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생활과학박사학 논문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대한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  주  희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여  정  성

이 논문을 생활과학박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  주  희

박주희의 박사학 논문을 인 함

2016년 6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원 (인)

원 (인)



- i -

국문 록

소비자 동조합의 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소

비자 동조합은 경제 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가격과 질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사회 인 측면에서는 동

의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한다.구체 으로 사업체로

서 소비자 동조합은 독과 시장에서 투자자소유기업과 달리 이윤

을 극 화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 화하는 가격결정을 내

림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내릴 수 있게 압박하는 역할을 해

왔고,운동체로서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생명,환경,지역,여성

등 다양한 이슈와 련된 생활공동체 활동을 벌여 왔다

2012년 12월부터 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

한 분야에서 더 쉽게 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소

비자 동조합의 설립과 련된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소

비자 동조합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 으로 퍼질 수 있는 것은 아

니다.기존의 매우 제약 인 법체계 하에서도 몇몇 역에서는 소

비자 동조합이 성장 하 지만 다른 역에서는 그 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따라서 새로운 제도 환경에서 소비자들

의 시행착오를 이기 해서는,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가 요하다.

한 기존의 소비자 동조합들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도

성공요인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같은 분야에서도 어떤 동조

합들은 더 성공 으로 발 하고 어떤 동조합들은 어려움을 겪는

다. 컨 생필품 공 이라는 같은 역에서 일제 강 기부터

재까지 다양한 소비자 동조합이 존재했었지만,어떤 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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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경험하 고,어떤 동조합은 그 지 못했다.따라서 소비

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는 새로운 역에서 소비자

동조합을 개척하려는 사람들과 기존의 역에서 동조합을 발

시키려는 사람들 모들에게 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에 한 분

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에 용하고 진단하

는 것이다.이를 해 첫째로,소비자 동조합 정체성이 구축되기

까지 사상에 한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정의하

다.그리고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한 연구에 한 기존 연

구를 검토하고 한스만의 동조합기업이론 -기업소유권이론 -을

기반으로 기존의 연구를 통합하여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

석틀을 제시하 다.그리고 이를 한국 소비자 동조합의 역사와

재에 용하고 진단하 다.이를 해 연구방법으로는 1차 자료

2차 자료에 한 문헌 연구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

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동조합 정체성이 구축되기까지 사상에 한 분석을 통

해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정의하면 다음 같다.소비자 동조

합의 성공은 소비자의 효용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소비자 동조

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민주 이고 동 인간으로 성장하며,이

를 통하여 종합 으로 사회 변화에 해 기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효용과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체로서 소비자 동조합의 사업이 양 으로 증가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요해진다.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자

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장을 해서는 소비자 동조합에서

의 참여의 경험이 질 으로 의미 있는 것이 요하다.그리고 이

러한 양 ,질 성과가 결합하여 종합 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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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동조합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연구로

동조합운동 에서의 연구는 성공요인에 있어서 요한 지침

이 될 수 있지만 규범 성격에서 오는 한계가 있고,경제학에서

의 이론 연구와 최근의 경험 연구들은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부분 변수들 간의 계에 을 두고 있어서 종합 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한스만의 이론을 심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들을 종합하여 도출

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소비자 동

조합이 생성되고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1)소비자가 기업을 소

유함으로써 극복 가능한 시장계약비용이 있어야 하고,(2)소비자

소유를 통해 효율 으로 조직을 운 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3)이러한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에 향을 수 있는 정치

사회 환경이 소비자소유에 우호 이어야 한다.이때 시장계약

비용 요인은 사 시장지배력,사후 시장지배력,정보비 칭,

부재시장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소비자소유를 통한 효

율 인 조직운 을 한 요인은 소비자참여 진 요인과 거버 스

비용 완화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리고 소비자참여 진요인

은 다시 소비자 여도 요인과 동조합정체성 요인으로 구분된다.

거버 스비용 완화요인은 리인비용 집단 의사결정비용 완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에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정치사회 환경이 변했던 1945년 해방과 1987년 민주화라는 분

기 을 기 으로 세 개의 시 로 구분하 다.

먼 일제 강 기 소비자 동조합들은 공 자의 시장지배력문제

만이 아니라 부재시장문제에 주로 응하면서 생겨났다.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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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성공 이었던 평안 동조합과 공생조합은 소비자참여 진

요인 면에서 가치 련성을 강조하 다. 한 평안 동조합과 공생

조합은 연합회를 통해 거버 스비용을 완화하 다.그리고 당시

단명한 동조합들 에는 동조합정체성 요인 면에서 특히 한계

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이후부터 80년 말까지의 시기의 소비자 동조합은 시장

지배력문제에 주로 응하며 생겨났다.노동조합의 소비조합

공산품 심 지역기반 포형 소비조합은 독과 에 응하여 생겨

났지만,새롭게 등장하던 정보비 칭문제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

면서 쇠퇴하 다. 한 한국노총 소비조합의 경우 거버 스비용

면에서 강 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동조합 정체성 련 요인 면

에서 약 이 큰 상황에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 졌다.

1990년 말을 지나며 공산품 심의 소비자 동조합이 쇠퇴하

고,친환경농식품 심의 생활 동조합이 새롭게 성장하 다.이러

한 성장은 2000년 반까지 한살림이 주도하 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쿱생 의 성장률이 더 커지면서 아이쿱생 이 체 생 의 성

장을 주도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정보비 칭문제에 응하며 생

겨났다.그러나 시장에서의 이러한 정보비 칭문제가 일정정도 해

소 을 때 거버 스 소비자참여요인 면에서 강 을 가진 생

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최근에 이들 생 은 연합회를 고도화함

으로써 거버 스비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역사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첫째로,각 시 별로 상 으로 성장을 경험한 소비자 동

조합들은 그 지 않은 소비자 동조합들에 비해 각 성공요인들을

강화할 수 있는 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둘째로,같은 시장

계약 비용요인 에서도 공 자의 시장지배력 문제와 련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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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동조합이 등장한 경우 다른 시장계약비용이나 조직운 요인

면에서 강 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에 지속 으로 생존하기 힘들었

다.일제 강 기 소 의 포목구매나 한국노총 소 의 그 경우가

그 이다.경쟁 계에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가격 측면에서

우 는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부재시장비용을 포착하

고 가치상품의 개발 가치상품에 한 수요 확 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요하다.이는 소비자참여를 진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셋째로,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만이 아니라 소비자참여

진 요인이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지속 으로 요한 향을 미

쳤다.한스만은 거버 스비용의 완화를 강조하며 소비자참여를 비

용으로 보는 경향이 컸지만 실제 역사 용과 진단 결과 소비자

참여 진 요인 면에서 약 을 가진 경우에 작은 외부환경의 변화

에서도 쉽게 무 질 수 있었다.넷째로,거버 스비용 완화요인과

련된 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질 인 측면에서 성공 인

경우는 있어도 사업량 측면에서 성공 인 경우는 없었다.다섯째

로,정치사회 환경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한 필요조건과

같이 작용한다.사회의 기본 인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동조합은 생존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론 으로는 소비자 동조합 이론을 한 단계 발 시

키고,실천 으로는 소비자 동조합운동의 성찰과 진단의 도구를

제공해 다.본 연구는 소비자소유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기는

강 과 약 을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에 으로 삼았

는데,일반 인 기업에 용될 수 있는 조직 리 등의 논의는 다

루지 못했다.기업의 조직 리는 소비자학의 주요연구 역은 아니

지만 소비자 동조합의 발 을 해 통합 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

제이며 미래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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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제기

소비자운동은 소비자학의 주요 연구 역이다.이기춘 외(1995)는 소비

자학의 지향과 과제에 한 논의를 하면서 소비자운동 소비자조직을

소비자학의 주요 연구 역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송보경·김재옥

(1987)은 소비자운동 조직을 크게 ‘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조직’과 ‘

동조합형 소비자운동조직’으로 구분하고,소비자들이 만든 동조합을 소

비자운동의 양 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자는 정보제공을 주요수

단으로 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소비자운동이라면,후자는

직 소비와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시장과 사회에 향력을 행사하는 운

동이라고 할 수 있다(송보경,2002).

