다. 이 

교류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느껴온 후쿠시마

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가며, 결과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한다.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본 프로젝트 참가 전후의 

변화 및 감상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이 이루어 진 후, 

4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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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측정 현장의 모습(좌)과 측정기 AT6101DR(우)

프로젝트의 성과와 의의

<표1>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본 프로젝트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의 상황을 참가 단체 및 참가 인원수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참가자 수는 전국 25개 지역의 생협과 6개의 기타 단

체로부터 361명이 참가했다. 지역별 경향을 보면,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에서

의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후쿠시마현이 포함된 동북지방 및 인접 현의 참

가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표1> 토양검사 프로젝트 / 자원봉사자 참가현황 (2014년 4월 현재) 
(단위 : 명) 

참가 단체

쿱넷사업연합

쿱미라이

쿱군마
쿱나가

노

쿱니이

가타

이바라

키쿱

토치

기쿱

토치

기쿱

쿱넷

본부
쿱도

쿄
치바쿱

사이타

마쿱

참가자 

수

4일 

코스
3 1 4 2 3 2 2 1 8

2일 

코스
18 1 4 3 3 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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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단체

일본 

생협

연합

일본쿱

공제연

합

동경도 

생협연

합

마가노

현 생협

연합

니이가

타 생협

연합

나라쿱

오사카

이즈미

시민생

협

도토

리의

료생

협

니이

가타

현종

합생

협

참가자 

수

4일 

코스
13 9 2 2 1 43 33 2 1

2일 

코스
3 3 1 1 1 12

참가 단체
쿱시

가
쿱기후

쿱토야

마
쿱미에

쿱시마

네

기타

산케이

신문

쿄토대

학 대

학원

JCN 

(NPO
단체) 

메이

지학

원 대

학원

참가자 

수

4일 

코스
1 16 1 3 2 1 1 5

2일 

코스
4 1

참가 단체 유쿱

팔시스

템

연합

쿱자연

과클럽

생협(기

후현)

오사카

요도가

와시민

생협

쿱정보

시스템

사이타

마에코

리사이

클연합

합계(361)

참가자 

수

4일 

코스
16 1 1 1 4 211

2일 

코스
2 150

출처: 지산지소후쿠시마넷 내부자료를 참고로 필자 작성

<표2>는 토양검사 프로젝트를 통해 측정한 농지의 총 필지 수와 1필지당 

평균 3개 지점을 측정한 총 측정지점 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2> 토양검사 프로젝트 측정 결과 

논 과수원 대두밭

토지대장 상의 총 필지 수 24480 10158 -

달성률 100% 100% -

측정지점 총수 63677 27308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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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A신후쿠시마 내부 자료

<표2>에서 보듯이 논과 과수원을 합한 총 34,638필지를 대상으로 90,985지

점, 대두밭 1,465지점을 포함한 총 92,450지점의 방대한 양의 측정 데이터를 2

년 반에 걸쳐 축적하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현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영농계획 수립 및 과학적 실험의 기초자료

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 대학이라는 순수 민간단체만의 협력에 의

해 국가사업 수준의 결과를 이루어낸 토양검사 프로젝트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후쿠시마의 토양을 재생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

해 향후 행해져야 할 다양한 사업들의 방향을 제시한 모델 사업으로서 커다

란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과학적 지식과 실증이 융합된 종합적인 리스크 커뮤

니케이션의 이상적인 형태로서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 또한 본 프로젝트

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가 원전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

마의 농업 재생 활동에 관여해오며 보고 느낀 사실이다. 세슘의 현 국가기

준치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임을 밝힌다. 방

사성물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에 근거한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논쟁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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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협동조합의 오래된 도전과 새로운 혁신 : 자본 

서진선(성공회대학교 일반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영화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때로는 감동과 깨달음을 준

다. 나에게 깨달음을 줬던 영화 중 하나를 꼽으라면 20세기 말 화려한 컴퓨

터그래픽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했던 영화 <매트릭스>를 꼽는다. 

영화는 3부작으로 총 세 편이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다. 화려한 

장면도 많았지만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다. 영화는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이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되는 22세

기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간들은 기계가 만들어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일부 저항세력이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기계와 싸워나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를 보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속

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현실세계는 단 한 사람

이 구성하는 세계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세계를 만들고 있지만, 그러한 

세계에는 누군가의 이상과 의도적인 선택도 포함되어 발현하게 된다. 그렇

기 때문에 한 세계에서 어떤 개인은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도 이러한 세계의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그 경제시

스템 내에서 먼저 있었던 주체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형태로 세계를 진화시

켜왔을 것이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주체들이 적응하거나 살아남기에는 척

박한 환경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경제제도를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경제제도는 새로운 형태인 협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

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의 제도에서 협동조합이 겪는 가장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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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중 하나가 자본조달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한다. 

돈 빌리기는 원래 어렵다. 협동조합은 더 

우리는 사업을 위해 영업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를 들여오고 직원을 고용

한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로치데일공정선

구자조합에서도 28명의 조합원이 1년 동안 모은 1파운드의 개인별 출자금

을 합해 가게를 개설했다. 우리는 돈의 출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자기자본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보통주 자본금 등이

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한 사람은 고정된 수

익이 없을 수 있지만 회사의 주인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

긴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자본으로, 주로 차입금을 가리킨다. 차입금은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고정된 이자 수익을 받으며, 회사가 파산했을 때 

자기자본에 앞선 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전화하는 즉시 돈을 빌려

준다는 곳은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낮은 금리를 찾아다니면 담보가 있는지

를 물어본다. 벤처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확실한 기술력과 비전

을 보여줘야 한다.

예전에 작은 금융회사의 기획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영업부서가 아니라 

대출업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담당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업무로 

인해 듣는 얘기들로 봐서는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다. 일반 은행이 아니어서 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소액을 제외하고 신용으

로만 대출을 했던 차주는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협동조합과는 무관

하게 규모가 작아 담보가 없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

다. 그러나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미래 수익성을 확보할 기술

력이 있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간의 차이는 명확해진다. 주식회사는 투자

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향후 주식시장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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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그런 방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자본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자본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차입금을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협동조합은 담

보가 있더라도 대출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가입과 탈

퇴가 자유롭고, 자기자본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라 변동한다. 그런데 

조합원의 탈퇴가 많아지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유출이 많아지

게 되고,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담보 자산도 매각해야 할지 모른다. 은행 입

장에서는 담보물건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래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급격히 변동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기자본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재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은 보완 

규정을 내놓았는데 출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협동조합은 법

률이나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해 조합원의 지분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

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협동조합그룹(The Co-

operative Group)은 사업보고서에 이사회가 지분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

건적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아직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조달 방식

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협동조합의 규모

가 커지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도전과 계속되는 혁신

이러한 자본조달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은 초창기부터 많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중 하나가 필립 뷰세가 제안한 ‘비분할 자

본’이라는 개념인데, 협동조합의 자본 안정성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따로 떼

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본이다. 세계의 많은 협동조합이 이를 실제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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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설립자로 알려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는 잉여

금에 대한 출자 배당을 하되 탈퇴하기 전까지는 찾아가지 못하도록 했고, 협

동조합에 대출을 해주는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를 만들었다. 몬드라곤 

대학의 프레드 프로인들리히 교수는 노동인민금고를 신협이나 협동조합은

행이 아닌 협동조합 기업을 만들고 견고하게 하는 ‘협동조합 개발 금융기관’

이라고 명명한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협

동조합들이 있다. 이를 신세대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농업 분야에 

많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는데,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만큼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투표권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

는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이 가능하고, 그 우선주를 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심지어 외부 투자자들에게 의결권이 

있는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참여증권을 발행하는 협동조합도 있다. 다만 조

합원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들의 소유 비중을 제한하고 있

다. 일부에서는 이런 방식들이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지만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농협은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신용사업도 허가받으면서 자본

을 조달했던 사례이다. 농협중앙회는 별도의 은행을 소유하면서 지역 농협

들을 지원해왔다. 농협이 신용사업을 하게 되면서 과거 농촌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왔지만, 최근 신용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이에 대

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농협중앙회가 수행했던 신용사업과 경제사

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아이쿱생협 또한 혁신적인 자본조달 방법들을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조

합비는 아이쿱생협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운영 자본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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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었고, 연합회와 단위생협은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나눠서 사용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과 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

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이후에 만들어진 몇몇 협동조합이 조합비 방식을 운

용하고 있는 것도 아이쿱생협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매선수금 제

도의 운영 역시 효율적 자본조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매선수금을 통해 

농가는 영농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생협은 핵심 물품인 농산물을 안정적으

로 공급받으면서 카드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수매선수금은 협동조

합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타인자본이고, 조합원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산

물을 공급받는 것은 물론 e세츠(현금처럼 물품 결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 받아 실제로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익을 얻는 방법이다. 농가 또

한 지원을 받는 등 상부상조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자본조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모 시사주간지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 비판했던 조합원 차입

금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이기에 가능했던 자본조달 방법이지

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체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행위일지

도 모르겠다. 

