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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김찬호  

편집위원장



 

 

—수운水雲 최제우 

 

 

겨우 한 가닥 길을 얻어  

걸음 걸음 험한 길 걸어가노라 

산 밖에 다시 산이 보이고 

물 밖에 또 물을 만나도다 

다행히 물 밖에 물을 건너고 

간신히 산 밖에 산을 넘어 왔노라 

바야흐로 들 넓은 곳에 이르니 

비로소 대도大道가 있음을 깨달았노라 

안타까이 봄소식을 기다려도 

봄빛은 끝내 오지를 않네 

봄빛을 좋아하지 않음이 아니라 

때가 아닌 탓이지 

올 만한 절기가 이르고 보면 

아니해도 자연히 오네 

봄바람이 불어 간밤에 

일만 나무 일시에 알아차리네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네 

삼백예순 날이 되면 

삼백예순 송이가 피네 

나 한 몸이 다 바로 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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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집이 모두 바로 봄일세 

나 하나 꽃 피고 네가 꽃이 되면 

온 세상이 하늘 사람 꽃 바다가 되네 

 

‘바다 이야기’라는 간판이 도시 곳곳에서 눈에 띄던 시절이 있었다. 

도박장의 이름을 은유적으로 지은 것인데, 보물이 숨어 있는 대양을 

상상하게 하는 명명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토지를 사랑하는 사람

들’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본 적이 있다.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공부

하는 사람들? 토양의 건강한 보존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게 아니었

다.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최근에는 개인 주식 투자자

들이 ‘동학 개미’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영끌’이라는 말도 자주 들린

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지극히 현세적인 욕망들을 사뭇 인문학적

이고 생태학적인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는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작동하는데, 노동시장, 상

품시장, 금융시장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노동자, 소비자, 투자자로서 

그 시장에 참여한다. 산업화 초기에는 거의 모두가 노동자의 정체성으

로 살아간다. 어느 정도 잉여가 축적되면 소비자의 정체성이 확장되는

데,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비사회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그러다가 IMF 금융위기를 지나 2000년대 이후 저성장기가 길

게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속히 팽창했고, 노동 소득

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게 된 이들이 대거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 가상화폐 시장이 빅뱅을 일으켰다. 가상화폐

는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고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

능하기에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리느라 일상이 무너진 이들이 적지 않

다. 문제는 그것의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체도 없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판매하는 폰지 사기Pon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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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라는 견해가 있고, 대박을 노리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거품에 불

과하기에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그늘이 있다. 성장의 동력이 크

게 약화된 가운데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나타나고,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져 양극화

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과 AI 기술혁명은 그러한 사태를 

가속화하고, 여기에 기후 위기까지 중첩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

능성이 흔들린다. 사회 자체의 재생산과 인류 전체의 존속이 위태로워

지는 상황에서 무기력과 좌절감이 만연하고, 특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도박성 머니게임에 뛰어드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지금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 다방면으로 모

색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을 중심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구체

적인 방안들이 쏟아진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이 대중의 공분

을 자아내고 주식회사 남양분유의 대리점 갑질과 ‘불가리스 파문’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에서 확인되듯이, 이제 윤리적인 경영은 허울 

좋은 장식품이 아니라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현실에서 암시되듯이, ‘친환경’은 기업의 사

활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된다. 경제 시스템의 성격 자체

를 탈바꿈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그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요체는 무엇인가. ‘사회’의 

복원에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다. 인간은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사회에 의존해서 생존을 영위해왔고, 경제의 영역도 사회를 전제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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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다. 그러나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설파했듯이 근대 자본

주의 체제에서는 사회가 경제에 흡수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시장 원리

로 세계를 조직하면서 사회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는 사람들의 단순한 군집이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유대 속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그러한 

공동성을 회복하는 데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호의 특집은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적경제의 정체

성’이라는 주제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

대회’의 주제인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Deepening Cooperative 

Identity”를 의식하고 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맨체스터 총

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 가

치, 원칙을 4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논의

들이 여러 소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리라 예상된다. 정체성은 한 번 

정의내리고 합의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시대적인 정황과 과제

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탐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심

화된다. 

이번 특집에 실린 원고와 좌담은 그동안 한국에서 전개되어온 사회

적경제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정체를 되묻고 앞으로 나

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 김종걸 교수는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거시적

인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의와 위상을 짚어준다. 신명호 

교수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자취를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더듬

어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변모해온 과정을 정리한다. 강민수 센

터장은 사회적경제가 소망하는 세상을 자신의 실존적인 동기 및 여러 

관련 논의들 속에서 규명하면서 운동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안한다. 김

정원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내세우는 원칙과 가치들이 고귀하지만 실

제로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해온 것임을 조목조목 일깨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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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찰과 저항의 정신을 주문한다. 김성기 대표는 포용적 혁신성장이

라는 전망에서 사회적경제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를 진단한다. 그리고 좌담에서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회적경제의 자

화상을 함께 그리면서 향후 나아갈 바와 정책적 의제를 토론한다. 

지금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리기에는 우리 사회의 토양이 너무 척박

하다. 무엇보다도 사회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공정에 대한 요구

가 드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각개전투의 형식적인 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질 뿐 사회적인 연대의 지평이 빠져 있다. 그런

가 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갈수록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민감해

지는 반면 조합원의 정체성은 예전보다 모호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성의 원리를 통해서 대안적인 노동과 유통과 소비를 재

구조화하는 ‘사회적경제’의 틈새를 찾아서 넓히는 것은 녹록지 않은 

소임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도모하는 협동의 길을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사회’의 본질은 공론장이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합의를 만들어가

는 마당이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 공동체의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

해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면서 민주주의의 공간을 창조하는 실험이다. 

그런 점에서 익명의 체제로 유지되면서 개개인을 왜소하게 만드는 자

본주의와 관료주의와 차원을 달리한다.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맹목적으로 달

려드는 가상화폐 열풍, 오로지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도박성 

주식 거래와도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동학을 창시한 수운水雲 선생이나 그 후계자인 해월海月 선생 등이 

‘동학 개미’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새로운 세계관

이나 공동의 비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동학’을 갖다 붙이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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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설이다. 동학이란 무엇인가. 최근에 최제우 선생의 《동경대전東經

大全》을 새롭게 번역하고 자세하게 해제한 도올 김용옥 선생에 따르면, 

동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었다. 철저하게 실천 중심의 종

교였는데 그 실체는 뭇 생명에 깃든 한울님을 모시면서 모두가 대등

하게 만나는 공동체로서, 일종의 협동조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고 한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보편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선언함으

로써 왕정을 극복하고 근대 시민사회의 문을 여는 데 핵심적으로 기

여한 동학운동에 협동조합의 원형이 담겨 있었다니! 앞으로 그 점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는 갈 길이 멀다. 내부적으로도 허술하고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궤도를 바꿔낸다

는 목적을 포기할 수 없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넘어 도덕적 인간으

로의 전환, 삶을 깊고 넓게 아우르는 시선으로 문명의 존재 방식을 리

모델링하는 운동을 꾸준히 꾀해야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만물의 연

기緣起를 도모하는 생명 공동체를 지향한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

서 안온하게 공존하는 존재들의 어우러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현

될까.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네/ 삼백예순 날

이 되면/ 삼백예순 송이가 피네/ 나 한 몸이 다 바로 꽃이면/ 온 집이 

모두 바로 봄일세/ 나 하나 꽃 피고 네가 꽃이 되면/ 온 세상이 하늘 

사람 꽃 바다가 되네” 19세기 중엽 수운 최제우 선생이 쓴 이 시는 민

중의 깨우침과 세상의 개벽을 기다리고 있다. 저마다 혜안을 밝히면서 

봄기운을 불러오면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피우리라고 노래한다. 각성

한 개인들이 오롯한 주체로 독립하면서도 서로를 하늘처럼 공경하는 

‘모둠살이’를 동학은 꿈꾸었다. 저마다의 모양으로 피어난 꽃들이 드

넓은 꽃바다를 이루는 것이 동학혁명이 빚어내려 한 ‘사회’였다. 그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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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은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기운으로 생동하는가. 사회적경제의 

씨앗은 어디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언제가 맞이할 그 화사한 개화

開花에 가슴 설레면서 오늘도 함께 텃밭을 가꿔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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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생협평론》이 1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개최하는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래서 이번 《생협평론》의 주제는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으로 정했

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민을 나누면서 새롭게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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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석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정책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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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과장  

최 솔비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대리 

 

사회  

김찬호  《생협평론》 편집위원장 

때 : 2021년 4월 30일 오후 2시  

곳 : 아이쿱신길센터 배우락

특집

좌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각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빠띠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론장이나 플랫폼, 데이터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시민 참여 공론장이

나 시민들이 커뮤니티, 워킹 그룹을 꾸려 목표를 이뤄가는 거버넌

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이나 활동이 어떻게 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민주적인 소통과 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입사했고, 사회

적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 및 국제 협력 업무

를 맡아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해외 단체들과 교류하거나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책연구팀에서 

해외 사회적경제 정책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해부터는 협동조합본부에서 협동조합 교육 업무를 맡아서 협동조

합 활동가들이나 지원 기관에 계신 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업종

별 협동조합 특화 교재를 만드는 사업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

니다. 

 

      저는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15· ·



는 계속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다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처음 

사회적금융을 접하고 개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

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나는조합에서는 지금 사회적금융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 

담당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들에 

융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는 계속 연구직으로 일하면서 정책 관련해서 정당 정책 등을 연구

하다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부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

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종 선거 때 공약을 제

안하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생태계 구축 조사 연구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SNS의 ‘So-

cial’인 것 같습니다. 그 단어에서 우리가 ‘사회’라는 의미를 의식하

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SNS와 같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많

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건 국가나 시장과는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은 누구에게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에게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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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좋

은 일’ 이상의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으므로 한마

디로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저는 그럴 때,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나 조직의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을 소

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설명합니다. 

 

      작년까지 사회적경제지원실에서 해외 유관 기관과 소통하

면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일을 했는데요. 국내 사회적경

제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사회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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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의, 범위, 활동 조직에 대한 안내 책

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에서는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정

의를 사용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의 정의나 정체성은 

자본이 주인이 되지 않는 영역, 즉 사람들이 모여서 자본을 자신의 

목표와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외국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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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은 정부 주도적인 나라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된 나라가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조금

씩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나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도 방점

을 두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아직도 사회적경제는 토론

하고 토의하면서 만들어가는 분야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국내 

사회적경제가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인증제도, 사

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유럽에서는 오랜 시간 토론하고 

토의하며 이루어온 것을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시

켰고,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특이하다고 여깁

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도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잘 모르고, 협

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협동조합 정도는 그래도 들어봐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오

히려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마을기업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

의 개념을 그나마 조금 이해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연한 기회에 지역에서 하는 마을기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뒤

로 다른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떤 회

사에 다닌다고만 생각했는데, 할머니께서 실제로 참여하는 일이 되

면서 이제는 다른 가족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보다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더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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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 

 

      사실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에서

는 다른 의미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과 ‘경제’라는 

두 단어도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되는 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는 어린 자녀가 아빠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에

게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지 않게 형제나 자매처럼 같이 도

와주는 게 박애다’라고 설명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박애에서 출발

한 게 사회적경제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

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게 사회적경제라고 간단히 설명해줍니다. 그

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연대가 뭔지, 왜 연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좋은 걸 자기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데 왜 나눠야 하느냐는 식의 개념적 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동생

이나 친구가 다치거나 하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설

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알아들을 정도로만 설명이 된다면 가장 확

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

상적인데, 특히 우리는 사회적이라고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연상되는 경향도 있죠.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문제를 개인

의 몫으로 떠넘기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의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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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함께 푸는 이런 접근이 사회적인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을 듯합니다. 개념의 혼

동이라기보단 개념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개념 자체에 대한 모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적경제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실 때 생각했던 것과 실제 일하면서 

느낀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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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 즉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수익 배분 원칙, 국가로부터 독

립된 기구, 호혜, 상생, 연대와 같은 것들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

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원칙들은 현장에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다른 조직들을 거쳐 오면서, 그리고 

지금 민주적인 조직 운영과 사회 변화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빠띠에서 일하면서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그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22 생협평론·2021 여름·43호

신형석,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정책국 팀장



것들에 담기는 가치가 민주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활동으로 사

회를 조금 더 민주적인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

지만 현장에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토론을 통한 합의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나, 현장에 적용할 지속 가능

한 방법들은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서도 그랬지만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일하는 현장의 괴리가 클 

때,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것과 실제 내가 부딪히는 것의 온도 차

이 때문에 활동가들이 내적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

에 다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빠띠에서 실제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툴킷으로 정리해서 공공재로 만들거나 

강의로 나누며 다른 활동가들을 만나는데,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

는 게 단순히 논의의 장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값을 비슷하게 만들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논

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성원에게 맥락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금융이라는 게 포용적인 금융의 역할을 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있지만, 일단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가치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자금일수록 대손이나 상각 같은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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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저희에게 대출을 해주면 그걸 재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

에 지자체의 계약 주체는 저희고, 재대출에서 나오는 사고에 대한 

손실도 저희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여기서 오는 리스크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사회적인 가

치나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오는 어려움이 일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회적금융 기관과도 협업

하고 있는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금융도 최근 단기간에 공공의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렇게 공

급 자체가 늘어난 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만큼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은 ‘사회적’이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이 정말 양립할 수 있는 것일

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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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과 생존이 아닐까 합니다, 같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 생존은 자생일 수도 공생일 수도 있고,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됩

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 실사를 가보면 매출이 거의 없

는데도 고용 조정을 할 수는 없어서 그저 견디고 있다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견디기만 해서는 결

국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조율하면

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이 시국을 같이 넘길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

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일이 모두 혼자 하는 일이었습

니다. 보고서도 혼자 쓰고, 연구도 혼자 했는데, 비영리단체에서 처

음 일하고부터 지금 있는 조직까지 봤을 때 의사결정이나 방향 설

정이 정말 느렸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

이 실무자로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정

말 좋았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느리고 천

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의 경

우에는 마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진행할 때도 있지만, 

일단 조직 내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사람들의 모든 의견

을 듣는 것도,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해

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회원이다 보

니 각 사회적기업 회원사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안타까

운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단지 공공 부문에 들어갈 때 필요

한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도 꽤 있었

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보다는 단지 인증 자체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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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

니다.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입사했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했지요(웃음).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사회적 가치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을 기업

이 적어도 이 제도 안에 들어와서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본질

적으로 갖춰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사람이라는 

것. 자본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구성원이라든

지 기여하고 싶은 대상이라든지 등 사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

는 조직이 된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정 능

력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왜 다른 중소기업과 다르게 특

별히 지원해줘야 하냐고 할 때, 사회적경제 기업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조직은 ‘스스로

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경영과 운

영 방식을 돌아보고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주변 이해관계

자에게 피드백을 받고 자정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본질적으로 사회적경제가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는데, 역사가 짧

고 그 출발이 정부 주도적이다 보니, 이전부터 있었던 일부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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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직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

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천적인 뿌리에서 약점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기존 시스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

도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지배구조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본

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경우

에 국가에 종속되어 관료주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쟁 속에서 어디까지 이윤을 추구해야 할지, 생존이 중요하

지만, 이윤이 최고인 것도 아닌, 아슬아슬한 딜레마 상황입니다. 외

국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

고 있습니까? 

 

      일단은 부러워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

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100년을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10년, 20년 만에 여러 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해당 영역이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걸 정부가 인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수십, 수백 년을 지나왔던 것에 

비하면 한국은 빨리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부러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당연

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문제지만, 정말 부러워하는 곳도 많은데 그만

큼 우려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

던 것은 정부 정책이나 지원제도 때문이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

다. 하지만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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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프랑스에서 몇 년간 지내면서 보

니 거기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조합’

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무슨 사회적 가치나 연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물건이 괜찮으니까 

쓰는 겁니다.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일부러 할 필요

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급속한 시간 내

에 커지다 보니까, 이건 첫 번째 질문과도 연계가 되는데,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계속 홍보를 해

야 하고, 홍보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아 그 방안을 찾는 데에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를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홍

보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은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의 측면에

서 보자면 일반 시민, 공무원 등 대상을 구분하고 범주화했을 때 각

각의 홍보는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니까 그 점

은 참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

십니까? 

 

      이해할 만하면 해당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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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웃음). 또 담당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

니다. 

 

      앞서 말씀하신 일반 시민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외국의 경우 긴 시간 동안 논의하고 법안을 마련해왔다

는 건 그만큼 시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들을 정의하면

서 만들어갔던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빠

르게 성장했고, 이에 대해서 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맥락인지 공유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 기여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측면

이 더 강조되어 홍보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까요?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요. 단순히 사회적경제가 사회 기여, 

윤리적 소비로만 홍보가 되기에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아닌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사회적 동의가 마련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속도 측면에서는 시장이 더 빨리 따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라는 어떤 인증을 받지 않

아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도 많아서 더 고민이 되

기도 하고요. 조금 달리 생각해본다면 단순히 이 제품을 사면 누군

가에게 도움이 된다고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와 시민들의 삶에 어

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 감각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사회적경제라는 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새

롭게 설정될 때 의미가 사는 건데, 지금 소비자 차원에서 우리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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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만큼 인식의 변화가 없지요.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기업들

이 더 앞서가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회적

경제가 계속 존립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방향

을 잡을 것인가, 그래도 희망의 실마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정작용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거기에 더해서 개방성을 갖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

직마다 성격도 활동의 맥락도 다르지만, 비전이나 이루고 싶은 모

양이 비슷하다면 사회적경제 안팎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갈 것

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나눈다면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기준은 

필요하지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쪽 영역에서 일하

면서 생각보다는 개방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강

점으로 작용했을 때는 유대감이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연대, 이

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작용하면 

외부에서 느껴지는 진입장벽이 높고 확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해도 

1인 기업인 경우도 적지 않고, 앞서 논의된 것처럼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

구일 뿐인 경우도 많아서,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생활에 녹아들기도 힘듭니다. 특별한 제품, 특별한 

기업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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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품질이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은 가치 중심적인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

다. 정부 주도로 공공구매 우선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더 유

리한 위치에 있는 점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생력이 떨어지는 단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제한된 시장 내에서는 고지

를 선점할 수 있지만, 일반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

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떻게든 조성되고 있고, 그 면적도 확

대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

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국가가 시장을 보

호해줄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온실 속에서 탄생하고 성

장했지만, 경쟁 시장에서도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장한 기업도 있고, 공정무역 같은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이 워낙 품질도 높고 시장 선점과 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에는 인지도, 공감도, 구매 욕구가 각각 존재합니다. 사회

적경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인지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가치와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공감도, 물건을 구매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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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제품을 사고 싶다고 느끼는 구매 욕구는 각각 다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본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체험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일까지일 것입니다. 공공구매 외에 국가가 

민간 시장 부문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구매 욕구를 촉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공감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결국 현장의 역할

이 관건이지요. 현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간

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인지도와 공감을 높이는 역할이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역할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

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과 제도, 정책

을 만들어 다양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볼 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지도와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

공구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지도와 공

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제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입사를 준비하던 즈음에는 주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얘기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없거나 단순 봉사단체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32 생협평론·2021 여름·43호



대해서 굳이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빅이슈, 아름다운가게, 생협 

매장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생겼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소

개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빅이슈코리아》의 경우에는 KBS 〈다

큐멘터리 3일〉에 소개되고 나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지도와 공감도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공략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알아야 다음 세대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사회적경

제 영역에 들어올 인재 풀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다행히 요즘 아이

들이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스스로 운영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체험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역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사회적경제를 잘 몰랐

는데,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입장에

서 실제로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재 육성 프로

그램 같은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고민도 많고 가치 충돌의 순간도 

많이 일어납니다.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두 가지 가치를 공

동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실무를 하다가 현장과 직접 소통할 때 정

확한 비전이나 미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치 판단의 결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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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순간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실무자들 대부분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일하면서 가

치에 공감하고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저도 그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점이 이 영

역에 머물러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역에서 

어떤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거나 당사자 역할을 하는, 이미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실무진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 계속 이렇

게 일하다가 소진이나 소모의 한계에 닥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조직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역할일 수도 있지

만, 가치 중심으로 일하는 모든 조직원이 가지고 있는 갈증의 하나

인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

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영세 기업들은 이제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

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지요. 문제는 이들

의 노동을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고 돈만 주면 수많은 풀에서 골라

서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가

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성 소모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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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협력해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협동조합은 이런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를 통해 플

랫폼과 거대 자본에 대응해서 협상력을 가진다거나 정부에 필요한 

것들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등 하나의 새로운 상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빠띠에서 만들고자 하는 활동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배달 시장에서도 그

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거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숙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공

론장을 열고 그 안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나누고, 합의점

을 도출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의견을 연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

요. 사회 안에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해관

계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알리

며 다양한 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사

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사회

적경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드러나고는 있

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연대와 공론장에서

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 사회적경제가 더 힘을 쏟

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회적기업이라면 인력 조정은 최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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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게 일반적인데, 코로나19 시국에는 그런 원칙도 지키기 어

려운 현실입니다. 사회적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개

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까지 원

래 공공이나 국가나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대신 보호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오니까 사회

적기업도 인력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보니,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

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길어지고 다른 재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전폭적으로 뒤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가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관심이 있고, 

이런 가치들이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런 변화의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고민해왔던 사회적경제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발맞

춰서 자신들이 쌓아왔던 고민과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서는 국제적인 연결망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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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

던 조직은 EU 사회적경제 커뮤니티Social Economy Community였습니

다.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온라인 아카이브를 개설한 것입니

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동원, 사회적기업 지원 플랫

폼 안내, 웹 세미나, 공공과 민간의 자금 지원, 각국의 정책 대응 사

례, 가이드라인 및 연구자료 등 유럽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합해서 국가별 자료를 업로드하

고 누구나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ICA도 의료품 수급

과 같은 긴급조치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협동조합 간 경험을 공

유하는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각국의 정보

들을 발 빠르게 취합, 공유,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

면 이것은 그들이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위기를 사회적경제 연대 

차원에서 극복해본 경험이 부족했죠.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벤치

마킹해서 다음에 비슷한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도 다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려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아니면 중

간에라도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

간이 필요할 겁니다. 완충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발생한 정부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공백을 대신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사회적경제 기업이 채

워주고 있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했던 활동들이 언론에 다양하게 보도가 되었

고, 그것을 계기로 알게 된 시민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 위기가 아니었으면 잘 드러나지 않았을 기업

들도 알려지게 된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예상 

밖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너무 장기화하다 보니 비즈니스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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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한계도 이와 함께 드러나고 있지요. 

 

      저도 기업들을 만나보면서 코로나19 위기가 기업들이 가진 

한계가 드러난 계기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끝

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

고,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속에

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

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융

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완충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한 완충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것처럼 기업을 지지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

하고, 유기적으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도 비즈니스라는 측면을 잊지 않

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인력 고용을 유지하는 착한 기업이라

는 모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출근을 교대

로 하는 등 방식을 바꿔서 서로 어려움을 분담하고 인건비나 고정

적인 지출도 줄여가면서 기업이 유지될 수 있게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사회적기업에게 비

즈니스모델부터 다양한 측면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시장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신자

유주의도 다소 주춤하게 되고 국가의 기능이 커지게 되는데, 사회

적경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시장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틈새, 거기에서 새로운 사회적 여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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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

로 떠오르는 사례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가 신음하는 공통의 위기입니다. 

모두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먼저 일어설 수 있는가가 

곧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회복이나 사회 

재건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장점은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

회적경제가 우리 사회 재건 과정에서 속도만을 중시한 회복이 되

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정부에 조언을 해주고, 또 사회적 자본

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만들어놓았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조력

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경험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정말 가치 중심적

이고 인간 중심적인 모델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

기 상황이 기술 기반이나 플랫폼,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가속하

고 우리 사회에 끌어들이게 되면서 그 이면에 고립이나 배제도 자

연스럽고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

력을 간과하거나 노동이라는 가치를 폄하하는 부정적 측면들이 많

이 드러나고, 그것이 SNS 등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합

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측면들이 사회적경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

까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이런 정체성이 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키

고, 정책적인 의제에 있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델이나 방식을 추구하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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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합

니다. 예를 들어 보통 공공구매와 관련된 곳들은 원자재비는 낮아

졌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

생한 이익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장 먼저 걱정했던 분야는 문화예술, 돌봄, 여행업 등이었

습니다. 돌봄 분야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니까 오히려 다시 

수요가 늘기도 하고 어차피 필요한 서비스니까 어느 정도 기업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여행이나 문화예술 업종은 정말 타격이 크고 

힘든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사회적경제의 근원적인 정체성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공공 분야에 납품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

에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일

부러 찾아서 매출을 발생시켜주는 협업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렇게 ‘같이 살자’라는 연대의 기본 정체성이 지금 시점에 가장 추

구해야 하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는 《생협평론》에서 꼭 한

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경제는 국가나 

시장과 달리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되

살려내고 상기시키고 확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 필요한 것이 교육일 수도 있고, 비전을 계속 함

양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너무 낭만적이

고 이상을 추구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적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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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가 현실과 동떨어

진 이상을 추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현실을 다듬어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영끌 투자’란 말이 있는데, 그 영혼이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발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집어봤습니다. 정체성

이라는 것은 누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우리가 계속 이

렇게 만들어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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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특집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이 글의 첫째 과제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에 있

다. 그 옛날 그리스의 정치인이었던 페리클레스Perikles, B.C.495~B.C.429

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사자를 추도하는 연설에서, 아테네는 민주정

民主政을 통해 존경받는 강력한 제국이 되었으며, 시민 모두가 높은 수

준의 정치₩문화 생활을 향유한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고귀하게 싸우

며 죽어간” 전사들의 유족을 위로하며, 그들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모든 양육비를 책임질 것이라 선언했다.1 

페리클레스의 감동적인 연설과 비교해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마치 오래된 관습의 국경일을 기념하듯 민주주의를 

아무런 감동도 결의도 없이 타성적으로 되뇐다. 민주주의는 왜 귀중한

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 글의 첫째 과제다. 