소비자 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 으로 운 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

는 소비자들이 자발 으로 결성한 자율 인 조직”라고 정의 될 수 있다

(ICA,1995).이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동조합은 결사체

(association)이자 동시에 사업체(business)인 특징을 갖는다.흔히 동

조합 활동가들이 ' 동조합은 운동과 사업의 양날의 날개로 난다'는 말

을 많이 하는데 이는 이러한 동조합의 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

소비자 동조합의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소비자 동조

합은 경제 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가격과 질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

비자 후생에 기여하고,사회 인 측면에서는 동의 가치를 확산함으로

써 공동선에 기여한다(송보경·김재옥,1987).구체 으로 사업체로서 소

비자 동조합은 독과 시장에서 투자자소유기업과 달리 이윤을 극 화하

기 보다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 화하는 가격결정을 내림으로써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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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도 가격을 내릴 수 있게 압박하는 역할을 해왔고(Fulton,2003),운

동체로서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생명,환경,지역,여성 등 다양한 이

슈와 련된 생활공동체 활동을 벌여 왔다 (양한순,1992;정규호,1994;

김정희,2001)

재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핵심 조합원이 되는 동조합은 친환경농식

품 생필품(지역생 ), 학편의시설( 학생 ),의료복지(의료복지사회

동조합),은행업(신용 동조합)에 주로 설립되어 있다.이는 최근까

지도 소비자생활 동조합법(이하 생 법)과 신용 동조합법 등 특별법

하에서만 소비자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고,이러한 법체계에서는 사

업 역 설립인가 기 이 다소 제한 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이 몇몇 역의 소비자 동조합은 업종별 연합회

를 구성하여 세력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지속가능 할 수 있었

다.

그런데 2012년 12월부터 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다

양한 분야에서 더 쉽게 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기존의 생 법

하에서는 300명이상의 조합원이 3천만원 이상의 출자 을 모았을 때 소

비자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면,신규로 시행된 동조합기본법 하

에서는 융,보험 의료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명이상의 조합

원이 모이면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기존에는 소비자

들이 공정거래 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법 하에서는 인가제와 신고제가 병행된다.즉 동조합기본법에

서는 동조합의 법인격을 일반 동조합과 사회 동조합으로 구분하

여,사회 동조합은 사업에 따라 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일

반 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계부처도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화함으로써 동조합들이 자신의 사업내용에 좀 더 부

합하는 부처로부터 리 감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

부,2013)

그러나 소비자 동조합의 설립과 련된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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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 동조합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 으로 퍼질 수 있는 것은 아니

다.기존의 매우 제약 인 생 법 하에서도 에서 언 한 몇몇 역에

서는 소비자 동조합이 성장 하 지만 다른 역에서는 그 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시행착오를 이기 해서

는,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가 요하다.소비자 동조합

의 가치와 의의에 을 둔 연구(Parnell,2010;정규호,1994;김정희,

2001;염찬희·엄은희·이선옥 2010등)만이 아니라 어떤 역과 조건에서

소비자 동조합이 생겨나고 지속 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그 요인을 밝

힐 필요가 있다.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역에서 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설립타당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존의 소비자 동조합들이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도 성공

요인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같은 분야에서도 어떤 동조합들은 더

성공 으로 발 하고 어떤 동조합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컨 생필

품 공 이라는 같은 역에서 일제 강 기부터 재까지 다양한 소비자

동조합이 존재했었지만,어떤 동조합은 성장을 경험하 고,어떤

동조합은 그 지 못했다.따라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연

구는 새로운 역에서 소비자 동조합을 개척하려는 사람들과 기존의

역에서 동조합을 발 시키려는 사람들 모들에게 요하다.

기존의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몇 가지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먼 동조합운동의 에서의

규범 성격에 치우치거나(Brichall,1997),이론 연계성이 부족한 범주

항목으로만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거나(김 훈,2011),이론에 기반을

둔 경우에도 소비자소유기업이라는 특수한 소유형태의 특징을 반 한 이

론을 활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 (Bond,2009;손범규 2002;김아 ·

최우석·장승권,2014;김아 ·최은주·최우석,2013).그리고 소유형태의

특수성을 반 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역할을 경 자 감독에 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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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 (FultonandPohler,2015;YangandChaddad,2014;Staatz,

1987).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소유자’라는 소비자 동조합의 특수성(신

기엽,2010)을 반 하면서도 일반 소비자의 참여를 시하는 분석들을

제시하여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를 한 단계 진 시키고

자 한다.

제 2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에 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 소비자 동조합의 과거와 재를 진단하는 것

이다.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에 한 분석틀은 이론 으로는

소비자 동조합 이론을 한 단계 발 시키고,실천 으로는 성찰과 진단

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를 해 기존의 소비자 동조합에

한 연구를 검토하고 종합할 것이다. 한 도출된 분석틀을 한국 동조

합 역사 개과정 의 표 소비자 동조합에 용하여 이러

한 분석틀이 해석 진단과 략의 도구로서 유용한지 검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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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문제 연구방법

1.연구문제

연구목 에서 제기한 소기의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와 연구문제를 도출하 다.

[연구문제 1]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에 한 분석틀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1-1.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는가?

1-2.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연구는 어떻게 개되어 왔는

가?

1-3.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에 한 분석틀은 어떻게 구

성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 분석틀을 통해 한국

소비자 동조합을 설명할 수 있는가?

2-1.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 분석틀을 통해 한국 소비자

동조합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2-2.소비자 동조합의의 성공과 성공요인 분석틀을 통해 한국 소비

자 동조합의 재를 진단하고 략을 세울 수 있는가?



- 6 -

2.연구방법

[연구문제1]에서는 소비자 동조합에 한 연구를 검토하여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분석틀을 구성 하 다.먼 소비자 동조합

에 한 사상에 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정의하고자

하 다.다음으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한 연구를 검토하 다.다

음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유기 으로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 다.

이를 해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의 방법을 이용하 다.

[연구문제2]에서는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에 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용하고 진단하 다.이를 해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의 방법을

이용하 다.특히 소비자 동조합의 역사 개과정을 고찰하기 해

동조합 역사에 한 2차 자료와 함께 일부 1차 자료도 함께 검토하

다.일제 강 기의 소비자 동조합의 분석에 1차 자료로는 당시 동조

합 련 소식을 비교 자주 소개하는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검색자료를

활용하 다.

그리고 재의 지역기반 생필품 생 의 분석을 해서 문헌분석과 사

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 다.문헌들은 3개 소비자 동조합 부문에서 생

산된 회의자료,소식지와 같은 1차 자료와 이들에 한 문헌과 같은 2차

자료,그리고 연구자가 동조합 지원업무를 하면서 수집한 인터뷰자료

와 참여 찰 결과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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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소비자 동조합의성공에 한분석틀도출

본 장에서는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분석틀을 도출 한다.