전 세계적으로도 조합원 차입금은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자본조달 방법 중 

하나이다.1 영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스페인, 헝가리, 호주 등 6개 국가의 협동

조합법에 조합원 차입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들 규정에서 조합원 차입

금은 협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

고 있다. 특이한 점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에서 조합원 차입금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미국 연

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조합원 차입금을 연방증권법에 저촉 받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이 매

장을 개설하기 위해 조합원 차입금을 많이 사용했고, 위스콘신 대학교 협동

1 서진선, 연구 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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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센터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위한 조합원 차입금 캠페인 안내 책자도 

발행했다. 조합원 차입금은 단순히 필요한 자본을 조합원으로부터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차입금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업에 더 많이 참여

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 입장에서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

는 이자는 비용이 되지만 조합원한테는 이자수익이 된다. 경제적 참여가 늘

고 이자수익이 많아지면 조합원들의 주인의식과 사업 참여도가 높아져 협

동조합의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전문적으로 대출해주는 기금도 여러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연대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제한적이지

만 새롭게 시작하는 협동조합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법으로 협동조합들이 연간 순이익의 3%를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한 호계

기금으로 내도록 한다. 이 기금은 각 협동조합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레

가코프(Legacoop)의 코프펀드(Coopfond) 규모가 가장 크다. 이 기금은 1994년

부터 2001년까지 약 541억 원의 출자금과 약 192억 원의 대출자금을 통해 109

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으며 4,64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 또한 약 

598억 원의 대출자금으로 82건의 사업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2,690개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었다.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는 손실이 났을 때 협동조합끼리 연대하여 손실을 

완화시켜 자금 압박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익 공동 관리(Profit Pooling)’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몬드라곤협동조합 내의 각 산업별 그룹 내에서 시

행된다. 아래 표와 같이 A, B, C 세 협동조합이 손익을 각각 120만 유로, -30

만 유로, 10만 유로라고 할 때, 이익의 15%, 손실의 30%를 공유금액으로 내놓

는다. 그리고 공유금액의 합계, 105,000유로를 각 협동조합의 인건비 비율로 

재분배한 금액을 다시 각 협동조합이 나눠 가지게 된다. 이익을 통해 연대함

으로써 개별 협동조합의 손실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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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만이 존재했던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 행위일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오는 이 방법을 달가워할 리 없고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을 가능

성이 크다. 하지만 몬드라곤의 이익 공동 관리 제도는 협동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을 둔 재무정책이 혁신적인 형태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몬드라곤 이익 공동 관리(Profit Pooling) 예시

협동조합
손익

(1)

공유금액

(2)
인건비

인건비

비율

재분배 금액

(3)

차이

(3)-(2)=(4)

재분배 후

(1)+(4)

A 1,200,000 180,000 10,000,000 66.7% 70,000 -110,000 1,090,000

B -300,000 -90,000 3,000,000 20.0% 21,000 111,000 -189,000

C 100,000 15,000 2,000,000 13.3% 14,000 -1,000 99,000

합계 1,000,000 105,000 15,000,000 105,000 0 1,000,000

신영복 교수는 한 강연에서 혁신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일어나

고, 중심부가 어느 순간 쇠퇴하면서 변방이 중심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난다

고 말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협동조합은 기존의 경제시스템 주변부에 머

물러 있다. 하지만 주변부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

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렇게 협동조합은 자기만의 혁신성을 

갖추어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자본조달의 방식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협동조합 자본조달의 전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협동조합이 자본조달 방법 모두를 적용할 수는 없다. 주식회

사가 하나의 유형이 아니듯이 협동조합 또한 하나의 유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협동조합이냐에 따라 적절한 자본조달 방법이 있다. 실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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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본조달 방법과 협동조합 유형을 조심스럽게 맞춰

보면 농업 협동조합은 신세대 협동조합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소비

자협동조합은 조합원 차입금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

협동조합은 비분할 자본을 채택하거나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다. 

협동조합이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첫 번째 전제는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와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CA에

서는 협동조합이 자본을 모을 때 고려해야 하는 1순위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이라고 말한다.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경우 1인 1표에 기반을 둔 조합

원의 민주적 통제와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은 정체성을 잃고 주식회사로 변경하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조합원들

이 자본조달에 참여할 때, 그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에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소비자협동조합 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 차입금 이자

율을 정해놓았지만 조합원이 원할 경우 더 낮은 이자율, 즉 더 불리한 조건

으로 차입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리한 조건에 참여하는 이들

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가치를 강조

하고 그 가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참여

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전제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를 지켜줄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최소

한 주식회사만큼의 투명성은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투

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IR부서를 별도로 두고 투자자들과 정보

를 교류하고 있다.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상장하기 때문

에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현재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

지만 향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 공시의무 사항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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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하더라도 투자자를 

모으는 데 성공하려면 이러한 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IR부서 운영비용, 회계감사를 받

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재무제표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이해관계

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연합회 차원에서 공개 업무가 수월해지도록 

도와주면 좋을 듯하다. 미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 차입금을 모집할 

때 과거 재무제표와 예상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고, 자금의 예상 사용내역

도 명시해놓는다. 

협동조합에서는 투자에 비례한 수익 배분 및 의결권 부여, 출자증권의 거

래, 지분 재평가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쉽

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투자자는 이기적이다’라

거나 ‘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진 경제시스

템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현재 그 시스템 안에 협동조합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기존과는 다른 철학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시도하고 정착시키

면서 협동조합에 적합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은 지금 그 길 위를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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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의 노동정책은 “법대로 한다 + α ”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지난하다. 인간이 태어나 살면서 성실히 일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 받으며 오순도순 살고자 하는 바람을 이루기가 왜 이리 어려울까. 

먼저 헌법 제32조를 들여다보자.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

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헌법 제32조 3항을 보면 ‘근로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이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는 의미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

도의 수준을 뜻한다. 또한, ‘여성’과 ‘연소자’는 산업화 과정에서 혹사당해왔

기 때문에, 여성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을 특별히 보호하고 연소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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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육체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노동법과 관련된 헌법 제33조 1항도 보겠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인간적 생활을 강요당할 수 있다. 노동보호입법도 최저근로조건을 정하는 

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효성이 낮아서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노동삼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

동권을 부여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가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여의2

교 북단에 다녀왔다. 

<사진 1>   지난 10월 30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장 윤종수 씨가 고공에 올라가 있는 동료 2명을 걱정하며 바라보
고 있다. 고공농성 중인 광고탑에는 ‘광복 70년, 하나 된 대한민국! 신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었다.

풀무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참으로 소박하다. 월대를 올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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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도 아니다. 만약 20년 동안 제자리인 월대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면 

아마 집단이기주의로 매장당했을 거라 한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노동자들

이 원하는 핵심을 요약해보면 다음 세 가지이다. 

1.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말고 인정하라. 

2. 하루 운행 거리의 기준점을 만들어달라. 

3.   물류센터 도착 시 풀무원 직원의 부재로 대신 상·하차하다 발생한 부상

에 대해 보상하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장 윤종수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화물차 기사들은 회사와 지입제로 일합니다. 내 화물트럭 가지고 회사와 

계약하는 거죠. 화물연대는 사무실이 없어서 트럭에 화물연대 스티커 붙이

는 게 고작입니다. 냉장탑 부분에 붙인다는 것도 아니고, 내 트럭 뼈다귀에 

고작 스티커 하나 붙이겠다는데 풀무원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럭에 냉장온도 전송 시스템이 있는데, 월 15,000원의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도 우리가 다 냅니다. 화물차 총 해봤자 월 600만 원입니다.”

또 있다.

“물건 싣고 가다가 파손된 상품에 대해서는 적재물 보험으로 내가 다 보상

해줍니다. 그런데도 벌금 50만 원을 물어요. 깜박하고 사인 한 번 안 하면 벌

금 5만 원입니다. 물류창고에 풀무원 직원이 없을 땐 대신 하차작업을 해줍

니다. 어떤 화물기사가 하차작업을 대신 해주다 떨어져서 갈비뼈 2대가 부러

졌어요. 6주 나왔죠. 그런데 보상은커녕,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니 돈이 급하

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하겠다고 하니까 일을 못 하게 합니다. 병원 가서 완

치확인서를 가져와야 일할 수 있게 해준대요. 병원비를 대주나 증빙서류 떼

는 비용을 대주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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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히 파괴하고, 식품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신선도 유

지비까지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 회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

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곳뿐 아니라, 전국 수많은 높고 낮은 곳에서 수년째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측도 노동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회사

를 만드는 것이 진정 어려운 일일까?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분배적 기능도 한다. 노동법

의 분배적 기능이란 생산을 통해 발생한 재화 분배에 노동법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생산성 증가나 시설 확장을 목적으로 재투자된 몫은 

대부분 생산소유자 일방에게 돌아간다. 창출된 이익 중 노동으로 창출된 몫

까지 임금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기업의 재투자 형식으로 기업주에게 돌아

간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노동법은 불어난 기업 재산 중 근로자가 

창출한 몫에 대해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희망이 없을 듯 보이지만 협동조합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이쿱에

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쿱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법대로 한다 ＋ 

α’이다.

아이쿱사업연합회 신성식 CEO의 목소리로 아이쿱 노동정책에 대해 들어

보겠다.

“노동정책은 인간론이자 조직론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모든 경영의 핵심

이죠. 아이쿱에는 노동 착취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몫을 빼앗아

갈 때 불만이 생깁니다. 흔히 나보다 힘이 세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내 몫

을 빼앗아가죠. 아이쿱은 직위가 높아지더라도 업무만 조정될 뿐 승진에 따

른 이익이나 보상이 없습니다. 연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더 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의 단위도 작게 가기 때문에 평가도 해당 구성원들

이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더 과학적이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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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덩치가 큰 조직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팀 단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장이 연봉협상권, 인사권을 가

진다. 

“생협의 사업은 전통적 사업이지만, 뛰는 필드가 다릅니다. 수도 없이 벌어

지는 리그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라 직원들에게 먼저 많은 기회를 줍

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경기라 매뉴얼만 쫓아가서는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사진 2>   지난 11월 3일 아이쿱 이광성 공급자가 계룡시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광성 공급자도 화물
연대 풀무원분회 노동자와 똑같이 아이쿱과 지입계약으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은 너무도 다르다.

노동관계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평등 대우의 

원칙, 인격 존중의 원칙, 이 세 가지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

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은 평등 대

우의 원칙(균등 대우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 채

용 후 임금 및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평

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 모집 및 채용 단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

다. 또한, 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아이쿱 노동정책은 이에 따른다. 아이쿱 인사지원팀 이광인 팀장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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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사항을 들어봤다. 