둘째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민주

주의에 대한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가? 민주주의는 그것을 운영할 능

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변덕 많은 군중심리에 휘둘리며, 정치인이 그것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사람

들의 생활이 너무나 고단해도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누적된 가난과 불

평등은 국가의 공동체적 기초를 무너트린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위기

의 본질,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 글의 둘째 과제다. 

셋째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

는 것은 그것이 인간성humanity의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2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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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키티데스(Thucydides),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상)》(Thucydides : The History of the Pelopon-

nesian war), 박광순 옮김, 범우사, 2014(개정판 5쇄), 170~181쪽.  

2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대의정부론》(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서병훈 옮김, 아카넷, 2012, 37쪽. 



성의 증진은 자유와 참여를 통해 촉진된다. 사상과 행동의 자유는 인

간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적₩시민적 참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실무 능력과 도덕 심성에 영향을 준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정부 

기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한 과제다. 민주주의

의 탁월성은 어떻게 유지 가능한가? 그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글의 셋째 과제다.  

 

 

불안정한 민주주의의 역사 

 

근대의 역사는 민주주의 이념을 만민에게 확산해가는 과정이었다. 알

렉시 드 토크빌1805~1859은 그의 유명한 저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제1권의 서론에서 “지난 700년 동안 일어난 거대한 사건들 중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중세 도시의 발전은 봉건왕조의 한복판에 자유를 가져오고, 총기의 발

명은 전장에서 평민과 귀족을 평준화했다. 인쇄술은 지식의 평등을, 

종교개혁은 천국 가는 길의 평등을, 신대륙의 발견은 새로운 출세의 

길을 평등하게 열어주었다. “귀족은 사회의 사다리에서 한 걸음씩 하

강하고 평민은 상승했던 것이다.”3 

근대정신의 드라마틱한 폭발은 신대륙 미국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영국과의 처절한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다. 단순한 정치 독립만이 

아니라 만민 평등과 저항권 사상을 1776년 독립선언서의 중심에 배치

했다.4 미국 독립의 불똥은 3년 뒤 프랑스혁명으로 번졌다. 인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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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렉시 드 토그빌(Alexis de Tocqueville), 《아메리카의 민주주의(1권)》(Da la Démocratie en Amé--
rique), 이용재 옮김, 아카넷, 2020(1판 2쇄), 15~16쪽.



유와 평등, 저항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민이 만든 법에 의한 지배 

등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근대 민주주의의 요체를 총망라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나폴레옹 군대를 따라 전 유럽을 휩쓸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확대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의 노예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87년이 지나서야 겨우 폐지되었다. 사실 ‘노예

해방선언’과 수정헌법 제13조는 이후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남

부의 각 주州와 지방정부가 그 실행을 집요하게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흑인의 선거권 보장은 1964년 공민권법Civil Right Act of 1964과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의 제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

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긴급한 상

황이 아니었다면 보통선거권의 확대는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1918년

에 21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여성은 1928년

이 되어서야 보통선거권을 획득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여성 선거권

은 1944년과 1971년이 되어서야 획득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신생 독립국 곳곳으로 전파

된다. 세계전쟁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라는 화장을 

칠하고 있었던 탓에, 형식이나마 절차적 민주주의는 많은 나라들의 단

일한 정치체제로 굳어갔다. 그러나 그 민낯은 독재와 부정 선거, 언론 

탄압과 인권 말살의 추악한 얼굴이었다. 

자유의 향기를 그리는 민중들의 투쟁은 사방에서 전개되었다. 동구

권의 거리에서, 한국의 대학가에서, 베트남의 밀림에서, 시리아의 도

시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가열차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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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선언문 번역본은 다음의 글 참조. 안경환,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2호(2001년 여름),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금 이 순간에도 그 피나는 투쟁은 미얀마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무척이나 연약하다. 많은 나라들

은 민주주의의 여정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미국에서조차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 2020년 국회의사당이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들을 선동한 이는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이었다.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

도자의 손으로 이뤄졌다. 스티븐 레비스키₩대니얼 지블랫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물론, 조지아,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에서도 선거

로 추대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

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5 민주주의는 왜 

이리 허약한가?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다수’의 압제와 ‘후견국가’의 위협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토그빌과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은 민주 사회에서 ‘다수’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

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고민했다.6 토크빌은 1831~1832년에 9개월 

10일 동안 미국을 구석구석 조사하고 불과 30의 나이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제1권을 출판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는다. 귀족 출신이었던 

토크빌의 눈에 비친 미국은 지극히 “재산과 지식에 있어서 평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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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티븐 레비스키·대니얼 지블랫(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

는가》(How Democracy Die),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2020(초판 8쇄), 11쪽.  

6   밀과 토크빌에 대한 훌륭한 해설서로는 서병훈의 《위대한 정치 : 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책세상, 2017)와 《민주주의 : 밀과 토크빌》(아카넷, 2020)이 읽을 만하다.



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는 각 타운(인구 2000~3000명)에서 민주주의

가 잘 작동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곳에서는 주민의 자치에 의해서 

각종 행정관(대표행정관, 과세관리관, 서기관, 보안관 등) 등 19개의 주요 직책

이 임명되고 있었다. 권한은 주민들 사이에 분산되었으며, 많은 직책

들은 주민이 돌아가며 담당했다. 타운 생활은 인민들의 강한 ‘향토애’

의 기반이기도 했다. 17세기 신대륙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당시 대

다수 유럽인은 거의 이해하지도 못했던 제도들, 즉 “공공 업무에 대한 

인민의 관여, 과세에 대한 자유투표, 권력기관의 책임 행정, 개인적 자

유, 배심원 재판” 등을 자치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7 

그러나 5년 뒤 발간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제2권에서는 좀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보인다. 평등 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다수가 정신

적 위대함의 추구를 버리고 물질주의에 빠져 자신의 소소한 안락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안락을 

지켜주는 정부라면 어떤 체제든 상관이 없었다. 개개인은 단절된 고독 

속에 공공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점차 중앙정부라는 후견인tuteurs

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기존의 전제정치despotisme

나 폭군정치tyrannie와는 다른 “질서정연하고 부드러우며 평온한 예종 

상태”의 새로운 정치 형태에 그는 커다란 공포를 느꼈다. 국민 개개인

은 “마침내 겁 많고 열심히 일하는 한 떼의 가축으로 전락하며, 정부는 

그 가축을 보호하는 목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8  

필자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토크빌을 생각한다. 대체 국가가 다 해주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강한 국가는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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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크빌, 앞의 책 제1권, 1~5장. 

8   토크빌, 같은 책 제2권, 549~556쪽.



한다. 각 개인은 ‘다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리고, 권력을 감시할 사

회적 장치로 약화되어가는 상황을 토크빌은 가장 염려했다. 그래서 그

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어느 개인이나 정당이 합중국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 여론에? 여론도 다수

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부에? 입법부는 다수를 대표하여 맹목적으로 

다수에 복종한다. 행정권에? 행정권은 다수에 의해 임명되며, 다수에

게 소극적 도구 구실을 한다. 공권력에? 공권력은 무장한 다수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심기를 해치는 그 조치들이 아무리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9 

밀 또한 민주 정부에서 ‘다수의 횡포’가 횡횡할 수 있음을 염려했다. 

밀에게 있어 인간이 스스로의 개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개인 

행복과 인류 발전의 기반이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다. 설령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충고 정도

라면 모를까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10 

다수의 압제는 단순히 공권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수가 관

습과 습관, 소위 ‘통설’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곳에서는 “개개인의 삶 구석구석과 그 영혼까지도 통제”되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크빌과 밀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의회민주주의를 견제할 권력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다. 독립적

인 사법부, 전문적인 관료 기구, 언론의 견제장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토크빌은 언론 자유는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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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크빌, 같은 책 제1권, 428~429쪽.  

10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자유론》(On Liverty),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32~33쪽. 



다. 사법권의 강화 또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이었다.11  

둘째, 의회 기능의 탁월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숙련skilled 혹은 숙

의deliberation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직

접민주주의의 문제점(규모의 제약, 선동정치 및 다수 횡포의 가능성, 전문성의 부

족)을 지적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강력히 주장한다.12 대의민

주주의에서 의원들은 때로는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불사하는 

수탁자trustee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의회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

시로써는 획기적인 의견이었던, 비례대표 의원 선발도 주장했다.  

셋째, 국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토크빌은 시민들이 공공의 

업무에 종사해야만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며, 타인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13 미국인들이 다양한 결사체(일종

의 시민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감탄하며, 이것이 “다수의 압제에 

맞서는 긴요한 보장책”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14 밀에 있어서도 공

적인 참여는 사람을 발전시키는 힘이었다. 그는 아테네가 발전한 이유

는 “법정dicastery과 시민총회ecclesia의 참여를 통해 아테네 일반 시민들

의 지적 수준이 놀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공적 참여는 지식만이 아니라 도덕적 심성도 변화시킨다. 자신이 사회

의 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

신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활력 유

지를 위해서는, 공공 기능에 대한 극히 미미한 수준의 참여라도 유용

하다고 그는 역설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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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크빌, 같은 책 제2권, 547~562쪽. 

12   밀, 《대의정부론》, 제3장.  

13   토크빌, 같은 책 제2권, 194~201쪽.  

14   토크빌, 같은 책 제1권, 322~323쪽.



경제적 과두정寡頭政의 위협 

 

토크빌의 문제의식은 유용했으나, 설명의 전제는 틀렸다. 그에게 있어

서 민주주의란 ‘조건의 평등’이 확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은 ‘조건의 불평등’이 일반적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근대 상업 사

회의 이론적 기초를 만들었던 애덤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부가 일부에

게 집중되더라도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부자의 

생산된 잉여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사회 전체로 확

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6 열심히 노동하고, 자본으로 축적

하고, 생산된 것이 교환되고, 그것으로 공동의 번영이 가능한 것이 스

미스가 그렸던 미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낙수효과’의 메시아는 오

지 않았다. 시장 거래는 착취가 되고, 노동은 고통으로 변해만 갔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설명했던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경제

적 부는 점차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상속을 통해 상위 1%가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

했다. 피케티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자본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자본에 

귀속되는 부분)이 경향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왜 상승할까? 그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항상 높

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본집약적 기술발전으로 한 단위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의 양이 점점 많아졌다는 점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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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공리주의》(Utilitarianism),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7, 72~74쪽.  

16   애덤 스미스(Adam Smith),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일·민경국 옮

김, 비봉출판사, 2015(개역초판 5쇄), 345~346쪽.



자본주의란 자본을 가진 사람, 그것도 거대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동되는 경제(높은 자본수익률과 많은 자본필요량)인 것이다. 그래

서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운다.”18 

피케티의 이론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정치한 수학 모델로 

짜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직관적인 설명은 주류 경제학계

를 강타했다. 그 어떠한 복잡한 설명 방식보다도 불평등의 확산을 잘 

설명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15~20%였던 선진국의 자본소득분배

율은 지금은 25~30%로 상승했다. 현실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이라는 금송아지 우상을 둘러메고 길거

리를 활보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피케티 열풍’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 스미스가 살아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자유시장’ 우상숭배에 

이용되는 것이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에는 전제

가 있었다. 시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상호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그가 쓴 《도덕감정론》의 기본 정신은 동감sympathy의 원리였다. 

남에게 동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자신을 모습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

신으로 바라보지 않은 세상을, 그는 ‘아버지 없는 세상fatherless world’이

라고 불렀다. 지옥인 것이다.19 그런 지옥을 그가 원했을 리가 없다.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제4차 산업혁명

의 파고를 타고 더욱 확대된다. 존 머터의 말처럼, “재난은 항상 저소

득층에는 피해를, 상류층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끼침으로써 그 차이를 

더욱 벌린다.”20 거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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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 : First Century), 장경덕 외 옮

김, 글항아리, 2014, 69~73쪽.  

18   피케티, 위의 책, 690쪽.  

19   박순성,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 ‘보이지 않는 손’과 ‘아버지 없는 세상’〉, 자유주의

연구회 발표문, 2021년 5월 11일.



크게 위협하며 새롭게 빈부 격차를 확대시킨다. 일부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대다수의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몰락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21 

이상과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좀 더 ‘고전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가? 실제로는 경제적 과

두정의 위기 아닌가? 대부분 공화국의 몰락은 일부 특권층의 탐욕과 

대다수 민중들의 피폐함에서 비롯된다. 지난 2011년 수많은 젊은이들

이 뉴욕과 런던의 길거리를 점령했던 이유도 상위 1%가 지배하는 세

상에 대한 분노였다.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질수록, 생활이 더욱 불안할

수록 과두정 몰락의 임계점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위기의 진원震源과 문제 해결의 방향 

 

‘다수’의 압제와 ‘후견국가’의 위협에 대해 토크빌과 밀의 해법은 너무

나 정공법이었다. 정부와 의회의 탁월성을 높여야 하며, 정치 지도자

는 장기적₩공익적 시야에서 행동하고, 전문가는 자신의 식견으로 국

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언론과 법원은 민주주의를 감시하고 공평

한 판단의 저울추를 운영하며, 일반 국민은 지방정치 및 행정의 일상

적 참여, 배심원 활동, 각종 결사체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증진

시키고 삶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글 앞에서 이미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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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존 머터(John C. Mutter), 《재난불평등》(The Disaster Profiteers), 장상미 옮김, 동녘, 2020(개정판 

1쇄), 267쪽. 

21   김종걸,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북사피엔스, 2020, 제1장; 김만권, 《새로운 가난이 온다》, 혜다. 

2021, 제5~6장 참조.



이 시대의 위협은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온다. 이 문제는 어

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경제적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나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난은 하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지극히 인간이 만든 

‘제도’의 반영이며, 당연히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예컨대 미

국 및 유럽에서의 1930~1970년대 불평등 완화는 자본수익률에 대한 

누진 과세와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인상의 영향이 컸다. 1980년대 이

후 불평등의 급속한 상승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였다.22 

둘째, 사유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제도는 만고불변의 천동설이 아니

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의 자치권에 있다. 사유재산권은 

그 하위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 로버트 달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어떤 논증도 사유재산을 무제한으로 축적할 권리까지 정당화하지 못

한다”고 주장한다.23 밀 또한 “사회는 충분한 검토 끝에 공익에 반대가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이든 폐지하거나 

변경할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24 

셋째, 위의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에 입각한 시장 기구

는 우리 경제운영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임은 틀림없다. 사람들의 

스스로 이득을 취하려 하는 행위(자애, self-love)는 인간의 당연한 본성

이다.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자애의 힘과, 시장에 의한 상호 이익의 원

리를 잘 결합하는 것이 인류 번영의 힘인 것이다.25 그런 면에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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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케티, 앞의 책, 32쪽. 

23   로버트 달(Robert A. Dahl),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Economic Democracy), 배관표 옮김, 후마니

타스, 2011, 95쪽.  

2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사회주의론》(Chapters on Socialism), 서병훈 옮김, 《존스튜어트

밀 선집》, 책세상, 2020, 867쪽.



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잘 활용해야 하며, 그 역할의 주역이 기업가임

은 인정해야 한다. 물론 독점에 의한 특권 취득, 시장에서의 사기 및 

부패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그 범위 내

에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익은 도덕주의에 입각한 반反기

업 정서, 정부 규제의 양산 등은 지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넷째, 인간이 가지는 윤리적인 힘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람은 단순

히 경제적 이익에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아

니다. 보다 윤리적이며 뜨거운 감정을 지닌 존재다. 대부분 복지국가

는 예산으로만 되지 않는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정부와 시

민사회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각종 결사체를 통한 시민 행동, 사

회적경제 조직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

도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기업 행동의 기

준으로 강조되는 ESG(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민주적 지배구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다섯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조심

해야 한다. 복지 수혜자들을 복지 의존적인 ‘거지’로 만들어서는 곤란

하다. 정치권과 관료는 무엇이든지 개입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강하

다. 그래서 현대의 복지국가는 예산 살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가난 극복의 가장 커

다란 힘은 스스로 돕고자 하는 자활의 의욕에서 나온다. 서울 남대문 

동자동 쪽방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이어가는 사랑방 주

민협동회의 선동수 간사의 말은 현금 살포의 유혹에 빠진 많은 정치

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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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애덤 스미스(Adam Smith), 《국부론(상)》(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20(개역초판 16쇄), 17~18쪽.



“가난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저기서 쏟아붓는 물

량 공세를 통해 닦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가난한 주민들이 함께 

협동하여 스스로 돕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품을 앞세운 외부의 선의는 오히려 주민을 비인간화, 대상화시켜 힘

든 여건에서도 주민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

는 결과를 낳습니다.”26 

 

여섯째, 개혁 과정에서의 조급성을 없애야 한다. 일거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전문가의 식견과 이해관계자들의 토

론과 합의를 통해 꾸준히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

은 정치인이 조급하게 자신들의 성과를 보이기를 원한다. 국민조차도 

그러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익숙해져왔다. 그 때문에 수많은 법률과 조

례가 졸속으로 양산되며, 그것이 새로운 규제로 작동된다. 밀도 이에 

대한 염려가 아주 컸었다. 그래서 그는 의회가 정부 행정의 감시 기능

에 집중하고, 전문적 능력을 가진, 법률 제정의 입법위원회Commission 

of Legislation, 조문심사위원회Commission of Codification의 신설을 주장했

다.27 토크빌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책

이 일부러 여러 형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그것이 

“강자₩통치자의 발길을 늦추고, 약자₩피치자의 숨을 고를 여유를 마

련해주기”때문이었다.28 한국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거대 건설 투

자의 경제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

면, 이러한 형식 절차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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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김종걸, 앞의 책, 제7장.  

27   밀, 《대의정부론》, 제7장. 

28   토크빌, 같은 책 제2권, 563~564쪽. 



일곱째, 정치권의 논란이 많은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서는 몇 개의 

유보 사항이 존재한다. 기본소득 구상이란, 필요한 기본소득을, 누구

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

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지급하는 소위 ‘선별복지’와는 대비되는 사고방

식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 수혜자가 가지게 되는 일종의 모욕감(낙인효

과)을 없애며, 복지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또한 

복지 지급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등감을 없앨 수 있다고 강

조한다. 대부분 선별복지가 노동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강

제적 저임금 노동력 시장도 시정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참여(노동 및 사회봉사)도 촉진된다고 선전된다.29  

그러나 현실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많다. 위의 조건이 작동되려

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지

표, 국민소득의 1/4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가 예

산을 다 투입해야 한다. 국민 1인당 월 40만 원으로 계산해도, 지금의 

보건₩복지₩교육 등의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해도 모자란다. 

애초부터 기본소득론자들의 ‘문제 설정’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

문은 있다. 선별에 따른 행정 비용과 수급자의 낙인효과, 경계선의 불

평등감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일까?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처럼, “기

존의 복지는 줄이지 않는 것이 논의의 전제”라고 한다면, 행정 비용은 

대체 어디에서 절감되는가? 낙인효과, 불평등감도 제도의 설계에 따

라서는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더구나 기본소득 하

에서 사람들은 과연 노동 참여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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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나크 판데르보호트(Philippe Van Parijs and Yannick Vanderborght), 《21세

기 기본소득》(Basic Income), 홍기빈 옮김, 흐름출판, 2018, 제1장 참조.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의 골격은 ‘생산적 복지workfare’였다. 일하

는 대가로 복지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노동 시스템이었다. 자활노동이 비록 생산성이 낮을지라도, 

그 노동을 통해 취약계층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으로

서의 자존감을 확보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계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면에서 현재

와 같은 “노동을 조건으로 한 선별복지”를 필자는 더욱 선호한다. 

  

 

민주주의의 학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경제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있다. 스

페인의 ‘사회적경제법(2011. 3. 29)’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자본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며, 이윤은 주로 조합원 혹은 고유의 사회적 목적 실

현을 위해 사용되며, 조직 내부 및 외부와의 연대를 중시하며, 공공기

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이해한다.30 

민주적 경제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는 협동조합이다. 그 특징은 국

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일곱 가지 운영 원칙에 잘 정리되어 있다. 

협동조합이란, 자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풀

기 위해, 사람과 함께 사업하는 조직이며(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

원,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주요한 일들을 조합원이 함께 결정하고

(제2원칙 : 민주적 운영), 경쟁력을 함께 쌓고(제5원칙 : 교육₩훈련의 강조), 공동

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협력하며(제6원칙 :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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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김종걸, 앞의 책, 제6장 참조.



와 함께 성장(제7원칙 : 지역사회의 관여)하려는 조직이다. 이러한 원칙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긴 역사를 통해 검증된 

‘성공 방정식’이었다. 

민주적 경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직면한 문제는, 앞에서 검토한 

토크빌과 밀의 문제 제기와 직결된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손상하

지 않으면서도 숙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신속

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대부분 성공한 협동조합이란 이상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던 조직

이었다. 가령 1997년 8월 경인지역생협연대 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작된 아이쿱생협은 2020년 기준 101개 회원조합 및 30만 256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했

다. 그들은 창설 이래 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의 집중’, ② 조합원 

자치를 위한 ‘조직의 분화’, ③ 나그네 조합원을 줄이기 위한 ‘조합원 

책임의 확대’, ④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과의 ‘연대망 강화’로 민주

적 의사결정과 경영의 효율성을 함께 추구했다.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와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함께 성장해왔던 것이다.31 

그러나 개별 협동조합이 발전한다고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

다. 정치인과 관료가 무능과 무책임에서 벗어나고, 지식인과 언론이 

맑은 성찰의 목소리를 회복하고, 법원이 사회적 권위를 지키는 일은 

먼 미래에서조차 어려울지도 모른다.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땀 흘

려 노동한 대가가 평가받는 일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지난한 과

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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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김종걸, 앞의 책, 11~12장 참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사회적경제의 실천 과정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 참여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능력은 향상되며, 삶의 활

력과 자부심 또한 확대된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란 단순히 일자리 

창출과 복지 효율화의 수단으로만 축소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개

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상

의 실천 장소이다. 그리고 그 실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감은 

높아진다. 

그 옛날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라는 말 위에 내려앉은 등에(쇠파리)로 비

유하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운명임을 

담담히 말하며 죽어갔다.32 그는 또한 지도자의 강한 책임을 강조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민중들이 살고 있는 그 음습한 동굴로 내려가 그

들의 ‘고통과 멍에’를 짊어져야 하며,33 “금과 은을 만져서도 몸을 둘러

서도 안 되며”,34 죽은 뒤에 영예로운 무덤을 배정받는 것으로만 스스

로 만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35 

생각해보면 인류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천

지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매일 실천했고, 바른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했다. 그 모든 물줄기가 하나로 모여 보다 정

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인류의 거대한 강을 만들어왔다. 우리가 사

회적경제의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비록 미세한 물방울일지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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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플라톤(Plato), 《소크라테스의 변론》(Apologia), 천병희 옮김, 숲, 2019(2판 3쇄), 490쪽.   

33   플라톤(Plato), 《국가》(Politeia), 천병희 옮김, 숲, 2020(2판 3쇄), 406~407쪽.   

34   플라톤, 위의 책, 214쪽.  

35   플라톤, 같은 책, 306쪽.



강을 따라 함께 가는 이유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으로서의 기쁨

이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학교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필자 

저서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친다. 

 

“협동조합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 영역은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국내총생산GDP의 10% 미만일 것이다. 그것도 20~30년 열심히 노력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다.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비정규직₩부동산₩교육₩의료 문제 등 시급한 사안이 아주 많다. 협동조

합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하

며, 그것은 대개 ‘정치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인의 정치 참여

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

력 기반으로서의 권위(도덕적 능력과 실무적 능력)를 준비하는 긴 학습과 

실천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

용, 토론에 의한 합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민주

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잘 훈련되어야만 한다. 이 또한 협

동조합의 역할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이기 때문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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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김종걸, 앞의 책, 422~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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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한신대 초빙교수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무엇’의 역사를 쓰는 일은 항상 그 ‘무엇’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서 출

발할 수밖에 없다. 가령,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서술하려면 우선 ‘대

중가요’란 무엇인가가 명확히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발자취, 곧 사회적경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테두리를 정해야 하는데 

그게 참 만만치 않다. 사회적경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하나의 정

의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어떤 논의를 시작하든 맨 먼저 ‘사회적경제

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늘 골칫거리로 등장한다. 