이를 해서 먼 소비자 동조합의 정의 와 특징을 살펴보고 소비자

동조합에 한 사상에 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정의

하 다.다음으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한 연구를 검토하 다.다

음으로 분석틀 도출에 요한 기반이 되는 연구로서 한스만의 기업소유

권이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유

기 으로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 다.

제 1 소비자 동조합 성공의 정의

‘성공’이란 ‘목 한 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소비자 동

조합의 성공을 정의하려면 소비자 동조합의 목 과 지향,즉 사상에

한 이해가 필요 하다.여기서는 소비자 동조합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본

이후에 소비자 동조합의 등장부터 까지 소비자 동조합을 구상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소비자 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소비자 동조합

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 는지 그 지향을 살펴볼 것이다.이를

통해 본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1.소비자 동조합의 정의와 특징

동조합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미국 농무성(USDA)과 국

제 동조합연맹(ICA)의 정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Zeuliand Cropp,

2004).둘은 표 은 다르지만 소비자 동조합의 특징을 보완 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먼 미국 농무성의 동조합 정의를 소비자 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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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소비자 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소비에 기반 하여 수

익을 분배하는 사업체이다(USDA,1987;ZeuliandCropp,2004).

이러한 정의는 소비자 동조합과 자본주의경제의 표 인 기업형태인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과의 차이를 잘 보여 다.첫째로 소비자 동

조합은 소비자가 출자를 함으로써 조합원이 되어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

(user-owned)한다.물론 동조합도 기부를 받거나 출기 으로부터

출을 받을 수 있지만,투자자소유기업과 달리 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사

람들로부터 출자 받는 것에는 제한되어 있다.둘째로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가 통제(user-control)하는 기업이다.이때 1인 1표를 가지고 기업

운 을 결정하는데 이는 1주 1표로 결정하는 투자자소유기업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다.셋째로, 동조합은 이윤을 이용에 기반 하여 분배한다.

이윤 극 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자소유기업에서는 한 해 사업을 한 이

후에 남은 이윤은 자본투자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한다.하지만 이용자

후생을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조합에서는 이윤 혹은 잉여1)

가 생기면 이를 내부유보해서 조합원을 한 목 사업에 투자하거나 상

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데 사용한다.배당을 하려고 한다면 출

자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로 이용량에 비례하여 배당

하며,출자에 따른 배당은 매우 제한된다.

한 이 정의는 소비자 동조합과 다른 유형의 동조합의 계를 잘

보여 다.원래 미국 농무성의 동조합 정의는 체 유형의 동조합을

포 하는 정의로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에 기반 하

여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체’라는 것이다.이때 이용자는 기업에 노동이나

1)주식회사에서 이윤이라는 표 을 쓰지만 동조합에서는 잉여라는 표 을 더 많이 쓴다.이윤

극 화를 해 운 되는 주식회사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 이지만, 동조합에서는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 이다.때문에 목 을 충족시키고 남은 액이라는 의미

에서 잉여라는 표 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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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공 하거나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하는 등 기업과 계 맺는

이해 계자를 의미한다.즉,이용의 의미는 노동,공 ,소비로 사용되는

것이다.이때 이용자가 구냐에 따라서 동조합의 유형이 나 어진다.

먼 노동자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사

업체는 노동자 동조합,원료공 자(생산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공 량

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체는 생산자 동조합,소비자가 소유하

고 통제하며 소비량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체는 소비자 동조합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제 동조합연맹의 동조합 정의를 용하면 소비자 동조합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 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 으로 운 되는 사업체

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

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자발 으로 결성한 자율 인 조직’이다.(ICA,

1995).

이러한 국제 동조합연맹의 정의는 결사체(association)이면서 동시에

사업체(business)인 소비자 동조합의 독특한 특징을 잘 들어내 다.

동조합은 사업체이지만 구성원들의 필요에 기반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을 강조한다.즉 일반 인 기업이 이윤을 내기 해서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동조합은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서 이윤을

낸다.이때 소비자의 필요는 단순한 경제 이익만이 아니며 “경제 ,사

회 ,문화 필요”이다. 동조합 장에서는 흔히 “ 동조합은 사업과

운동의 양날의 날개로 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때문이

다.

이탈리아의 동조합 경제학자인 스테 노 자마니는 이러한 동조합

의 특징을 “야뉴스의 얼굴”과 같다고 표 하면서 경제 성격과 사회

성격의 균형을 강조 한다.그는 동조합은 “시장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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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들이는 경제 차원의 기업이면서,동시에 경제외 인 목 을 추

구하고 다른 주체들과 체 사회에 정 외부효과를 낳는 사회 차원

의 단체”라고 말한다.그리고 역사 으로 “시장 코드(marketcode)가 지

나치게 지배 이 되면 동조합이 투자자소유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졌

고,사회 코드(socialcode)가 압도하게 되면 동조합이 경제 으로

뒷걸음 치거나 한계상황에 부딪쳤다”고 말한다 (ZamagniandZamagni,

2009)

국제 동조합연맹은 1995년 동조합정체선 선언이라는 문서를 통해

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의 그리고 운 원칙을 함께 공표한다.이

때 동조합이 동조합의 6가지 가치는 ①자조,②자기책임,③민주,

④평등,⑤형평성 ⑥연 이며, 동조합의 7가지 운 원칙은 (1)자발

이고 개방 인 조합원제도 (2)조합원에 의한 민주 리 (3)조합원의

경제 참여 (4)자율과 독립 (3)교육·훈련 정보제공 (6) 동조합

간 동 (7)지역사회에 한 기여이다.

이러한 동조합의 7가지 운 원칙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자발 이고 개방 인 조합원 제도’로, 동조합은 자발 인

조직으로서, 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성(性) ·사회 ·인종 ·정치 ·종교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둘째,‘조합원에 의한 민주 리’

로, 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리되는 민주 인 조직으로서,조합원들

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며,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

에게 책임을 갖고 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단 조합에서는 조합원마

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연합단계의 동조합도 민주 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 된다는 것을 뜻한다.셋째,‘조합원의 경제 참

여’로,조합원은 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

며,조합원들의 이용을 통해 유지되고,배당이 있는 경우 출자액에 따른

배당은 제한 으로 이용액에 따라 배당되거나 동조합의 공동재산을 조

성한다는 의미이다.넷째,‘자율과 독립’으로 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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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는 자율 인 자조 조직으로, 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

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

리가 보장되고, 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의

미이다.다섯째,‘교육,훈련 정보 제공’으로 동조합은 조합원,선출

된 임원,경 자,직원들이 동조합의 발 에 효과 으로 기여하도록 교

육과 훈련을 제공하고,일반 ,특히 은 세 와 여론 지도층에게

동의 본질과 장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여섯째,‘동조

합 간의 동’으로 동조합은 지방, 국,지역 국제 으로 함께

력 사업을 개함으로써 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조합원에게

가장 효과 으로 사한다는 의미이다.일곱째,‘지역사회에 한 기여’로

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ICA,1995;Macpherson,

1996).

동조합 활동가들은 이 원칙을 “ 동조합 운동의 나침반이고,방향타

이며,장기 으로 지켜가야 할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실에서

동조합 운동을 해 나가면서 단이 어려울 때마다,내가 올바른 방향

으로 이끌고 있는지 고민스러울 때마다, 동조합의 원칙을 꺼내 들고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동조합연구소,

2012)실제 국제 동조합연맹이 발표한 이 원칙 서문에는 “원칙이란 계

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행동 단과 의사결정의 기 이 된다.