“근로자의 층을 나누지 않습니다. 먼저, 지원할 때 서류전형을 하지 않습니

다. 학력이나 스펙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기시험의 기회

를 줍니다. 지원자는 필기시험, 구술면접, 산행평가, PT면접을 거치고, 거기

에 통과한 신입사원은 3개월의 수습을 거친 후 정직원이 됩니다. 원래 PT면

접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우선, 20분이라는 구술면접 시간이 너

무 짧았고, 지원자들이 면접 기술만 느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지원

자들은 PT면접 때 현장에서 주제를 바로 뽑습니다. 1시간의 준비 시간을 갖

고 나서 주제 발표를 합니다. 지원자가 평소에 관심 없는 생소한 주제를 뽑

더라도, 자료를 얼마나 잘 찾고 소화하는지, 얼마나 차분하게 발표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모든 시험에 합격한 수습사원은 물류센터, 매장 등 현장에서 4

주 동안 연수를 받고, 해당 평가는 현장 담당 팀장이 합니다. 만약 수습사원

이 평가에 불만이 있을 때는 1차례 기회를 더 줍니다. 신입사원의 승진 단계

는 B, J, S, P, M, I, Cooper(팀장), 부서장, 상무이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계열

사 경영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연봉도 직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신입사원 초봉이 

3,000만 원이고, 올 시급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은 7,000원입

니다. 현재 매장 바리스타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모든 근로조건이 똑같

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장

애인 근로자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거나 복사 같은 단순 업무만 줍니다. 2

시간 일했는데 5시간 일했다고 서류상 노동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흔하죠. 이

는 오히려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아이쿱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근로조건,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바리스타를 거치면 계

산원, 매장관리자, 부매니저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장애

인복지관 부모님들 사이에 아이쿱 취직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는 어떨까? 신성식 CEO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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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급여 강화와 복지 강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임금 인상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인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복지

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준다. 만약 부부가 같이 아이쿱에 근무한다면 아내와 남편이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협동시설 ‘으랏

차차 어린이집’에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했다. 군포에 있는 ‘으랏차차 어린이

집’은 방 4개, 넓은 거실 1개, 부엌 1개, 화장실 2개가 있는 49평 아파트다. 정

원도 20명이다. 아이쿱생협에서 지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보증금 

3억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2,000만 원 , 교구 및 시설비용 3,000만 원이

다. 부모들은 출자금으로 아이 1인이면 100만 원, 2인이면 150만 원, 3인이면 

200만 원을 내고 졸업할 때 돌려받는다. 그리고 추가 필요경비로 월 10만 원 

정도 내고, 필요한 부모에 따라 저녁식비로 월 3만 원, 24개월 이상 유아는 체

육과 음악 특별활동비 각각 3만 원만 내면 된다. 

<사진 3>  지난 10월 19일 군포에 있는 아이쿱 ‘으랏차차 어린이집’에서 아침 간식으로 나온 사과를 먹고 있는 아
이들의 모습.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아이쿱 기금 모금에 참여한 직원에게 시

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주식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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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니 매달 월급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신청한 직원이 대부분이다. 

아이쿱 직원은 재산 형성뿐 아니라 집 걱정까지 해결할 수 있다. 구례자연

드림파크에 이어 2차로 문을 연 괴산 클러스터는 대지가 16만 평이다. 아이

쿱 총 직원 수가 2,500명인데, 직원 2,000명이 괴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

획하고 있다. 

아이쿱에는 노조가 없다. 왜 그럴까? 신성식 CEO에게 들어본다. 

“모든 경영 정보, 즉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아이쿱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외부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년 가까이 불만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해관계로 다툴 일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직

원이 자신의 불만을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며 노조를 만들자고 해도 다른 직

원들이 공감하지 않거든요. 재무 상황부터 직원 평가, 근로조건 등 모든 게 

합리적이니까 그 직원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노동관계는 일의 성격

에서 나옵니다. 한 방을 보고 들어오는 증권사 직원과 일정 기간 투입이 많

아야 하는 연구직이나 숙련공은 엄연히 다릅니다. 연구직이나 숙련공을 1년 

만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광인 팀장에게 들어봤다.

“법적으로 대해주고, 법으로 막히는 것도 상부상조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물류직원이 팔레트에 허리를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공단

에서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해당 직원이 허리 때문에 병원을 다닌 이력이 

있다고요. 직원들 누가 봐도 일하다 다친 게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돈을 모아서 병원비랑 다 댔어요. 산재는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전문 강사 

모셔다 교육도 하고 다른 예방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베이커리에 일

하는 분이나 정육 실장님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전혀 

다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작은 상처라도 다 산재 신청을 하니까 근로관리

공단에서 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백혈병과 암으로 75명의 노동자가 

죽은 삼성반도체·LCD는 산재 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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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다.(2015년 10월 기준)”

우리나라는 1년에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사망하는 근로

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보호 장구까지 다르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

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

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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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한국은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6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것도 모

자라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노동개혁’이라 부른다. 또

한 세대를 갈라 나이 든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젊은 사람에게 주는 정책을 

‘청년고용정책’이라 말한다. 정부는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민생’을 부르짖

지만 ‘대기업 살리기’에만 기를 쓰고 있다. 끊임없이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

들은 우선 ‘선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사업장에서 사람 한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난다고 한다. 선진

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별것 없다. 첫째, ‘사람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대하느냐’

는 태도의 차이. 둘째, 자국 역사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는 일

어나선 안 되는 일로 모든 이가 배우게끔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정부는 헌

법 정신과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를 잊은 지 오래다. 

노동자의 꿈. ‘성실히 일한 만큼 받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가족여행 한 번 

가고 싶다’는 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천국은 아

니어도, 노동자를 지옥 속에 살게 하는 잔인한 국가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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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도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꿈꾸다

김은남 (<시사IN> 기자)

오늘도 텔레비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
온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어린이집 급식을 제공했다는 뉴스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소식을 듣는 부모들은 불안하다. 그럼에도 집에서 아이를 키
울 게 아닌 한 뾰족한 수는 없다. 기껏해야 어린이집에 CCTV를 더 많이 달
자는 제안 정도나 떠올릴 뿐이다. 

여기, 조금 다르게 접근한 부모들이 있다. ‘부모들이 직접 힘을 합쳐 어린
이집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 부모들이다. 시작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던 

‘내일어린이집’에서부터였다. 내일어린이집은 내일신문사·내일여성센터
의 직장 보육시설로 출발했다가 민간어린이집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었
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던 부모들은 2012년 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
했다. 집 주인이 임대 연장을 불허하는 바람에 석 달 안에 이사할 집을 구
하지 못하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15년 가까
이 내일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문광애 원장(53)은 주변 부동산 시세를 알아
보고는 더는 어린이집을 못할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부모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이대로 각자 새 어린이집을 구해
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몇몇 부모가 조심스럽게 공동육아 방식을 제안했
다. 세 아이의 엄마인 양승미씨(39)는 “나 말고도 많은 부모들이 공동육아
에 대한 로망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문광애 원
장의 어린이집 운영 방식 자체가 워낙 개방적이었기 때문이다. 문원장은 

부모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곤 했다. 점심 때 들르면 밥 먹고 가라고 부모
들 밥까지 챙겨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예고없이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일

기획연재  |  서민도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꿈꾸다

박 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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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이로운 풀’을 정직하게 사고팔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8층. 30여 개 소셜벤처 팀이 입주해 있어 복닥복

닥한 이곳에서도 이풀약초협동조합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사무실 근방에 

다가서자 ‘나 여기 있소’ 하듯 약초 냄새가 훅 풍겨왔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 

보니 세 사람이 상근 중인 사무실에서는 당귀와 구기자, 개암 열매를 분류하

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행복중심 생협에 약초를 납품하는 날이라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다. 그 와중에도 손님이 왔다고 문영미 이사가 얼른 티백이 담긴 

차 한 잔을 내왔다. 따뜻한 차에서 우러나는 알싸한 약초 향. 알고 보니 이풀

약초협동조합에서 만든 혼합차 ‘2g의 배려’라고 한다. 유기농 귤피, 백수오, 

황기, 도라지가 원재료로 들어 있다. 모두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순수 국산 

약초재다.

협회 틀로는 한계 느껴 협동조합을 설립하다

이풀약초협동조합은 약초 농사꾼과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소비자가 뭉친 

협동조합이다. 생산자·소비자·직원이 함께하므로 형태상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분류된다. 이풀은 ‘이로운 풀’의 약자.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

듯 약이 되는 풀, 사람에게 이로운 풀을 정직하게 팔고 사는 협동조합을 지

향한다. 

이풀약초협동조합의 탄생은 노봉래 이사장과 문영미 이사가 한국생약협

회에 근무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생약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봉래 이사장과 협회보 기자부터 시작해 20여 년간 협회 실무를 도맡아온 

협동조합을 가다 ⑪  기 획 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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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이사. 두 사람은 한국 약초산업의 부침을 현장에서 지켜본 산증인이

나 다름없다. 전국의 약초농가 사정도 속속들이 잘 안다. 교육사업과 정책개

선사업 등을 벌이며 약초농가를 꾸준히 접촉해온 덕분이다. 2000년대 중반

부터는 약초에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도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

니기도 했다.  

그러나 농가를 교육하고 인증 사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지

더라고 노봉래 이사장은 말했다. 일단은 약초농가, 그중에서도 특히 약초만

을 재배하는 전업농·소농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값싼 중국산 

약재의 범람 등으로 국산 약초를 제값 주고 팔기 어렵다 보니 대다수 농가는 

돈 되는 작물을 심고 남은 자투리땅에 약초를 재배하는 실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약초를 재배하는 3만 농가 중에서 약초만을 재배하는 전업농

은 10% 미만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약초 종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다. 단적인 

예로 보약의 대명사인 양 꼽히는 게 십전대보탕이지만 국산 약초만으로는 

이를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인삼, 당귀, 황기 따위야 국산을 쓴다지

만 계피는 베트남이나 스리랑카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의 주인공인 감초도 국내 생산량이 5% 정도에 불과해, 나머

지는 중국·우즈베키스탄·몽골 등지에서 

수입해 쓴 지 오래였다. 현재 한약재로 쓰

이는 약초는 모두 500여 종. 이중 국내에

서 생산되는 약초는 100여 종에 불과하다

는 것이 업계 통계다. 수입산 의존도가 점

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설상가상 혼입 문제도 심각하다. 국산 

당귀 시세가 한 근(600g)당 1만 원일 때, 시

중에서는 7천~8천 원에 국산 당귀가 유통 <사진1>   화천산림박람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이풀에서 만든 제품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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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이풀약초협동조합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구기자를 기르
는 약초농가를 견학 중이다. 

