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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협동조합은 국가별로 다양한 배경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
안 8개 개별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만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 설립이 2012
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5인 이상의 조합원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있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내에서의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협동
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주요 문제
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확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개별 사업에만 국한된 한계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소
상공인협동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국내외 협동조합
의 성공요인 파악과 설립 전 예비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협동
조합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배당 규제는 협동조합 참여 동기부여 견인 동력이 미흡하므로 조합원의 이용고
배당 50% 초과 의무와 현 출자배당 10% 이내 제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조합원 배당정책을 협동조합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변경이 필요하
다. 셋째, 사업자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 내 제품·서비스의 판매와 소비를 목
적으로 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을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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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 경제의 등장은 국경을 초월해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의 세계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국가에서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이 노동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
가 감소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금융 등 소수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국가전체의 성
장은 이어지더라도 고용은 감소하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노동력이 풍부하고 규모 소비시장이 있
는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가의 부가 축적되고 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환경오염문제, 사회복지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로선 오히려 경제성장
이 우선이다. 반면 이제껏 높은 의료수준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공급해온 고령화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제조업 관련 자본이 해외로 나가 오히려 자국의
일자리가 줄어든 국가들에서 협동조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정치적 조건, 경제발전 수준, 문화적 특성, 역사
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상호금융조직
mutual-aid society, 신용조합, 신용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이 거의 모든 곳에서
설립되었다. 특정 국가에서는 일부 특정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예외적으로 성장해오
고 있다.1)
처음 협동조합이 등장하였을 때는 산업혁명이나 농촌 빈곤으로 발생한 가혹한 조
건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한 방어책이었으나 오랫동안 협동조합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
서 끊임없이 소득과 고용을 증진해오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
체와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사회, 교육, 노동통합 서비스 등 불만족스러운 공급
으로 특징지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역사회가 지역 자원을
더욱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Hagedorn, 2012).
협동조합이 성공하고 지속성을 갖는 주된 이유는 이들이 투자자를 위한 이윤율 극
대화란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필요성 즉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
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중간 비용과 소매 가격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이 생겨났으며, 취약한 시장
1) 독일의 신용 협동조합, 영국, 스웨덴의 주택 협동조합,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노동자 협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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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협동조합이, 조합원 스스로에게 사업을 경영하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공동의 부조와 보험
을 위해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상호금융조직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서 특정한 분야에서만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5인
이상의 조합원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있어 생산, 유통, 소비 등 자유로
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우리
나라가 마주친 성장과 복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중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역사를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역사를 다룬 연구들은 개별법내로 국한한 연
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협
동조합의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의 협동조합 역사
우리나라는 두레, 계, 향약 등 다양한 협동조직을 만들고 장려한 전통이 흐르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들이 모두 계를 조직하여 돈을 불린다. 모
은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이자를 불리는 것을 계라고 한다”2)며 계의 사업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계의 규모는 부락단위의 10여명 내외부터 향약계의 721명3)까지 편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단 계원이 되면 계 내부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
고, 계원끼리 공동으로 출자하며, 규약을 만들고, 농지를 통한 생산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계의 활동은 현대적 협동조합의 주요 원칙
과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다. 계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수없이 만들어 지고 있으
며, 유무상통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실제 전통적 협동조직과 협동조합 사이의 정서적 관련성은 매우 깊었고,
그 경험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에 촉진제가 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생산자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을 동력으로 급격히 성장하
였는데 생산자협동조합의 대표격인 농협은 1961년 탄생 이후 조직과 사업면에서 비
2) 정약용, 『목민심서』, 권17 평부조
3) 여기에서 계원이 721명인 향약계는 고종 30년 황해도 감사 홍순형이 주도한 계를 말한다.