동조합들은 원칙을 자 그 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

을 따라야 하며,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체 으로 동조합의 일

상 인 활동에 용하는 것이 요하다.이런 에서 보면 동조합의

원칙은 연례행사에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동조합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 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ICA,1995;Macpherso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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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동조합에 한 사상의 개과정

동조합의 사상의 개과정에 해서는 오래 부터 연구가 진행되었

다.국내에서도 일 부터 이러한 연구가 소개되었다.윤형근(2013),정병

호(1987),문병집(1994)은 서유럽에서 산업화와 함께 근 동조합이

등장하던 시기부터 세계로 동조합이 퍼지기까지 주요한 사상가들이

바라보는 동조합 사상을 시 별,지역별로 정리하여 소개한 바 있다.

한 표 사회사상에 따라 유형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캐나다의

동조합 이론가이자 실천가 Melnyk(1985)는 세계 동조합의 통을 공

동체주의 통,사회주의 통,마르크스주의 통,자유민주주의

통으로 구분하고 그 사상 기반을 설명하고 있다.2)송보경·김재

옥(1981)도 동조합을 종교 ,유토피아 ,자본주의 ,

동조합복지주의 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종익(2014)은

Melnyk(1985)를 변형해서 공동체 통,사회주의 통,자유주의

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비자 동조합의 기본 모델이 구축되기까지 역사에서

향을 미친 실천 사상가들의 사상을 심으로 소비자 동조합의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먼 역사 순서에 따라 주요 사상가로서 로버트 오

웬과 유토피아 사상가들, 리엄 킹,홀리요크,지드와 포와슨, 이들로

우 등의 순으로 살펴보고,이후에 이들 사상가를 가로 질러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소비자 동조합의 지향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로버트 오웬(RobertOwen,1771-1858)은 흔히 동조합운동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국의 개 가이자 사상가이다.3)19세기 국은 자본주의

2)Melnyk의 구분과 설명은 경제사상 측면에서 동조합을 구분한 것인데 재까지 존재했던 여

러 동조합들을 유형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Peter,

1986).다만 그 명칭과 세부 인 유형화에 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컨 ,사회

주의 통을 사유재산의 부분인정,생산과 소비의 연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스페인

의 몬드라곤과 러시아의 동농장을 같은 분류로 포함하고 는데,이는 사회주의에 한 정의

면에서도 그리고 유형화 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 국의 로버트 오웬은 랑스의 생시몽(ClaudeHenriSaint-Simon,1760-1825)이나 리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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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하여 인구의 다수가 빈곤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삶

을 살고 있었다.그는 자신이 경 자로서 2500명이 생활하는 뉴라나크

방 공장(1800∼1825)을 운 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

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사회 개 실천 도입함으로써

유명해 졌다.그는 자신의 공장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주택, 포 등

복지시설의 도입하고,최 의 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

을 설립하 다.그리고 이 공장에서 겪은 경험을 1814년 「사회에 한

새로운 견해:성격형성론」이라는 책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는 여기서 환

경의 변화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성격이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

하 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유명한 사상가들과 교류하면

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 리하는 ‘동공동체’에

한 구상을 하고 이러한 제안을 로 써서 하 다.그에게 소비

포는 ‘소비생활면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비용을 약해 수 있는 수단’

이자 체 자 자족 동공동체를 한 일 부분이었다.오웬은 자본주

의를 극복한 공동체 인간상과 노동 을 바탕으로한 생산공동체 ‘팔랑

주(Phalange)’를 꿈꾼 랑스의 생시몽(Claude Henri Saint-Simon,

1760-1825)이나 리에(F.M.Ch.Fourier,1772-1887)와 같이 사상가들

과 함께,당시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향을 미쳤다(윤형

근,2013;김형미,2014).

소비자 동조합의 등장에 다른 징검다리 역할을 해 사회개 가겸

사상가로서 리엄 킹(William King,1786∼1865)를 들 수 있다.그는 그

이 의 “ 동조합=사회주의자=오웬주의자= 동공동체”라는 도식을 벗어

나 다른 차원의 실천을 제안하 다(김형미,2014,p120).오웬처럼 동

혹은 동공동체라는 궁극의 이상을 제시하기보다 매우 실 으로

M.Ch.Fourier,1772-1887)와 함께 후 에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분류되기도 하는

데,이들은 모두 근 동조합의 생성에 요한 향을 미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푸리

에가 주창한 팔랑주(Phalange)나 생시몽의 사상은 자본주의를 극복한 공동체 인간상과 노동

을 바탕으로한 생산공동체를 꿈꾸며 등장한 랑스의 생산 동조합운동의 사상 뿌리가 되

었다 (윤형근,2013).여기서는 소비자 동조합 실천의 흐름에 따라서 사상을 설명하고자 오웬

을 심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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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조합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구체 인 경 개선방

법을 모색하 다.그는 「 동조합인」(TheCo-operator,1828년 5월∼

1830년 8월까지 발행됨)이라는 월간잡지를 발행하 는데,여기서 동조

합의 목표는 “첫째로 빈곤에 한 조합원 상호간의 보호,둘째로 필요한

생활물자를 더 확보하는 것,셋째는 공동자본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윤형근,2013).생산에서의 동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통해 공동의 자 이 모아지면 이를 토 로 그 다음단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당면 과제를 한 실천 략을 찾는 것에 집 한 것이다.

오웬의 사상과 킹의 실천 략을 토 로 유럽 역에서 소비자 동조합

에 한 시도과 실패의 경험의 축 되면서 최 로 성공한 소비자 동조

합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데,이는 1844년 국 맨체스터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조합(Rochdale Society ofEquitable Pioneers)이다.홀리요크

(Holyoake,1871∼1906)는 언론인으로서 로치데일의 선구자들의 실천을

가장 가까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하고 이들의 철학을 유럽 역에 알

리는 역할을 한 실천 지식인이다.로치데일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환

경에서 오는 고통에 항하고자 차티스트운동과 같은 정치 운동과 러다

이트운동 등 노동을 조직화하는 운동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좌

을 경험하 다.그러던 에 삶의 다른 차원인 소비에서 착취를

이기 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소매상 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Holyoake가 기록한 로치데일 선언문에 보면 우선은 정직한 가격으로 믿

을 수 있는 품질의 생필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활동부터 시작하 다.

하지만 장기 으로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동조합사회를 만들자는 웅

장한 비 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처음 28명의 조합원이 모인

4)이들은 동조합의 문을 열던 조합원 선언문에서 자신들의 소비자 동조합의 목 을 다음과 같

이 기술 한다.“조합원의 경제 이익과 가정과 사회의 상태를 개선하기 해 여러 시설을 갖

춘다....(1)식료품,의류 등을 매하기 한 매장을 연다.(2)가정과 사회 개선을 해 조합원이

살 집을 건축,매입한다.(3)실업 는 계속되는 임 체불로 고통받는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마

련하기 해 조합이 결정한 물품을 직 생산한다.(4)조합원의 행복과 안 을 높이기 해

실직 이거나 임 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이 경작할 약간의 땅을 사거나 빌린다.