되곤 한다. 노봉래 이사장에 따르면, 이럴 때는 십중팔구 중간 도매상이 국산 

당귀에 한 근당 2천 원 안팎인 수입 당귀를 섞은 뒤 이를 100% 국산이라 속

여 시중에 유통시켜서다. 문제는 이렇게 국산과 수입산을 혼입할 경우 전문

가도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잔류농약 성분이나 중금속 검

사를 실시한다고 이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쇠고기처

럼 한약도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자

고 약초농가들은 주장해왔지만, 이럴 경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유통

업자들의 반대에 밀려 관련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그러

다 보니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정직하게 약초를 생

산하던 소규모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대로 가면 국산 약초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이대로 가면 국내 약초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

다고 노봉래 이사장은 말한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약초를 생산하며 가치를 

지키려는 농부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제값을 받고 약초를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다. 

협회가 나서 GAP 인증제

도를 확산시키는 것만으

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꼼

꼼한 관리로 믿을 만한 약

초를 생산해도 정작 시장

에서는 값싼 수입산에 국

산 약초가 밀려 버리곤 했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가가 생산한 것을 직접 

팔아주는 사업단을 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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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산하에 만들고자 시도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발됐다. 정책 제

안이 주 업무인데다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섞여 있는 협회 구조로는 사업단

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됐다. 5명 이상만 모이면 사업체를 만

들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인 노봉래 이사장과 문영미 이사는 2012년 결

국 생약협회를 그만두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길로 나섰다. 협회 일을 하는 

동안 친분을 맺은 약초 농사꾼 10여 명도 뜻을 같이했다. “사람을 보고 무조

건 같이 해보마고 했다. 노봉래·문영미 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

었던데다 함께하겠다는 농사꾼 모두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약초를 생산하는 

분들이더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나중에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원도 평창에서 당귀와 천궁을 재배하는 함주

상 조합원은 말했다. 약초농가 대부분이 많아야 서너 가지 소품종을 재배한

다는 점 또한 협동을 촉발하는 유인이 됐다. 누구는 당귀와 천궁, 누구는 자

소엽과 곽향, 누구는 구기자 하는 식으로 각자 재배하는 약초가 다르다 보니 

함께 뭉쳐 시장을 공략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게 2013년 7월 창립한 것이 이풀약초협동조합이다. 당장의 수익 대신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약초를 생산하기, 그리고 이렇

게 생산된 정직한 약초가 제값에 거래될 수 있게끔 착한 소비와 이어주기. 

이것이 이풀이 내세운 핵심 가치였다. 가입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생산자 

조합원의 경우 출자금은 50구좌 이상(1구좌=50만 원), 그보다 생산자 조합

원이 되려면 최소한 친환경 내지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여야 한다. 곧 오염

된 물이나 토양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은 물론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여부까지 검사를 통과한 약재를 생산하는 농

가만이 이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에서 상근하는 직원 조합원은 

출자금을 300구좌 이상으로 정했다. 대신 소비자는 조합원 대신 회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생산자 중심의 조합이라는 정체성은 살리되,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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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비자와 든든한 동맹을 맺어야 한

다는 취지 아래 회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풀약

초협동조합이 탄생한 직접적 배경이다. 한의원·한약방 중심의 기존 약초시

장은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 어렵다. 중간 도매상 같은 유통업자만이 이들 기

관에 약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

비자가 직접 ‘얼굴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이를 지원하

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오늘날 먹을거리 분야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을 이풀약초협동조합은 약초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확대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신뢰의 형성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최소한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획득한, 믿을 만한 약초 

농가로 생산자 조합원을 꾸리는 일은 기본이다. 분기에 한 번 소비자가 직

접 이들 농가를 방문해 약초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견학하는 것도 이풀약초

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지난 8월 충남 청양에서 구기자를 재배하

는 명영석 조합원 농가를 방문했다는 이영애 씨(경기 김포)는 “한여름 뙤약

볕에 할머니들이 얼음팩을 몸에 붙인 채 밭에 쪼그려 앉아 옛날 방식대로 구

기자 열매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구기자 농사는 힘들기로 정평이 나 있다. 병충해에도 자주 시달려 농약 없이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 명영석 조합원은 그런 구기자를 전국 최초로 노지에

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한 약초 농사꾼이다.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 조합에서 거래하는 약초들에 더 믿음이 가더라고 이영애 씨는 말했다.

두 번째 조건은 편의성의 증진이다. “약초를 가까이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

용해야 할지 모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라고 문영미 이사는 말했다. 어떤 

약초가 몸에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식이다. 이런 소비자를 위해 이풀약초협동조합이 선택한 방식은 두 가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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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육사업이다. 생약협회 시절부터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문영미 이사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약이 되는 풀·꽃·나무 이야기’라는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초의 다양한 

쓰임새를 공부하고 내 체질에 맞는 한방차 만들기 등도 실습하는 프로그램

이다. 약초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은 물론 사찰음식 요리사, 바리스타처럼 자

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와 약초를 접목시키고 싶어하는 전문가들이 강좌를 

수강하곤 한다.

“약초를 아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약초를 좀 더 쉽게 소비자들이 접

할 수 있게끔 가공·유통시키는 일이다. 이풀약초협동조합이 맨 처음 한 일

은 구기자, 맥문동, 황기, 도라지, 백수오 등 17종의 약초를 80g, 150g 단위로 

소량 포장해 집에서 달여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이었다. 이렇게 소포장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약초 달이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는 소비자들은 ‘좀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를 물어오곤 했다. 이에 조합이 개발

한 것이 티백 형태의 차 제

품이다. ‘2g의 배려’, ‘2g의 휴

식’이라는 제품명이 붙은 이

들 약차에는 ‘까칠해진 엄마

를 위한(2g의 배려)’, ‘지친 일

상 그대를 위한(2g의 휴식)’

이라는 식으로 재미난 수식

어가 붙어 있다. ‘까칠해진 

엄마를 위한(2g의 배려)’의 

경우 유기농 귤피, 백수오, 

황기, 도라지처럼 갱년기 여 <사진3> 이풀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분기별로 ‘조합원의 날’ 모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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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좋은 약초가 블랜딩되어 있는 식이다. 최근에는 로스팅한 형태로 가

공한 리프(LiiF) 차도 개발했다. 녹차처럼 덖는 과정을 거친 만큼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우려내면 제맛을 느끼며 마실 수 있는 약초차로 우엉차, 도라지차, 

귤피차, 자소엽차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본격적인 

시련기에 접어들어야 했다. “약초시장에 대해 웬만큼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

했다. 그런데 사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라고 노봉래 이사장은 회고했

다. 당장에는 제품명을 정하고 상표 등록을 하는 일부터가 첩첩산중이었다. 

2차 가공품인 만큼 헤쳐 나가야 할 인·허가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데도 예상 외

로 큰돈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소비자 가격에 이를 무작정 전가할 수도 없었

다. 마케팅에 투자할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니 판로도 쉽게 확장되지 않았

다. 약초농가에 충분한 수익이 돌아가게 만들겠다던 애초의 다짐은 이제껏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초창기에는 생산자들이 우리(직원 조합원)를 너무 믿어주는 것도 양날의 

검처럼 작용했다”라고 노봉래 이사장은 말했다. 실제로 생산자 조합원들은 

노봉래 이사장이나 문영미 이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뭔가 새로운 시도

를 하겠다 할 때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할 뿐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일

은 거의 없다. 이렇듯 생산자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경영에는 관심을 갖지 않

은 채 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임하는 구조라면 ‘이게 과연 협동조합 맞

아?’ 싶어지더라는 것이다. 조합원의 주인의식이야말로 협동조합을 살아 있

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의 정체성과 조합원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재

정립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로운 약초를 정직하게 생산하는 것이 생산자 

조합원의 핵심 역할이라면, 이렇게 생산된 약초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직원 조합원이 할 일이라는 식이다. 조합원들이 서울·경기·강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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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북·전북 등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분기별로 ‘조합원의 날’을 정

해 모든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등 서로 얼굴 맞대고 공부할 기회를 늘려

간 것도 조합에 대한 이해를 깊어지게 했다. 

외부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도 도움이 됐다. 조합이 티백 차나 리프 차

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각각 유한킴벌리의 ‘시니어 비즈니스 지원사업’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의 ‘H-온드림 펠로우’에 선정되면서였다. 여기서 개발비

를 지원받은 덕분에 ‘누구나 간편하게 마시는 약초차’라는 아이디어를 현실

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결과 

‘약초애(愛) 가치 더하기’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약초 농사에 새

롭게 도전하려는 농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인 등을 상대로 8주간(50시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예비 약초 농

부이자 예비 조합원으로서 이풀약초협동조합에 정식 입문하기도 한다. 

판로 문제 또한 외부 사회적경제 기관들과의 협동으로 뚫어보는 중이다. 