- 121 -

｢경영사학｣ 제31집 제4호(통권 80호)

2016. 12. 31, pp. 119~139

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80년 등장한 신군부가 주도한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는 쇠고기수입이익금으로
조성한 축산진흥기금조직과 농협중앙회의 축산사업 및 축산조합을 합쳐 축협의 계통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준비 작업을 거쳐 12월 농협중앙회의 축산업무와
재산, 그리고 그 때까지 특수조합으로 농협중앙회에 속해 있던 축협이 분리되어 축
협중앙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0년 정도 존속되던 축협중앙회는 농민단체의 농협
신경분리와 농축협 통합 요구와 더불어 IMF를 맞아 경영위기가 발생하게 되어 농협
법이 개정되면서 또 다시 2000년 농협중앙회에 통합하였다.
IMF의 영향은 생산자협동조합 각각에게 다른 영향을 미쳤다. 농협은 이미 탄탄한
자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일반 은행과 달리 대기업 대출 비중이 낮아 오히려 IMF를
기회로 급격하게 예금이 몰려 성장세가 가속화되었다. 회원농협도 도시화에 따라 도
시농협 중심으로 상호금융자산이 늘어나 크게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수협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 IMF의 직격탄을 맞아 사업규모는 1962년 18억
수준에서 2000년 17조5천억원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수익성은 매우 낮아 1997년
625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1998년 3772억원, 1999년 2894억원, 2000년 8125억원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 개정 이후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급속히 성장하였다.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새마을금고도 성장의 탄력을 받았다.
국가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며 은행이 성장하고 협동조합과 은행의 경쟁이 격화되
면서, 협동조합은 점차 경영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충분한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
지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신협의 이러한 문제는 IMF를 통해 극적으로 드
러나게 되었다. 1997년말 1,666개 신협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433
개소가 해산 혹은 청산하게 되어 2002년말 신협의 수는 1,233개소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조합원의 수도 10% 줄었고,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자 조합원의 출자도 줄
어서 출자금이 2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신협은 경
영안정을 위해 예금보호공사로부터 4조8천억여원의 공적자금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
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신협운동이 확대되면서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었으
며, 신협운동이 활성화된 곳을 중심으로 우선 1979년 강원도 평창 신리에서 최초로
농촌구판장형 소비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1980년대 초 신협과 연계하여 도
시수퍼마켓형 소비협동조합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 시도는 변화하는 유
통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조합원과의 관계 등 협동조합 사업구조를
확립하지 못하여 대부분 문을 닫거나 개인사업체로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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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은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생협의 선진사례를 받아
들여 설립 운영하게 된 ‘안전한 먹을거리 공동구입형’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1985년 안양의 바른생협이 만들어지고, 1986년 한살림이 사업을 시작하
면서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은 강한 협동조합 이념, 적극적인 활동가들의 존재, 지속적인
지도자 육성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발적으로 설립되던 소비자생협운동은 저변확산을 위해 법 제정 활동을 전개하
였으며, 생협운동의 계속 확산되면서 1994년에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생활협
동조합중앙회 대학생협 부문으로 통합되고, 안성의료생협과 신촌공동육아생협이 만
들어지는 등 사업이 확장되었고, 구매생협도 계속 확대되었다. 1997년 생협은 75개
소로 증가하였으며, 협동조합으로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가톨릭계열의 우리농촌살리
기운동본부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는 등 법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생협법이 제정되었다.
법적 지위를 얻은 생협은 2000년을 지나면서 생협의 물류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 사업연합체를 구성하여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다.4)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새로운 영역으로 노동자협동조
합이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1987년 이후 여러 방면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이 나
타나게 되었고 이런 움직임은 1990년대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영향을 받아 적
극적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다가, IMF를 맞아 기업의 도산과 실업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실업극복과 노동통합이란 기능적 측면에 대해 주목을 받게 되어, 여
러 운동이 개별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노동조합이나 노동
자들에 의한 회사인수 방식, 두 번째, 노조활동가들에 의한 회사 창립, 세 번째, 도
시지역에서의 생산 공동체 설립, 네 번째, 진보적인 창업자들의 소규모 동업조직 등
이 그것이다. 1995년 당시 노동자 협동조합은 자활공동체를 제외하고 11개
소에 조합원 470명으로 비공식 집계되었다(장종익, 2013).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1년 12월 제정되었으며, 초기에는 중소기업 범위의 광공업
중심 제조업 국한에 따른 타 산업분야가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70년대
협동조합 가입 업종을 운송업, 상업, 서비스 업종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조합
원에 대한 대부사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업종별 지역별
로만 설립되던 조합 구성을 세분화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조합제도가 도입하였고, 정부의 단체수의 계약이 가능한 법제도 정비(중소
4) 두레, iCOOP, 한살림의 3가지 사업연합은 각자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크게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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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구매촉진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등)으로 양적·질적으
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중