 

 

사회적경제의 의미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일반화해서 부르는 이름

을 흔히 ‘개념’이라고 한다. 이 개념(용어)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는 방

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개념이 가리키는 개체들을 하나

하나 나열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외연外延이라 한다. 예컨

대, 시계가 무엇이냐고 할 때,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걸이시계, 모래시

계 등을 총칭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시계가 가진 

공통의 속성들을 말함으로써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시계란 시간

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 장치로서 숫자판 위에 두세 개의 바

늘이 있어 회전하며…’ 하는 식이다. 이것이 개념의 내포內包적 의미다. 

전자의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설명하면 ‘협동조합, 상호공

제조합, 결사체, 사회적기업 등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집합 속에 어떤 조직 유형들이 들어가느냐는 나라마다 다르다. 흔히 

사회적경제를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 등의 집합’이라고 규

정하는 개념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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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갈 등 로망스어군 나라들—에만 적용되는 얘기다. 역사 발전의 경

로가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서는 이런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현대에 들어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라는 용어를 맨 

처음 부활시킨 나라가 프랑스이니, 그들의 용례를 따라서 한국에서의 

발자취를 더듬는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협동조합은 일제강점기부터 

기록이 보이므로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 된다. 문

제는 공제조합과 결사체, 즉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다. 공제조합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조직들이 실제 있었다고 전

해지지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역사를 정리하려 해도 사료가 빈약해서 접근이 쉽지 않다. 다음으로 

어소시에이션은 그 유형과 성격의 다양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서 

실제로 범주화가 불가능하므로 그 흔적을 찾는 일이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격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처럼 외연적 정의를 따르면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협

동조합에서 시작해서 불가피하게 공제조합과 어소시에이션을 건너뛴 

다음, 2000년 이후에 법에 근거해서 나타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역사적 실제에 근거한 서술이라기보다 

현재의 사정에 맞춰 매우 편의적으로 기술된 기이한 역사가 될 수밖

에 없다. 결론적으로 유럽 일부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

적 유형론은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는 개념 틀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후자인 사회적경제의 내포적 의미에 주목해보면 우리 역사

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의 여지가 발견된다. 사회적경제가 지닌 

공통의 속성 역시 논자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강

의 내용들은 서로 일치하는 바가 크다. 돈보다는 사람을, 경쟁보다는 

협동을, 상생과 호혜를, 연대와 책임을,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중시하

는 것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원칙1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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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원칙과 원리는 어떤 이론가의 고담준론高談峻論이나 국가 

법률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불행으로 내모는 온갖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서민 대중들이 그것을 같이 해결하고자 궁

리해낸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0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

이 발명해낸 계契의 전통이 바로 이 사회적경제의 원리들과 정확히 맞

아떨어지는 이유다. 

 

 

제도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법

이다. 재난과 사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뜻하지 않은 실직, 가

장의 죽음, 그로 인한 헐벗음과 굶주림이 무시로 찾아오곤 했기 때문

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불행에 함께 맞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계

속해왔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각

종 위기와 불행에 직면해서 호혜와 협동의 원리로 대응하는 자발적 움

직임을 조직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뿌리는 “사람들이 상부상조하

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단위 또는 공사장에서의 상부상조, 

(…) 자연재해나 사람 또는 가축 질병 발생 시의 연대 활동, 동업 조직 

내의 공동체나 동업조합 등”2이 사회적경제의 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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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280만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들의 당사자 기구인 유럽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Europe)

는 ①돈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함, ②자발적이고 열려 있는 멤버십, ③민주적인 의사결정구

조, ④구성원과 이용자, 기타 보편적 이익에 대한 균등한 배려, ⑤연대와 책임의 원칙 준수, ⑥공공기관

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⑦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구성원의 이익 및 보편적 이익을 위한 잉여의 

사용 등을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티에리 장테(Thierry Jeantet), 《프랑스의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 : La solidarité au défi de 

l'efficacité (3 édition)), 편혜원 역,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9, 15쪽.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용어가 유럽에서 수입돼 

사용되고 사회적기업 등의 관련 법이 생긴 것은 2000년대 들어서지

만, 사회적경제의 원리로 작동되는 집합적 운동의 전통은 일찍이 계와 

두레와 향약의 관습에서 발원한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발

자취를 더듬는 작업 역시 적어도 수백 년에 걸친 상부상조의 관습과 

제도까지를 두루 살펴야 마땅할 터이지만, 그것은 내 능력을 한참 넘

어서는 일이라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몇몇 사례를 

소개하는 식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원형에 해당하는 이 같은 사례들은 워낙 그 수

가 많고 대개가 국지적이고 단발적인 사건들이어서 모두를 빠짐없이 

망라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시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소수

의 대표적 사례만을 추려서 소개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일제강점기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은 1920년 5월에 설립된 ‘목포소비

조합’이다. 1900년대 초에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자본의 대부분을 일본 금융회사나 조선총독부에 의존했고 대

출의 대상도 부농들에 집중하고 있어서 대중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협

동조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천도교 진영이 운영했던 농민공생조합은 농민들에게 생필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평양에 농민고무공장을 설립해서 생산 활동

에도 관여했다. 또한, 일정 지역 안의 천도교인들을 공동경작계共同耕作

契로 조직해서 공동경작을 하고 수익금은 계원들의 공동재산으로 하

여 계원에게 융통해주거나 애경사와 서로 돕는 일에 사용했다.3 

노동운동 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조합도 있었다. 1921년 조선노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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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는 서울 관수동에 쌀, 채소 등의 생활재를 도매가격에 사서 시중 

소매가보다 싸게 파는 조합을 설립했고, 23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강

원도 원산의 원산노동연합회(원산노련) 역시 1927년 곡물부와 잡화부

를 갖춘 소비조합을 결성했다. 이러한 소비조합들은 이미 19세기 영

국 로치데일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축적된 경험지식들이 전수₩

제공된 덕에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신속한 확산이 가능했고, 마침내 

관습으로 유형화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당시의 협동조합들은 소비조합이 압도적으로 많고 생산

조합, 이용조합, 신용조합은 각각 불과 수삼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

록4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도 간혹 산업조합이나 생산자조합에 관

한 신문 보도가 눈에 띈다. 1922년에 전라남도 담양에서는 죽세공품

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산업조합이 설립되었고, 1926년에 경상북도 김

천과 칠곡에서는 승입繩叺, 즉 가마니 짜는 사람들이 가마니를 공동판

매하기 위한 생산자조합을 결성했다고 전해진다.5 

한편,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YMCA가 농촌 경제를 살릴 목적으로 

확산에 힘썼던 산업신용조합은 농민들에게 저리의 생산자금을 대출

해주는가 하면, 매월 5~10전의 적은 돈을 출자₩적립해서 그것으로 토

지를 빌려 공동경작하거나 필요 물품을 공동 제작하도록 지원했다.  

 

개발독재 시기 

 

해방 후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 운동은 대체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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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운, 〈일제하 조선농민공생조합의 조직과 활동〉, 《동학연구》 제13집, 2003, 141~151쪽.  

4   《동아일보》 1932년 4월 6일자.  

5   이기태, 〈산업신용조합의 의의와 그의 실제〉, 1928. 김기섭, 〈한국 민간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김신

양 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한울, 2016)에서 재인용. 



동에서 출발해서 소비조합 운동으로 나아갔다. 1960년 한국 천주교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신협 운동은 1965년에 원주 교구(교구장 ; 지학

순 주교)가 설정된 후에는 그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1972년에

는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가

운데 신협은 비교적 일찍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농촌 신협은 농민 조합원의 적극 참여와 민주적 운영, 자발적 출자 

등으로 조성된 신협 자산을 기반으로 고리채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

갔다. 그러자 당시 관제 협동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던 농업협동조합

(농협)의 비민주적 행태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일부 농민들은 농협의 

강제 출자 시책에 거부감을 갖고 농협에의 출자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농촌 신협과 단위 농협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는데, 신협으

로서는 그동안 비료나 영농자금, 물품 구입 등을 오롯이 농협에 의존

해오던 농민 조합원들의 난처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

다. 결국 농촌 신협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신용사업 외에 소비조합과 

구판사업, 상비약 판매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민간의 협동조합 운동이 당시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던 새마

을운동이나 농협 등의 관제 협동조합과 달랐던 점은 서민의 생존권을 

중심에 놓고 사람들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상향식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들 가운데는 이 밖에도 의료와 주거, 

일자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건강이건만 

가난한 서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그리하여 1968년 부

산에서 시작된 청십자의료협동조합 운동은 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소정의 월 회비를 납부하면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고 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제도는 큰 인기를 얻어 

서울과 대구 등지로 확산되었고, 1975년 당시 전국적으로 30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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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3만 명의 조합원을 돌보는 구조로 발전했다. 청십자의료협동조합 

운동은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1989년 6월까지 21년간 활동

하다가 사명을 다했다고 스스로 판단해 자진 해산하게 된다. 1976년 

서울시 관악구의 산동네 주민 118세대가 설립했던 난곡희망의료협동

조합 역시 2200세대까지 늘어났다가 1989년에 문을 닫았다. 

집이 필요한 철거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었

다. 1977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뚝방촌에 살던 주민들은 그곳이 

강제철거 당하자 경기도 시흥군에 땅을 마련하고 ‘복음자리’라는 공동

체 마을을 세웠다. 무일푼이었던 그들은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천주교

계의 도움으로 독일에서 빌려온 자금을 관리하고, 입주 후에는 전 주

민이 수년에 걸쳐 차입금을 완전 상환함으로써 각자 소유의 집을 마

련했다. 이 같은 공동체 마을은 이후에도 서울의 철거민 269세대가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이주함으로써 더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생산 부문의 협동 조직으로는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끼리 

영업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업자 조직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소금 제조업자들의 대한염업조합(1967년), 인조 속눈썹 수출업자들의 

한국가假눈썹수출조합(1972년), 서울쉐터공업협동조합(1974년), 서울광

고물제작협동조합(1983년) 같은 것이었다. 

 

시장 사회 시기 

 

신용협동조합의 부대사업 조직이 아닌,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협동조

합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83년 전남 목포시 용담동의 소비자협동조합

이었다. 하지만 그해 10월에는 신협 소속의 기존 소비조합들까지 모

두 망라한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발족되었다. 그 후 소비자조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88년 무렵에는 전국 80개 조합과 11만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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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조합원을 갖는 조직으로 자라났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만

들어진 것은 1999년의 일로, 일제강점기부터 발전해온 긴 역사에 비

하면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생활상의 다양한 욕구를 새로

운 방식의 조직 운동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났다. 보육과 교

육 분야에서도 생태주의적 세계관, 공동체적 삶, 자유와 자율을 중시하

는 욕구들이 분출되었고, 사회적 육아의 정신과 자연과 일과 놀이가 결

합된 보육을 고민해오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1990년 ‘탁아제도와 미래

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후에 ‘공동육아연구회’로 전환)이 발족했다. 

마침내 1994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는데, 학부모 35명이 450만 원씩 출자해서 

모은 1억 6000만 원의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 개원했다. 이 같은 협동

조합 방식의 공동육아 모임 결성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확산돼왔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대안 모색은 영₩유아 보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나타났다. 1997년에 경상남도 산청에 문을 연 ‘간디

청소년학교’를 시작으로, 경쟁과 효율 대신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놓

는 교육을 지향하는 이른바 대안학교들이 전국에 하나둘씩 생기기 시

작했다. 이들 대안학교는 설립자(혹은 재단)가 주도한 경우도 있지만, 학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 시설과 운영 자금을 십시일반으로 마련하

는 협동조합형 학교인 경우도 많았다. 

민간의 의료보험 운동은 1989년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이 실시

되면서 그 추세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건강권의 불평등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1994년 경기도 안성에서는 의과대 학생 시절부터 그

곳에서 진료 봉사를 하던 의사를 중심으로 ‘안성의료협동조합’이 결성

되었다. 대여섯 해 동안 단절되었던 의료협동조합 운동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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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보적인 의료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병원을 의료협동조합

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9년에 문을 연 인천평화의원은 일

본 의료협동조합 연수를 계기로 1996년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의료협동조합은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정 이후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사회

적협동조합을 명시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다음부터는 의료사회

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6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고물과 폐품을 주워 살아가는 

넝마주이들이 생활공동체를 조직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의기투합한 넝마주이들은 삼성동 528번지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

해서 주거공동체를 만들었다. 그 후 땅 주인이 나타나자 임대료를 조

금씩 내기 시작했고, 다음 해에는 대치동 영동5교 다리 밑에 두 번째 

공동체 작업장을 만들었다. 이들이 내걸었던 공동체 이념은 ‘생산수단

을 공유하고 조마리(넝마주이 세계의 왕초)의 착취를 없애고 구성원 모두

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참여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전쟁고아 

출신이었던 넝마공동체 성원들은 출소자, 노숙자, 실직자 등이 보태져

서 1988년에는 60여 명까지 늘어났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1990년대 들

어서였다. 1989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공

평하게 나눠 갖는’ 생산공동체 ‘협성산업’을 결성했고, 1990년 인천시 

송림동에서는 주부들이 컴퓨터 부품을 가공하는 ‘두레협업사’가 문을 

열었다. 같은 해에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동네에서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구성된 ‘월곡동 일용노동조합’이 출범했는데, 이태 후에는 

노조 형태에서 벗어나 ‘건축일꾼 두레’로 개칭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건축일꾼 두레’는 주민 활동가들에게 많은 상상력과 자

극을 주어 다른 저소득층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생산공동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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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생겨났다. 

한편, 저소득층 지역의 여성 주민들은 1992년 서울시 노원구 상계

동의 ‘실과바늘’을 필두로 봉제업을 하는 생산공동체, 즉 노동자협동

조합을 만들어 나갔다. 서울시 강북구의 ‘솔샘일터’, 인천시 부평구의 

‘옷누리’, 서울시 구로구의 ‘한백’, 서울시 성동구의 ‘논골’ 등은 해고 

노동자나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봉제협동조합들이었다. 이들 

중 생활한복 하청 일을 하던 7개 협동조합들은 지원 단체와 함께 출자

금을 모아 ‘저바두치’라는 공동의 고유 상표를 만들기도 했다. 

저소득층 지역에서 시도된 이 같은 생산공동체 운동은 당시 ‘영세

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고민하던 정부의 이해

와 맞아떨어져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낳았고, 마침내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통해서 자활공동체(오늘날의 자활기업)

를 제도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정부 주도의 법제화 시기 

 

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 흐름의 변곡점과도 같은 외환위기가 터졌

고 이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층의 확산은 정부, 시민사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시 실업 극

복 운동에 진력했던 시민사회 진영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

을 위한 방안으로 ‘제3섹터형 일자리’ 사업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의미하는 동시

에, 유럽의 사회적기업 모형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2000년 12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실연)와 민주노총 등이 공동 

주최한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사

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다. 이 포럼은 취약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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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제3섹터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도입을 주장

하는 한편,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사

례 발표를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적경제 담론을 공식적으

로 전파한 국제포럼이었다.6 

2003년부터 정부 차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작되었는

데 여기에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외에도 여러 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외환위기 이후로 실업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난

제로 자리 잡은 터라,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은 

비단 노동부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영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2006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나선 이

후에,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각각 마을기업과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지원을 지침을 통해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2년

에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2000년에 보건복지부가 자활기업을 법제화한 것을 시작으

로 정부 부처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육성 

지원하는 법이나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각각의 조

직 유형들은 그 목적과 성격 등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마저 생겨났다. 

그리하여 이들을 하나로 범주화해서 부르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차에 연구자들을 통해서 유럽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전

해지자 정부 기관들은 빠르게 이 용어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 기관 내의 부서 명칭에 ‘사회적경제’가 사용되면서 이 용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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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2016년, 당시 여당 국회의

원의 발의로 촉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취지 논의에서도, 각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서 관리되는 칸막이 행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

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가장 크게 강

조된 바 있다. 

 

 

구 사회적경제와 신 사회적경제  

 

이제까지 사회적경제의 원형에 해당하는 조직들로서 어떤 것이 있

었고 그런 조직들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어떻게 변천해왔나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개중에는 처음부터 ‘협동조합’이란 이름을 달고 

시작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명칭의 있고 없음이 분류 기

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서두에 밝혔듯이 사회적경제의 원칙

과 원리로 구성된 의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

에서 잠깐 언급한 넝마주이들의 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임에 틀림

없는 이유는—비록 당사자들이 ‘협동조합’ 비슷한 단어조차 입에 올

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구성원 모두가 평

등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몇몇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긴 시대의 변천사를 기술하

는 일은 분명 균형 잡힌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먼, 현명하지 못한 일이

다. 그럼에도 굳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까닭은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부 법제의 테두리로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적경

제의 시작점을 관련 법과 정책의 시행일로 보는 관점은 결국 사회적

경제를 시민의 자발적 ‘운동’이 아닌 정부 ‘프로그램’의 하부 체계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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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협동조합들 가운데도 2000년 이전에 개별법이 만들

어진 생협 및 신협 등과,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

고 있는 협동조합들 사이에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다. 똑같이 법제화

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전자인 개별법의 제정 목적이 협동조합 

본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강한 표준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

었다면, 2000년 이후의 법은 협동조합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

해서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

전의 협동조합 등이 그야말로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

으로 생겨났다면, 2000년 이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제도의 영향으로 촉발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후자

는 정부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000년 이전의 조직들을 구舊 사회적경제, 2000

년 이후에 생겨난 조직들을 신新 사회적경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직의 설립 시기나 근거법이 아니라 그 조직이 본래의 

정신과 원칙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내발적 힘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가이다. 우리가 아무런 명칭도 

달고 있지 않던 1900년대의 사례들, 이름은 협동조합이었지만 근거법

도 지원정책도 없었던 ‘자칭’ 협동조합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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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1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나는 왜 사회적경제 운동을 하는가 

 

나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

지고 있다. 내가 사회적경제 운동을 하는 이유도 사회적경제가 인간의 

삶을 지금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

문이다. 

먼저,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런 구속이나 속박, 지배 등이 없어 마

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법률

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는 ‘사회(공동체)’ 안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

인도에서의 자유는 자유 아닌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는 

형식적(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으로는 자유로우나 실질적(무엇을 할 자유)으로

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평등하다’는 것은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며, 동시에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나는 

인간이 평등하다 함은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경제적 평등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류는 형식

적(기회와 조건)으로도 실질적(경제적 측면)으로도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 

내가 꿈꾸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은 ‘사회 속에서 경제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

를 꿈꾸는 것은 아니다. 로치데일협동조합이 위대한 것은 조합원으로

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질과 중량을 속여 팔던 상업자본

가에 맞서 시민의 필요를 조직한 데 있으며, 20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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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지난봄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진행한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토론회’ 중 느낀 점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선언을 위한 제언’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리해본 것이다.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고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관계없이 사회 속에서 경제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들을 사회적경제 운동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서 경제의 의미를 찾으려는 세력들과 연대해야 한다. 

 

 

사회 속에서 경제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1944년 《거대한 전환》에서 ‘사회에서 경제 체

제가 분리된 적은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시장의 출현이 자생적 진

화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이 낳은 예

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도 시장도 사회라는 실체

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며, 시장을 실체

적 경제2 속에 재착근reembedding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폴라니의 생

각은 사회 속에서 경제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회적경제 운동과 일치한

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운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사회 속에서 

경제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폴라니의 구상보다 구체적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 속에서 경제의 실체를 찾기 위해 진행된 실

체적인 운동이다.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의 협동촌Village of Co-operation 

실험이나,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의 팔랑주phalange 실험 등 협동운

동의 수많은 실패를 교훈 삼아, 1844년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이라 

불리는 로치데일협동조합이 출현했다. 그 이래 협동조합운동사3를 돌

77· ·

2   칼 폴라니는 형식적 경제가 아닌 실체적 경제라는 개념(폴라니 이전 베블런의 경우 산업과 영리활동으

로 경제를 구분)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대 이전에 시장이 지배하는 경제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보면, 이론적으로는 1920년 샤를 지드Charles Gide와 에르네스트 포

아송Ernest Poisson에 의해 제기된 협동조합공화국론co-operative republic, 

1935년 조르주 포케Georges Fauquet에 의한 협동조합섹터론co-operative 

sector, 1980년 레이들로A. F. Laidlaw의 협동조합지역사회론co-operative 

community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협동조합공화국론은 역사상 거의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언급했다는 데 의미

가 있다. 

지드와 포아송의 협동조합공화국론이 출현했던 시기로 가보자. 20

세기 초반은 제1차 세계대전과 뒤이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초입

이며, 1929년 대공황과 금본위제의 몰락, 파시즘과 사회주의가 등장

하던 상황이었다. 1920년 지드와 그의 동료 포아송은 영국 소비자협

동조합의 성장에 감동하여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협동조합 독

자의 발전을 통해 협동조합 국가 건설을 이상으로 삼는 새로운 사회, 

‘협동조합공화국’을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한 협동조합공화국에서 협

동조합은 자체로서 하나의 거대한 목적이며, 국민경제활동의 모든 영

역에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영리회사의 횡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

했다. 그러나 협동조합공화국론은 193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동조

합국에서 일하던 포케가 제안한 협동조합섹터론4에 자리를 내주고 역

사에서 퇴장한다. 

협동조합공화국론이 협동조합섹터론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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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협동조합 운동이 사회적경제 운동이

라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4   조르주 포케의 협동조합섹터론은 협동조합의 목표는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국가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

라 공공부문 및 사적부문과 나란히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경제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파악했

다. 이 논리는 1950년대 이후 이탈리아 레가협동조합연맹을 비롯한 유럽 협동조합의 이론적 기반이 되

었다.



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위기와 연관되며, 외부적으로는 1945

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식회사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모델이 등장하면서이다. 협동조합공화

국론 이후 협동조합운동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대 이론은 출현하지 않았다. 레이들로 역시 지역사회에서는 그 실현

이 가능하나 국가 규모에서는 이런 비전을 가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협동조합 운동을 포함하여 폴라니가 말한 ‘시장의 자기조정’에 맞

선,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폴

라니는 인간(노동), 자연(토지), 화폐와 같이 상품화할 수 없는 것들이 수

요와 공급이라는 법칙에 의해 일반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장의 

자기조정에 맞서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폴라니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도 시장은 점점 인간, 자연, 화폐

를 효과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시장은 격렬했던 사회주의의 도전을 

넘어 오히려 완벽하게 사회와 국가로부터 이탈하여 자기조정이라는 

신화를 계속 써가고 있다. 

그럼 왜 자기조정에 맞서는 자기보호 운동들은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은 사회적경제 운동에도 유효하다. 나는 폴라

니가 말하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과 사회 속에서 경제의 의미를 찾

으려 한 협동조합공화국론과 같은 사회적경제 운동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 자연, 화폐의 인위적인 상품화에 맞선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

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는 2019년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매우 독특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구래의 삼원(사제, 귀족, 제3신

분)사회에서 사제는 브라만 좌파로, 귀족은 상인 우파로 바뀌었을 뿐 

종래의 삼기능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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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는 현대판 삼원체제 하에서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브라만 좌

파’와 ‘상인 우파’가 결탁5하면서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과거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던 미국의 민주당과 유럽의 사민당

은 이제 고학력 엘리트들의 정당이 되었으며, 이들 좌파 정당이 불평

등 정책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에 불평등에 분노한 대

중의 불만이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등 정체성 정치에 대한 열

광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삼원사회의 지배구조 하에 허구적 상

품화에 기반한 시장의 자기조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피케티의 생각을 좀 더 따라가 보기로 하자.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심화되는 불평등 

 

피케티는 “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이데올로기(불평등을 합리화하

는) 투쟁과 정의 추구(불평등에 맞서는)의 역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인간 사회든 정치사회적 구성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어머니의 배가 아니라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나왔다거나 태양의 아들이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가 왕정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일부만이 자유로웠던 시대를 넘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

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대로 진화하

면서, 인류 사회는 이에 합당한 새로운 지배서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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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케티는 브라만 좌파는 학력, 지식, 인적 자본의 축적을 지향하며, 상인 우파는 화폐 금융자본의 축적에 

의거하는데, 이들이 특정 지점에서 분쟁을 겪을 수도 있지만 두 진영 모두 현행 경제체계와 현재의 세계

화 양상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공유한다고 했다.