이풀협동조합 홈페이지(www.ipool.kr)을 통해 이풀이 생산한 제품들을 인터

넷으로 직거래한다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풀 

제품은 지난해부터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팔리고 있다. 백화점 한 코너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쌈지농부로부터 납품 제의를 받은 덕분이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물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서울시청 시민청 다누리

매장이나 행복중심 생협 등에서도 이풀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눈앞의 이익 대신 미래의 가치를 좇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만간 인터넷 오픈마켓에 진출할 것을 조

합원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노 이사장은 말했다. 소비자와 상시적으로 만나

는 ‘이풀공방’도 열고 싶고, 약초를 이용한 밥물이나 이유식처럼 고령자·영

유아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도 개발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당장 투자비를 조

달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출자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무리할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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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같은 데 입점할 생각도 없다. 이풀약초협동조합도 한때 대형마트

의 입점 제안을 받은 일이 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에 있는 기존 경쟁 제품

들과 단가를 맞추려면 생산자 조합원의 수매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 이를 포

기했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이는 정직하게 농사를 지은 약초 농사꾼이 

제몫을 가져가게 한다는 협동조합의 애초 설립 목표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3년만 버텨보자고 시작했고, 지금도 이 악물고 버티는 중이다”라는 노봉

래 이사장은 그럼에도 “우리가 설정했던 방향이 제대로 맞았음을 확인했다”

는 점을 지난 3년간 이풀약초협동조합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비록 예상 밖

의 시행착오를 두루 겪기는 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약초농사를 포기하지 

않게끔 협동조합이 미약하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

낀다는 것이다.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초에 본격 관심을 갖게 되면

서 약초 농사꾼으로 귀농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영애 씨는 “커피시장이 지

금 급속도로 커졌는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약초에 관심

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며 약초시장 대중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약초처럼 특정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부족한 상황. 이런 정보 비대칭 상황이야말로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가 하면 함주상 조합원은 “누구나 돈이 욕심나겠지만 지금은 당장의 

이해관계를 갖고 다툴 때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이풀 조합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속된 말로 이풀약초협동조합이 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거래처인 것은 아니다. 아직은 조합 전체의 일 년 매출액이 1억 원 남짓

할 만큼 거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풀에서 주문이 들어오

면 조합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약초 중에서도 최상품을 찾아 보내곤 한다

고 그는 말했다. 최근의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또 한 차례 증폭됐듯, 중간 도

매상이 주도하는 현행 국산 약초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있다. 그런 만큼 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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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비전을 조합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 동맹, 이풀

약초협동조합의 앞날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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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1. 들어가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제2항(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

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

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사회적경제 영역의 한 주체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사회적경제의 큰 특징은 두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기에 만만치 

않은 과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어느덧 3년이라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첫걸음 ①  기 획 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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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났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

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야 하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협동조합 핵심가치인 자율과 자치가 오히려 훼손되

는 부작용이 발생될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확정적으로 정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원

칙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정부 및 지자체, 특히 정치권과 협동조합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기는 협동조

합이 시장에서 다른 경제 조직과 차별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마

련해주어야 한다. 실제 지금은 대한한국 경제를 이끌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유수의 대기업들도 설립 초기에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으로 지

정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아 지금의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다. 70, 80년대 일본의 소니 가전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입을 완전 개방했다면,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토종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고 참고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유용한 

지원정책과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지면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

회적경제의 주체인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개별 협동조합 등의 지원정책은 반영하지 않았다.)

2.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분류

아래의 표는 정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

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명목

으로 1인당 110만 7천 원이 지원되고, 사업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최대 5년간 



130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사회적기업은 1억 원 한도,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경영컨설팅 지원은 연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외에 법

인세, 소득세가 4년간 50% 감면은 물론, 정책자금 지원 차원으로 미소금융, 

희망드림,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1>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정부 지원사업 비교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1인당 1,107천원)

1년차 : 80% 2년차 : 60% 3년차 : 50%
*     인증 후 최초 약정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

대 지원기간은 3년 

1년차 : 90% 2년차 : 80%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2년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지원기간 : 

5년 5억 원 한도)

* 최초 지원연도부터 8년 이내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1억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경영컨설팅 지원 (3년간) 연간 10~20백만 원(총 20~30백만 원) 연간 3백만 원 (총 5백만 원)

사회보험료 (4년간 지원) 1인당 91천원 (사업주 부담 9%)

전문인력 

(예비 : 2년, 인증 : 3년)

기업당 3명(단, 50인 이하 2명) 

- 신규 기업 : 1인당 2,000천원 

기업당 1명
(단, 10인 이상 사업장) 

법인세, 소득세 감면 (4년간) 50% 감면 

지방세 감면 

-   취득세(부동산,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한정)

-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 

-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2톤 이하 화물자

동차, 이륜자동차 취득세 면제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미소금융, 희망드림,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공구매 우선구매 지원 우선구매 지원 

출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료 참고  

위 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과 내용을 가장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

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눈높이에는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이해하

기 어렵다. 전문적인 지원컨설턴트나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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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막막한 내용들이 많다. 

이번 기획연재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정부대

로,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자지단체별로 그리고 민간은 민

간대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저변을 확산하는 데 노

력하고 있지만,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사회적경제의 첫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처음 입문하는 초보 사회적경제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묻고 시

작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그분들을 위해

서 이번 연재를 시작한다. 가능하면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현재 가용한 

지원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

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행 주체에 따라, 둘째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주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중앙

정부(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정자

치부),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 등), 자율적인 민간단체 그리

고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 사업 내용은 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인재 양성과 경영 지원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종 교육, 훈련, 특강, 전문가 양성 등은 인재양성 사업에 포함되며, 컨설팅, 

공동구매 및 판매, 금융, 세제 감면 등은 경영지원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4개의 주체와 2개의 분야, 총 8가지(<표 2> 참고)의 매트릭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구분할 수 있다. 

<표 2> 사회적경제분야 지원사업의 주체와 분야에 따른 8가지 매트릭스 구분

①중앙정부 ②지자체 ③민간 ④기타(기업,대학)

Ⓐ 인재양성(교육,훈련)

Ⓑ 경영지원(컨설팅,판로,금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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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 관련 사업

①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시대, 장소, 분야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

적으로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

체’라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관련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

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

업체.(미국 농무성) 

② 협동조합 지원사업 

2015년 11월 기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숫자는 8천 개를 훌쩍 넘

어섰다. 숫자처럼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도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중앙정

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

관광부 등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개 광역지자체 및 상당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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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협동조합 지원사업 분석

① 중앙정부 ② 지자체 ③ 민간(중간지원기구) ④ 기타(기업, 대학)

인재 양성(교육, 훈련) O O O O

경영 지원

(컨설팅, 판로, 금융 등)
O O O

③ 관련 정보 :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서울시 협동조합상당지원센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사이트(http://www.coop.go.kr)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http://15445077.sehub.net)

협동조합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협동조합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협동지원센터이다. 인터넷은 물론 상담전화를 통해서

도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지원사업을 알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설립 서식 가이드북’을 필히 다운받아서 활용

할 것을 추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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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서식 가이드북

④ 자세한 정보 : 협동조합 교육 & 상품몰

일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www.coop.go.kr/COOP/edu/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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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상품몰 온라인 판매 사이트(http://www.coop.go.kr/COOP/mall/main.do)

 

4.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공공)서비스 또

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이다. 

<사회적기업 이해>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영업 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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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007년 7월 시행되어 횟수로는 9년째 접어든 사회적기업은 가장 잘 안착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이며 

각 지자체별로도 교육, 인재 양성, 판로 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 CSR(기업의 사회공

헌) 차원으로 기업에 연계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분석

① 중앙정부 ② 지자체 ③ 민간(중간지원기구) ④ 기타(기업, 대학)

인재 양성(교육, 훈련) O O O O

경영 지원

(컨설팅, 판로, 금융 등)
O O O

<지자체 지원 사례 : 서울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① 사업개발비 지원 

② 성장 단계별 지원 

③ 일자리 창출 사업(인건비 지원) 

④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 

―1년간 1억 원 내외 사업비 지원, 맞춤형 컨설팅, 자금융자 지원, 홍보 등 

― (5개 분야)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안전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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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 4개>

③ 관련 정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http://sewith.or.kr) 

5. 마을기업 관련 사업 

①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공동

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

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

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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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을기업 지원사업 

마을기업 지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사업개발비(1차 년도 : 5,000만 

원 한도 / 2차 년도 : 3,000만 원 한도) 지원, 마을기업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

여 일상적 경영 자문을 위한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및 멘토링 지원, 마을기

업의 자립을 위해 마을기업 종사자와 창업희망자, 일반인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다. 

<표 5> 마을기업 지원사업 분석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중간지원기구) 기타(기업,대학)

인재양성(교육, 훈련) O O

경영지원(컨설팅, 판로, 금융 등) O O

③ 관련 정보 : (사)한국마을기업협회, 한국사회적경제 아카데미(교육)

    (사)한국마을기업협회(http://마을기업.com)          한국사회적경제 아카데미(http://academy.se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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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동조합 담당 부서 연락처

연번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1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02-2133-5485

(경영공시 담당) 02-2133-5486

2 부산시
기업지원과 051-888-2331

협동조합지원센터 051-888-2335

3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71

4 인천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2

5 광주시
일자리투자정책국

일자리정책관
062-613-3603,3604

6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 042-270-3582

7 울산시 경제일자리과 052-229-2792

8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지원팀 031-8030-2972

9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033-249-2752

10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043-220-3244

1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041-635-2151

12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실
063-280-3216

13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061-286-2953

14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 053-950-3964

15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055-211-2954

16 제주도 경제정책과 064-710-2552

17 세종시 지역경제과 044-30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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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및 연락처

지역 지원기관 주소 전화번호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본관 200호
http://www.joyfulunion.or.kr

070-7602-4203
02-365-367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 2층
http://www.rise.or.kr

070-4269-2593
070-4269-2593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 남구 대명로 182 (대명동) 2층
http://www.cne.or.kr

053-942-8002
070-7862-2945

인천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인천 남구 경인로 229 (도화동) 인천IT타워 1층 117호
http://seincheon.tistory.com

032-245-7902

광주 (사)광주NGO센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치평동) BYC 빌딩 7층
http://www.socialcenter.kr