앙회”로 변경하고 전국조합‧연합회‧지방조합‧사업조합 등 협동조합 조직이 복
수설립을 허용하였다. 2006년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중앙회
로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19개(2012년 기준) 단체 가
입으로 회원수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UN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권장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이 제정되었는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가 되었고 ’08
년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 활성화 필요성 및 개별법 체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11.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
의 소상공이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에
따라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년간(‘13년~’17년) 총 2,000개 협동조합, 30,000개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은 첫 번째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으로 동업종 및 이업종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간 자발적 협업을 촉진하고 공
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과 우수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선
정･지원을 통해 정책성과 확산과 지원조합의 운영 및 사업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수 협동조합 육성지원이 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운영방안 및
성공노하우 공유 등 사업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조합 간 ‘나눔의 기회’ 제
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방방곡곡 로드쇼와 해외 우수 협동조
합 등을 찾아가 현장체험 및 벤치마킹 등 국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다양
한 지식과 노하우 체득하기 위한 해외선진협동조합 탐방 지원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에서 운영에까지 전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조기정착 및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협동
조합 활성화 컨설팅지원이 있다. 네 번째로

담보력이 미약한 협동조합과 조

합원(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
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와 사업의 내실 있
는 운영과 부정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활력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사업운영의 실태 진단 및 현장지도 실시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력
지원단 운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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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해외 선진국의 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인 경우 20세기 초 협동
조합 운동을 전개한 이후 1923년 처음으로 협동조합 전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80
년대 스페인 경기침체로 인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
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 연합회 형태의 협동조합 중 80%는 1985년 이후에 설립
되었다.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은 1급 협동조합의 경우 3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
로 구성된 조합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2급 협동조합은 업종구분 없이 2인 이상의 협
동조합 구성원의 참여로 설립이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1856년 자발적 연합을 조직하여 1866년 영농자재를 유리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농업협회를 조직하는 등 19세기 후반부터 발
전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 상법에서 1인 1표 원칙을 기초한 협동조합 형태
의 기업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설립요
건의 경우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일반적으로 9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형태에 따라 최소 조합원의 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소비
자조합의 경우 50인을 최소 조합원 수, 소규모 조합의 경우 3인에서 6인을
최소 조합원 수, 노동자 또는 주택조합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최소 조합원 수
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1947년 헌법 제45조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을 인정하고 공공기관들과 민간 조직들 간의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의 자유를 승인하고 있다. 일반적 협동조합으로 농협,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등 다양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맞는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만이 사회적 협동조합
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1867년 나폴레옹 3세 시기 회사법의 개정은 프랑스 협동조합 법률의 모
태의 역할을 하였으며 프랑스는 20세기 초반 농업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주택조
합, 노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각각의 협동조합 분야의 다중적인 법률을 제정하
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은 조합원수는 일반유한회사형태의
협동조합의 경우는 적어도 2명이상, 주식회사나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는 최소
7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과 각 개인 조합원의 보유
의무 최저 주식 수를 해당 법규 등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초반 농업기술, 상거래 및 교통의 발달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
였으나 운송업자 및 유통업자의 횡포로 낮은 소득이 창출되는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19세기 후반 농사장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협동조합, 가사노동 분담
을 위한 협동조합과 대량구매를 하는 구매 클럽과 같은 현재 소비자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을 설립하였다. 19세기 후반 이후 전화, 전기 및 상수도와 같은 사회의 기반시