(5)우리 조합은 가능한 신속하게 생산,분배,교육 자치에서 힘을 갖추도록 한다.즉 공통

의 이익에 기 한 자 자족의 국내 거주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 다른 조합이 이러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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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 가게로 시작했지만 로치데일 동조합은 정확한 물량,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품질,정직한 매 등 로치데일의 주민들이 정말 바래왔

던 사업방식과 이용고 배당이라는 동조합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로치데일의 선구자들은 기존의 실패한 실험의 문제

을 토론을 통해 분석하면서 자신들의 조합을 운 하기 한 열 가지 원

칙을 정했는데 이 에서는 오웬주의의 향으로 교육의 원칙을 요하

게 포함하 고,‘이용액에 따른 배당’이라는 신 원칙도 포함되어 있

었다.이 원칙들은 이후 다듬어 지면서 재 국제 으로 공유되고 있는

동조합 7원칙의 모태가 되었다.그리고 홀리요크는 로치데일 동조합

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본이 인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본

을 고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Holyoake,1893)

로치데일의 소비자 동조합 모델은 속히 확 되어 여러 나라에

되었는데,그 에 랑스에 소비자 동조합을 알린 요한 학자인 지드

(Charles Gidle, 1847∼1932)와 에르네스트 포와슨(Ernest Poisson,

1882~1942)의 사상은 소비자 동조합 사상가들의 소비를 통한 사회변화

의 이상과 소비자주권에 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

특히 에르네스 포와슨은 “경제주체가 생산자보다 소비자로서 행동할 때

사회 체의 일반 이익에 가까워진다”보았다.“생산자의 이익은 개별,

는 특정 집단으로서 이익이므로 다른 생산자,다른 경제주체의 이익과

상충하기 쉽지만,소비자가 최 필요의 충족을 바라는 목 은 이웃과

마찬가지이므로 립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소비자의 이해는 상호보완하

게 된다”는 것이다.즉 “소비자 주권에 기 하여 이익의 공동화를 해

노력하고 생산의 방향과 내용을 소비자의 에서 조직하는 것이 요

하다”고 주장한다(Poisson,1920;김형미 2014재인용).그리고 지드와 포

와슨 모두 소비자 동조합으로 시작해서 공업과 농업분야까지 생산자

동조합을 확 하여 자본주의경제를 극복하는 ‘동조합공화국(Le

체를 만들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해 다.(6)주를 해 경우에 따라 주호텔을 연다."

(Holyoake,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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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queCooperative)’에 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윤형근,2013).

이 후 사회주의국가의 등장과 2차 세계 을 거치면서 동조합운동

도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른 방식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사회주의 통에 있는 동조합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농장 혹은

자주 리기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인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동조합이 사회주의로 가기 단계의 실험으로 보았다.소련의 콜호즈,

국의 인민공사,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리기업 등이 그 이다

(Menlyk,1985).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율 동조

합운동이 쇠퇴 하 다.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통의

동조합으로 발달하 다.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크게 성장한 동조

합들 에는 소비자 동조합이 투자자소유기업과 경쟁하면서 동조합

고유의 정체성을 일어가는 탈상호화(demutualization) 상이 발생하 다

(Laidlaw,1980).

이러한 기에 시 에 동조합 활동가이자 사상가인 이들로우

(AlexanderFraserLaidlaw)은 1980년 국제 동조합연맹의 의뢰를 받아

동조합의 본질과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로우 보

고서(Laidlaw,1980)를 내게 되고,이후 1995년에 국제 동조합연맹은 멕

퍼슨에 의뢰하여 에서 말한 21세 동조합 동조합 정체성선언

(Macpherson,1996)을 작성하게 된다. 재 국제 동조합연맹의 동조

합 정의와 6가지 가치와 7가지 원칙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 된 것이

다. 한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를 체하고자 하는 ‘동조합공화국’의

이상은 동조합이 투자자소유기업과 공기업과 함께 역할을 하는 제 3의

섹터로 기능한다는 실 인 ‘동조합 섹터론’으로 수정되었고, 이들

로우는 여기에 덧붙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조합 지역

사회’라는 이상으로 실화 시켰다 (김형미,2014;염찬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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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의 정의

소비자 동조합 정체성이 구축되기까지 사상가들에게 공통되게 발견되

는 소비자 동조합의 지향을 찾을 수 있는데,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첫째 소비자의 삶의 질 개선,둘째로 소비자 개인의 성장,

셋째 소비를 통한 사회의 변화이다.

첫째로 소비자 동조합 사상은 소비자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해 왔다.

기 로버트 오웬은 “소비생활면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비용”을 약하기

해 소비 포를 구상했으며, 리엄 킹도 “빈곤의 개선”과 “소비 생활

에 필요한 물자를 더 확보하는 것”을 소비자 동조합의 가장 기 인

목 으로 보았다.로치데일 동조합도 로치데일 선언에서 “조합원의 경

제 이익과 가정과 사회의 상태를 개선하기 해 여러 시설을 갖춘다”

는 것을 첫 번째 목 으로 선언하 다.이후 멕퍼슨이 기 한 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도 “구성원의 경제 ,사회 ,문화 필요”를 충족시키

는 것이 소비자 동조합의 가장 기 인 정의로 포함되었다.

둘째로 소비자 동조합 사상은 참여하는 소비자 개인의 성장을 지향해

왔다.로버트 오웬에서부터 “개인의 인격 성장”은 주요 심사 다.그

는 기 책 이름이 인격형성론이고 그가 기 라나크 공장에에서 청소년

을 한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평생교육을 시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리엄 킹도 소비자 동조합이 가능하기 해서 교육

과 1인 1표의 원칙을 강조했다.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만이 목 이라면

구지 번거로운 민주주의 원칙을 필수 조직원리로 체택하지 않아도

된다.역량 있는 자선가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의사결정을 하

고 혜태만 체에 돌아가게 해도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 인 계

에서의 동을 통한 경제활동의 조직화라는 동조합의 특징은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인간에 한 존엄에 한 가치를 기반으로 인간의 성장을

기본 목 으로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은 로치데일로 연결되어 로치

데일의 10원칙 에 “교육의 진”과 “민주 운 ”이 요한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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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있으며 이후 국제 동조합연맹의 원칙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언

제나 지속 으로 요한 내용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으로도 확인 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동조합 사상은 소비를 통한 사회의 변화를 지향해

왔다.물론 사회변화의 상과 소비의 역할은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

로버트 오웬은 생산과 소비를 면 으로 체하는 동공동체를 꿈꿨고

소비조합은 그를 한 부차 인 수단이었다.하지만 리엄 킹 이후 생

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조직하기 해서 소비자 동조합이 출발 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계속 되었다.로치데일도 소매 매장을 통해 사업을 확

하여 주택,제조 등 자산을 확 하고 생산의 동의 조직화하는 것을

꿈꿨다. 한 지드와 포와슨은 생산을 견인하는 축으로서 소비를 강조하

고 있다.이는 새로운 사회를 한 소비의 역할에 한 변화되는 을

보여 다. 한 한 지드와 포와슨의 동조합이 시장경제에 동조합

이 면화 되는 ‘동조합공화국’의 이상을 꿈꿨다면 이후 사상가들은

동조합과 리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3섹

터론’으로 실화 하 다.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지역에서의 과제가 요

해 지는 시 에는 ‘동조합 지역사회론’으로 다시 변화되었다.사회변화

를 한 소비의 상과 사회변화의 상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언제

나 소비를 통한 사회의 변화라는 지향을 담고 있었다.

이때 소비를 통한 사회변화와 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는

데, 동조합이 사상가들이 자본주의경제의 문제 을 극복하고자 하는

에서 공통 이지만,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시장

경제에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이 존재하며,사실 역사 속에서 동

조합은 시장을 제로 하여 존재해 왔고,시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다.이탈리아 경제학자 자미니 교수는 간혹 동조합을 반시장

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경제와 시장경제를 같

은 것으로 보는 심각한 개념혼선 때문이라고 지 한다.시장경제는 13세

기 말에서 16세기 도시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자본주의는 그 보다 수

세기 뒤인 산업 명과 함께 시작되었다(Zamagni& Zamagni,200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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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경제는 시장경제가 조직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일 뿐이다.5)한스

만도 기업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핵심 인 특징이지만 자본주의는 시장경

제의 부수 인 특징이라고 말한다.즉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있을 수 있

지만 모든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Hansmann,1996).