062-381-1134

대전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대전 중구 대흥로10번길 9 (대사동) 풀뿌리시민센터 2층 042-382-9924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시원센터 

울산 중구 태화동 956
http://www.riseulsan.or.kr

052-222-6176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20번길 7 (파장동) 덕성

빌딩 2층
070-4763-0142
070-4735-6677

강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우산동) 

http://www.gwcs.or.kr
070-734-1844
070-8224-2545

충북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동) 5층
http://www.cbse.or.kr

043-267-9010

충남 

세종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1층 9130호 http://sechungnam.org
070-4632-1762
070-4632-2285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북 전주시 완산구서신동 새터로 (1~122 번지) 122-
11(서신동 968-8) 엠플러스빌딩 301호
http://www.jbse.or.kr/korean

063-251-3388

전남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7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1-283-6882 

경북 (사)커뮤니티와경제(경북) 대구 남구 대명로 182 (대명동) 2층 070-7862-2944

경남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22 (합성동, 백화아트

빌) 백화아트빌 2층
http://www.gncsee.org

070-4866-5742
070-4866-5746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2411 (삼도일동) 영지빌딩 7층
http://www.jejusen.org

064-722-4843

세종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세종)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1층 9130호
070-463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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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제출된 보고서가 주는 영감에 대해

―A. F. 레이들로 저, 염찬희 역,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

로 보고서』, 알마, 2015

신성식(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 책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아마 2005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다음해 활동가들과 학습 모임

을 열었을 때 이 책을 교재로 삼았다. 지금은 성공회대학교 자연드림 카페가 

자리한 곳 옆 강의실에서였다. 당시 책을 협동조합연구소에서 김동희 선생

이 번역하여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덕분이었다. 

2006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6년 동안 강의 교재로 이 

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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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읽은 책이 되었다. 

최근에는 염찬희 선생의 노고를 통해 나온 새로운 번역본으로 또 한 번 읽었

다. 

우선 이 책은 협동조합이 왜 시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세상의 변

화를 읽어내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은 어디에 

이익이 있는지를 찾고자 함이지만, 협동조합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기 위함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동기는 같아 보이면서도 많이 다르다. 청

년 실업과 노년 빈곤이 심각한 시대 상황에서 구직을 통해 이익을 내려는 기

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들로 보고서는 1980년에 쓰였는데 향후 20년 후인 2000년을 매우 암

울하게 예측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시장이 재조정되기 시작했

고 90년대에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예측과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었다. 시장이 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자본의 운동에 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

고 성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레이들로 박사의 예측이 

2015년 지금 전망할 수 있는 20년 후의 미래 이미지와 겹친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2015년 현재의 모습이 1980년의 그것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 

레이들로 박사는 21세기에 협동조합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로 기아 해

결,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 절약 사회로의 유도,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로 

정리했다. 이중에서 아이쿱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생산적인 일자리 마

련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이다. 한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도

시, 대표적으로 부산과 대구까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가 빠져나

가고 줄기 시작하는 곳은 활력을 잃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마련이다. 아이

쿱이 만들고 있는 구례와 괴산 자연드림파크는 21세기에 맞는, 지금 시대의 

슬로건에 맞는 ‘창조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협동조합이 생산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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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와 지역사회의 활력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전 세계 협동조

합인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로 이 책은 협동조합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협동조합이 더 큰 힘을 키우기 위해 합병이 필요할 수 있지만, 민주

적인 참여와 개인의 결합을 위해서는 대규모 협동조합을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합

병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2차 조직으로 자발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점이다. 이

러한 내용은 필자가 1998년에 만들고 지금은 아이쿱의 기본 정책이 된 ‘사업

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당시 망

망한 대양에서 등대를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2차 조직으로의 연합을 너무 평범하게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로 해석한 점이었다. 필자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일(조직 분화)과 2차 조

직으로의 연합(사업 집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함께 묶여야 

효과가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원

심력이 사업이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구심력은 그 힘이 튕겨나

가지 않도록 하는 활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새로운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협동조합,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 사회

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역동적 

관계가 협동조합 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아이쿱의 역사가 그 유효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성공한 협동조합이 허무감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다. 유

럽 쪽에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 여럿 있다. 그러나 그 

협동조합 모두가 사업적 성공을 바탕으로 활동의 개념이 확장되어 주민 자

치나 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따듯한 사회 변화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 개념은 회의에서 1인 1표 규칙에 따라 투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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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외에도 협동조합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미래의 이상적인 협

동조합은 (…중략…) 구조와 활동 양쪽 모두에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인 협동조합일 것이다.’ ‘만약 협동조합이 자회사를 소유해야 한다면 그 회사

의 이사회와 여러 위원회에 협동조합에서 이용자 대표를 참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협동조합이라면 최고의 권위는 조합원에게 

주어져야 한다.’ 

레이들로 박사는 협동조합의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세 단계로 설명하고, 

그때마다 겪었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신뢰성의 위기’인데, 

이는 그게 가능할까 하는 주변의 의구심이다. 두 번째는 ‘경영의 위기’인데, 

이는 경영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그것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 문제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협동조합에게 위기로 느껴지는 것은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경영자의 

조달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이쿱 생협도 세대교체 

시기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이념

의 위기’인데,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룬 성과가 갑자기 허무감과 의구심이 드

는 단계이다. 일반 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만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고 있는지, 세상이 변화하는 방향대로 따라야 하는지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협동조합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변화되지 않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해(苦海)이다. 그런 삶들의 주체인 협동조합이 어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결국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에 관한 것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

서 끊임없이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 책을 다시 펼쳐보기

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번 번역본이 김동희 선생의 번역본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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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ommitment’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었다. 염찬희 선생은 이것을 ‘관여’, ‘전

념’, ‘약속’ 등 문맥에 따라 변용해서 썼다고 밝혔는데 개인적으로는 ‘약속’이

나 ‘전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하다. 다시 한 번 염찬희 선생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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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동 조 합 소 식

협동조합 지원정책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마르코라 법, 지난 30여 년간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의 근간이 되다

30년 전 지오바니 마르코라(Giovanni Marcora) 전 이탈리아 산업통상부장

관이 노동자 기업인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마르코라 법

(Marcora Law)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금까지 총 257개의 노동자소유기업 

설립(대부분이 노동자협동조합)을 지원하였고 9,300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거

나 창출했다.  

최근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는 마르코라 법이 미친 영

향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지안루카 살바토리(Gianluca Salvatori) Euricse 

최고 경영자는 “마르코라 법은 기업인수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참여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들이 재정적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협동조합 부문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동자협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설립 자본으로 최소 1인당 4,000유

로씩 출자한다. 새로이 설립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이 함께 마련한 연

대기금을 통해 기술 지원, 노하우, 자본 마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신규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순이익의 

3%씩을 적립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와 같이 고용 확보에 공헌하는 협동조

합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두 종류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기록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치에 따르면 기업 설립 후 3년이 지난 시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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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은 48.3%였으나 2007년 이후 노동자 기업인수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생

존율은 87.16%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원들은 기업이 인수될 경우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며, 250

명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은 이를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

한 직원이 자본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동조합 모델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과도기적 상태를 7년간 허용한다. 그밖에 연대

협동조합(SCIC) 설립을 허용하여 지역 단체는 자본의 50%까지를 협동조합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2014년 총 800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보고서 전문: http://www.euricse.eu/wp-content/uploads/2015/08/WP-78_15_Vieta.pdf

캐나다 협동조합운동이 청년 정책을 위해 퀘벡 정부와 손을 잡다

퀘벡협동조합연합회(Le 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eration et de la mutualité: 

CQCM)가 정부의 10년 청년계획을 만들어내는 협의 과정에 참여한다. 

1940년에 설립된 CQCM은 퀘벡 협동조합 및 뮤추얼 약 3,300개 기업, 총 10

만 명 직원 규모의 연합체이다. 지난 9월 퀘벡 정부가 개최하는 회의에는 정

부와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청년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독립하기 위해 어

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정부의 협의 과정에 공헌하기 위해, CQCM은 회원 기관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18~35세의 청년 리더들로 만들어진 그룹을 발족하여 자

신들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학교

와 노동시장까지의 성공적인 이동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

련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어 기업의 지속

성과,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촉진이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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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다. 

CQCM은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2020년까지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

형 협동조합의 지원과 중소 협동조합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CQCM은 협동조합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주택, 장례 

및 약국 등의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QCM의 또 하나의 전략으로 퀘벡 정부뿐만이 아닌 타 지역의 지자체들

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CQCM은 협동조합 간 

협력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전문가 풀을 구상했다. 

데자르뎅(Desjardins) 그룹의 CEO이자 이 연합회의 회장인 모니크 루루

(Monique Leroux)는 “퀘벡 협동조합 진영의 전략 계획인 ‘2020년을 향해서’

는 2020년까지 2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을 통해 조합원, 지역사회, 그

리고 퀘벡의 모든 이들에게 경제 및 사회적 힘을 보태고자 마련되었다”라

고 말했다. 

ICA 미주(Co-operatives of the Americas), 페루 생산부와 협약을 맺다 

ICA의 미주지부가 지난 9월 15일 페루 협동조합 부문의 성장과 통합을 위

해 페루 생산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여러 번에 걸친 회의 결과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ICA 미주와 페루 생산부는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 경제, 금융 

통합과 함께 청년 참여와 양성 평등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 공유, 교

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나갈 것이다. 

이번 협약은 협동조합 기업모델 촉진은 물론, 국가, 지역 수준에서 훌륭한 

협동조합 사업경영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페루의 

협동조합 부문을 위해 전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기관인 ICA가 정부

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협동조합 소식 |  협동조합 지원정책  149

ICA 미주는 2014년 12월 제3미주협동조합서미트에서 협동조합의 인식 제

고를 위한 카르타헤나선언문을 승인했다. 참가자들은 네트워크 강화, 연구 

프로젝트 전개, 청년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한편, 협동

조합과 차별성을 협동조합 정부 관계자와 의사결정자들에게 지속해서 알릴 

것을 함께 결의했다.  