피케티는 우리 시대 불평등 체제의 합당한 근거로 하나 혹은 다수의 

지배서사가 등장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소유주의와 능력주의 

지배서사가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 불평등의 지배서사로서 능력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은 당신 노력의 결과이고 사회는 이를 조작

하지 않으며, 그것은 온전히 당신 선택의 결과이니 결과에 대한 책임

도 당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기반한 사회를 메리토크라시

meritocracy 사회라고 부른다. 메리토크라시 사회에서는 출신이나 가문

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공된 조건과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제 능력주의는 우리 시대 자유로운 경쟁과 기회의 평등을 상징하

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개인의 학업 

성적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능력주의에 기반

하여 정의된 소유와 소유체제의 정당화 역시 정치적이다. 만약 기업들

에게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일6을 정치적으로 허용하

지 않았다면, 그들의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케티가 말하는 불평등 체제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피케티는 인류가 1914년에서 1945

년 사이 사적소유의 몰락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감

소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1980년에서 1990년 이후 급격히 관철되

어온 신소유주의 불평등 서사는 숙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진

적 소유세나 보편적 자본 지원과 같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문

화적₩경제적₩시민적₩정치적으로 삶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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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상해보라. 기초연구와 육성에 투입된 수천억의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지식을 사적 특허로 가져

갈 수 없도록 했다면 그들의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다. 피케티는 인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계급투쟁 방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투쟁7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사회적경제 운동의 방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

고 싶은 내 욕망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1998년 이래 내 주요 관심사는 신소유주의 사회가 가지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나는 신소유주의 기획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았고, 신소유주의가 머지않아 종언을 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중들도 나와 같은 지적 경로를 걷는다면 신

소유주의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

나 내 생각과 달리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불평등은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이성과 거대 이론에 대한 회의로 이제

는 체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는 사

람들을 향해 함께 두려움을 건너뛰자고, 자신이 그 디딤돌이 되겠다고 

선언한 피케티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으

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나는 협동조합 운동을 그 이론의 측면에서 협동조합공화국론, 협동

조합섹터론, 협동조합지역사회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협동조합 운동, 사회적경제 운동의 미래와 관련하여 레이들로가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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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케티는 “계급투쟁과 달리,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은 인식과 경험의 분유, 타자에 대한 존중, 숙의와 

민주의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지역사회론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레이들로는 1980년 

그의 보고서Co-operatives in the year 2000에서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

넓은 도시 내에 수많은 커뮤니티를 창조하여 사회적₩경제적 필요와 

결합한 협동조합 조직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 공통의 이해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자

조를 통해 도시를 지역사회로 바꾸는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레이들로의 문제 제기는 1988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스톡홀름 총

회에 맞추어 발표된 보고서 〈협동조합과 기본적 가치〉(마커스 보고서), 

1992년 도쿄 총회에서 발표된 〈변화하는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뵈크 보고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논의가 밑거름이 되어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이에 대한 해설서 형식의 이안 맥퍼슨 보고서)에 이르

게 된다. 1980년 ‘레이들로 보고서’에서 시작해서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이르는 15년의 협동조합 이론사는 소비자협동조합 중

심의 기존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성찰(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의 성장을 반영하

여 소비자협동조합과 함께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협동의 빌리지를 만들자는 지역사회론의 

제기)과 다국적기업의 성장에 대응하여 결사체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

과 사업체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 사이의 성숙한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

다. 다만 이런 논의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개인의 전체 생활 

가운데 일부를 조합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주의에 토대한 협동조합섹

터론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협동조합섹터론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협동의 지역

사회론을 구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다음 문장은 어

느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의 일부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 고용 창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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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여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포용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정책

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 기술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나 역할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회적경제

의 본질을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을 사회를 위한 

기능적인 것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것, 과도하게 커진 시장에 맞서

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거나 그 일부라고 정의하려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은 레이들로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지역사회론은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경제 운동의 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맹아가 있다. 새로운 협동의 지역사

회론은 국가와 시장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진행하

자는 협동조합지역사회론과는 다르게, 시장경제를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사회 속으로 다시 뿌리내리게 하여 지역이라는 구

체적 공간 속에서 경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레이들로는 1980년 신소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협동조합 이론

가였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도 좋겠지만, 신소유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 시기를 염

두에 둔 새로운 협동조합지역사회론을 만들었으면 한다. 

 

 

사회적경제 운동의 과제 

 

앞으로 사회적경제 운동의 과제는 첫째,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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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한다. 요즘 드는 고민은 사회적경제 운동의 발전을 위해 이론과 

현장 모두에 밝은 이론가, 기업가는 왜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얼핏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본

질적으로 결사체이면서 사업체라는 이중의 속성을 가진다면 어렵더

라도 우리 생태계 내에서 이런 사람이 출현해야 한다. 결국 이런 사회

적경제 인재의 출현은 사회적경제가 혁신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대

중적이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이 아닌 자기로부터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 지난봄에 가진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위기에 대한 주목할 만한 진단이 있었다. 사

회적경제가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제도화되었고, 

이제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것’이 되었다는 지적이었다. 계속

된 질문에서, 그러면 사회적경제는 왜 혁신성을 양보하고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것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개는 그 시작

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시장 중

심 경제학 원리를 따르는 경제 및 경영학계, 컨설턴트가 사회적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나는 이런 

식의 진단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본다면 강제적, 모방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 합리적으로 제도화의 길을 선택한 의미를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성찰해야 할 지점은 정부, 정치인, 경제학

자, 경영학자, 사회적경제기업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주장

에 매력이 없기에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현장이 누군

가에게 현혹되어서,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아니면 지원만 바라고 

사회적경제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현실로 구현하며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셋째, 개방적 태도와 연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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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해법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당연히 ‘새로운 협동의 지역

사회론’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다. 사회적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를 시

장에 다시 뿌리내리게 하려는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와 

만나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그들을 묶는 사회적 접착제가 되는 것이 

옳다. 

 

만인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

까? 경험했듯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인간 이성과 거대 이론에 대

한 회의로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을 멈

춘 듯하다. 그러나 두려움을 건너고 불평등한 세계에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던 사람은 언제나 있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에 실패는 있었지만, 사회적경제 운동은 공동체 안에서 협동하려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 운동은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촌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협동의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크고 길게 보면 모든 경제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 시

스템은 생명 시스템 안에 있다. 그러므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상한 경제라고 

해도 사람을 사고팔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이상한 경제라고 해도 

지구를 사고팔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인류는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불평등에 맞서 때로는 승리할 가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싸워

왔다. 내가 쓰러지면 다른 누군가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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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부정할 수 있는가? 없다.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누군가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세근(2014)은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뒤틀림이나 생활 자료의 상품화를 넘어서려는 호

혜와 협동, 자치와 자율에 기반을 둔 탈주의 제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동의하고 싶다. 실은 그래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

국에서 사회적경제 담론의 등장은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시절이

었다. 외환위기는 한국에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가져온 일종의 ‘결정

적 국면critical junctures’이다. 처음으로 겪게 된 대규모 실업과 빈곤층의 

확산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물로 여겨졌고,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검토되었다(심광현, 1998). 

또한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담론을 전면화한 사례로 평가받는 2000년

의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에 소개된 발표문들을 보면 곳

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대안적인 경제의 조직화가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안적인 경제는 사회적경제다. 이후 한국에

서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문제에 대응하는 집합적 실천으

로 꾸준히 언급되곤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보기에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에 포획된 영토

이다. 믿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이상 현재의 사회적경제는 어떤 형태로

든 신자유주의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현재 전 세

계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지배 담론이자 규율 체계이다. 한국 역시 예

외가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가 설사 신자유주의가 낳은 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천명한다 해도 신자유주의의 통치 문법이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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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적 움직임 곳곳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이

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을 

실제로 조직화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기에서 시

작한다. 

 

 

2 

 

20세기 후반에 다시 부흥한 사회적경제를 ‘신사회적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이 시기에 이르러 보편적인 

지배 담론이자 규율 체계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많은 이

들은 신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가 낳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

했다고 믿는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

도 아니다. 이 시기 사회적기업으로 대표되는 신사회적경제의 확장에

는 국가의 정책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 태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

연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적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했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민

영화를 통한 공공 부분의 축소, 금융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에 

대한 규제의 강화 등을 앞세우면서 확장되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등장

은 아니었다. 이미 20세기 중반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포디

즘Fordism적 축적 체제가 생산의 유연화에 기반을 둔 포스트 포디즘

post-Fordism적 축적 체제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포디즘적 축적 체제에 

기반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선진 자본

주의 국가의 성장은 더뎌졌고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어갔지만, 포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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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케인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시스템은 효과적인 대응을 하

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칠레에서 피노체트A. Pinochet에 의해서 신자

유주의 실험이 이뤄지고 1980년을 전후해서 차례로 등장한 대처M. 

Thatcher와 레이건R. Reagan 정부에 의해서 자본주의 핵심 선도국가들 내

부에 신자유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이 성공적인 안착은 국가의 

개입을 후퇴시키고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면서 이뤄졌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정착될 수 있었다. 어

쨌든 신자유주의의 성공적 안착과 함께 이제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이

던 시대는 물러갔고 복지국가는 낡은 것으로 취급당했으며, 시장은 정

치적 제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이 시기를 신자유주의의 첫 번

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는 좀 더 혁신적인 면모를 보이

면서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유화와 상품화를 통해 시장의 

논리를 단순히 확장하는 것을 넘어 복지 개혁을 비롯한 사회적 영역

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사회적인 것들

은 시장의 이미지로 변형되고 국가 그 자체의 ‘시장화’가 추진된다. 이

러한 전환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시장에 참여할 경제 행위자들을 육

성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대표

하는 것이 영국에서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들어선 블레어T. Blair

의 신노동당이 채택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이다. 

공동체주의는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물신주의와 큰 정부에 대

한 지지를 모두 거부한다. 그리고 가족, 학교, 공공 영역, 지역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한 형태, 이웃 등과 같은 공동체의 

미덕과 장점을 강조한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 책임 및 

개인의 의무와 같은 측면들이 부각된다. 이러한 접근은 가치, 사회적 

유대, 책임, 의무와 같은 사회적 규제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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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변모시킬 수 있는 수사학을 

제공한다(임운택, 2006). 이는 사회문제의 해결 주체를 국가에서 개인과 

공동체로 이전하는 접근이다. 그런데 개인과 공동체가 강조되기는 하

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영역은 시장의 형성을 통해 도

모되고 여기에서 경쟁이나 합리적 선택과 같은 시장적 기제가 적용된

다. 그리하여 실업자에게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노동 인센

티브가 채택되며, 공공서비스는 민영화를 통한 위탁 공급이 핵심적인 

방식으로 채택되어 전문화된 제3섹터 조직들이 공공서비스의 공급 기

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제3섹터 조직들은 지역사회

에 기반하는 풀뿌리 조직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 

조직으로 변모한다. 이는 영국만의 특수한 모습이 아니라 서구의 전반

적 경향으로 정착한다. 우리는 이러한 양상을 ‘제3의 길’로 부르고 있

음을 잘 안다. 

대처와 레이건은 물러갔지만, 그들이 조성해놓은 신자유주의는 이

미 뿌리를 내렸다. 제3의 길은 이 기반 위에서 마치 신자유주의가 낳

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인 양 포장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더욱 안정

화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동연계복

지와 각종 사회적기업 관련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경제가 이론과 실천에서 신자유주의의 비전에 대한 단호한 대응자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사회적경제, 즉 신사회적경제는 

19세기의 구사회적경제와 다른 결을 갖는다. 협동조합이 막 등장하던 

19세기의 사회 변동기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

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

동자들의 집합적 실천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반면에 20세기 후반의 사

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하는 국가가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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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장에 제3섹터 조직들이 진입해 전문화된 방식으로 취약계층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한다. 구사회적경제가 막 뿌리를 내린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결과물이었다면, 신사회적경제는 신자유

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장field 내 행위자이다. 

물론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가 제기한 

것처럼 “① 이윤을 축적하기보다는 구성원 또는 커뮤니티에 서비스의 

우선적 제공, ② 자율적 경영, ③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④ 자본에 대

해 사람과 노동을 우선시하며 이윤의 재분배”라는 4개의 원리에 배태

된 연대, 자율성, 시민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결사체 기반 경제 조

직(Defourny & Develtere, 1999)이라는 점을 수용한다면, 분명 사회적경제

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념형에 기대어 사회적경제의 실천 주체들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의 대응자라고 천명한다면 그것은 의미 부여의 과잉이다. 이념형은 어

디까지나 분석적 구성물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통치 방식은 매우 세

련되게 사회적경제를 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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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최근 논의 중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코M. Foucault에서 발전된 통치

성은 정치적 프로그램들이 신자유주의적 개인들과 결합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통치성

의 복잡성 내에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뭉크, 2009). 

통치성은 새로운 주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현실에 개입

하고 주체의 실천을 통솔하는 다양한 지식과 테크닉, 그리고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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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통치 실천에 관한 사유 방식’이다(조문영₩이승철, 2017). 

우리는 종종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규칙을 작동시

키는 이데올로기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곤 한다. 이는 맞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칠레처럼 쿠데타를 통해 급진적으로 신자유주의

를 전면화한 사례도 있지만, 대처와 레이건을 필두로 해서 많은 국가

에서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전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통해

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정책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헤게모니적 지배를 통해 동의를 확보해 나갔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영역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 사

회에 뿌리를 내려 그것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지 않으면 신자유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사카이 다카시(2011)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사회’를 조준하여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던 문제들을 해

체하고 그것을 시장의 이미지로 재편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모든 사회

적인 것들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재구축되어야 한다. 이 재편과 재구

축의 과정은 앞서 말한 동의의 과정이기도 한데, 그것들은 종종 마치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외양을 꾸미곤 한다. 그 중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몇 개 짚어보자. 

먼저, 거버넌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거버넌스를 국가의 통

치행위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이해한다. 그런데 

데이비드 하비(2007)는 정부(그 자신의 국가권력)에서 거버넌스(국가와 시민

사회의 주요 요소들의 광범위한 편제)로의 이행이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탁월

했다고 평가한다. 생각해보자.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주체

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정작 그 통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제한된 참여라는 실체와 

관계없이 거버넌스 시스템의 존재와 그것을 통한 결정은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보증한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작동한다.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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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외형을 만들어주면서 민주적 절

차임을 확인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의 정당성을 보증한다. 

둘째, 하비(2007)에 따르면 제3섹터의 조직들은 신자유주의 아래에

서 성장하고 번성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존재들로 여겨

지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펼쳐놓은 장에서 발생한 공공서비스의 외

주화에 적극 참여하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의 외주화는 민

영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제3섹터 조직들에게 이는 조직이 생존해나

갈 수 있는 ‘시장’이 된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서비스의 이용자는 상

품화된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종종 활용되

기도 하는 바우처voucher는 안성맞춤형 교환수단이다. 그것은 명백하

게 시장화 기제 위에 있으면서도 전면적인 시장화는 아니어서 마치 신

자유주의적인 접근이 아닌 것처럼 비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렇게 형성된 시장에서 소비자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제3섹터 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유대를 맺는 조직이 아니라 여

러 서비스 공급 기관 중 하나이다. 제3섹터의 조직들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저항의 주체로 조직하지 못하고 이들을 

서비스의 구매자로 만나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펼쳐놓은 장에서 시장 

행위자들은 이렇게 확장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3섹터 조직들은 지

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조직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이 되어간다. 나아가 이들은 점점 기업이 되어간다.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사회적기업 정책들의 등장은 이를 더욱 추동했다. 

셋째, 노동연계복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등장한 사회적기업들은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실업자를 중심으로 노동 취약계층들은 노동통합 사회적기업과 각종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의 조정을 겪게 되었다. 여기서 이

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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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을 담는 그릇인 노동통합 사회적기업과 서비스 공급 기관들은 

보호와 역량 강화를 모색하지만, 정부에 의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우선시하는 정책 운영과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취약

계층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밀어내는 물량적인 목표만을 중시하는 상

황에 빠지게 된다(Bode et al., 2006). 그 결과 실업자와 노동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졌던 노동통합 사회적기

업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프로젝트의 최전선에 있는 조직으로 평

가받기에 이른다(Cooney et al., 2016). 

넷째, 사회자본도 생각해봐야 하는 개념이다. 호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자본은 종종 사회통합의 주요 

메커니즘이자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동력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

계 형성을 통해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증진시키

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자본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를 

받곤 한다. 그런데 비판자들은 이렇게 바라본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

호의 1차적 의무는 국가에 있는데, 그것을 제3섹터에 떠넘기는 것 아

니냐는 것이다. 제3섹터의 역할은 공동체의 활성화로 포장되지만 정

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국가는 그 

역할을 은근슬쩍 회피한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서비스를 공급하

고 자원을 조직해 연계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정부-제3섹터의 파트

너십은 자연스럽게 제3섹터 조직들의 탈정치화를 이끈다. 즉, 사회자

본은 참여와 공동체라는 논리를 통해서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가 

아닌 탈정치화된 시민사회를 요구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경제 이전에 정치인 셈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를 후퇴시키고 그 기능들을 시장에 재분배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

만 국가 자체의 약화는 아니다.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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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뿐이다. 그 줄어든 역할의 감당자는 시민사회다. 그리고 그것

은 시장화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는 탈정치화되

고 시장화된다.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은 사회를 통해서 작동한다. 신자

유주의가 여러 차례 위험에 직면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회적경제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 

 

 

4 

 

그럼,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어떨까? 예외일까? 그렇지 않다. 돌이켜보

면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근간은 신자유주의를 논리로 하고 있다. 

먼저,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정책들을 김대중 정부

와 노무현 정부의 접근을 중심으로 돌이켜보자. 외환위기 시절 자활지

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로 

호명되었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시된 국가의 지향은 

‘사회투자국가’였다. 둘 모두 제3의 길의 자장 안에 있는 개념들이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를 생산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취지가 서려 있는

데, 이는 복지를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사회투

자와 부합한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의 위치를 경제의 하위에 놓고 경

제적인 것을 창출하고 성장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

렇기에 빈민들의 협동적 조직이었던 자활공동체는 제도화와 함께 빈

민들이 창업을 하는 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

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회적인 것의 경제화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본

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노무현 정부는 아예 사회서비스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설정했다. 그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은 ‘일자리 창출’

이었다. 우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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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추진된 사회적경제 정책의 핵심이 일

자리 창출이며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 전략에서 핵심이 사회서비스

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패키지화되어 정책으로 추진되었음도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생산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 모두 그 일차적 초점은 더 

나은 사회가 아니라 경제, 특히 국가의 경제적 역량의 증진이었다. 신

자유주의는 국가를 단위로 형성되고 국민들을 동원하며 국가 경쟁력

을 강조한다. 국가가 추진한 복지 및 사회 정책이 성장을 위한 도구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면모가 관철된 것이다. 

둘째, 정책의 방향만이 아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기술의 측면을 봐

도 그렇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돌봄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를 기제

로 작동한다. 그런데 돌봄 사회서비스 시장은 정부가 창출한 ‘유사시

장’이다. 이 유사시장에서 정부는 재원 조성자일 뿐 아니라 규제자이

다. 정부는 제도와 지침 그리고 재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공급

기관을 통제하고 서비스의 전달자인 돌봄노동자를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로 묶어놓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또 어떤가? 국가는 중간지

원조직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한 수직적인 위계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라 부르는 기관들의 역할은 사회적경제

가 잘 정착했다면 사회적경제의 연합체에서 수행하는 것들이다. 그런

데 한국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정부 및 지자체가 만들고 (사실상) 운영한

다. 그러니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의 정책 목표가 관철될 수밖

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

육, 컨설팅, 자원 연계, 정보 제공, 공모사업 운영 등이다. 이는 중간지

원조직이 그 자체로 특정한 기술technology의 수행자이며 사회적경제

와 관련된 지식 체계의 생산자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

을 운영하는 기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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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성과를 강조하고 경쟁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몇 개의 기

업, 몇 명의 고용 창출이 항상 강조되고 공모 방식의 지원사업을 운영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운영 기술은 현장의 사회적경제를 신자유주

의의 문법으로 길들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특정한 주체성과 사회적 관계

의 창출을 낳는 기술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령, 사회적경제의 현장 활동가들은 종종 자신

들을 사회적기업가 또는 사회혁신가 등으로 규정하곤 한다. 사회의 변

화를 추구하면서도 저항의 의미가 강한 사회운동가가 아닌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정체성을 내

세우거나 뭔가 전문적이면서도 세련된 것처럼 여겨지는 표상을 내세

우는 것이다. 나름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신자유

주의에 대한 저항이 순치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재생산 시스템을 보면 좀 더 심각하다. 최근 각 대학에

서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와 대학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에 초점을 맞춘다. 어느덧 사

회적경제가 창업의 한 방식이 된 것이다. 사회적경제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을 쌓고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사회적 근육을 

키운 이들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창

업의 기술로 사회적경제를 얼핏 이해한 이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

업 등을 창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가가 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

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회적인 것의 확장을 위한 행위자가 아닌 경

제적인 것의 확장을 위한 시장 행위자로서 앞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

를 이끌어갈 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과 재생산 시스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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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에 결연하게 맞서는 대항의 주체

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신자유주의에 포획되어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와 사회적경제 간에 놓여 있는 전선은 그

리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행위자는 구조의 노예가 결코 아니다. 한국

의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사회적인 것을 지키고 확장해가

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5 

 

그간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기 위해 보여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얼핏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민사회가 경제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갈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경제가 담론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경제행위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전부였다. 하지만 사회

적경제가 담론으로 등장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회적경제로 부르

는 활동들의 과거 역사가 조명되면서 사람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닌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가는 경제행위가 얼마든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가는 경제행위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

행형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파편사회’로 지칭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찾는다. 사

회적 유대는 서로를 이어주는 행위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인 것

이다. 

둘째, 노동자도 기업의 주인이며, 기업의 운영에서 민주주의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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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빈민을 조직해 노동자가 기업

의 주인임을 보여주려 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가 협동조

합으로 전환되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사회적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기

업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본이 아닌 인간 중심의 운영, 그리

고 지역사회 기여를 핵심 원리로 한다.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실현해

가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회적경제 조직화의 장으로 뛰어든 경험을 우

리는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전면적인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일 때 노동의 상품화는 제어된다. 

기업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목표를 지닐 때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는 제어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 내 성원권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 지점은 특히 빈민

이다. 우리 사회에서 빈민은 오랫동안 수혜의 대상이거나 동원의 대상

이었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낙인에 시달려왔다. 시민사회에서도 빈민

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즉, 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격을 갖

추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이를 바꿔가고 있다. 빈민

들은 과거의 생산공동체나 현재의 자활기업 및 주민협동회와 같은 조

직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시민사회와의 접촉 지평을 확대해 나

갔으며, 이제 사회적경제 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반드시 빈민들만이 아니다. 사회의 소수자로 위치해 있어 성원권을 동

등하게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협동조합 등을 조직해 다양하게 연대하

고 입지를 확장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본다. 성원권의 확장은 공

동체의 확대이다. 확장된 공동체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집합적 실천

을 도모할 수 있는 진지가 된다. 

넷째, 새로운 노동 주체를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본

주의사회에서 지배적인 노동은 ‘고용된 노동’이며 ‘상품 생산 노동’이

다. 이는 노동하는 이를 탈주체화된 노동자로 만든다. 신자유주의는 

101· ·



이를 더욱 극단까지 밀어붙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탈주체화된 노동

자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

는 노동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하는 노동을 만

들어냈다. 이는 노동을 고용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탈주체화의 기제

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인간들 간의 상호협력 속에서 작동하는 주체화

의 기제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섯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집합적 실천이 가능한 새로운 영역들

을 개척했다. 지역순환경제, 공유주택, 공동생산, 공동의 부와 같은 것

들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을 갈가리 찢어놓지만, 한국의 사

회적경제는 끊임없이 집합적 실천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물론 이는 한

국 사회적경제만의 특성은 아니다. 게다가 여전히 소수의 실천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는 개인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힘으로 맞서야 한다. 

 

 

6 

 

다시 앞으로 가보자. 이 글은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답이 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질문에 의문을 던졌다. 그

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

로 작동하는 장 내 행위자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신자유

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여부 이전에 신자유주의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그 통치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의 통치 영토 내에서 존재한다. 이 영토 안에

서 이뤄지는 행위는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공

격에 당한 흔적을 곳곳에 새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적경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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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주체도 아니다. 다양한 지향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사회적경제라

는 추상적 우산 아래 모여 있다. 그러니 그 내부의 어떤 존재들은 신자

유주의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분투할 때 다른 존재들은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거나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자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특정한 실천 속에 신자유주의에 의한 포섭과 이에 대한 

저항이 공존하기도 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현재를 진단하고 점

검하는 성찰적 태도가 없다면 국가가 지정해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

를 가진 ‘형식적’ 사회적경제일 뿐이다. 이런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

의의 대안이 아니다. 반대로 항상 성찰적으로 임하고 집합적 실천을 

모색하며 신자유주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신자유

주의의 본질인 ‘탈취에 의한 축적’에 대항하는 운동(하비, 2007)을 조직

해 나간다면, 그때 비로소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것을 ‘실질적’ 사회적경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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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김성기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문제 제기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를 국정 목표로 삼

고, 금융, 공간, 판로 지원, 인재육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이며, 기획재정부가 총괄 역할을 맡으면서 여러 

부처에서 관련 정책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펼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확

대와 관련 일자리의 확대는 다양한 실증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문재

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은 연평균 약 10%씩 순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연평균 약 5%씩 증가하고 있다.1 서울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도 효과를 보인다.2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화를 위한 민간 사회적경제 진영의 

노력이 한창이다. 여당이 이 법에 우호적이고 국회 의석도 다수를 점

하고 있으므로 올해 안에 제도화가 진척될 것으로 전망한다. 