- 125 -

｢경영사학｣ 제31집 제4호(통권 80호)

2016. 12. 31, pp. 119~139

설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였다. 협동조합의 정의함에 있어 농무
성(USDA)은“이용자에 의해 소유·통제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로
Corporations

정의하고

뉴욕주

Law)에서는

협동조합법(New

“협동조합은

York

비영리단체로

State

조합원들의

Cooperative
상호

협동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일유한협동조합법(Uniform

Limited

Cooperative

Association

Act

:

ULCAA)은 “협동조합은 주로 비법인 단체에 의해 제어되는 공동 소유 기업
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의 자치단체”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1896년 4월 27일 민법 제89조(CC)에 의하여 생성되었으며,
1900년 산업협동조합법(Sangyo Kumiai Ho: ICL) 공표와 관련 법령을 제정
함으로써 정규 협동조합의 기초를 설립하였다. 산업협동조합법(ICL) 상 협동
조합들은 정부 통제 하에서 활동하였으며, 2차 대전 이후 획일적이던 산업협
동조합법(ICL)은 1947년 이후 산업 정책 유지를 위해 공표되었던 개별적 협
동조합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설립요건을 살펴보면 조합원 수는 농업협동조
합법(ACL 제55조, 64조)에서는 최소 15명 조합원 확보를 의무화하고, 소비
자협동조합법 (CCL 제55조 3항)에서는 최소 300명 조합원 확보를 의무화하
고 있어 각 법률에서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출자금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규정과 같이 개별 협동조합의 법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유형의 경우 지역지정협동
조합은 정관에 따라 특정지역 내 활동이 제한되고, 직업지정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특정직업 내 활동이 제한된다5).
해외 선진국의 협동조합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이며, 일본은 법률로 협동조합
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배경에
따라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있으며, 협
동조합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는 국가는 프랑스와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국의
협동조합의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형태가 다양하며, 협동조합의 형태
가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 중 일정한 목적을 가진 독특한 형태
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는 장점 요인이 될 수 있다.
5)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두 가지 협동조합을 혼합한 협동조합도 존재할 수 있으나, 활동영역에
있어 협동조합의 활동을 단일 “현”으로 정해 지리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직업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활동이 한 지역에 국한되기 어려운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을 제외하고는 단일 현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설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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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원 수에 대한 규정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도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보고,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 이외에 조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나 사
업이행에 협력과 도움을 주는 협력조합원제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의 협동조합 현황 및 정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도 조합원의
자격제도 개선으로 전문인력의 협동조합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
진 협력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협력과 도움을 주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경쟁력
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Ⅲ.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유형과 사회적 경제의 이해
협동조합의
자협동조합,

유형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4가지 유형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2가지 유형으로 총 6가지 협동
조합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설립목적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협동조합 유형별 분류
구분

유형
사업자협동조합

일반
협동
조합

설립 목적
공동판매 또는 제조 등 공동업무 대행 목적을 위해 사업자로
구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사업자, 소비자, 직원 등)로 구성

소비자협동조합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싼값으로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로
구성

직원 협동조합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업이나 경영을 하는 직원으로 구성

사회적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협동
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보건, 의료와 관련 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은 소규모 사업체 경영 조합원들이 개별적
운영이 힘든 사업부문을 공동 위임하여 조합원들의 경영 개선 혹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으로 판매, 구매, 판촉 등 업태에 따라 다양한 애로를 공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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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생산물 공동판매, 자재 공동구매, 공동 홍보판촉, 공동브랜드 사용, 제조업·서비
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자협동조합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개별 협동조합과 유사한 협동조합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
의 유형은 조합에 물품 공급 생산자(혹은 사업자) 조합원, 조합 공급물품 이
용 소비자 조합원, 조합의 직원인 조합원으로 구분된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협동으로 가정경제의 효율성 극대
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구매협동
조합과

소비이용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소비구매협동조합의

특징은

공동구

매 중심사업으로 공동구매 물품의 소유권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되
며

‘산악장비구매협동조합,

‘육아용품구매협동조합’

등이

있다.