출처: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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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협동조합 일자리의 질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황세원(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Ⅰ. 서론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만이 아니

라 질적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리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정

부의 정책과 제도 역시 그런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경

제, 특히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good job)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협동조합 부문의 일자리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 측

정이 가능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지표를 국가·기업·개인의 차원과 객관

적·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할 때, 그 중에서 개인·주관적 차원에서의 측정 지

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른 지표와 달리 일반적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일

자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좋은 일

자리를 판단하는 정도를 측정할 때 어떤 요건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협동조합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이기 위한 

요건’을 주관적인 차원에서 측정하는 조사를 실시한 뒤 협동조합 설립 유형

(노동자/사업자·소비자 협동조합)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데까

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가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1 등 다른 사회적경제 기

1 2014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

논 문 제2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당선작



제2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당선작 |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151

업과 비교할 때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협동조합과 사업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소비자협동조

합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조합까지 

포함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 

존재하지만 조합원의 주된 구성 측면에서 다시 노동자·사업자·소비자 협동

조합 중 하나로 나뉠 수 있다. 

협동조합 종사자 중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장 및 대표(CEO)를 포함한2 전 조합원,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는 다른 직장과 

겸직하지 않는 상근·유급 근로자이다.

Ⅱ. 기존 문헌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질문은 첫째, “협동조합의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어

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둘째, “협동조합의 조직 특성과 원칙, 가치를 반영

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셋

째, “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간에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가?”이다. 

국제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뤄져 왔다. 국제노

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DW), EU는 고용의 질(Quality in 

Work)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개발을 해 왔다. 

DW 지표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한다는 최종 목표 하에 4개의 

전략적 목표, 7개의 개념적 내용, 11개의 영역을 설정했다. 이 영역은 측정 지

동조합, 신협, 농협, 수협, 공정무역·공유경제·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에 협의회·연합회와 중간지원조

직 등까지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한다. 2014년 4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비자협동조합, 농협, 수협, 신협 등에 새마을금고, 장애인 표준사

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까지 포함한다. 

2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는 모든 노동자가 소유자이며, 임원과 비임원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에 이사장부터 전 임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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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사용된다. 

Bonnet 외(2003)는 국가 간 비교에 걸맞은 DW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기

업·개인 수준으로 논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방하남 외(2007)는 Bonnet 

외(2003) 등의 영향을 받아 ‘직업·직무특성’, ‘고용안정’, ‘발전가능성’, ‘보상’, 

‘근무조건’, ‘관계’ 등 기준으로 개인 수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자리 질을 측정할 때 ‘미션’ 또는 ‘사명감’을 주요한 

변수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 Bart(1996, 1997)는 조직 미션은 혁신과 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Dees(1998)는 미션에 대한 헌신은 사회적기업과 전

통적인 영리기업을 구별 짓는 요소라고 했다.(Miller & Wesley, 2010 재인용)

Brown, Carlton, Yoshioka(2003)는 미션에 대한 애착(mission attachment)이 노

동자의 직장 만족도,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강은나(2006)는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있어서 ‘사회적미션 지향

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했고 이용재(2013)는 조직의 비전이 

공유되고, 종업원과 조직의 가치관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길현종 외(2014)3는 ‘협동조합 근로자 실태조사’에 있어서 방하남 외(2007)

가 개발한 ‘한국노동패널’ 고용의 질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협동조합

의 가치 및 원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적 운영’, ‘공정성’, ‘협력의 

문화’라는 기준을 주관적 만족도 측정 부분의 질문에 추가했다. 

중대한 한계는 첫째, 길현종 외(2014)는 조합원이 곧 노동자인 ‘노동자협동

조합’과 꼭 그렇지는 않은 다른 협동조합(사업자·소비자 협동조합)과의 차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가 

근로 조건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다른 협동조합에서는 꼭 그

렇지 않다. 

둘째,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 미션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 

3 길현종·안주엽(2014).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세종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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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는 그 미션과 가치에 동의해서 조합원 및 직원이 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 기업과 다른 협동

조합의 특성 및 조직 유형별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지표 개발이 요

구된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의 가설은 첫째, 협동조합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요

건에는 사명감(mission attachment), 가치 일치도, 업무의 미션 기여도 등 ‘미션 

지향’의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우선순위에는 노동자협동조합 

종사자(조합원)와 나머지 협동조합 직원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노동자

협동조합 종사자는 보다 분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가치 및 미션을 구

현할 수 있을 때 이를 ‘좋은 일자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협동조합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의 요건에는 ‘민주적 운영’의 측면

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운영’의 항목을 ‘경영의 핵심적 의사결정 

참여’와 ‘근로환경 관련 의사결정 참여’로 나눌 때 노동자협동조합 종사자

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다 더 중요시할 가능성

이 높다. 

이 연구는 주관적 판단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관성

(subjectivity) 연구를 위한 방법론인 Q방법론(김흥규, 2008;1)을 사용한다. 

먼저 문헌 및 언론 보도 조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일자리의 특성’을 잘 표

현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100개 선정, 협동조합 및 노동 분야 전문가 4인4

에게 제시하고,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이기 위한 요건’에 더 부합하는 진술

문 36개5로 압축했다.

2015년 8~9월 중,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 25인, 소비자협동조합 직원 22인, 

4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교 주임교수,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

장,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5 원고 분량 제한 상 진술문 전체를 싣지 못 했다. 이후 출간되는 논문집을 참고하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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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협동조합 직원 5인의 조사 대상자(P표본)에게 1 대면 면접으로 36장

의 진술문 카드를 제시한 뒤, 분류지에 배열하게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이기 위한 요건’을 기준으로 각각 1~9점을 매기도록 했다. 1점과 9점

을 매긴 진술문 3개씩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PQmethod6로 요인분석해서 유형을 분류해 차이를 검증했고, 별

도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높은/낮은 점수를 준 진술문을 통해 설립 유형 

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연령과, 임금수

준 등을 조사했으며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임금수준 만족도를 –3점에

서 +3점 사이(7점 척도)로 매기도록 했다. 

응답자 연령은 40대(46.1%)와 30대(38.5%)가 가장 많았다. 임금 수준은 월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절반(50%)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임

금 수준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수가 0점(26.9%)에 표기했고, 특히 

사업자·소비자 협동조합 종사자 중 10명(37.0%)이 가장 낮은 –3점에 표기

했는데 이 결과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71.2%인 37명이 1점 이상을 줬으며, -3점을 준 사람

은 아무도 없었다. 이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 종사자들은 

임금수준의 만족도가 낮더라도 이에 비례해서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전체 P표본(52명)에게 받은 점수 평균이 높은 진술문과 낮은 진술문을 살

펴보면, 은 <표 1>과 같다. ‘미션 지향’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진술문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개인적 만족’ 항목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진술문은 낮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

6 PQmethod는 Q분류 자료를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김흥규, 2008:192) 

PQmethed 프로그램 파일과 사용법 매뉴얼은 웹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banasick.net/qmethod/qmetho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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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P표본에게 받은 평균 점수가 높은/낮은 진술문

진술문 평균 점수 소분류 대분류

10 ‘이곳은 내가 주인인  사업체’라는 주인의식이 있다. 6.4 사명감, 미션과 가치 일치도 미션 지향

9 ‘사람’에  투자하는 회사다. 6.1 사명감, 미션과 가치 일치도 미션 지향

5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5.9

근로환경 관련 의사결정 

참여
민주적 운영

32 근무  환경의 안전·보건 측면이 만족스럽다. 3.88 개인적 만족 개인의 발전

15 직원들의  조직 헌신도가 높다. 3.83 업무의 미션 기여도 미션 지향

33 동종  업계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3 임금 임금 및 안정성

특징적인 것은 ‘직원들의 조직 헌신도가 높다’(15번)과 ‘동종 업계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33번) 진술문이 유독 낮은 평균 점수를 받은 것이다. 협동조합 

종사자는 조직 중심, 또는 일체성을 높이는 식의 표현이나 기준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일자리 평가기준에 비해 협동조합 일자리에

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소비자 협동조합 직원들의 응답만 따로 보면, 전체 및 노동자협동

조합의 응답과 달리 ‘내 소유권(지분)이 명확하고 내가 기여해서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의식이 있다’(11번)라는 응답의 평균 점수(3.78)가 상대적으로 낮았

다. 직원이 곧 조합원이며 소유 주체인 노동자협동조합과 고용-피고용 관계 

하에 있는 나머지 조합 직원들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PQmethod 프로그램에 따라 Q분류 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로는 3가지 유

형이 도출됐다7. 해당 유형을 구성하는 진술문 중에서 Z값(Z-Score) 기준 상

위 진술문과  하위 진술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그 중 첫 번째 유형은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시’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8. 

7 PQmethod는 요인분석 시 몇 개의 요인을 도출할지를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는 3개 

요인을 택해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40개)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Q방법론에서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 의도와 목적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김흥규, 

20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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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

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유형으로, 개인의 발전과 임금 수준

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이 유형에서 해당되는 응답자 20명 중 15명은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이었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중 유형 1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시)

진 술 문 Z값 대분류

10 ‘이곳은 내가  주인인 사업체’라는 주인의식이 있다. 1.95 미션 지향

5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

다. 
1.52 민주적 운영

23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1.08 관계

26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다. -1.65 개인의 발전

30 이 일을 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 대중, 동료, 고객들에게 존중받고 있다. -1.53 개인의 발전

33 동종 업계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1.92 임금 및 안정성

두 번째 유형은 ‘가치 지향 일자리 중시’형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

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자아실현에도 기여하는 일을 원하는 반면 ‘임금 및 

안정성’ 항목에는 공통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이 유형 응답자 12명 중 9명

이 사업자·소비자 협동조합 종사자였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중 유형 2 (가치 지향 일자리 중시)

진 술 문 Z값 대분류

23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1.79 관계

14 내 업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76 미션 지향

27 업무가 나의 자아실현에 기여한다. 1.60 개인의 발전

34 위기를 맞아도 함께 이겨낼 것이므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1.48 임금 및 안정성

35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될 위험이 없다. -1.64 임금 및 안정성

36 고용이 안정적이다. -1.76 임금 및 안정성

세 번째 유형은 ‘근무 환경 중시’형이다. ‘사람’에 투자하는 회사, 임금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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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상 체계를 직원들이 직접 만들고, 각자 작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미션 지향’ 항목들에는 낮은 점수를 줬다. 이 유형

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8명으로 사업자·소비자 협동조합 직원이 6명,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이 2명이었다.