 필자는 새천년 이후 지난 20년간의 우리의 사회적경제 운동은 사

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지금 사회적경

제 입법화를 실천하는 많은 이들의 기대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화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

화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과는 달리, 필자는 입법화를 사회적경제 생

태계 활성화의 완결점으로 인식한다.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시대에 한국 사회적경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

인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중심의 운동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기업 중심의 활성화 전략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의 궁극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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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2020(8월 13일), 4쪽.  

2   장종익 외,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 측정과 관련 정책 평가》, 서울연구원, 2016, 258~260쪽.



는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과 편익을 확산하는 것이다. 즉, 현 정부

의 국정 목표에서도 강조하듯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로 나아

가야 한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유럽과 비교하여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에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사

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은 결코 만만히 볼 수준이 

아니다. 유럽연합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80만 개이

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36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영향력은 전체 GDP의 8%에 달한다.3 

그렇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의 유용성을 사회적경제가 적극적으

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C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는 이미 

다양한 매력을 품은 플랫폼 기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플랫폼은 

인류의 생활양식, 문화양식, 노동 양식 등 거의 문명 세계의 변화를 주

도하고 있다. 물론 플랫폼이 주는 각종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플랫폼의 원리가 다중의 참여와 개방에 있으므로 그 편익의 가치를 수

용하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올해 사회적경제 진영이 주목할 새로운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

다. 바로 ‘디지털 포용법’이다. 이 법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15일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서 밝힌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

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

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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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2조 1 ① 정의). 결국 우리는 디지털 포용의 입법화가 사회적경제

에게 새로운 포용적 혁신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할도 요구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혁신과 디지털 포용 

 

오늘날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등장하

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대두, 이주민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원주민과의 소통 문제, 몰래카메라와 같이 기술 발전

으로 등장한 새로운 문제 등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대인 서비스 방

식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가 만연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ICT 기술의 발전은 사회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모바일) 기반의 상시적 소통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IoT, AI, 블록체인 기술 등의 발

전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 이

러한 기술의 잠재력을 사회문제 해결에 결합시킬 수 있다면, 저비용 

고편익의 사회혁신은 우리 앞에 도래할 가까운 현실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야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올빼미 심야버스’가 좋

은 예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은 전통적인 분

배의 가치 창출을 넘어 성장의 가치 창출로 진화할 수 있다. 이미 미

국, 영국, EU 등은 ‘디지털 사회혁신DSI, Digital Social Innovation’, ‘시빅 테

크Civic Tech’라는 이름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에 나서고 있다. 

EU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혁신가₩이용자₩공동체가 다양한 사회

적 요구에 대해—인터넷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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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책을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회적₩협력적 혁신”으로 정의한다. 특히 디지털 사회혁신 운

동에서는 민간(시민사회와 기업)의 주도성과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디

지털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높이는 

새로운 접근이자 행동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가 지향할 정책 방향으로 포용적 혁신성장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빈재익₩김성기₩심정훈, 2019).4 포용적 혁신성장은 국민 누구

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를 받지 않고 인

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미래를 위해 혁신성장을 추구

하는 정책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Digital Inclusion for a better EU so-

ciety’에서 ‘디지털 포용’은 국민 모두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에 

공헌하고, 동시에 국민 모두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제시했다.5 여기서 디지털 포용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

는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 이용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소외와 배제 없이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4대 과제로 ① 

ICT 접근성 제고Accessible ICT, ② 보조과학기술Assistive Technology 활용 

및 개발, ➂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Digital Skill, ➃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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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재익·김성기·심정훈, 《경상남도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 연구》, 경남연구원, 2019.  

5   European Commission, Digital Inclusion for a better EU society, 2019.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의 유형과 의의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이 정의하는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취

약계층의 소외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술

₩서비스이다.6 모두를 위한 소셜 테크Social Tech를 지향하며,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한 생활 편의 증진에 목적으로 두며,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세상bar-

rier free을 지향한다. 또한 기술을 통한 혁신 방식을 도입하며, 하드웨어 

면에서 로봇, 블루투스, 센서, IoT, GPS,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보조

과학기술assistive technology 및 적정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는 기존의 보조기술 개념과 비교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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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의

유럽연합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영국
지능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갖도록  

하는 것

호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고, 사회의 모든 요소에 걸쳐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통로로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포용을 추구

뉴질랜드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 

* 자료 : 이은수 외(2020)를 참고하여 재구성

6   이은수·한유정·주윤경, 《디지털 포용 정책 동향과 사례 : 2020년 주목해야 할 디지털 포용 선진사례》

(Digital Inclusion Report 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1~2쪽.



용자 대상과 기술적 적용 영역이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

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7에 따

르면, 보조기술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약자를 위한 생활과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보조기술이 특정 사회적 약자의 문

제 해결에 집중하는 반면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는 보조기술의 목

표를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에이블테크Oklahoma ABLE Tech는 11가지의 디지

털 포용 기술₩서비스의 범주를 제시한다.8 그것들은 ① 컴퓨터 접근성

과 인체공학 기술(Computer Access & Ergonomics), ② 일상생활 향상을 지

원하는 기술(Daily Living), ➂ 청력 취약자를 위한 기술(Hearing), ➃ 적극

적 놀이를 위한 보조기술(Recreation), ➄ 위치 교정 및 이동 장치(S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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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Oklahoma ABLE Tech “https://www.okablete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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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기기와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기

기 서비스’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8   출처 : Oklahoma ABLE Tech “https://www.okablete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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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 Mobility), ➅ 문자, 음성, 그래픽을 통한 의사소통 촉진 기

술(Speech Communication), ➆ 이동 약자를 위한 차량 개량 기술(Vehicle 

Modification), ➇ 시각기능 개선 기술(Vision), ➈ 읽기 지원 기술(Reading), 

➉ 쓰기 기능 지원 기술(Writing), ⑪ 계산 능력 지원 기술(Mathematics) 

등이다. 

필자는 작년에 국내 소셜벤처의 에이블테크able-tech 분야 사례 연구

를 수행한 바가 있다.9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디지털 포용 

영역에서 4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접근성, 

역량 강화, 보편적 이용, 사회 통합 등이다. 

첫째,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는 보편적 이용 가치를 제공한다. 보

조공학 관점은 특정 장애를 가진 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

는 반면, 디지털 포용 소셜벤처는 특정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솔루션

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

sign(모두를 위한 디자인)’10과 같이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확장₩통합되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

술을 통한 시민 편익의 가치 창출은 스마트 시티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셜벤처 ‘(주)닷’은 부산에서 배리어프리 

스마트 시티 솔루션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둘째,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접근성의 가치를 제

공한다. ICT 기술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장애로 인해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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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성기 외, 《2020년 에이블테크(able-tech) 분야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 도출 연구》, 소

셜벤처허브, 2020.  

10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공용화 설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

(汎用)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며,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

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용품 등이나 서비스, 주

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넓은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다(두산백과).



영역에 접근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인 키오스크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관련된 기술₩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AUD 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

라인 기반의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역사 없이도 자

막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이용 또는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역량 강

화의 가치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필수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노인

과 장애인이 그에 해당한다. 어떤 장애를 보유한 이용자(사용자)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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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주)닷 내부자료



제 디지털 활용 역량(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고서 유용한 디지

털 기술의 매력을 누릴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내를 포함하여 선진국의 

디지털 포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노

인, 장애인 등 정보 기술 취약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 포용 가치 창출 영역에서 특히 사회적경제는 사회 

통합의 가치 창출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점

에서 통합integration은 역량 강화empower와 참여participation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에이블테크에서 사회 통합의 가치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장애를 보유한 자를 위한 노동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예컨데, ‘(주)테스트웍스’는 발달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

리를 제공하는 것을 그들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서비스에 결합시킨 노

동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에이블테크 소셜벤처라 할 수 있다. 이 회

사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들

은 직무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를 얻고 난 후 직접 피고용자로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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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AUD 홈페이지 http://audsc.org/



참여하는 기회도 얻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포용은 장애 유무, 연령, 성별, 인종 등이 초래하는 

배제와 소외,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서비스이다. 디지털 포

용이 그려내는 도시는 배리어프리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포용

적 혁신 도시 등의 상象으로 표출되고 있다. 기술 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도 에이블테크는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을 통한 포용의 가치를 창

출하는 데 새로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11 현상에서 목격하듯이 사회적 관심 대상층의 

변화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 등 사

회적 돌봄이 필요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지역사회 내 공동

체는 약화되고 해체가 진행된 지 오래다. 더구나 일할 능력이 있어도 

노동시장의 외부에서 방황하는 실업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 

잉여 세대’12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을 포용하

고 있지 못하다. 21세기에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기존

의 공적 체계만으로 충족하기에는 버겁기만 하다. 노동시장에서 배제

될(또는 이미 배제된) 위험에 처한 국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론 실패

하더라도 언제든지 비빌 언덕이 있고 기회가 충만한 새로운 포용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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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

년 15.6%에서 2010년 23.9%, 2018년 29.3%(584만 8594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

는 31.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12   ‘노동 잉여 세대’는 노동 능력과 전문성이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또는 퇴출되

어)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는 세대이다.



지국가 모델이 절실하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발전

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 기술과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술 

기반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에 도전하고 있다. 정부가 사

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년 10월)에서 밝혔듯이, 현 시기 사회적경제

와 소셜벤처는 국민과 시민이 체감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 점에서 디지털 포용의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현실화

되는 것에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정부가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 커

뮤니티 케어, 사회혁신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혁신에 도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혁신과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는 시민이 체험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잠재력과 파급력

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제1차,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 규모가 3029억 원에 달할 정도이

다.13 하지만 사회적경제 관계자 중에 이에 대해 아는 이는 거의 드물

다. 사회적경제가 포용적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포용적 혁신 성

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선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용

적 기술은 에이블테크, 스마트 도시, 스마트 팜, 스마트 도시재생, 유니

버설 디자인, 헬스케어, 디지털 정부 등 공공서비스의 제 영역에서 개

발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야에서 개발된 솔루션을 상품화하

여 글로벌 공공서비스 시장을 선도해볼 만하다.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료서비스(무상의료)는 급진적인 사회

혁신의 대표적인 예다.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 정도로 간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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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R&D 가이드라인>, 2021(4월), 5쪽.



그것의 가능성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영국에서 국민의료서비

스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 새로운 사회혁신의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기업이 경제적 목적으로 사회를 혁신했던 것

처럼 사회적경제도 사회혁신을 위한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혹자

의 말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류화되지 말라는 법

도 없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Schopenhauer에 따르면 모든 진리

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조롱받고, 심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힌 후에, 결국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디지털 포용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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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김세은  

비랩코리아 이사, MYSC 선임컨설턴트

비상한 기업,  
비상할 기업  
‘비콥B Corp’



이상한, 아니 비상非常한 기업들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고 외치는 기업이 있다. 연

중 가장 대목이라 불리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오히려 물건을 사지 말라

는 ‘이상한’ 광고를 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

타고니아Patagonia’는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이지만 불필요한 의류 구입

은 환경에 해를 끼친다며, 자신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를 

한다고 밝힌다. 그들은 자연환경이 무너지는 순간 사업도 불가능하며, 

비즈니스를 활용해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경영 실적

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용하는 물건으로 자신이 지향

하는 의미와 가치를 표출하고자 하는 MZ세대의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성향에 힘입어, 파타고니아코리아의 2020년 매출은 480억 원으

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30% 이상 늘고 있다고 한다.1 

대마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미국 내에서 재배 자체가 불가능했던 

천연소재 헴프hemp의 환경적 유익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대항했던 ‘이

상한’ 기업도 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합법화된 재료를 싼값에 사용

하면 될 것을, NGO나 시민단체도 아닌 기업이 정부의 눈초리를 사면

서까지 굳이 시위를 하며 제도 개선을 외친 것이다. 유기농 바디케어 

제품을 만드는 ‘닥터브로너스Dr. Bronner’s‘는 토양에 해로운 살충제나 

제초제 없이도 잘 자라면서 석유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인 헴

프로부터 식물성 천연 오일을 추출해 제품을 생산해왔다. 건강에도 좋

고 지구에도 좋은 헴프를 산업 내 더 많은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제도

를 개혁한 것이다.2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 닥터브로너스는 북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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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쭐 내자”… 소비자 지갑 여는 ‘친환경 기업’〉 《머니S》, 2021. 5. 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717538095528



기농 바디케어 제품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다.3 

선착순으로 직원을 뽑는 ‘이상한’ 기업도 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신분과 50파운드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

만 통과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직원으로 선발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제

공되며 교육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우리는 브라우니를 굽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브라우니를 

굽는다”라며, 이른바 ‘열린 채용Open Hiring’을 활용하고 있는 ‘그레이스

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직원들은 대부분 한때 노숙자, 전과자, 약

물중독자 등 일반적으로는 직원으로 선호받지 않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을 통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득과 자존감

을 얻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열

린 채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직원 교육과 제품의 품질 덕에 그

레이스톤 베이커리는 연간 20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고급 베이커

리로 성장했다. 

손쉬운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영업하고 비

싸게 팔아 남기면 그만일 텐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각광받고 사람

들이 찾아주며 경영 실적도 좋은 기업이라니…. 신기하게도 이 ‘이상

한’, 아니 ‘비상한’ 기업들은 모두 ‘비콥B Corp’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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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비콥은 2007년에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서 창시된 개념이다. 

비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크

고 작은 민간 영리기업들이 변화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비랩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

향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줄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비

콥’이라는 인증certification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인증이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주어진다면, 비콥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사회₩환경적인 영향력으로 평가해보았을 때 일정 기준을 달성

한 기업에 한해 비콥의 자격이 주어지고, 비콥이 그 가치를 널리 알려

서 투자자₩소비자₩정책입안자₩학생 등 세상의 많은 사람이 비콥의 

철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더 나은 변화에 동참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

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모두 비콥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쉽지

만은 않은 변화의 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콥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오직 주주들의 이윤profit만을 추

구하는 이른바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원가 절감

을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낮은 인건비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갑질 

회사, 가격을 낮추고자 값싸고 자연에 좋지 않은 원료를 쓰는 환경 파

괴의 주범, 부정부패와 횡령 등 비도덕적 행동이 난무하는 악덕 기업

까지, 모두 이윤만을 목적으로 이기적인 의사결정과 근시안적인 행동

을 취할 때, 비즈니스 과정에 있는 직원₩협력업체₩주변 지역사회 구

성원, 나아서는 자연환경까지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

은 것이다. 이렇게 비즈니스로 인해 영향을 주고받는 이들을 포괄적으

로 ‘이해관계자’라고도 하는데, 비콥은 이해관계자들의 유익benefit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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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전환은, 오직 경영 실적만을 고려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best in the world’이 아닌 세상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 여부를 고려하

는 ‘세계를 위한 최고의 기업best for the world’을 지향한다는 슬로건으로 

요약된다. 

전 세계의 비콥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74개 국가에 3900여 개가 

있으며4 미국과 남미, 유럽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몇 년 전

부터는 대만,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계

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15개의 비콥이 

존재하는데5, 대표적인 비콥으로는 반려나무 판매나 숲 조성사업을 진

행하는 소셜벤처 ‘트리플래닛’,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만드는사람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닷’, 이주 여성이나 청년들을 고용

해 외식업을 운영하고 외식업 창업 지원까지 하는 ‘오요리아시아’, 우

간다와 같은 개도국의 고학력자들을 한국인들의 영어 튜터로 연결하

는 ‘텔라’,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유기농 섹슈얼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

하는 ‘인스팅터스’, 휠체어에 손쉽게 부착하여 휠체어의 이동성을 높

여주는 보조장치기구 제조사 ‘토도웍스’,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루트에너지’ 등이 있다. 아직 국내 비콥은 대

부분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 대체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환경적 문제가 뚜렷하고 명확한 편

이다. 2020년에는 신규 및 재인증 비콥이 18% 증가하며6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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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콥 공식 홈페이지 https://bcorporation.net/ 

5   비콥 공식 홈페이지 https://bcorporation.net/directory  

6   사단법인 비랩코리아 소개 자료.



건 속에서도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유익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며 비콥 

인증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콥이 되려면? 

 

비콥 인증은 비랩에서 개발한 ‘BIAB Impact Assessment’라는 기준을 토대

로 평가된다. BIA는 일종의 시험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어떠한 영향력impact을 주고 있는

지 평가assessment를 내리는 것이다. 각 질문에 응답을 하면 수치화된 

점수로 기업의 영향력이 산출되는데, 추후 비랩의 공인 심사관이 제3

자로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 후 80점 이상의 점

수를 최종 획득하면 비콥의 자격을 인증받는다. 

BIA는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은 기업이 주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기준과 지침으로 사

회₩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경영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기업의 대표자나 구성원이 바

뀌더라도 기업이 목적으로 삼았던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의 지향점이 

바뀌지 않도록 명문화된 문서나 법인격, 다양한 시스템과 기준들로 이

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 구성원workers은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적 안정과 인권을 

고려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직원의 성장과 근무 만족을 위

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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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기업의 부속품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비콥은 직원들

의 최소한의 인권 존중을 넘어서 그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노력하는지 여부를 고려

한다. 

지역사회community의 경우, 기업이 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성

과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품₩서비스 생산 과정

에서 협력업체들과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지 평가한다. 지역사

회가 다소 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기업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지

역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기업의 본질적인 기

능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나 협력업체들과의 구매 거래에서 사회에 

이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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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과 같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수치 자료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결

과값이 더욱 개선되어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

리 개선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한다. 공장이나 시설에서 눈에 보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더라도 사무실에서의 전

기 사용, 출퇴근에서의 탄소배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질문 

항목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고객customers은 제품₩서비스의 주 대상이 되는 고객에

게 품질 보장 및 불편사항 처리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개인정보 보

안정책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더 나아가 고객을 대상

으로 마케팅을 할 때 비윤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고객

으로부터 피드백을 취합해 더 나은 제품₩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BIA가 언제든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영역별 요소들은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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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고려해봄직한 요소들

인데, 사업에 바쁜 기업들(특히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 등)은 이러

한 지침을 찾아보고 알맞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비랩은 BIA를 오픈

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어떤 기업이든 비콥의 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하는 기업에는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제공해주는 등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비콥이 꿈꾸는 것은? 

 

비콥을 ‘인증’으로 소개하긴 했지만 엄밀히는 비즈니스의 기준과 사람

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문화운동movement’에 가깝다. 비랩의 최종적인 

바람은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더욱 사회와 환

경을 고려하도록 재설계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주체인 기업은 물

론 정부와 소비자, 투자자, 학교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콥의 철학을 강조하는 정부 지침이나 지원제도가 생길

수록, 사회₩환경적 가치를 이해하는 윤리적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비

콥의 가이드를 따르는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단순히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닌 사회₩환경을 생각

하는 이로운 회사에 취직하려는 뛰어난 학생들이 생길수록, 기업은 그 

변화를 더욱 빠르게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비콥 문화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비콥 제품을 진열해 

놓는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해 윤리적 소비자를 유도하거나, 비콥 인증

을 받은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미래 인재를 위한 채용공고 플랫폼 

사이트를 열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의 변화와 활동들은 비콥

과 같이 사회₩환경을 고려하는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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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사고 관점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셈

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을 기점으로 비콥 문화운동이 본격 시작되었는

데, 《유니레버는 왜 비콥이 되려 할까?》라는 제목으로 비콥 핸드북 번

127· ·



역서가 발간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후 비콥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BIA 

사이트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비콥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자발

적 조직 ‘비콥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콥 국제 컨퍼런스와 다양한 

강의 및 워크숍을 펼쳐 나갔다. 이후 2019년 비콥한국위원회는 비콥 

문화운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비랩코리아B Lab Korea’로 출

범했고 국내 비콥의 홍보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비랩코리아는 비랩의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한 지역 파트너 기관이다. 한국의 비랩코리아는 

대만의 비랩타이완B Lab Taiwan이나 중국의 비랩차이나B Lab China와 함

께 아시아 내에서도 비콥 문화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지역 파

트너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유럽의 비랩유럽B Lab Europe이나 남미

의 시스테마비Sistema B 등 전 세계 파트너 기관들과도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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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飛上할 기업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기업들도 비콥 문화운동에 

합류하고 있다. 동물실험 반대와 인권 보호를 외치는 바디케어기업 

‘더바디샵The Body Shop’, 커피 재배와 생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지역사

회 상생을 만들어온 ‘일리illy’, 스타벅스와 블루보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으로도 잘 알려진 텀블러 기업 ‘미르MiiR’까지…. 이처럼 비콥 문

화운동은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물론 일반적인 스타트업 생태

계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다

국적기업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이나 비재무

적 투자 방식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의 최근 트렌드와 함께 더 

크게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재무적 가치로만 지속될 수도, 시

장에서 비상할 수도 없다. 비콥이 중요시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와 사회₩환경적인 문제 해결 등 비재무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기업은 세상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비콥이 지닌 꿈은 마냥 인증기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큰 변화에 있다. 또 이러한 철학과 관점에 공감하는 이들이 더욱 많

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왕 개발해서 판매해야 하는 제품₩서비스

가, 일상에서 소비하고 이용하는 옷₩음식₩화장품 등 모든 것들이 세

상의 미래를 이롭게 한다면, 우리들의 결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유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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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논문 

 

1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1



Ⅰ.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4일, 일본 국회에서 노동자협동조합법(이하 일본노협법)
2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일본노협연합회) 

등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과 노동자 복지단체들의 노동자협동조합 운

동 40년, 법제화 운동 30년의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다.3 일본노협

연합회는 성명서4를 통해, 일본노협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 시대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사람들의 생존 위기 시대에 본

래 사회 방식을 묻고 재창조하는 존재로서 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사

회는 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팬데믹 속에 있으며, (…) 그 속에서 

‘노동자협동조합법’이 일본에 탄생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일터, 관계

성, 삶 방식에 대한 필연성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의 의

도는 단순히 새로운 협동조합 구조의 구축에 그치지 않고 ‘자치’ ‘인권’ 

‘민주주의’라는 바람직한 사회 원리를 되찾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노동’과 ‘삶’을 다시 묶어, ‘경쟁’에서 ‘협동’으로 전환해 풍

부한 관계성 속에서 인간성을 되찾으려고 분투해왔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대량폐기를 추진해 지구를 파국적인 사태까지 몰아넣은 인

간의 삶과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되묻으려 해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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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노동자협동조합을 연구하는 필자의 견해로,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   

2   2020.12.4. 제정.  

3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원, 〈성찰과 연대의 조직화 :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보여준 사회적경제의 길〉(《2019 생명·협동연구 결과보고서》, 한살림재단, 

2019) 참조.  

4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모두가 사회의 주체가 되어 기꺼이 일하는 시대를 열자〉, 2020.12.4.



노력은 ‘작은 존재의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년에 걸쳐 

갈고 닦은 ‘협동노동’이라는 보배가 사회 전체의 보배가 되고, 모두의 

손에 넘어가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노

동이 친숙해지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일본노협법은 5개의 장(총칙,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잡칙, 벌

칙)과 부칙으로 구분하여 171개 조(본문 137조, 부칙 34조)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제2장 ‘노동자협동조합’은 6개의 절(통칙, 사업, 조합원, 설립, 관리, 

해산 및 청산과 합병)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5절 ‘관리’는 7개의 관(정관 등, 

임원 등, 결산관계서류 등의 감사 등, 조합원감사회, 총회 등,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계산)

으로 세분화하는 등 노동자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상당

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노동자협동조합(이하 노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

는 현장 활동가와 협동조합 연구자 및 노협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de-

cent work’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담당자를 위해, 일본노

협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법제 및 협동조합 운영에 참고할 만한 유의점을 정리하고자 했다. 법

조문은 국회도서관의 번역본(2021.1.18.)을 기준으로 했고, 일본노협연

합회가 홈페이지5에 게시한 자료를 추가로 검토했다. 주요 내용에 대

한 의미와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노협연합회 관계자와 세 차

례 영상회의6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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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jwcu.coop/houseika/  

6   2020.12.18. 이사장 古村伸宏 ; 2021.2.6. 이사 中野理, 국제협력 友岡有希 ; 2021.5.8. 友岡有希



Ⅱ. 일본 노동자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노동자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와 요건, 비영리법인 간주 

 

일본노협법은 개인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창

출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필요한 노협의 설립₩관리₩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

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목적). 

노협은 ① 조합원이 출자하고, ②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합원

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③ 조합원은 조합이 실시하는 사

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3가지 기본 원리를 준수해야 하고, 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② 조합원과 노동계약을 체결

할 것, ③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출자좌 수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④ 조합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이 총 조합원 의결권의 과

반수를 보유할 것, ⑤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종사

한 정도에 따라 할 것 등 5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노

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비영리법인), 특정 정

당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3조 기본원리, 그 밖의 기준 및 운영원칙). 