소비이용협동

조합은 공동으로 구성한 조합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협동
조합의 자산·서비스 이용 시 소유권 협동조합 그대로 유지된다. 예로는 ‘주택
임대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렌트카이용협동조합’ 등이 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및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
조합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
나 시행령에서 임직원 겸직금지의 예외조항에 서술된 조합원의 2/3이상이 직
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이 시행령
을 전제로 표준 정관례의 세부유형 중 하나로 직원협동조합 정관례를 제시하
고 있다.
사회적 경제 개념 내에서의 협동조합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민간부문도 아니고 공공부문도 아닌 제3섹터(third sector)로 대표되는 조직들에 의
해서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Amin et

al.,

2003;

Hudson,

2005)하며, 사회적 경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
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리·규범은 조직운용의 근본적인 목
표가 이윤 추구가 아닌 조직 구성원들이나 커뮤니티를 위한 것으로 공공영역
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자율성이 폭 넓고 조직원 모두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1인 1표 원칙)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이윤의 분배는 자본보다 사
람과 노동에 우선권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Defourny & Develtere, 2009).
신명호(2009)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복지제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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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신자유주의적 처방 실패 등에 따른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
으로 부각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 해결과 소
득증대, 지역개발과 같은 다양한 목표달성 수단을 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주요 유형은 사회적 기업과6) 마을기업7)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다
루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하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
업 종류는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
층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혼합
형(일자리제공+사회서비스

제공),

기타형(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판

단하기 곤란한 형태)으로 구분된다.
마을기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마을기업육성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특화자
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
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협동조
합은 지역사회 통합의 허브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등 지역사회 발전에 다양한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지원 관
련 정책 중 협동조합 관련 정책으로 앞서 살펴본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이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지원사업 등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은 현장밀착형 협동조합 일반운영과 공동사업 운영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공정한 운영과 공동사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 운영과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및 조합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종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고유목적사
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공동사무공간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
6)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
는 사회적 기업의 종류에는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의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혼합형(일자리제공+사회서
비스제공), 기타형(일자리와 사회서비스제공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형태)으로 구분된다.
7)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마을기업 육성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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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비즈니스 오피스센터 지원사업이 있다. 그밖에도 협동조
합 공동사업 자금 지원사업과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자금 지원사업이 있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
원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협동조
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설립 운영 지원과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골목경제
협동조합 협업체계 활성화지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골목상
권 활성화와 협동조합 간 협업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업체계 구축 및 협업사업 등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골목경제 협동조합 협
업체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다.
<표 2> 사회적 경제의 주요 유형
구분
근거
법인격
사업목표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주관부서



설립방식




사업주체
사업대상
지원내용주)
적립금

 사회적기업육성법

 법인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조합원 실익

조합원 실익 제고 및 지역
증진
주민, 취약계
층 복리 증진
 기획재정부
시도

(관계부처)
신고제
 인가제

공동출자자(최  공동출자자 (최

소 5인 이상)
소 5인 이상)
일반시민 및
 취약계층

이익집단

-

법인·비영리법인

마을기업
 안정행정부 마을기
업 육성지침
 법인·비영리법인

취약계층의 사회서  지역공동체의 안정
비스, 일자리 제공 적 소득 및 일자리
과 지역사회 공헌
창출
 행정자치부 및 지자
체
인증제
 심사제
 공동출자자(최소 5인
대부분 대표자 1인
이상, 주민 70% 이상)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지역주민