<표 4> 요인분석 결과 중 유형 3 (근무 환경 중시)

진 술 문 Z값 대분류

9 ‘사람’에 투자하는 회사다. 1.83 미션 지향

4 임금과 성과보상 체계를 직원들이 직접 만든다.    1.60 민주적 운영

6 나는 내 일의 작업 내용이나 방법의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1.47 민주적 운영

12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1.20 미션 지향

20 동료들이 일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서로 돕는 편이다.  -2.19 관계

15 직원들의 조직 헌신도가 높다. -2.36 미션 지향

Ⅴ. 결론 및 제언

52명의 협동조합 종사자에게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이기 위한 요건’을 Q

방법론에 입각해서 묻고, 요인분석으로 분류한 결과,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

시’, ‘가치 지향 일자리 중시’, ‘근무 환경 중시’형의 3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시’ 유형에 포함된 응답자의 대다수가 노동자협동

조합이라는 점, ‘가치 지향 일자리 중시’형 응답자 중에서는 사업자ㆍ소비자 

협동조합 직원이 많았다는 점은 ‘좋은 일자리’ 기준 안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려줬다. ‘미션 지향’과 ‘민주적 운영’이 중요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공통적이

었다. 

종합하면, 협동조합의 일자리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션 지향’과 ‘민주

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야 하며,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일자리의 

핵심 요건을 직접 만드는 점, 사업자·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 가

치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좋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핵심 요건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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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가 있다. 

한편 조직헌신도와 임금 수준과 같은 기준으로 협동조합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면  실제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

겠다. 이 연구는 ‘협동조합 일자리의 질 측정 지표’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 지

향점으로 삼고 있을 뿐 그 구체적 항목과 질문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지

는 않았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협동조합 일자리의 질 측정 조사가 이뤄

진다면 여기서 도출된 항목을 기준으로 개인적·주관적 측면의 지표와 세부 

질문을 구성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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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평

『식품주식회사』 엄은희 (부산대학교 HK교수)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1 봄 (2호)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4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154 155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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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1 여름 (3호)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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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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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1 가을 (4호)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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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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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1 여름 (3호)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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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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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1 가을 (4호)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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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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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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2 봄 (6호)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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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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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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2 봄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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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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122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3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4

돌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145

서평

『자본주의, 그 이후』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59

  생협평론 2012 여름 (7호)   생협평론 2012 가을 (8호)

길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독자를 기다리며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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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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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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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뽀

농민의 꿈 안미선 (르뽀작가) 122

돌발논문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이계삼 (765kV 송전탑 반대 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 사무국장) 134

서평

『협동조합, 참 좋다』 이정주 (쿱스토어 대표) 146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축하하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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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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122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3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4

돌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145

서평

『자본주의, 그 이후』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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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독자를 기다리며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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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57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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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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뽀

농민의 꿈 안미선 (르뽀작가) 122

돌발논문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이계삼 (765kV 송전탑 반대 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 사무국장) 134

서평

『협동조합, 참 좋다』 이정주 (쿱스토어 대표) 146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축하하며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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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염찬희 (편집위원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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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장)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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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2

돌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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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64

이슈

아이쿱생협, 물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회복 운동에

뛰어들다

이미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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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130

협동조합소식 

높아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상과 평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생협평론 2013 여름 (11호)   생협평론 2013 가을 (12호)

길잡이

협동조합,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하나 염찬희 (편집위원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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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담회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66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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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74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164 165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생협평론 2013 겨울 (13호)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7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4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30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45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56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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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생협평론 2014 봄 (14호)

길잡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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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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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75
164 165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생협평론 2013 겨울 (13호)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7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4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30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45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56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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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생협평론 2014 봄 (14호)

길잡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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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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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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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166 167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생협평론 2014 여름 (15호)

길잡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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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 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54

좌담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64

이슈

규제 완화라는 재앙, 그리고 의료민영화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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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2 『소비자 협동조합 인수 시도에서 얻는 이론적, 실용적 함의』 이경수



2013 11-1 『규모화 vs. 참여: 협동조합 딜레마?』 이경수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경수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이경수

2013 9-3 『지역복지·어른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이경수

2013 9-2 『자주관리돌봄: 협동조합접근방식』 이경수

2013 9-1 『식품부문의 협동』 이경수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이경수

2013 8-1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 이해』 이경수

2013 7-1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 이경수

2012 6-1 『소비자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발전 접근법』 이경수

2012 2012-5 『로치데일의 의미: 로치데일 선구자조합과 협동조합 원칙』 이경수

2012 2012-4-3 『협동조합 녹색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다-캐나다 재생 에너지 분야 보고서』 이경수

2012 2012-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 이경수

2012 2012-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조언 Tips』 이경수

2012 2012-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 이경수

2012 2012-3-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사례연구』 이경수

2012 2012-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이경수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이경수

2012 2012-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 이경수

2012 2012-1-2 『2008년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이경수

2012 2012-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룩할 것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 이경수

4. 생활과 동향

발행년도 번호 제목 연구자

2014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손범규

2014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지민진

2014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생각하기』 손범규

2013 1호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발표』 지민진



5. 자료집

발행년도 보고서제목 내용

2015 『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금융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간담회 2015

2015 『경영연구동아리 2015 논문집』 동아리

2014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GSEF 2014-iCOOP 
SESSION

2014 『제1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공모전 2014

2014 『아이쿱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 제35회 포럼

2014 『아이쿱생협 생산자에게 듣다』 제30회 후속교육

2014
『영국 코퍼라티브 그룹의 위기와 거버넌스 개혁』, 『파고르 가전 파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34회 포럼

2014 『윤리적 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제33회 포럼

2013 『CS자유대학 - 수강생 격언집』 기타

2013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2년 활동 자료집』 동아리

2013 『한일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 발표』 제30회 포럼

2013 『농지가격이 친환경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28회 포럼

201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아이쿱생협 국제포럼

2013 『윤리적소비와 시민사회』 

2013년 시민사회포럼·

한국NGO학회·(재)아

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 포럼

2013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3

2013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제29회 후속교육

2013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 회복 활동』 제28회 후속교육

2013 『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제29회 포럼

2012
『일본 생협매장 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저자에게서 듣

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

26회 포럼

2012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1

2012 『ICA 총회 및 해외협동조합 연수보고회』 제26회 후속교육

2012
『유럽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 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

협 이사회 분석』 
제25회 후속교육

2012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2

2012 『제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8

2012 『2012 해외협동조합탐방의 열매를 나누다』 제24회 후속교육

2012 『한국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2012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제27회 포럼

2012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제24회 포럼



2012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재)아이쿱협동조합연

구소·(사)학교급식전

국네트워크 공동포럼

20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역할』 한국사회포럼 2011

2011 『협동조합기본법해설』 제23회 후속교육

2011 『2011 스웨덴, 덴마크협동조합 – 북유럽협동조합, 사회복지 기관방문 연수보고』 제21차 후속교육

2011 『아이쿱생협 직원 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제19회 포럼

2011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제20회 후속교육

2011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재)iCOOP협동조합연

구소 5주년 기념 심포

지엄

2011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동아리 2011

2011 『제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7

2011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보고』 제16회 후속교육

2011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제23회 포럼

2011 『iCOOP생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제22회 포럼

2011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제21회 포럼

2011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제20회 포럼

2010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제14회 후속교육

2010 『아이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제18회 포럼

2010 『아시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ICA/iCOOP 생협 워크숍』 기타 2010

20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동아리 2010

2010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6

2010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10

2010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제13회 후속교육

2010 『개정 생협법 이해』 제12회 후속교육

2010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제16회 포럼

2010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제17회 포럼

2010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제15회 포럼

2010 『생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14회 포럼

2010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제13회 포럼

2009 『2009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공모전 2009

2009 『생산과 소비의 상생 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우리밀1%의기적10%
의희망을위한정책세

미나 

2009 『제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5

2009 『생협의 노동과 임금』 제12회 포럼



2009 『국제협동조합연맹(ICA)가입과 생협의 사회적 책임』 
iCOOP생협 ICA가입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제11회 포럼

2009 『한국의 조세_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제9회 후속교육

2008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 –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리기운동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iCOOP생활협동조합

연구소 2주년 기념 심

포지엄

2008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공모 수상집』 공모전 2008

2008 『제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4

2008 『람사르총회와 논습지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제10회 포럼

2008 『광우병 촛불정국에서 생활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제9회 포럼

2008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제8회 포럼

2007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경제와 생협운동』 제6회 포럼

2007 『우리밀 생산과 소비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제5회 포럼

2007 『제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3

2007 『한일생협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iCOOP협동조합연구

소 창립 1주년 기념 심

포지엄

2007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제4회 포럼

2007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iCOOP생협 10주년 기

념 심포지엄

2007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제6회 후속교육

2007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제4회 후속교육

2007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제7회 포럼

2006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제1회 포럼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후속교육 자료집』 제1회 후속교육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1

2006 『제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생협아카데미 2

2006 『생협인프라의 사회적활용과 그미래』 출판기념 토론회

2006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제3회 포럼

2006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제2회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