소비를 통한 사회변화와 련하여 한 주의 깊게 볼 은 소비자

동조합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비자주권에 한 인식이다.서정희·

이기춘(1991)은 “소비자주권은 사회 체의 자원배분이 소비자의 자유로

운 선택에 의하여 최종 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 하며,“소비자주권이

실 되면 사회 후생은 자동 으로 최 가 되므로,모든 경제과정은 최

종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p.

60)그리고 소비자주권이 실 되기 해서는 객 조건으로서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주체 조건으로는 소비

자의 합리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그리고 이 둘을 하여

경쟁 진정책과 소비자교육정책의 요성을 강조한다 (서정희·이기춘,

1991).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의 치에서 한발 나아가서

극 으로 생산을 조직화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주권의 실 을 한

실행 방안은 넓힌다.송보경·김재옥 (1981)이 소비자 동조합이 “소비자

보호의 지름길”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인식과 연장선상에 있다.그리

고 기 소비자 동조합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생산을 조직화 할

5)시장경제는 노동의 분업,축 과 성장,그리고 기업의 자유를 시한다. 동조합도 그 다.자

마니 교수는 다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체선(totalgood)를 추구한다면 동조합이 지향하는

시장경제는 공동선(commongood)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이 때 체선이란 제 미 벤담

(JeremyBentham,1789)식의 공리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비유로 말하자면 ‘각 개인이

나 집단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반면에 공동선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을 모두 곱한 것’이

라고 비유할 수 있다. 체선에서는 어떤 사람의 후생을 없애는 신 다른 사람의 후생을 더

많이 끌어 올릴 수 있다면 그 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공동선에서는 어느 한 요소라도 0가

되면 체 결과가 0가 된다.즉 어느 한 쪽을 희생하고 다른 쪽을 보태는 tradeoff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자유주의 경제학자 조지 슘페터(1954)는 제 미 벤담식의 공리주의를 비 하면

서,“공리주의가 개인의 이해 이외에 어떤 다른 규범 원리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사회 무

책임성을 극단 으로 강화했다”고 말하고 있다 (Zamagni&Zamagn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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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에 한 규범 가치를 극 으로 담

아낼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이는 최근의 윤리 소비에 한 담

론(아이쿱생 연구소,2009;이상훈·신효진,2012;천경희 외,2010;이득

연·황미진,2013) 과도 연결된다.즉 소비자 동조합사상은 구매 선택의

치에서 한발 나아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생산이 담아내도록

견인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극 사회개 의 이상으로서 소

비자주권의 개념을 한발짝 더 진 시킨다.

이러한 소비자 동조합의 지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정의하면 다음 같다.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은 소비자

의 효용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소비자 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민주

이고 동 인간으로 성장하며,이를 통하여 종합 으로 사회 변화에

해 기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효용과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체로서 소비자 동조합의 사업이 양

으로 증가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요해지고,그 안에서 소비

자 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장을 해서는 소비자 동조합에서의

참여의 경험이 질 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양 질 성과가 결합하여 종합 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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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연구

소비자 동조합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연구로 동조합

운동 근,경제학 근,경험 연구로 나 어서 살펴보겠다.

1. 동조합운동 근

동조합운동의 에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국제 동조합연맹(ICA)의 동조합 7원칙을

들 수 있다.이는 국제 동조합운동이 지향하는 규범이자 동시에 최 의

성공한 근 동조합이라고할 수 있는 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으로

부터 시작하여 성공한 동조합들이 실천했던 원칙들로 부터 귀납 으로

도출된 요인이기도 하다.국제 동조합 운동의 구심 역할을 해온

ICA는 창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변화된 사회상에 맞추어 원칙을 수정

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재의 원칙은 가장 최근인 1995년에 ICA가

동조합 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멕퍼슨(Ian Macpherson)에게 의뢰하여

정리하게 하고 이후 토론을 거처 공식 으로 채택 한 것이다.이 보고서

의 제목은 『Co-operativeprinciplesforthe21stcentury)』인데 이

의 서문에서 멕퍼슨은 동조합의 정의와 원칙을 정리하는 작업이 “ 동

조합의 다양성을 반 하면서도 동조합의 사업과 지역에 계없이 모든

동조합에 용되는 규범을 명확히 밝 내는”(Macpherson,1996;p13)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멕퍼슨의 보고서가 동조합 7원칙이 도출되기까지 사례에

한 기술과 해석의 과정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보

다는 원칙을 규범 으로 제시하고 있다.그 이유는 이 의 목 이 학문

엄 함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동조합이 따랐던

원칙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물론 맥퍼슨은 7원칙을 집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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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러 동조합에 한 연구를 해 왔으며,국제 동조합운동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이러한 맥퍼슨의 다년간의 활동

경험과 실천 연구로부터 나온 통찰이 반 된 것이다.그리고 ICA가

공식 으로 동조합 7원칙으로 인정하고 이후 20여 년 간 세계의 동

조합인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활동의 나침 을 삼아왔다는 것은 그 내

용이 어떤 이론과 실증연구와도 비교 될 수 없는 합리성과 설득력을 갖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의 생략과

규범 성격으로 인해 도조합을 양 으로나 질 으로 발 시켜야 한다

는 미션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 학자들과 소통할 때는 충분한 설득

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표 1. 동조합의 7원칙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도출한 주요 이슈

동조합 7원칙 각 원칙과 련된 실천 이슈

자발 이고 자유로운 가입 조합원 가입 정책,가입승인의 원칙,동등한
기회 정책

조합원에 의한 민주 통제 조직구조,투표권,경 의 역할

조합원의 경제 참여
경제 성과,조합원에 한 보상,자본조달의

방법

자율성과 독립성 정부와의 계,시장에서의 치

교육과 훈련 정책,조합원 교육,경 훈련

동조합간 동 연합회,네트워크,합작투자

지역사회에의 기여 환경,이해 계자,지역발 등에 한 정책

출처:Birchall(1997)

이러한 동조합 7원칙을 용하여 동조합 진단 툴로 사용한 사례연

구로 Birchall(1997)을 들 수 있다.그는 업종별로 국제 인 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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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장에서 이를 종합하는 툴로 동조합 7원칙

을 사용한다.구체 으로 동조합 7원칙과 련하여 세계국가들의 실천

에서 련 이슈들을 제기한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 표와 같다. 동

조합 7원칙을 성공요인으로 보고 세계 동조합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

틀로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Birchall(2011)과 장승권 외(2011)은 소비자 동조합의 발 단계

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진단하는 수단으로 ‘동조합 생애주기

모형’을 활용하기도 한다.Birchall은 생애주기 모형이란 이름으로 동조

합의 성장과 쇠퇴라는 변화과정을 ‘형성기-성장기-통합기-쇠퇴기-소멸

기-탈상호화기-재도약기’의 7가지 단계로 나 고 각 시기에 따른 특징과

직면한 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이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세계 동

조합의 변화과정을 주요 부문별로 나 고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기술

하기 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오랜 기간 국제 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온 자가 ‘다른 동조합이론으로 부터의 연역 추리,역사 자료,사

례 연구 다른 경험 연구로부터의 귀납 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장승권 외 (2011)는 동조합 생애주기 모형을 활용해서 시기별

로 국과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의 진화과정을 비교하면서, 국은 진

화과정에서의 굴곡을 겪다가 재는 재활력기에 있고,한국은 성장기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이를 통해 동조합이 당면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략을 세우는 도구로 삼고 있다.