 

2.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만 하며, 법인은 조합

원이 될 수 없다(제6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 보

유하고 있어야 하며, 총 출자좌 수의 25%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탈퇴 또는 퇴직하려는 조합원의 출자좌 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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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을 거쳐 35%까지 보유할 수 있다.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제9조 출자). 조합원의 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제13조 지분의 

양도제한). 

의결권₩선거권 등 조합원 권리 행사의 대리는 조합원만 할 수 있으

며, 대리인은 4인까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할 수 있다(제11조 의결권과 선

거권). 장기간에 걸쳐 노협이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 

출자의 납입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조합원 등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명할 수 있다(제15조 법정탈퇴). 

노협은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이사

의 직무만을 수행하는 조합원과 감사인 조합원은 제외)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

며, 노협을 탈퇴하더라도 노동계약은 유지된다(제20조 노동계약의 체결 등). 

노협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었던 자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탈퇴₩기타 조합원 자격에 근거

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기타 노동관계상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제21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3. 노동자협동조합의 사업 

 

노협은 다양한 취업 기회 창출, 지역의 다양한 필요 부응 등 지속 가능

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실

시한다. 다만, 노동자파견사업 및 노협의 목적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령에서 정한 

사업은 실시할 수 없다(제7조). 전체 조합원 중 80% 이상이 노협이 실

시하는 사업에 종사해야 하며, 노협이 실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75%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제8조). 다만,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

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따른 취업계속지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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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애복지서비스 등 특정취업계속지원을 받는 자는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부칙 제3조 특정취업계속지원을 실시하는 조합의 특례). 

 

4.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 

 

노협은 3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자금을 납입(분

납의 경우 제1회에 출자금의 25% 이상)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정청에는 성립 이후에 신고만 하면 된다(제22조 발기인 내지 제28조 설립

무효의 소송).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비영리법인 대부분이 행

정청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주의許可主義를 따르고 있는데, 노

협은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취해 설립을 용이하게 했다. 

 

5.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 

 

취업 창출 등 적립금에 관한 규정, 교육이월금에 관한 규정,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

록 하고 있으며(제29조 정관),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

도록 하고 있다. 이사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감사는 조합원 요건을 별

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32조 임원). 감사는 이사

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를 작성해야 한다(제38조 임원의 직무 및 권

한 등). 조합원 총수가 2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사를 대신해 이사 이외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원감사회를 둘 수 있다. 감사회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제54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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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의 설치 및 권한). 

반드시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사회가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제

39조 이사회의 권한 등). 임원은 임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야 하며, 그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기초한 경우에는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사록에 이의를 기록하지 아니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 다

만, 전체 조합원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총회의 

의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제45조 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는 각 사업연도와 관련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의 실시 

상황 및 그 결과와 취업 규칙의 작성₩변경,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조

건(노동시간, 휴게,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노사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제66조 총회에 대한 보고). 

조합원 총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대신해 대표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 정수는 조

합원 총수의 10%(조합원의 총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명) 이상이어

야 한다(제71조 대표회). 

 

노협은 출자 총액의 50% 이상으로 정관이 정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준비금

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규모 

확장 또는 사업 활동 확대를 통해 취업 기회 창출을 도모하는 데 필요

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연도 잉여금의 5% 이상을 취업 창출 등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조합원의 조합 사업에 관한 지식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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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5% 이상의 교육이월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제76조 준비금 

및 취업 창출 등 적립금과 교육이월금). 

 

노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준비금 및 취업 창출 등 적립금과 교육이월

금을 공제한 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제77조 잉여금의 배당). 비영리법인으

로서 출자배당은 금지하지만, 노협으로서 노동배당은 가능하게 했다.  

 

6.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 공개와 관리·감독 

 

노협은 정관 및 규약을 각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

다(제31조 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이사회 의사록(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과 결

산관계서류(제51조 결산관계서류 등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의 공개도 같다. 다

만, 회계장부의 공개는 전체 조합원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

52조 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 

노협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의 처리 방법을 기재한 서면 

및 사업보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제124조 결산관

계서류 등의 제출). 노협의 관할 행정청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고, 노

협연합회는 후생노동성이다(제132조 관할행정청). 후생노동성은 노동정책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노협 및 노협연합회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지

침을 정할 수 있다(제130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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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일 및 개정 검토 시기, 조직 변경 

 

일본노협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후 2년 이내 정령에서 정한 날을 

시행일로 하여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부칙 제1조 시행기일), 법 시행 후 5년을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하는 기간으로 정했다(부칙 제32조 검토). 

법 시행 시 존재하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상 기업조합과 ‘특

정비영리활동족진법’ 상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회 의결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여 노협이 될 수 있다(부칙 제4

조 조직변경). 기업조합과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조직 변경은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서 각각 정한 총회 의결 

절차(정족수 포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된다(부칙 제5조 기업조합의 조직변경

계획 승인 등). 

기업조합의 경우, 조직 변경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조직 변

경이 해당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즉시 변제 또는 담

보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부칙 제6조 기업조합의 조직변경 의결 공고 등), 

조직 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분의 반환을 청구함으로

써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7조 기업조합의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

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 

특정비영리법인의 경우, 조직 변경 시 재산(특정비영리법인 당시의 재산)

은 소관부처 확인 및 보고 등의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부칙 제21조 잉여금 

처분의 특례, 부칙 제23조 조직변경 시 재산액과 관련된 사용상황의 보고, 부칙 제24조 특

정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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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노동자협동조합법 제정의 의미와 특징 

 

1. 일본은 왜 노동자협동조합법을 제정했는가? 

 

일본은 왜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제정했을까? 일본노

협연합회는, “① ‘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동자의 의욕과 능력에 따

라 취업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② 조합원이 출자하여,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의 사업이 이루어

지고,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조직

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③ 다양한 취업기회를 

창출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업7을 실시하도록 하여, 

④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한다는 법의 목적을 강

조하고 있다.8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한 노협의 역할과 이

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의미한다. 경제위기

로 인해 중소기업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협의 역할에 대한 사

회적 기대를 반영했으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활동 주체로서 협동조합(제7원칙 커뮤니티 관여)이 보편성을 획득했다

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었을까? 이러한 

역할은 “출자, 의사결정, 노동을 함께 영위하는” 조직과 “지역에 공헌

하고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

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9 기존 기업조합은 출자가 가능하나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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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돌봄·복지(방문요양 등), 육아(방과후교실 등), 지역만들기(농산품 가공, 종합건물관리 등), 청년과 곤궁

자 자립 지원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8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노동자협동조합법안에 관해서”.  

9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위의 자료.



인가를 받아야 하며, NPO 법인은 출자가 불가하며 설립 또한 행정청

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법인 형태를 법

제화할 필요가 있었고, 노협은 출자가 가능하면서도 준칙주의에 따라 

설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2. 일본 노동자협동조합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노협은 양질의 고용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

나, 노협은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가운데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

기가 가장 어려운 협동조합이다. 출자금, 고용노동(비조합원), 소득분배, 

잔여재산의 분배, 자본의 상환과 적립금 조성 등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10 또한, 노협은 일자리와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훨씬 

깊은 내면의 요구, 즉 노동을 인간성과 결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11, 조합원의 조직에 대한 관여가 완전하거나 완전에 가까워지

도록 노력해야 한다.12 

일본노협법은 노협이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좋은 일자리

와 노동의 존엄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13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

떠한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 

노협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 △ 노협에서 발생한 이익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는 어떻게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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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F. 레이들로(Laidlaw),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 보고서》(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염찬희 옮김, 알마, 2015, 183쪽.  

11   A. F. 레이들로, 위의 책, 183쪽.  

12   A. F. 레이들로, 같은 책, 139쪽.  

13   노동자협동조합은 국제적이며 보편적인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1인 1표의 의결권과 출자 의무가 있으

며, 협동조합 7원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조합원은 그 사업에 종사하며, 국제노동기구(ILO) 제193

호 권고에 따라 수준 높은 노동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준수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이 있다.



가?의 문제에 주목했다.  

먼저, 다양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

여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노동자파견사업 등 노협의 목적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않은 사업은 금지된다. 다음으로, 발생한 이익은 (손실보전) 준비금, 

취업창출적립금, 교육이월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자배당은 금지

되며(비영리성). 노동에 종사한 분량에 따라서만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

다(노동배당). 우리나라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노협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배당을 가능하게 하

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총회, 임원, 조합원감사회, 운영의 공개, 노동배당 등)와 노

동자로서의 권리(노동계약, 불이익취급 금지 등)를 동시에 보장하도록 접근

했다. 전체 조합원 중 사업 종사자의 비율, 사업 종사자 중 조합원의 

비율, 특정취업계속지원을 받는 자의 조합원 특례 등을 통해 사회적 

동의가 가능하고 실제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정했

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으며 : ‘기능적으로 동등한’ 제도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일본노협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협 부문의 의식적 제도 수

립 노력에 따른 성과물이며, 다른 나라의 제도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제도를 자국에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산물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 프랑스의 ‘사

업고용협동조합’은 매우 다른 제도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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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동등’하다.14 물론, 일본노협법은 프리랜서, 특

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응하는 사회안

전망으로서 노협의 역할에 대한 접근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협 활성화

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

통합형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기반 주민참여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검토하는 경우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의점을 주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일본의 노협 조직화 현장

의 향배를 살펴본다면 제도화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노동의 협동조합’15이 어떻게 확산되

는지, 얼마나 큰 규모의 ‘워커스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16가 노협으

로 전환할지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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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하준,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국가의 역할》(Globalization, Economic Devel-

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이종태·황해선 옮김, 부키, 2006.  

15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은 일본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16   모두가 경영자가 되어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만드는 사업체로, 구성원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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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논문 

 

2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1



2019년 1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그로 인한 전 세계적

인 재난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로운 재난은 지나간 재

난의 기억을 희미하게 하지만,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겪은 아픔을 어떻

게 극복했는지 떠올리고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다. 더욱이 그 아픔을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극복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을 것이다. 

이 글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나 서서히 잊혀가고 있을지

도 모를 재난과 그 재난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겨내고자 했던 사람들

의 활동에 관한 글이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주시를 강타했

던 지진의 피해자였으나 지진으로 인한 충격과 아픔을 지역사회와 함

께 극복하고자 과감하게 재난 대응 활동을 시작했던 경주아이쿱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이하 경주아이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의 과정과 교훈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난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

들이 어떻게 치유자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들

Wounded Healers’의 활동이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에 어떤 방식으로 기

여할 수 있는지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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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Learning from the “Wounded Healers” : Self-organization, Collaboration, and Community 

Resilience Capacity for Disaster Recovery〉(한승헌, 2020) 및 〈재난 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조조직의 역할과 협력〉(한승헌, 2021)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두 편의 글을 정리하여 좀 더 대중적으

로 읽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앞의 두 편의 글과 이론적 논의와 연구 사례가 동일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부득이 중복될 수 있으며, 별도의 (재)인용 표시가 없어도 앞의 두 편의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

임을 밝힙니다. 

     지진의 경험과 아픔을 되살려야 하는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육아와 가사 등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귀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신 경주아이쿱 연구 참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마음을 전하며, 경주아이쿱의 경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생협평론》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회복력 

 

최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

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Ainuddin & Routray, 

2012; Berkes, 2007; Cretney, 2016; Godschalk, 2003; Magis, 2010; Manyena, 2006; 

Norris et al., 2008).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폭염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

양한 재난의 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등 지역사회 전체

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과 이웃을 

구출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지역사

회 주민들이 제공한다(Devkota et al., 2016; Jalali, 2002; Silver & Matthews, 2017; 

Twigg & Mosel, 2017). 지역사회가 당면한 재난 상황은 지역사회 구성원

을 재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로 위치시키지만, 이들은 피해자로만 머

무르지 않는다. 재난을 함께 경험한 이들은 재난을 함께 극복해 나간

다. 이들은 지역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친밀함

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Klinenberg, 2015).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사

회 회복력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의 중요한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복력resilience’은 홀링(Holling, 1973)이 “생태학에서 시스템이 외부

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고, 시스템 교란으로부터 회복된 새로운 상태”

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심리학과 재난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한승헌, 2021: 68). 재난 상황에서의 회복력의 의미는 “재

난으로 인해 발생한 충격과 영향을 흡수해 이로부터 회복하는 역량”과 

“언제 닥칠지 모를 미래의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역량”을 포

함한다(Berkes, 2007; 한승헌, 2021: 68). 회복력의 의미와 그 개념적 속성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크레트니(Cretney, 2016)가 강조한 사회적 역량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회

복력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레트니는 지역사회가 함께 재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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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응하고 재난의 결과를 극복해 나가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역량을 회복력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사회

적 역량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coping and response capacity’과 재난 

결과에 대한 ‘적응 역량adaptive capacity’을 제시하고 있다. 

‘대응 역량’은 지역사회에 이미 내재해 있는 역량으로, 재난이 발생

하는 즉시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응하고 그 결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발휘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 역량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평소에 맺고 있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서로

를 돕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적

으로 함께 참여하는 마을 행사나 축제 등 공식적인 교류 행사와 모임

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아우른

다(Cretney, 2016; Norris et al., 2008). 

‘적응 역량’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재난으

로부터의 교훈을 학습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역량을 말한다

(Adger et al., 2005; Cretney, 2016; Folke et al., 2005). 적응 역량은 재난으로부

터의 아픔과 힘겨운 기억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새로운 기억으로 전환

하기 위한 소위 기억의 재해석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기억social mem-

ory’(Alkon, 2004; Cretney, 2016), 그리고 같은 재난을 경험한 지역사회 주

민들이 미래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으로 구성된다

(Adger et al., 2005; Berkes, 2007; Cretney, 2016). 

이러한 지역사회 회복력의 사회적 역량 중심의 개념은 〈그림1〉과 

같다. 

 

 

 

147· ·



경주아이쿱의 재난 대응 활동 

 

이 글에서 소개할 사례는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주시에서 발

생한 지진(이하 경주지진)과 그 지진에 대응했던 경주아이쿱의 재난 대

응 활동의 성과와 교훈에 관한 것이다. 경주지진은 1978년 한국이 기

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지진으로,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1시간 후인 오후 8

시 32분에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한승헌, 2021: 65~66 재인용). 한국

에서 보기 드문 대형 지진으로 기록될 경주지진은 발생 이후에도 1년 

동안 6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경주 시민들에게 “속수무책으

로 들이닥친 두려움”으로 기억되고 있다(권오민 외, 2017: 27; 한승헌, 2021: 

66 재인용). 

사례 연구를 위해 경주아이쿱의 정책결정자(7명)와 안전팀 ‘조인스’ 

팀원(4명), 그리고 일반 회원(4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화 방식을 통한 심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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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주민 간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 형성

대응 역량 적응 역량

사회적 기억 

재난 경험과 기억에 대한  

집합적 재구성

사회적 참여  

지역사회 내  

공식적 사회 참여

사회적 학습 

재난 관련 지식 습득 및  

집합적 학습

지역사회  

회복력

출처 : 한승헌, 2021: 69, 〈그림3-1〉 재인용. 



접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심층면접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 경

주지진 이전과 이후 경주아이쿱의 재난 대응 활동의 시작과 발전 과정, 

2)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경주아이쿱의 주요 활동 내용, 3) 이

러한 활동을 통한 개인, 경주아이쿱,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교훈 등

이다. 심층면접조사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수행

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

용, 녹음 및 녹취록 작성 등에 관해 안내한 후 자발적 동의를 얻어 조

사를 수행했다. 면접조사 이후 작성된 녹취록은 다시 연구 참여자에게 

해당 내용이 알맞게 작성되었는지, 비공개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상

세히 확인한 후 확정했다.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경주시에 거

149· ·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의 수 15 7 4 4

계
연구 참여자의 경주아이쿱 내 역할

정책결정자 조인스 팀원 일반 회원

연령 (평균, 세) 42.34 45.86 43.67 37.5

연령 범위 (세) 35-51 40-50 39-51 35-40

성별 (남성/여성) 0/15 0/7 0/4 0/4

직업 (주부/풀타임/파트타임) 9/1/5 4/1/2 2/0/2 3/0/1

가족구성원 수 (평균, 명) 3.95 3.86 4 4

자녀의 수 (평균, 명) 1.95 1.86 2 2

자녀의 연령 (평균, 세) 11.12 12.36 13.75 7.25

경주시 거주 기간 (평균, 년) 20.17 20 21 19.5

경주아이쿱 활동 기간 (평균, 년) 7.38 9.5 5.5 7.13

주거 유형 (아파트/주택) 11/4 6/1 3/1 2/2

재난대응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명) 15 7 4 4



주하면서 경주지진을 경험했고, 경주아이쿱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경주아이쿱에서 실시했던 재난대응 교육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

여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

(〈표1〉). 

경주아이쿱은 경주지진 이전에는 재난 대응과 관련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진 이후 기존에 해왔던 활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

의 재난 대응 활동을 경주아이쿱의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개척하기 시

작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경주아이쿱 활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시기별 주요 활동 내용을 구분하면 1) 초기(2016년 9월~2017년 

7월), 2) 중기(2017년 8월~2018년 7월), 3) 후기(2018년 8월~2020년 5월 현재) 등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2〉). 

 

1) 초기(2016년 9월~2017년 7월) 

 

경주아이쿱 창립 멤버들은 2015년 5월 자연드림 황성점 오픈 준비 과

정에서 모두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매장 오픈이라는 성취

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레 상호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이

러한 깊은 신뢰 관계는 경주지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게 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더

욱이 아이쿱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의사소통 방식

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경주아이쿱의 재난 대응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

지했다. 

이 시기에 경주아이쿱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사명감이 강했던 이

사 3인과 회원 4인을 중심으로 재난위원회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재난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재난 대응 방법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강연(‘일본 엄마들의 지진 대처법’ 등)의 장을 

150 생협평론·2021 여름·43호



만들었다. 또한, 일본의 《도쿄방재》(한글판)의 번역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알맞은 내용으로 다듬은 《지금 하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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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2016년 9월~2017년 7월 

중기  

2017년 8월~2018년 7월 

후기  

2018년 8월~2020년 5월 현재 

주요 사건 · 5.8 규모 경주지진 발생  

· 최초 지진 후 1년간 600여 회 

· 5.4 규모 포항지진 발생 · 재난 대응 활동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 구마모토현 방문 

규범 적용 및 

유연성 

· 아이쿱의 유연한 조직 체계를  

  통한 경주아이쿱 내 재난위원회  

  신설 

· 경주아이쿱의 재난위원회를  

  전국 아이쿱에 확대 설치

· 안전팀 ‘조인스’ 신설 

  ((구)재난위원회) 

신뢰 관계 · 경주아이쿱 창립 과정 중  

  재난 대응  

· 핵심 구성원 간 강한 신뢰 관계 

· 기존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공유 

· 다양한 재난 대응 활동을 통해 

신뢰 관계 강화 

목표 · 임시적 재난 대응 · 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외부연결 및  

협력

· 재난 대응 핵심 구성원의  

  대외 조직 및 언론 연결 역량을  

  활용한 외부 조직과의 협력 

  (초청 강연 등) 

· 더프라미스 및 AEGIS와 협력  

· 포항아이쿱 및 포항시와 협력 

· 일본 구마모토현 및 해남아이쿱,  

  A-PAD한국과 협력  

· 전국 아이쿱, 더프라미스 및  

  AEGIS와 협력 확대  

· 경주시와의 협력 없음 

의사소통 · 아이쿱의 민주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 재난 대응 핵심 구성원의  

  경주시 및 인근 거주 : 원활한  

  의사소통 촉진 

·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민주

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 발전 

· 민주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  

  강화 

활동 ·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재난 대응 인식 제고 활동 

  (매뉴얼 읽기 모임, 워크숍 등)

· 조합원 중심의 재난 대응 관련  

  교육 및 실습 실시  

· 전국 아이쿱 내 재난 대응 리더 

양성 

· 재난 대응 관련 교육 및  

  실시 확대(지역 주민 및 조합원 

가족 포함) 

· 지역 내 사회적자본 강화 활동 

출처 : 한승헌, 2021: 72, 〈그림3-2〉 재인용.



2000부 제작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들에게도 배포하고, 지

역 소모임을 중심으로 매뉴얼 읽기 모임을 진행했다. 그리고 경주 시

민들의 9월 12일 지진에 대한 기록을 담은 《현관 앞 생존배낭 : 9₩12 

경주지진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출간하고, 그 기념

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해 조합원과 경주 시민들의 지진 경험에 관한 진

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처럼 초기 경주아이쿱의 재난위원회의 활동은 이웃의 얼굴과 이

름을 익힐 수 있는 공적인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통한 지

지와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모

임, 그리고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이러한 경험을 말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통해,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회복하고, 함께 재난 

대응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2) 중기(2017년 8월~2018년 7월) 

 

이 시기 경주아이쿱은 “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모토로 본격적

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

작했다. 2017년 11월 5일, 포항시에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자, 경

주아이쿱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경

주아이쿱은 초기 재난 대응 활동에서 더 나아가, 2017년 8월부터 국

제 재난구호 단체인 더프라미스ThePromise와 그 내부 조직인 국제재난

심리지원단AEGIS, Aid Ecosystem for Global Inner-peace Solutions과 협력하여 

경주아이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재난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

램을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재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습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 과정에서 지진으로 인한 충

격과 아픔을 공유하면서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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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주아이쿱은 포항아이쿱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

했고, 프로그램이 포항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5일, 포항

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대응 경험이 있었던 경주아이

쿱이 포항아이쿱에 응급 물품과 인력을 지원했다. 포항시도 경주아이

쿱에 협력을 요청하여 신속히 포항지진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었다. 또

한, 2018년 3월 경주아이쿱의 재난위원회가 전국 아이쿱생협연합회 

소속의 재난대응위원회로 확장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인 재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당

시 전국에서 재난 대응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명의 리더가 

배출되었다. 

중기 재난 대응 활동의 특징은 사회적 학습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난 대응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학습의 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는 지지 기반을 다졌다는 점

이다. 또한, 재난 대응과 재난 심리치료 전문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을 통해 경주아이쿱이 지니지 못한 전문성을 외부 자원으로부터 효과

적으로 보완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3) 후기(2018년 8월~2020년 5월 현재) 

 

이 시기에 경주아이쿱은 “사람이 사회적 자본, 일상에서 즐겁게 하는 

재난 대응 활동”이라는 모토로 활동했다. 경주아이쿱의 재난 대응 활

동은 2018년 8월, 일본의 구마모토현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때 경주아이쿱은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관광도시였던 일

본의 구마모토현이 지진 이후 관광객 감소에 대한 우려를 어떤 방식

으로 해소했는지, 그리고 일본의 그린쿱생활협동조합의 재난 시 물자

조달 방식과 이재민 지원, 특히 지역사회 주민을 ‘이웃 공동체’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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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벤치마킹했다. 특히, 일

본 방문 시기에 경주아이쿱은 재난위원회의 명칭을 안전팀 ‘조인스’로 

바꾼다. 조인스는 ‘서로 돕다’는 의미의 ‘助’, ‘서로 가까이에서’라는 의

미의 ‘in’, 그리고 복수형을 의미하는 ‘s’ 를 조합하여, ‘서로 가까이에

서 돕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이유는 재

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운 느낌을 탈피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

가야 하는 재난 대응을 좀 더 즐겁게 해보자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서이다. 

중기 재난 대응 활동의 목적이 조합원과 지역 주민 개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였다면, 후기 재난 대응 활동은 일본 구마모토현 방문

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서로를 ‘이웃’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들 

간 사회적자본 축적을 촉진하고자 “구조적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지역 주민 간 지지와 연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주아이

쿱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자 범위를 어른 중심에서 아이와 가족 

구성원까지 확장하고, 영화제, 재난 대응 체험활동, 안전체험관 단체 

방문,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학 특강과정 개설, 토요일 가족캠프 등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2020년 4월 중순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발생한 지

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아이쿱과 경주아이쿱, 에이팟한국A-PAD, 

Asia-Pacific Alliance for Disaster Management은 공동으로 해남아이쿱과 연계

하여 재난 대응 교육과 물품을 지원했다. 

 

 

함께 나아갈 길 

 

지금까지 2016년 지진 이후 지진을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평범한 시

민들이 경주아이쿱 조직 내에 조인스((구)재난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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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진행해온 지역사회 재난 대응 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경

주아이쿱은 조직 내 재난 대응에 대한 지식 축적과 매뉴얼 제작을 시

작으로 조합원과 지역 주민 개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활동을 이

어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이 강화될 수 있도

록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활동의 영역을 확장했다. 