최대 5년 인건비(예비  2년간(시설비, 경영
2년, 사회적기업 3년)
컨설팅)

 잉 여 금 의
 잉여금의 30%
10% 이상

-

-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배당가능(단, 이윤의
2/3이상 사회 재투자)

-

해산

 정관에 의함

 상급연합회, 유
 잔여재산의 2/3 기
사, 비영리·공
부
익, 국고) 귀속

-

* 출처 : 임준형, 김장호, 전의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산업
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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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협동조합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실효적
인 직·간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협동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
첫 번째,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직·간접 지원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경영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원을 보조금 지원에서 융자전환으로 실효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
다.
두 번째, 협동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자 협동조합
출자금 배당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협동조합과 함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활
성화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사회적 경제 내 상공인 협동조합은 국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지만 영리추구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체로서 일반협동
조합보다는 규모도 크고, 영리추구성도 높은 경영체이며 유사 경영체인 사회
적 기업은 비영리성이 보다 크고, 경영체 유지를 위한 수익성도 일부 요구되
는 포지션이라 할 수 있다.

Ⅲ. 사회적 경제 내 협동조합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문제점
협동조합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많은
수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있으며, 특히 임금근로자 고용효과
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확인하는 핵심변
수인 임금은 같은 시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도 상당히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를 선호하는 미취업자들에게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할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주관적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임금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느끼는 고용의
질이 위와 같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을 수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현재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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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판단한다면, 이는 양적인 고용창출이나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해서라기
보다는 시간제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리고 협동조합
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직무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용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장점을 현실에서 발전적으로 구
현하는 데 있어 교육훈련, 민주적 운영, 고용 관련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
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사업에만 국한된 지원사업의 극
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집중된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우리나라 협동조합 부분에는 1960년대 초 정부의 하향식 육성과 지원으로 발전한
농수협 등 생산자협동조합과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운영과정에서 운동
성이 미약하게 된 신협계열의 대규모 협동조합기관들과 1980년대 후반 다양하게 발
전하고 있는 자율적이며 운동성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생협, 노동자협동조합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협동조합 본래의 존재이유인 자본주의의 경제적 대립을
완화하고 대안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협동조합기관이 협동조합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개선과 함께 자율적인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적역량을 키워야 한다.
둘째, 다양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이종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기금의 조성이나 기본법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거래관행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협동조합 운영과 생태
계 구축의 다양한 성공모델이 만들어 질 때 촉진될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협동조합 내용이 삽입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만들고, 협동조합지도자들이 다수 양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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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가치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제적 의미의 협동조합
에 집중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이 그 가치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크고, 이는 곧 앞에서 언급한 고용 관련 협동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발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협동
조합의 원칙이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협동조합 지원사업들이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고 사업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생겨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협동조
합의 근본 원칙이나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자체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발생 가능한 협
동조합 관련 문제들은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사장 및 조합원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교육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이사뿐 아니라 전체조
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 및 조합원의 권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인식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관련 기본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잠재적 협동조합 당사자인 일반대중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함께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한 대국민 홍보 증진, 되도록 많은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릴 수 있도록 찾아
가는 교육 확대, 토론 및 참여 등 협동조합의 원칙과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자립․자치를 핵심가치로 한다는 점,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원
모두가 같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 교육훈련이 핵심이라는 점 등에 대한인식이
확산된다면 협동조합이 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점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홍보나 교육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원칙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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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주의 깊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협동조합이라는 일자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일자리에 적합한 구인자
를 연계해 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확인한 바 있듯이,
비록 협동조합의 일자리가 높은 임금을 보장하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제근로를 선호
하거나 직무 인간관계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개인에게는 매우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협동조합 일자리의 특성을 이해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 협동조합 관련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고용관계와 관련, 정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협동조
합의 고용관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 관련 주요 문제
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
즉, 조합원 근로자의 출자자-근로자 이중 지위로 인해 향후 근로관계나 노사관계에
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현재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해본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실
태를 파악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고용 관련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주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설정을 해야 하며, 문
제가 확인되는 경우 되도록 신속하게 그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내의 조직(단체)은 ‘협
동조합’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가 전제로 하는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조건이 국제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서 채택한 협동조합 원칙
은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에 대한관심, 가입의 자유와 공동소유, 독립적 설립
과 운영, 1인 1표의 의결권,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 촉진, 조합 간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둘째로 협동조합이 시작된 과거 영국의 상황과 현재 세계화에 따른 계층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의 유사성이 협동조합 운동의 재점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져 협동조합의 사업범위가 다양해
졌다. 우리나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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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가장 쉽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국
내외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의 성공의 주요요인 파악과 설립 전 예비협
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배당 규제는 협동조합 참여 동기부여 견인 동력이 미흡하므로 조합
원의 이용고배당 50% 초과 의무와 현 출자배당 10% 이내 제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
하며, 조합원 배당정책을 협동조합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사업자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 내 제품·서비스의 판매와 소비를 목적으
로 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국내 정부지원 정책을 비교해보면 경영인프라 지원 사업,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보조금 지원 개선 및 융자사업 확대 등을 통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실효적 직·간접적인 지원체계의 구축과 공공기관우선구매 권
고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판로개척 지원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초기 문제의식은 지역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협
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의
정치제도는 선거를 통해 대리인을 뽑고 평소 감시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결국 차기
선거에 대리인을 평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와는 상반되게 직접
지역의 문제에 주인으로 참여하고 또한 조합의 재산을 공동소유·관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 커지게 되면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불합리함도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
치제도의 한계와 부작용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협동조합은 현재보다 활성
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결국 지역의 리더,
언론 등이 함께 나서 지역민의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제고시키고 역량을 모으는 것이
라 하겠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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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istory of Cooperative Associations
within social economy of Korea and the
Improvement
- Focusing on cooperatives of small business -