이러한 동조합 생애주기 모형은 오랜 동조합의 역사와 굴곡을 가

진 국가의 동조합의 역사를 설명하기에 유용하며,새롭게 성장하고 있

는 동조합 부문의 경우에도 앞으로 당면할 과제에 해서 측하고

비할 수 있게 해 다.특히 한국의 유기친환경농산물 부문과 같이 형성

기와 성장기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유기친환경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 에서 이러

한 모델로 설명할 수있을 정도의 성장을 경험한 곳은 사실 없다.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 괴도에 올라선 소비자 동조합이 그 이후에 닥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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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측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개별 소비

자 동조합이 이 분야에서 소비자 동조합이 경쟁력을 갖는지 즉 생존하

고 발 하여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단하기에는 부족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련 분야의 동조합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요한 지침

이 될 수 있지만 한계 도 있다.먼 동조합 7원칙의 규범 성격이

강하고,분석틀 자체가 시장환경에 한 객 조건보다는 조직운 이

슈에 을 두고 있다.그리고 버첼의 동조합 생애주기 모형의 경우

에도 같은 한계를 공유하고 있으며,기존의 다른 사회과학 이론과의 연

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2.경제학 근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한 경제학 연구로 소비자 동조합의 가

격결정행동의 특징에 한 연구,조합원 참여도 결정요인에 한 연구,

공유자원 리에 한 이론,그리고 한스만의 기업소유권이론을 들 수 있

다.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의 정의에 소비자 후생의 증가와 사회변화가

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소비자 동조합이 독과 시장에서

가격을 낮춤으로서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개선하는 원리를 설

명하는 경제학 연구로 Fulton(2003)을 들 수 있다. Fulton은 소비자

동조합의 가격결정행동을 기존의 미시경제학의 가격이론 하에서 보여

바 있다.투자자소유기업은 이윤극 화를 목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반

면,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후생극 화가 목표가 된다.때문에 익숙한

가격,수량 결정함수에서 주식회사와 소비자 동조합의 균형 이 달라진

다.특히 시장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식회사는 독 가격을 정하

는 경향이 있지만 소비자 동조합은 가격을 낮추어서 경쟁을 진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기능을 동조합이 경쟁의 거가 되는 기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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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cooperativeyardstick’이라고 표 하기도 하는데, 동조합의 시장

행동과 사회후생효과를 논할 때 자주 근거가 되고 있다 (Fulton,2003)

다음으로 소비자 동조합의 조합원참여도 결정요인에 한 경제학 이

론 연구로 Fulton& Giannakas(2001)를 들 수 있다.이들은 게임모형

을 사용하여 동조합의 조합원 참여도가 동조합 조합원의 동조합에

한 인식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이들은 조합원 참여도 (혹은

몰입도)는 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해서 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합의 이윤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운 되고 있는지에 한 조합원들의

인식 는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해서 소비자 동조합이 소비자조합원의 잉여를 극 화하기 해 노력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인으로서 작용해서 시장 유율을 극 화할 수 있다

고 말한다.그러나 동조합이 비효율 이어서 제품가격이 높거나,운

의 투명성이 낮거나,이종 사업부문간의 교차 보조행 가 일상화 되어

있거나,경 진이나 일부 조합원들의 향력이 과 하게 강하거나,시가

로 공 되지만 동조합 내부에 유보된 잉여가 조합원들에게 환원되기

어려운 구조의 경우에는,조합원들은 동조합의 성공이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게 된다.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단할

때 조합원 사업이용률이 낮아지며,이는 다시 조합은 조합원의 잉여를

극 화하기 해서 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조합원에 보내기 힘들게 함

으로써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 한다(Fulton& Giannakas,2001;장

종익·김완배,2010).

장종익(2010)은 ‘농업 동조합에 한 실증 연구의 단계와 과제’

라는 논문을 통해 생산자 동조합에 이 맞추어져 있지만 에서 설

명한 이론들에 한 실증 검증을 시도한 연구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구체 으로 동조합의 사회경제 기여 차원에서 경쟁 진효과,

거래비용 감,시장조성기능과 지역사회유지기능 련된 실증 연구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 농 의 효율성 재무 성과 차원에서

농 과 투자소유기업과의 재무성과 비교분석,농 과 투자자소유기업과



- 26 -

의 경제 효율성 비교분석에 한 실증 연구를 소개한다.마지막으로

농 소유에 따른 비용으로 리인 비용,집단 의사결정비용,자본조달

투자비용에 한 연구를 설명하고,농 의 진화와 재조직화에 한

연구도 설명한다.

그리고 엘리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자치 리에 한 연구도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틀을 도출하는데 시사 을 수 있다.엘리

오스트롬(E.Ostrom)은 그녀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주는데 결정 기

여를 한 「GoverningtheCommons」(1990)이라는 책에서,공공서비스

나 공유자원(common-poolresources)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자치

으로 서비스를 생산 공 하고 공유자원을 개발 리한 세계 각국의 사례

를 분석한다.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자치 리를 지속가능하게 했던 제

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8가지 원리를 도출한다.이는 집단 거버 스의

문제를 훨씬 더 정교하고 풀어내는 데 참고할 만하다.

공유자원 리를 한 성공 자치제도의 8가지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공유자원체계로부터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 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

며,공유 자원 자체의 경계 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2)사용

제공 규칙의 지 조건과의 부합성 :자원유량의 시간,공간,기술,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 규칙은 지 조건과 연계되어야 하며,노동력과 물

자, 등을 요구하는 제공 규칙과도 맞아야 한다.(3)집합 선택 장

치 :실행 규칙에 의해 향을 받는 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행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4)감시활동 :공유자원 체제

의 황 사용 활동을 극 으로 감시하는 단속 요원은 그 사용자들

에서 선발되거나 사용자들에 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5) 증

제재 조치 :실행 규칙을 반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나 이들

을 책임지는 리, 는 양자 모두에 의해서 반 행 의 경 과 맥락에

따른 증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6)갈등 해결 장치 :사용자들 간의

혹은 사용자와 리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해 지방 수 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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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장치가 있으며,분쟁 당사자들은 렴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7)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가 외부 권 체에 의해 도 받지 않아야 한다.

(8) 층의 정합 사업 단 (nestedenterprises):사용,제공,감시활동,

집행,분쟁해결,운 활동은 층의 정합 사업 단 로 조직화 된다

"(Ostrom,1990;안도경,2010)

마지막으로 한스만의 기업소유권이론이 있다.Hansmann(1988;1996)은

계약이론 근을 활용하여 동조합의 성공조건 분석에 활용한다.계

약이론 근은 기업을 다양한 이해 계자 사이의 명시 암묵 계

약의 총합으로 규정하고,투자자소유기업과 동조합의 차이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성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소유형태 조직구조가 경제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장종익·

김완배,2010).Hansmann의 이론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해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높

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의한 동조합 소유비용이 주식회사에 비해 높

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이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의 핵심

요소들이 성공의 조건이 된다.이에 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

명하겠다.