경주아이쿱은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활동들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함

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했던 경험과 ‘사람이 자본’

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던 헌신적인 리더 그룹이 재난 대응 

활동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주아이쿱은 

재난 대응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했고, 포항과 해남 지진에서 보듯이 기꺼이 다른 지역에 

필요한 자원이 되어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경주아이쿱은 이웃의 얼

굴과 이름을 익히고, 지진의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픔과 기억

을 공유하며,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함으로써 사회적 역량 배양에 힘써왔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에 중

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주아이쿱의 재난 대응 활동에는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한계점도 존재한다. 경주아이쿱의 활동은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는 효과적이지 못했던 정부의 초기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시민으로서의 불안과 불만이 그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재

난 상황에서 정부가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그 기대에 미치

지 못했던 현실 간의 간극을 경험함으로써, 역설적이지만 나와 지역사

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점은 긍정

적인 결과로 보이지만, 재난 대응 활동 기간 동안 정부와 협력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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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던 점은 앞으로 경주아이쿱이 조직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사

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 중대한 한계로 작

용할 수 있다. 물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 협력은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 보유 자원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에 비해 실제로 잘해내기

가 무척 어렵다. 그럼에도 향후 활동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영역

과 민간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의 교차점을 분별하여 효과적으

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경주아이쿱의 재난 대응 활동

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경험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는 아닐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빨리 잊혔으면 하는 사건

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극복하고 

싶은 사건일 수 있다. 사실 경주시는 관광도시인 만큼 지진으로 인한 

도시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했던 주민들과 그보다는 지진의 아픔을 적

극적으로 알리고 극복하길 바라는 주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다. 이

러한 이질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역사회 회

복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이 분명하

지만, 경주아이쿱이 과감하게 시도했던 도전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우

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사람과 자원에 연결되고, 

점차적으로 강력한 ‘자본’의 형성에 이르는 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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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명 

 

어원적 의미의 혁명revolution은 라틴어로 수레바퀴가 완전히 한 바퀴

를 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혁명은 천체의 회전과 같이 일정불변하

는 반복적인 동작의 규칙적인 순환을 하게 된다. 혁명의 역사에서 일

반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것은 산업혁명이다. 이 혁명은 변화의 폭

이 크고 그 영향이 지대하여 후대의 인류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역사 속의 여러 혁명, 즉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과 같은 정치적인 

혁명도 있지만, 기술적₩과학적 발전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

온 혁명도 있다. 농업혁명 역시 새로운 지식을 접목시켜 생산량 증가

를 가져옴으로써 생활의 향상, 나아가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변혁

의 주체가 되어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으므로 이 또

한 혁명이라고 부른다. 

농업혁명은 과학혁명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생활에 영

향을 미치며, 급격하고 역동적으로 민생에 영향을 준 정치혁명과 종교

혁명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산업혁명은 과학혁명의 결과이다. 이는 

추상적이 아닌 이성적인 것, 질적이 아닌 양적인 것, 인문적이 아닌 기

계적 철학관, 귀납법이 아닌 연역법, 그리고 ‘왜’보다는 ‘어떻게’를 우

선으로 하는 것이다(박종범, 2016). 

농업혁명이란 용어는 1947년 이란과 이라크 발굴조사에 참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1960년 미국 과학지Scientific American에서 농업혁명이

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최몽용, 1977). 즉, 기원전 4000

년경의 메소포타미아의 생활은 그 이전 25만 년 전보다 획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인류는 덩치가 큰 동물을 사냥하여 

몇 끼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매 끼니를 때우기 위해 

산야를 방황했으나, 식물의 재배와 가축화를 한 후부터는 채집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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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대신 수확된 식량을 저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를 농업혁명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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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13세기 이후 잉글랜드의 단위면적당 밀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18세기 전반까지 수량 변이가 없다가 18세기 이후에 유의적

으로 높은 수량을 나타나게 되고, 20세기 후반에 급격하게 높아진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1850년에서 1985년 사이 밀 가격 변동을 나

타난 것인데 120년 전에 비해 약 1/3 가격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달러는 불변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농업혁명에 의해 생산

성도 크게 향상되어 인력에 의존하던 때보다 10배 이상 상승했다. 인

력으로 할 때는 1인당 1헥타르 정도 경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

헥타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1인당 생산량도 1만 킬로그램을 상회하

여 무화학비료 시대보다 100배나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 이 모두 

농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제1의 녹색혁명, 증산 혁명 

 

우리에게 주곡의 자급자족 달성으로 각인되어 있는 녹색혁명Green Rev-

olution은 그 시작이 미국과 소련의 전후 냉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록펠러 및 포드 재단은 미국 정치이론가

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 증산을 통한 생활개선이 공산화를 막

는 지름길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

섰다. 한편 당사자인 제3세계에서 당면한 과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율에 대처하는 식량 조달이었다. 제1의 녹색혁명은 양자의 입장이 맞

아 시작된 식량 증산 운동이었다. 

이러한 식량 증산은 최초에 미국에서의 옥수수, 멕시코에서의 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벼가 그 중심 작목이었다. 밀과 벼는 키가 

작아 다량의 화학비료를 시용해도 쓰러지지 않으며, 광합성 산물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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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아닌 종자에 이동되어 나락의 비율이 높은 품종 개발로 이어졌

다. 가장 먼저 높은 수량을 올릴 수 있던 것은 옥수수로 잡종강세의 이

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옥수수가 194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그

리고 인접국이었던 멕시코의 주식이었던 밀의 육종에 박차를 거듭하

여 작물의 키가 작고 종실의 비율이 높은 기적의 밀을 개발하여 보급

했다. 후에 인구 증가가 현격했던 동아시아 지역의 주식인 벼의 육종

을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시작했다. 그 결과 IR-8이라고 하

는 기적의 쌀을 육종한 후 곡물 생산의 획기적인 식량 증산을 녹색혁

명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의 녹색혁명은 3단계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 1단계

는 1964~1969년 사이에 일어난 고수량 품종의 개발이며, 2단계는 

1970~1980년 사이에 걸친 병충해 저항성 품종의 개발, 그리고 3단계

는 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GM작물의 기술을 도입한 시기이다. 이

러한 유전자혁명은 1996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개발도상

국에서는 이러한 증산 운동을 통해 곡물 수량 증가를 통한 가정경제

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풍부해진 자금을 통한 기계화, 농지정리 등

이 가능케 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농약과 화학비

료의 오남용에 따른 환경오염 및 건강 악화가 발생하고, 대농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물 부족 현상이 일어

나는 등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녹색혁명은 종자, 비료, 농약, 관개가 가능한 지역에

서만 가능하여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

하여 ‘녹색혁명의 기수’라 불렸던 노먼 볼로그Norman Borloug, 1914~2009

가 95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하던 순간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 딸

에게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구

나”라고 말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일화는 녹색혁명의 한계를 여실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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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61년부터 1991년까지의 세계 식량 생산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인

구 또한 1.5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경작지 증가는 8%에 불과하고 나

머지 92%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 즉 토지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토지생산성 증대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방증

이기도 하다. 제1의 녹색혁명이 시작되었던 필리핀의 사가 지역을 조

사한 결과 1960년대 후반 신품종 도입으로 재래종보다 2배의 수량을 

올릴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1976년에는 전 재배면적의 96%가 고수

랑 품종을 재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비농업 부문의 수입이 

10%였던 것이 1980년대는 40% 그리고 1990년대는 60%에 이르게 되

어 녹색혁명을 통한 수량 증수가 더 이상 농촌 지역의 매력적인 혜택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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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기간 제2차 세계대전 후 20년간

육종 방법 선발육종 및 이종교배

대상 작물 밀, 옥수수, 벼

효과 수확지수 향상(20~30% → 50%)

재배 방법 일괄재배 방식(비료, 농약, 관개를 동시에 시용)

국가 남아메리카(멕시코), 동남아시아(인도, 필리핀 등)

연구 주도 기관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명칭
녹색혁명(한국, 대만), 녹(綠)의 혁명(일본),  

백색혁명(우유 증산, 인도), 황색혁명(유채, 인도)

출처 : 이효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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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작연구소(필리핀)

  국제옥수수밀연구소(멕시코)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20년간 멕시코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식량 증산을 통한 생활개선을 소위 녹

색혁명이라고 하며, 이때 이용된 작물 육종 방법은 선발육종 및 이종

교배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 선발육종이란 자연돌연변이나 자연교

배로 생산된 변이 개체 중 종래의 품종보다 우량한 것을 증식하여 재

배하는 것을 말한다. 밀의 육종에 이용되었던 방법은 도입육종으로 일

본의 단간종인 ‘농림10호’를 멕시코 장간종에 교배시켜 소위 반왜성 

단간품종을 작출했다. 이러한 품종은 수량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기

적의 소맥’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한편 벼의 경우는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반왜성 단간품종

을 육성하여 이를 ‘기적의 쌀’이라 명했다. 육종 기술의 핵심은 종자 

부분은 비대하게 만드는 반면, 잎이나 줄기는 극히 작게 만든 기형화

된 품종을 창출한 것이었다. 즉, 재래품종은 전체 식물체 중 종실의 비

율이 20~30%였으나 개량된 품종은 종실 부분을 50%로 증가시켜 수

량을 획기적으로 증수할 수 있는 품종으로 육종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품종에 의한 증수를 녹색혁명이라고 지칭한 국가는 

인도, 필리핀, 멕시코, 한국 등이며 일본은 ‘녹綠의 혁명’이라고 칭하고 

있다. 반면 인도에서는 유채의 증수를 그 꽃의 색깔에 견주어 ‘황색혁

명’이라 했고, 젖소에서 사양 방식의 개선을 통한 우유 증산을 ‘백색혁

명’이라 명명했다. 이러한 수량 증수는 기본적으로 화학비료 증시, 농

약 살포 그리고 관개 개선과 같은 재배 방식과 기계를 도입한 소위 일

괄재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로운 방식에 의해 곡물의 수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나라는 인

도, 필리핀, 대만, 멕시코 등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주도 아래 이

루어졌으며,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와 1963년 멕시코의 국제옥수

수밀연구소CIMMYT가 연구를 주도했다. 

165· ·



제2의 녹색혁명, 유전자혁명 

 

작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시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병

충해에 강한 작물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며 시작된 유전자혁명을 제

2의 녹색혁명이라고 부른다. 즉, 유전자를 여러 가지 기법으로 변형시

켜 인간의 의지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이 작물의 증수에 기여했다 하여 제2의 녹색혁명으로 천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의 도래는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질이 여러 

유전자가 함께 뭉쳐 작용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유전인자에 의한 것

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 거의 100년도 더 지나서였다. 

유전자는 염색체 내의 염기에 존재하며 이중나선의 사다리 구조에 

4개의 염기가 번갈아 가며 꼬여 있는 형상으로, 이를 밝힌 것은 제임

스 왓슨James Watson과 프란시스 크릭Francis Crick이었다. 4개의 염기 배

열 차이에 의해 생물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DNA

를 연결하는 접합기술이 개발되었고, DNA를 절단하는 제한효소를 발

견했으며, 이어서 DNA의 작은 조각을 증폭하여 식별하고 분리하는 

기술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유전자를 재

조합하는 기술에 도전하게 되었다. 원숭이의 바이러스에 람다 바이러

스를 삽입하게 되고, 이어 재조합 DNA를 박테리아에 집어넣을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하여 DNA 조각을 숙주세포에 도입하여 형

질이 전환된 세포를 선발하는 기술, 유전자은행을 만들어 원하는 유전

자를 찾는 방법, 유전자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기술, 나아가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유전자의 세밀화 작업을 통해 지도상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개발되어 원하는 생물체를 만드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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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다면 작물의 생산성을 획기적으

로 증가시키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해충을 방제하여 생력적인 영농 방

법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토대로 연구가 계속되었

다. 그 결과, 살충제 성분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조작 담배를 시작

으로, 바이러스 내성을 갖는 담배, 이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유

전자변형 토마토 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유전자변형작물이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농약 사용량 

감소, 농업 생태계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 부정적인 견해 또한 상존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농작물에 대한 안

전성 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그리고 유전자 오염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전자 조작 기법을 사용해 만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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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미드 

(운반역 DNA)염색체

도입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식물

도입 유전자 분리

플라스미드를 절단 

(그 부분을 잘라냄)

① 단계

② 단계

④, ③ 단계

플라스미드에  

도입 유전자를 붙임

현미경 확대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포함한  

미생물

아그로박테리움을 

식물세포에  

접촉시킴

식물세포에 접촉하면  

도입 유전자가 삽입되어  

형질전환됨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 형질전환 식물

선발 · 배양재배

핵

세포



물이 소농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했는가, 점증하는 인구의 

식량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등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제3의 녹색혁명, 소비자혁명 

 

제1의 녹색혁명은 생산량의 절대적 증산이 목표였고, 제2의 녹색혁명

은 작물 및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영농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

지만, 두 혁명 모두 석유에너지에 기반하고 비료와 농약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1의 녹색혁명은 농약, 비료 수리시설을 기반

으로 한 생산량 증대가 그 기본 목표였지만, 제2의 녹색혁명에서는 유

전자의 변형을 통해 환경이 불리한 지역이나 생산 여건이 좋지 않은, 

즉 모래땅이나 염분이 많은 지역 혹은 건조한 지역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육종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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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과정 제기되는 문제점

삽입 과정 삽입 유전자와 숙주 유전자 간의 프로모터와 테미네이터 기능 문제,  

삽입 유전자 양과 삽입 부위 제어 불가

유전자 발현 촉진 세균 유전자 프로모터의 기능 향상을 위해 35S라는 유전자를 삽입할 때 저항이 있어야 할  

유전자(도입유전자 세포)도 함께 죽는 협조적 붕괴 현상 발생

유전자 삽입 시 숙주세포에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하기 위해 유전자 총(particle bombardment)을 사용할 경

우 숙주 전체 유전체에 막대한 충격 발생

삽입 프로모터 숙주작물의 특정 물질을 불활성화 또는 과활성화로 인해 특이 물질을 생산, 레디업 대두에서  

생산량 5% 감소

결과물 고사, 기형, 여러 장애 등으로 불안전한 식품 생산

출처 : Ducker, 2015.



치가 높은 기능성 작물, 저장성 높은 품종 육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바이러스나 각종 충해에 견딜 수 있는 작물 육종에 목표를 

두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9000만 명이 굶주린 상태에 있다. 2030

년까지 이 수치를 3억 5000만 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식품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20년 발표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상태SOFI,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보고서에서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기아 인구수

는 8억 4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9억 900만 명

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약 30억 명이 건

강한 식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 

식품 생산은 자연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식품 생산은 생물다

양성 손실 70%, 탈산림화 75%, 온실가스 배출 25%의 원인이 되며, 식

품 생산을 목적으로 지구의 수자원 중 69%, 토지의 34%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식품 중 약 1/3은 폐기되어 버려지고 있다. 현재 약 

5억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가 방치되어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훼손

된 상태이다. 그 결과 농지는 경제₩환경 자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또는 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농지를 복

원하여 신규 토지전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 97억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2배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벼, 옥수수, 밀, 감자 중심의 단작 체계의 영농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로 제시된 것은 종합적 병충해 관리나 영양 시스템, 유

기농업 등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한 식량 증산 역시 회의적 시각으로 

보는 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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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계의 식량, 영양 안보를 위한 제3의 길은 무엇인가? 생

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합리적인 소비에서 찾아야 한다. 

현대의 소비자는 개인적이고 참여적이며 올바른 정보를 잘 취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단지 물질적 소비가 아닌 지구라는 행성

과 자신의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정신적 소비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제3의 혁명, 즉 소비자혁명의 필요성이 대

두된다. 그리하여 미래의 식량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3의 녹색혁

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녹색소비를 들 수 있는 데, 녹색소비는 합리적 소비

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

를 만들 수 있다. 이 개념은 생태 효율성, 환경 용량, 생태 공간, 생태 

발자국 등을 모태로 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

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농산물 이용의 확대, 동물성 식품의 소비 자제, 

식물성 식품의 소비 장려, 나아가서 소농의 집약화를 통한 생산량 증

대와 같은 정책의 채택과 같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UN의 푸드시스템UN Food Systems에서 제시하는 방안 

역시 제3의 녹색혁명을 진작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UN의 푸드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한 10

대 전략 중 중요한 항목은 다양성₩다각화를 통해 식량안보와 영양을 

확보하고, 천연자원을 보전₩보호₩강화하기 위한 농생태학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농생태학적 기법을 활용해 적은 외적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더 많은 농산물 생산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농업 생산의 경제적₩환경적 비용

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 및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 

농촌의 생계, 평등 및 사회적 웰빙의 보호와 개선을 통해 인간적인 삶

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

170 생협평론·2021 여름·43호



비자를 다시 연계하여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식량₩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지방, 국가, 글로

벌 차원에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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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웃음꽃이 폈던 건 언제였나. 그동안 웃음을 잊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2021년 5월 9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꽃밭에 활짝 핀 양귀비 수천 송이 너머에서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그 소리에 내 입꼬리도 덩달아 올라간다.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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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주요 개념 길라잡이

임팩트 투자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이사



2019년 여름, 르완다 출장길에서 키갈리 세레나 호텔1에 머물며 만감

이 교차하는 경험을 했다. 선진국에서는 특급 호텔이 임팩트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충돌하는 르완다에서는 안전이 좀 더 보장된 특급 호

텔의 존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을 현장에서 마주한 기억이 있다. 

이처럼 임팩트 투자의 스펙트럼과 방법은 지역별, 산업별, 문화별로 

다른 부분을 수용하고 실험적으로 도전하며 발전하고 있다. 산업이 정

의된 지 15년 정도가 흘러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리되고 합의된 내용을 통해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임팩트 투자의 등장 배경 

 

‘보이지 않는 손’을 기본 원리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현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근간이 되어왔지만, 지속가능성의 한계와 문제

점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0년대 사회책임투자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2000년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

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라는 형태로, 자본주의와 기업 활동

의 부작용(환경오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되

었다. 그러나 문제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동적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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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완다에서는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100일간 80만~1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대학살이 일어났고, 

UN 평화유지군마저 철수하며 오랜 기간 국제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었다. 2007년 세계은행–국제금융

공사(Worldbank-IFC)는 르완다와 르완다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원조 프로그램 중 하나

로, 지역사회 개발 및 국제 교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개발 임팩트 투자로서 르완다의 첫 특급 호텔 키갈

리 세레나 호텔 리노베이션에 투자했다. 



으로는 파생되어가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주의 신봉자들조차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되었고, 록펠러 재

단이 주관한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식’을 위한 토론

을 통해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가 합의되었다. 2014년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임팩트 투자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끌기 위

한 ‘보이지 않는 심장’”으로 정의하며, 본격적으로 주류 경제의 대안으

로 제안하게 되었다. 

임팩트 투자는 적극적₩능동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수

익 추구를 목표로 삼는다. 지난 10여 년간 기존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

로운 투자 철학이자 전략으로 떠오르게 된 임팩트 투자는 현재 사회

적금융, 사회적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투

자자산만 5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임팩트 투자의 정의 및 특성 

 

2009년부터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자산 운용의 주체)과 재단(자산 운용의 고

객)은 글로벌 임팩트 투자 협의회GIIN, Global Impact Investor Network를 설

립했고, 보다 정확한 목적하에 올바른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임팩

트 투자에 대한 개념 정의와 특징을 규정해왔다. GIIN의 정의에 따르

면, 임팩트 투자란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를 창

출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업₩조직₩펀드에 행해지는 투자”를 말한다. 

임팩트 투자의 특징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투자 목적 및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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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 기대 수익 

③ 기대 수익 및 자산 유형 범위 

④ 임팩트 측정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자본주의 관점에서 임팩트 투자를 오용 혹은 

혼동하지 않도록 투자 초기부터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①)해야 하며, 

그 임팩트가 측정 가능(④)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정부, 비영리

조직이 임팩트 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

로서 명확한 기대 수익률(②)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대 수익과 자산 

유형의 범위를 명시(③)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겉으로 보기엔 동일한 투자(예 : 말라리아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라 해도 그 프로젝트가 명확한 목표(예 : 말라리아 

신약 보급율, 완치율 등) 하에 합리적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수행한 프로젝

트였다면 임팩트 투자지만, 이기적 목적만으로 우연히 개발된 말라리

아 신약에 대한 투자였다면 임팩트 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임팩트 투자의 현황 및 특징 

 

임팩트 투자의 여정은 2007년 시작되었고, 산업 전반적으로 자신 있

게 그 가능성을 입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지

난 15년간 임팩트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익과 임팩트 창출이 가

능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됐다. GIIN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연간 

임팩트 투자자 조사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2020〉를 통해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임팩트 투자가 대두하면서,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만병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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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럼 소통될 때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임팩트 투자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임팩트 투자 자산의 절반 이

상이 ① 에너지 및 환경Energy and Forestry(26%) ② 금융Financial Services 

and Microfinance(20%) ③ 식품 및 농업Food and Agriculture(9%) ④ 주거Hous-

ing( 8%) 분야에 주로 투자되어왔으며, 지난 몇 년간 주요 투자 영역은 

큰 변동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교육(3%) 및 예술(0.1%) 분야에 투자되

는 임팩트 투자 자산은 훨씬 적다. 이런 분야의 사회문제들은 임팩트 

투자가 아닌 공공 및 비영리의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임팩트 투자는 지역별, 자산별로도 다양성이 매우 커서 하나

의 사회문제라도 각 사회별로 해결 방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선진국DM, Developed Market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비중이 

전체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의 2%로 작지만,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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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Emerging Market에서는 12%로 그 차이가 6배에 이른다. 환경/산림

의 경우는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17%로 비중이 매우 크고, 개도국에

서는 1%에 그친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경제발전 단계와 사회

문제 인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투자 자산의 성장 단계별 구성을 보면, 투자자

산의 64%는 성숙 단계 기업으로 상장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기 단계의 투자자산은 7% 내외로, 현재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초기 단계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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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임팩트 투자의 흐름

은 성장growth 및 성숙mature 단계 이상의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전체 

운용자산의 약 90%가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임팩트 

투자 시장도 보다 성숙한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임팩트를 창출하는 

일에 도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와 임팩트 투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속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 미

세먼지, 노동, 복지, 재분배 등 개도국형/선진국형 사회문제들을 복합

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분단된 현실로 인해 향후 통일로 인

해 발생할 사회문제들도 예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임팩트 투자는 우

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대안 금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적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양대 축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금융인데, 전자의 성장

에 걸맞게 후자가 동반 성장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임팩트 투자는 소셜벤처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

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금융과 임팩트 투

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준비하

고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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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노화 방지 시장의 규모가 279조 7500억 원

을 웃돈다고 한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지만 

온종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

에서 지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특히 ‘코로

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된 상황에서 건강

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 

블루는 정식 의학용어가 아니고 ‘코로나19’와 우울증

을 뜻하는 ‘Blue’가 합성된 신조어다. 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사회

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 경제적 손실이 

커져서 생기는 분노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일과 채소, 통곡물

을 많이 먹고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쓰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기도 한다.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가족 및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

한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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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푸드로 만든 스무디 대신 이웃과 함께 따듯한 차를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Growing Young》의 저자인 마르타 자라스카

Marta Zaraska는 건강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과학적 해답을 탐사하는 

과학 저널리스트로서 혼자 유기농 채소를 먹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대신, 이웃과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구와 함께 공원을 달리라고 조언한

다. 이것이 분자생물학과 신경과학, 인류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

야에서 연구된 600편 이상의 논문을 읽고 마음과 건강 사이의 상관성

을 연구하는 50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만난 후 그가 얻은 결론이다. 연

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경우 사망위험도가 21% 낮아진

다고 한다. 운동은 사망위험도를 약 23~33% 낮추고,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6인분 이상 먹으면 약 26% 감소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친구와 튼튼한 지원망을 형성하면서 지내면 사망위험도가 약 45%

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해 수행

된 연구 결과여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경향을 드

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특히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고 싶다면 우정을 

가꾸고 낙관적인 태도로 친절을 베풀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영양제, 

건강 측정기 등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에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면서 

애정 생활, 우정, 인생의 의미같이 진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건강

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독려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비결이 자연에서 옷을 더럽히며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친구를 사귀며, 쾌활하고 느긋하게 다른 사람들과 교

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리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100세까지 장수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

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깊이 파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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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마침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저자의 성찰

에 공감하게 된다. 딸을 위해 유기농 콩을 으깨고 토종 토마토 퓌레를 

만들고 남편에게 단식을 권하고 하프 마라톤을 했는데,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가졌던 건강에 

대한 오랜 믿음을 버려야 했던 것이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 

 

마르타 자라스카는 고급 리조트에서 진행된 수명 연장 캠프에 참여했

던 경험과 일본의 한적한 마을에서 80대 노인들과 꽃꽂이를 했던 경

험을 통해 노화를 막아줄 고가의 임상 시험보다 자원봉사, 친구 사귀

기, 낙천성 기르기가 장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식이요법과 운동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걱정을 멈추고 

사회적 삶을 개선하고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

러한 실천이 생물학적으로 인상적인 수치의 변화를 만드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자서 운동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 때보

다는 더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행하는 건강 보조 식품

을 섭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

는 삶을 살면 사망위험도를 22%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

서 공동체와 연결의 힘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사망위험도를 높이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고독감이나 비관주

의, 불행감 등이 사망위험도를 높이며, 그중에서도 고독감이 상대적으

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평론》 42호에 소개된 일본 생협의 서로 돕기 모임 ‘오타가이

사마’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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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생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시작된 오타가이사

마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세를 지는 같은 처지’라는 의미로, 건강한 사

람이 약자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진 것

이 아니라 누구든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한다. 