Wook-bin Leem*·Young-jun Shin**·Sang-bong An***
Abstract
Cooperative associations have been developed in each country's various political
conditions, economic development level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s. Such consumer's cooperatives, agricultural associations, mutual-aid
society or mutual financial organizations, credit associations, credit unions and
workers' cooperatives were founded almost everywhere. In certain countries, specific
types of cooperative associations are exclusively developing.
In Korea, since Basic Act of Cooperatives came into effect on December 1, 2012,
there has been a major change in cooperative associations, which were possible in
specific fields in accordance with 8 individual laws. more than 5 members of an
association can establish a cooperative association having free business plans
includ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n all industries except for
financial field.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cooperative associations was researched within social
economy of Korea, major problems of small business cooperatives, whose growth
has been rapid since Basic Act of Cooperatives, were comprehend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The summary of study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support project that is limited within individual businesses for revitalization of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to reorganize the project into support project focusing
on establishing the medium and long term environment for revitalization of
cooperative associations in the situation that the chance of expansion into private
lead project from government lead project after enactment of Act of Cooperatives in
2012.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hingyeo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hingye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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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business rationalization of small
business cooperatives, first, the education about major success factors of domestic
and foreig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nd other cooperatives along
with members of pre-cooperatives should be reinforced, so business models for
cooperatives' sustainable profit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current distribution regulations lack motivation power of cooperative
participation, so mandatory 50% dividend excess regulation of cooperatives members
and within 10% investment distribution regulation should be mitigated, and
cooperatives distribution policy needs to be changed into differentiation policy
according to growth stages of cooperatives.
Third, multiple stakeholders cooperation with the purpose of selling and
consuming products and services within cooperatives should be intensively cultivated
along with business owners cooperatives.
<Key Words> social economy, cooperatives associations, small business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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