이미 생협을 통해 생활의 협동을 경험한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생애

주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협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 나이 듦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그

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마르타 자라스카가 직접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생생하게 묘

사되어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더 입체적으로 읽고 싶다면 본

문의 내용에 따라 사진 자료가 정리된 사이트(https://www.growin-

gyoungthebook.com)에 방문해서 사진과 미디어 자료들을 함께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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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

에 대한 고민으로 갈팡질팡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마

을공동체 활동이 8년차에 접어들면서 때때로 ‘이 커

뮤니티가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

었다. 나의 밥벌이기도 한 세이프넷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가며 ‘행복한 노동을 담아내고 있는

가?’라는 묵직한 고민까지…. 이 책은 바쁜 일상에서 

밀쳐두었던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뿌리까지 흔

들었다.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저자 와타나베 이타루渡邊 格는 빵을 더 잘 만

들기 위해 전통 제조법이 가능한 깨끗한 환경의 돗토

리현 지즈智頭 마을로 빵집을 옮겼다. 최근에는 제빵

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천연균으로 맥주를 만드는 일

에 도전하고 있다. 《천연균에서 찾은 오래된 미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새로운 교육에 도전하고 

있는 이우학교가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며 천연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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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해 좋은 빵을 만들며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이타루, 마리코渡邊 麻

里子 부부와 교류하며 얻은 통찰을 엮은 대담집이다. 

 

 

지금 필요한 교육은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 

 

요즘 아이들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아타

루와 마리코는 아이들이 민감한 천연균과 같다고 말한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다려주면 자신에게 알맞은 그릇을 만들어가는데, 어른들과 

사회가 한 방향으로만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남들과 다르

면 안 된다는 ‘동조압력’은 결국 기업 맞춤, 시장 맞춤 인간을 강요하

고 있으며, ‘머리만 잘 쓰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한 방향을 가리키

며 몸과 머리, 마음을 단절시킨다고 안타까워한다. 

이들은 빵 만들기를 단순한 노동이 아닌 ‘수련’이라고 말한다. 누룩

균은 공기가 오염되면 채취할 수 없고 만드는 이의 건강 상태에도 영

향을 받기 때문에 ‘타루마리(부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빵집 이름)’ 방식의 전

통 제빵 기술을 온전히 배우려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옷

이나 세제, 화장품까지 친환경 제품을 써야 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의 상황을 읽고 타인과 일체가 되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수련의 

핵심은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일체감을 ‘몸’으로 배우는 일이다. 머리

와 몸, 마음이 연결되고 타인과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살

아가는 힘을 만든다’고 이들은 말한다. 

이타루와 마리코는 빵 만드는 법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 자

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살아가는 힘은 ‘무에서 유를 낳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돈이 없어도 빵

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 균은 자연에서 채취하고, 인근 농가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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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 밀을 직접 제분해서 빵을 만든다. 목공을 익혀 집과 가게를 고치

고, 간단한 가구나 도구도 직접 만든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도 

무에서 유를 낳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과 자

본이 원하는 지식 정보를 쌓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부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참으라고 가르치며 살아갈 힘을 억압하

는 교육이 아니라, 머리와 몸과 마음을 연결하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만드는 사람들의 실천이 부러우면

서도 고맙다. 

 

 

순환하는 삶, 더불어 사는 미래 

 

타루마리의 규모가 커지면서 솔직히 욕심도 났다고 한다. 하지만 《시

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에서 타루마리는 이윤을 좇지 않는다고 밝

힌 다짐 덕분에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윤을 노동자들과 나누

거나 설비에 투자해 노동환경을 재정비했고, 구매력이 생긴 노동자들

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역 농가들과 자연재배 연구 모임을 만들

고, 관행농을 하던 농가가 전량 계약을 하면서 자연재배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동을 만들고, 사업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온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성비’라는 가치관을 널리 퍼트리고 세계 경제가 저

성장의 늪에 빠진 지금, 타루마리는 ‘얼마나 싸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팔아 돈을 버는가?’에서 ‘얼마나 좋은 상품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행

복이 생산 과정에서 담보되는가?’로 사고를 전환했다. 우리는 살아가

기 위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삶이 행복하기 바란다면 당연히 노동

이 행복해야 한다. 노동은 돈을 위해 삶을 희생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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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의미 있는 행위여야 한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책

을 읽는 내내 타루마리가 만들고 있는 행복한 노동과 순환이 따뜻하

게 느껴졌다. 

물론 누구나 이타루와 마리코처럼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일

과 삶의 풍경을 만들 수는 있다. 다양한 가치관으로 신자유주의에 ‘흔

들림’을 만들고, 다른 소비를 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전을 

이 작은 시골 빵집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같이하자고 손 내

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열풍에 기웃거리며 ‘영혼까지 끌어 모아’ 삶

을 저당 잡혀 살아가는 요즘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세상이다. 이런 와중에 이

윤을 좇지 않고 몸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관계를 통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행복한 노동은 정말 가능할까? 마리코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

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치’를 만드는” 삶을 제안한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자신과 이웃, 세상의 변화를 꿈꾸라고…. 대안은 내 옆

에 있었던 걸까? 

 

이 책에는 실제 빵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읽는 내내 천연효모 빵을 

무척 맛보고 싶었다. 천연균이 꿈틀거리며 살아나 폭신하고 구수한 빵

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이스트, 달걀, 설탕, 버

터, 우유를 넣지 않은 푹신한 천연 효모빵’을 아침 겸 점심으로 먹고, 

‘1년 이상 숙성한 어디에도 없는 깊은 맛의 맥주’로 마무리! 코로나19 

재난이 끝난 후 떠나고 싶은 여행지 버킷 리스트 맨 위에 빵집 타루마

리가 있는 지즈 마을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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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도시와 사회, 경제 변화를 배경으로 1830대부터 사용

된 ‘사회적경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역할에서 점차 개념이 추가되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럽에서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탄생하고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있으며, EU 집행

위원회의 ‘고용 및 사회 혁신을 위한 EU 프로그램EaSI, EU Programme for 

Employment and Social Innovation’1, “A Strong Social Europe for Just Tran-

sitions”2 비전 등 여러 제도와 지원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EU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를 위해 

자금에 대한 접근 개선, 가시성 증대, 법적 환경 개선 등 일련의 프로

젝트를 실시한 ‘SBISocial Business Initiative’3가 있다. 이 후속 작업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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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0-0233_EN.html) 

3   EU, “Final Report Social Business Initiative”.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36684)



고서 “Impact of the Social Business Initiative and its follow-up meas-

ures”를 발표하여 이 EU 정책이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는 데 성공했는

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취해야 할 후속 

조치를 제언으로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협동조합, 상호

부조사업, 협회, 재단,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구성원 또는 커뮤니티 전체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과정에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채용하고, 다른 행위

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뿌리를 구축하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활

동을 조직하는 곳에 쓰인다. 

유럽의 사회적경제 규모는 280만 개 기업과 1360만 개 이상의 유급 

일자리, 즉 전체 노동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U 

회원국별로 전체 일자리 대비 사회적경제의 고용 분포가 0.6%에서 

9.9% 사이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측면은 물론 아

직 개척되지 않은 경제적 잠재력까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유럽의 싱크탱크인 Spatial Foresight는 유럽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Euricse, 유럽사회금융센터와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고, 27개 EU 

회원국과 10개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30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 인

터뷰와 15건의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SBI가 유럽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시성, 인식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아래와 같

은 점들을 발견했다. 

 

(1) 2011년부터 16개 EU 회원국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새로운 법률

을 도입했다. EaSI의 새로운 EU 금융상품 덕분에 이들을 위한 금

융 접근이 2011년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다. EaSI 금융상품은 총 

3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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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유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것이다. 

(2) 사회적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된 ESIF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

ment Funds는 별도 자금이 없는 일부 국가에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가 탄생하도록 도왔다. ESIF는 EU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금으로, 지역개발기금ERDF, 사회기

금ESP 등 5가지가 포함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특히 사회

적경제를 위해 ESF에 거의 10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ERDF에 4

억 유로 이상이 배정되었다. 

(3) EU 회원국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다. 

따라서 EU 조치와 국가 전략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SBI는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EU 회원국

에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인 토론에서 사

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공조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가시성을 확보했고,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타 정책, 즉 

지역개발, 응집력, 혁신, 기후 및 환경에도 점차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러나 SBI 관련 목표와 이니셔티브, 활동, 성과에 대한 명확한 개

요가 부족하여, 다른 유럽 프로그램 및 우선순위와 SBI의 전체적인 일

관성이 제한된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 나은 소통의 필요성에 대

한 언급과 함께 향후 이니셔티브는 정책 이니셔티브 및 관련 정책 조

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사

회적경제 생태계가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복잡해졌음을 강조하며, 향

후 증가하는 복잡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은 그 자체

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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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며, 동등한 기회 제공과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환의 과

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미래의 정책 툴은 사회적경제와 다른 정

책 분야 사이에 가시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고,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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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에 미히르 데사이의 《금융의 모험》1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금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

떻게 바꾸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제야 금융이 우리 사회에 존재

하는 의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알게 된 금융은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었다. 

그전까지 내게 금융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였다. ‘금융=대출=빚’

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던 터라 될 수 있는 한 피하면 좋은 

것이었다. 삶에서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 한 번씩 대출을 받노라면 어

른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의식을 치르는 느낌이었다. 은행 창구에

서 겪은 평가 경험이란, 학창 시절의 성적표를 능가하는 세상의 냉정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새로 알게 된 금융은 내가 알던 것과 놀랍도록 달랐다. 금융

은 사람이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에 맞서기 위해 인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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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과 지혜를 쌓아 만든 시스템으로, 그 핵심은 서

로서로 뭉쳐 리스크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은 돈을 벌고 쓰

는 일의 연속인데, 많은 경우에 돈이 들어오는 때와 나가는 때가 일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부의 경우에, 작물을 심고 키울 때는 수입보

다 지출이 훨씬 크지만 수확을 해서 팔기 시작하면 반대가 된다(우리 인

생도 비슷해서 시기마다 수입이 모자라거나 남는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으

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날씨 탓에 농사를 망치는 해가 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불균형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서로 연대하여 남는 자

원이 부족한 곳으로 흐르게 하고, 큰 비용과 위험은 여럿이 나누어 감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금융의 의의였다(물론 책

의 내용은 이보다는 훨씬 더 깊다).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음의 기쁨보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요즘 금

융의 모습은 결코 서로가 처한 어려움을 나누어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지금의 금융은 금융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인

다. 물론 참여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구조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 가치가 되어버린 듯

하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런 식이긴 하지만. 

서론이 무척 길었는데, 사실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회적

은행인 사회연대신협(가칭)에 관하여 작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다. 

이번에 설립하려는 사회연대신협에 내가 속한 임팩트얼라이언스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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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결정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연대회의 총회에서 사회연대신협 이야기를 듣고는 궁금증이 생

겨서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님을 찾아가서 설립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청해 들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작은 단위들이 힘을 합

치는 형태야말로 가장 금융의 기본에 충실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비록 어렵고 시간은 많이 걸릴지라도 기본에 충실할 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다. 

설명을 듣고 참여를 결심한 후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일단 얼

마의 출자금으로 참여할지가 고민이었다. 목표가 조합원 1000명에 출

자금 10억 원이니 1인당 평균 1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조금 고

민이 되기는 했지만 없어지는 돈도 아니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

기였지만 감사하게도 100만 원까지는 이익에 상관없이 넣어둘 수 있

는 형편이 되었다. 

좀 더 고민이 되는 지점은 그다음이었다. 설립 자본을 모으기도 쉽

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상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도 가장 

고민이라고 느꼈던 것은 ‘조합원과 금융 이용자의 모순된 이익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돈을 맡기는 사람은 이자가 많을수록 좋

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자가 적을수록 좋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

는 방법이란 없다. 누구를 더 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곧, 

‘내 출자금 100만 원에 대해 배당(혹은 이자)을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

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사회연대신협 

운영 방향을 정할 때, 배당을 받지 않는 ‘후원형 참여’를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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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으면 좋겠다(이미 제안된 사항이라면 동의하는 한 사람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렇다.  

먼저 이런 금융을 만들면서 누구를 먼저 위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

다면, 여유자금 100만 원을 맡기는 쪽이 아니라 사용자로서 빌리는 쪽

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금융을 공급하는 게 설립의 가장 큰 목

적 아니던가. 물론 내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참여 금액

이 적기 때문이다. 많은 금액으로 참여하는 곳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

으므로 대가가 필요하지만, 나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참여하는 사

람은 연이자 2~3만 원을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대신 이런 작은 

후원형 참여가 여럿 모인다면 그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야말로 ‘리스크를 서로 나눈다’는 금융의 기본에 충실한 것 아닐까. 

이런 후원형 참여가 의미는 좋지만, 사회연대신협에 참여할 만한 

동기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라고 생각하면 

매력이 없지만, 기부라고 생각하면 매력 있는 모델이다. 내 경우에는 

한 달에 4만 원 정도가 기부 관련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1년이면 48만 

원이고 2년이면 거의 100만 원이다. 2년치 기부금을 미리 내는 대신 

원금이 보장된다면 이건 매우 매력적이다. 내가 약간의 이자를 포기

하고 맡겨둔 돈이 누군가가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종의 기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기부처럼 어디에 이

름을 올려서 보람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물론 선택의 여부를 둘 수도 

있겠다). 

당연히 후원형 참여는 당사자의 선택이어야지, 강권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관련 규정 같은 것이 어떤지 잘 모르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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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다. 설립 과정에서 재무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이런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다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사회적금융이 일반 금융과 다른 점이 뭘까? 사회적경제로 분류되는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본질이 투자가 아니라 

연대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분이 

앞장서서 고민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금융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

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사회적금융의 모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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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

 

창간 특집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 창간 특집 좌담 ]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 

생협평론    2011 봄(2호) 

●

 

특집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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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담 ]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

 

특집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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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좌담 ]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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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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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담 ]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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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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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혐동조합연구소) 

                  [ 좌담 ]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 

생협평론    2012 봄(6호) 

●

 

특집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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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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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혐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좌담 ]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 

생협평론    2012 여름(7호) 

●

특집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 특별기고 ]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C.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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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담 ]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 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 좌담 ]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

 

특집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202 생협평론·2021 여름·43호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댕신협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 좌담 ]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 

생협평론    2013 봄(10호) 

●

특집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아이쿱생협 쿱서비스 경영이사) 

                  [ 좌담 ]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

특집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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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 좌담 ]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

 

특집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 좌담 ]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

 

특집            [ 발제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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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 좌담 ]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 

생협평론    2014 봄(14호) 

●

 

특집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 좌담 ]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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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

 

특집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 좌담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

 

특집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지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 좌담 ]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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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4 겨울(17호) 

●

특집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쿠피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쿱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 좌담 ]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 

생협평론    2015 봄(18호) 

●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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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 좌담 ]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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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

 

특집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롱(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 좌담 ]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회,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

 

특집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 좌담 ]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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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

 

특집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츤 분석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좌담 ]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 

생협평론    2016 봄(22호) 

●

 

특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 좌담 ]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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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

 

특집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 좌담 ]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

 

특집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 좌담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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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

 

특집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 좌담 ]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 

생협평론    2017 봄(26호) 

●

 

특집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 좌담 ]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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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

 

특집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 좌담 ]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

 

특집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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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좌담 ]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박강태, 이회수, 조준호, 한석호, 송경용  

 

●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만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 좌담 ]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 

생협평론    2018 봄(30호) 

●

 

특집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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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 

생협평론    2018 여름(31호) 

●

 

특집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윤숙희(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김경하(더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담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재, 김형미  

 

● 

생협평론    2018 가을(32호) 

●

 

특집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톺아보기 

                    —서종식(의연협동노동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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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김성훈(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사회적경제 대전플랜 상임대표) 

                  현장 기반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한살림과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7가지 방법  

                    —서동재(한살림연합 인사지원팀) 

                  같이 성장하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협동조합 사람들  

                    —김아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 좌담 ] 

                  5인 5색, 사회적경제 인재를 말하다  

                    —김하나, 신철호, 신현상, 원종호, 정찬필, 박범용 

 

● 

생협평론    2018 겨울(33호) 

●

 

특집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박미정(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좌담 ]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환대의 공간 

                    —박동광, 송건, 유한밀, 조완석, 조금득, 장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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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9 봄(34호) 

●

 

특집            [ 좌담 ] 세대 갈등을 넘어서는 세대교체, 이렇게 생각한다 

                    —강성균, 우윤식, 윤하나, 오윤덕, 황명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리더로 활동하기 

                    —김진아(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농협 세대교체의 현 주소와 농민 협동조합의 미래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한 아이쿱 리더십의 과제  

                    —김현숙(사천아이쿱 이사장), 정설경(동작서초아이쿱 조합원) 

                  생협의 세대교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위성남(전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대표, 전 성미산마을 대표)   

 

● 

생협평론    2019 여름(35호) 

●

 

특집            [ 좌담 ]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성기, 김영식, 안미현, 정원각, 김찬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황명연(한국자활연수원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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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평론    2019 가을(36호) 

●

 

특집            [ 좌담 ]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강봉심, 지민진, 박기범, 변준재, 주세운 

                  몸무게 재듯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자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성과와 과제 

                    —강경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장)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 ‘사회적 회계와 감사(Social Accounting & Audit)’를 중심으로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역량강화센터 소장) 

                  퀘벡 사회투자 네트워크(RISQ)의 ‘사회적경제 조직 평가 가이드’ 소개 

                    —김진환(C.I.T.I.E.S 연구원) 

 

● 

생협평론    2019 겨울(37호) 

●

 

특집            [ 좌담 ] 사회적경제 당사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  

                    —정영화, 조인숙, 이원표, 안준상, 황명연 

                  지원이란 무엇인가? 

                    —김찬호(《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생존 조건 : 경쟁 격화와 전문화/지역화의 요구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지역에서 경험한 중간지원조직 민관 협력의 현실 

                    —윤도현(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전 동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  

     사무국장)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인재를 키우는 산실이 되기 위한 과제 

                  : 일자리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찰 

                    —최용완(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시민 주체 ‘새로운 공공’을 위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실천  

                  : 당사자 조직의 중간지원조직 기능, ‘협동노동’의 플랫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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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마 야스토시(田嶋康利,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  

     옮긴이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생협평론    2020 봄(38호) 

●

 

특집            [ 좌담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다  

                    —강민수, 박향희, 이경호, 이현민, 김대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강민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생협법 개정이 이 시대에 던지는 5가지 화두 

                  :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을 전면 제기하며 

                    —박범용(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그 의미 

                    —이선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변화 :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박철훈(지역과소셜비즈 연구지원실장) 

                  2020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꿈꾸다 

                    —방태형((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사회적금융 관련 법ㆍ제도의 점검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그릇?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 

생협평론    2020 여름(39호) 

●

 

특집            [ 좌담 ] 코로나19에 비친 사회적경제 

                    —길현종, 변형석, 안인숙, 정태인, 김찬호 

                  코로나19를 이겨낼 소중한 치료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 

                    —주태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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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경((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지역과 국가의 경계 없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신재민(해외정보분석연구 협동조합) 

                  재난 속 생활 방역 그리고 돌봄 노동자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정미정(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에이팟코리아) 이사장)  

 

● 

생협평론    2020 가을(40호) 

●

 

특집            [ 독자 집담회 ] 더 나은 세상을 잇는 무지갯빛 징검다리 

                    —김성미, 김이, 이선영, 정설경, 김찬호 

                  <특집Ⅰ>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생협평론, 협동조합 담론 활성화의 주역 

                    —염찬희(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 하기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경제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 10년 후, 2030년 우리의 모습  

                    —김형미(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특집Ⅱ> 사람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사회적 금융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냐면요  

                  : (주)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주세운(생협평론 편집위원)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어온 10년 

                  : HBM사회적협동조합 MTA코리아 이예나 팀코치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시련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청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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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김태경 대표  

                    —박범용(SAPNet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 

생협평론    2020 겨울(41호) 

●

 

특집            [ 좌담 ] 생태적 회복을 위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실천 

                    —김현주, 송정화, 이상헌, 차유미, 김찬호 

생태적 전환의 근본 방책 : ‘자력 경제’ 넓히기 

                    —이일영(한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지구 살리기,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때 

                    —이진백(<라이프인> 편집장) 

제로웨이스트(zero-waste)가 대체 뭐야 

                    —김아리(제로웨이스트샵 지구 대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와 강조되는 환경 지표 

                    —이주희(SAPENet지원센터 국제팀장) 

주민이 만들어가는 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 

생협평론    2021 봄(42호) 

●

 

특집            [ 좌담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고은주, 이승언, 정두영, 조금득, 최은주 

커뮤니티케어와 민관 협력 

                    —임종한(한국커뮤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커뮤니티케어와 주체의 역할 

                    —김연아(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사협의 역할 

                    —경창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사회서비스로서 가사서비스 활성화 방안 

                    —최영미((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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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영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고찰 

                    —성태숙(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제언 :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엄선덕(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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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_이향숙 · 지민진 

15     생활과 동향 2013-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__지민진 

16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___손범규 

17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__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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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19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20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_서진선 

21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22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 · 이문희 

23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24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_지민진 · 서진선 

2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26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27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28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29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30    흐름을 읽다 1-01(2015)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31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32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33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_윤길순 · 최은주 · 서진선 

34    흐름을 읽다 1-02(2016)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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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36    흐름을 읽다 2-01(2017)     《소비, 그리고 쉼(休)》  

                                                   ____지민진   

37     흐름을 읽다 2-02(2017)    《생활동향연구, 2017.6》  

                                                   ____지민진   

38    흐름을 읽다 2-03(2017)    《생활동향연구, 2017.7》  

                                                   ____지민진   

39    흐름을 읽다 2-04(2017)    《생활동향연구, 2017.8》  

                                                   ____지민진   

40    흐름을 읽다 2-05(2017)    《생활동향연구, 2017.9·10》  

                                                   ____지민진   

41     흐름을 읽다 2-06(2017)    《생활동향연구, 2017.11·12》  

                                                   _____지민진   

42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____이향숙   

43    흐름을 읽다 2-07(201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____지민진   

44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______박상선·권영기  

45     I.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6    I.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7     I.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 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8    I.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_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9    I.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0    기획연구과제 2018-1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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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획연구과제 2018-2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2     기획연구과제 2018-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_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3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9)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4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2019)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5     기획연구과제 2019-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6     경제소비브리프 2019-1    《어수선한 한국 경제, 다가오는 변화》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7     기획연구 2019-0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결정요인 탐색》  

                                                   _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8    기획연구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59     경제소비브리프 2019-2   《2019년 경제 리뷰—새로운 시대로의 도입》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60    기획연구 2019-04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충성도 탐색》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61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의 궤적》  

        (2020)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62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63    기획연구 2020-01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64    기획연구 2020-02         《아이쿱생협 조합원 조사 조망, 2006~2018》  

        (2021)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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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수행연구) ] 

 

1     2014    연구원 리포트         《홋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 · 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6                 ____손범규 · 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 · 김경아 

5    2019    한국법제연구원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____박광동 · 김형미 · Hirota Yasuyuki · 강봉준 · 신창섭·홍성민 

6    2019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성방안 연구》  

                                                      ____김용진 · 김형미 · 최은주 · 신창섭 · 이태영 ·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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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_이경수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_이경수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_이경수 

7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_이경수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_이경수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_이경수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_이경수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_이경수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_이경수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_윤길순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_윤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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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_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19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_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20  2018    2018-04    《협동조합 과세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____번역협동조합  

21   2020    2020-01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 기후의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___이미옥  

22  2020    2020-02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2》 

                                         ___이미옥   

23  2020    2020-03    《유기농을 넘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농업방식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3》 

                                         ___이미옥   

24  2020    2020-04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 패키징의 해법을 찾아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4》 

                                         ___이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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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안내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 《생협평론》 2020년 봄호부터 우편 발송에 썼던 비닐 포장재를 종이 봉투로 바꿔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락처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daum.net



‘작은 협동’의 발전과 협동조합의 미래

다나카 히데키 ·고바야시 겐 ·다나카 사치코 ·모리 다카노리 ·세키구치 아키오 지음 

세이프넷지원센터 국제팀(김은영 ·이은선 ·이주희) 옮김 | 15,000원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소홀히 했던 ‘작은 협동’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협동의 재발견》에

서 논의하는 ‘작은 협동’의 물결이 ‘큰 협동조합’의 내부를 일신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협동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자본 관계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으킬 긍정적인 영향에 큰 기대를 겁니다. 스스로를 돕는 

자조(自助)의 정신을 가진 개인은 상조(相助), 즉 서로 돕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러한 협

동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사회의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작은 협동’을 상

상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의 발걸음을 함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