3.성공과 성공요인의 측정에 한 연구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은 동조

합의 경제학 성과와 내부 조직 거버 스의 특성을 연결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Bond(2009),FrankenandCook(2013),YangandChaddad

(2014)가 그 이다.이들은 은 미국 농 을 상으로 동조합 이사회

의 구조 – 컨 , 동조합 이사회의 이사 숫자,사외이사와 같은 독립

이사의 존재 여부,여성 이사 숫자,이사들의 출자증권보유 규모 –

나 CEO의 특성 – 컨 ,CEO의 임기 – 와 동조합의 경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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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계를 통계학 검증 모델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이 분야의

연구는 연구 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마다 결과의 확정 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이때 경제 성과는 자산 비 이익률(Returnonasset)이나

자본 비 이익률(Returnonequity)로 측정되었다.드물게 Frankenand

Cook(2013)과 YangandChaddad(2014)은 CEO에게 질문지조사를 하여

동조합 건강도(cooperativehealthfactor)를 측정하여 결과변수로 사용

하기도 하 다.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경험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연구들이다.

다만 이들이 사용한 이론 모델의 성공요인 변수는 모두 이사와 경

자(CEO)의 계에 집 되어 있다.즉 동조합원의 성공에 있어서 경

자의 기회주의 인 행동을 이는 것이 요하다고 보고 이사회의 구조

가 경 자를 감독하기 좋은 구조인지 살펴보는데 을 두고 있다.즉

거의 모두 리인 이론에 근거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동조합의 성공은 이사들의 경 자 감독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

원들의 일상 인 참여도 매우 요하다.특히 소비자 동조합에서는 더

욱 그 다. 의 연구는 경제 필요에 을 둔 농민들이 조합원인

규모 미국농 을 상으로 한 것으로 리인 비용을 이는 것에만

을 두고 있고,경 자만 잘 뽑고 감독을 잘하면 동조합이 경제 성과

를 볼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이사와 일반 조합원의 직 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시하는 분석틀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반해 국내의 소비자 동조합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사회의

기능이 경 자 감독에 국한되지 않고 직 실행과 지원의 역할이 있다

고 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그 사례로 김아 ·최은주·최우석(2013)과 김

아 ·최우석·장승권(2014)을 들 수 있다.먼 김아 외(2013)은 이사회

특성에 따라 조합을 구분하여 집단 간에 조직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33개 아이쿱 지역생 238명 이사를 상으로 했으며,이사회

특성은 이사회구성원 수,이사회 개최 횟수,이사회 참석률,이사교육

로그램 수료률 이었고 성과변수는 조합원 증가율,공 액 증가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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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 에 이사회 개최횟수와 이사회 참석률에 따라 집단을 구

분해서 분산분석을 했을 때 조합원 증가율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나왔다.다음으로 김아 외(2014)은 이사회의 성역할 정체감이 동

조합의 지배구조와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동조합의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여 동조합에 특화된 이론 틀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그보다

일반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동조합에 응용하여 가설을 세우고

있다. 컨 김아 외(2014)는 최우석과 이우백(2005) 그리고

Anderson과 Reeb(2003)의 연구에서 오 경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보

다 성과과 우수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을 근거로,조합원의 집합 소

유(collectiveownership)형태를 띄고 있는 동조합에서 주인의식과 참

여가 경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한 윤 한

과 오재 (2005),손평식(2008)에서 주주권리보호와 경 성과배분이 경

성과와 정(+)의 상 계를 보 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매년 실

시하고 기업지배구조평가에서 주주권리보호,이사회,경 투명성에 한

배 이 상 으로 높다는 에 근거하여 가설을 세우는 등이다.

이사회 특징이 동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다른 연구로

손범규(2002)를 들 수 있다.손범규(2002)는 소비자 동조합 이사들의 사

회네트워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다.이 연구는 아이

쿱이 61개 지역생 을 상으로 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network

analysis)기법을 활용한다.이사회의 사회네트워크를 내부( :지역생

내 원회)와 외부( :아이쿱그룹 내의 련조직들의 회의),그리고 운

동( :운동 련 내외부 회의)과 사업( :사업 련 내외부 회의)로 구분

하여,각각의 균형성과 조직성과간의 계에 한 탐색 분석을 시도하

고 있다.

한 이사회 특징만이 아니라 소비자 동조합의 자본조달 특성과 소비

자 동조합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있다.서진선·최우

석·박상선(2014)는 역시 아이쿱 조합원 상 연구에서 부채사용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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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
상 연구내용 결과

결과변수
(성과)

Bond
(2009)
Yang
and

Chaddad
(2014)

미국
농

동조합 이사회의 구조(이사 숫자,
사외이사와 같은 독립 이사의 존재 여부,
여성 이사 숫자,이사들의 출자증권보유

규모)와 동조합의 경제 성과의 상 계

자산 비
이익률(Return
onasset)이나
자본 비

이익률(Return
onequity)

Franken
and
Cook
(2013)

미국
농

동조합 이사회의 구조(이사 숫자,
사외이사와 같은 독립 이사의 존재 여부,
여성 이사 숫자,이사들의 출자증권보유
규모)와 동조합의 동조합건강도의

상 계

동조합
건강도(cooper
ativehealth
factor)를
측정

손범규
(2002)

61개
아이쿱
지역생
소속
이사회

지역생 이사회의 연합회 내에서의
네트워크가 조직성과와 상 계가 있음.
특히 운동/사업 균형 이고 내/외부

균형 인 네트워크가 조직성과에 정 으로
향을 미침

ROA,
비재무 성과
(조합원증가률
총회
의원회
참석률)

김아
최우석
장승권
(2014)

59개
아이쿱
지역생
328명
이사

지역생 이사회의 성역할정체감은
지배구조에 지배구조는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데 특히 내용 지배구조변수가

향을 미침

ROA,
비재무성과
(조합원의
교육
마을모임
참여율)

김아
최은주
최우석
(2013)

33개
아이쿱
지역생
238명
이사

이사회 개최 횟수와 이사회 참석율에 따라
구분한 조합을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하 을

때 조합원증가율에 향을 미침

조합원
증가율,
공 액
증가율

자 동조합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조합원 1인당 조

합차입 액이 1인당 이용 액에 유의미한 양(+)의 향을 주었음을 발견

하고 있다.연구자들은 일반 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재무성

과가 감소하지만,소비자 동조합에서는 소유자=채권자가 되는 상황에서

리인비용이 어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이 연

구는 아이쿱이 구례 등에 소비자 동조합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련 조합원 채권사용을 했던 것과 련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역시 동조합에 특화된 조직성과에 한 이론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표 2.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의 측정과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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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기존의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몇 가지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규범 성격에서 오는 한계

도 있고,경제학에서의 이론 연구와 최근의 경험 연구들은 동조합

의 성공과 련된 부분 변수들간의 계에 을 두고 있다. 한 소

비자소유기업이라는 특수한 소유형태의 특징을 반 한 이론을 활용하지

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그리고 소유형태의 특수성을 반 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역할을 경 자 감독에 한정한 경우가 많았다.이에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강 을 가진 한스만(Hansmann,1996)의 이론을

심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들을 종합하여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한스만의 동조합 이론

1.한스만의 동조합이론의 개요

법 경제학자인 한스만의 기업소유권이론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어떤 소

유형태의 기업이 지배 이 되는 이유에 한 답을 제시하고자하는 이

론이다.그는 투자자소유기업,노동자소유기업,원료공 자소유기업,소비

자소유기업(소비자 동조합),비 리기업을 비교하면서 ‘특정 업종에서

특정 소유형태가 더 지배 이 된 이유’를 하나의 이론 틀에서 설명하고

자 한다.이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 동조합이 다른 소유형태의 기업보다

생존에 유리한지,’혹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분석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은 자본투자자에게 자본을 조달하고,원료공 자에게 원료를 구매

하고,직원을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후에 이를 소비자에게

매한다.이 게 자본투자자,원료공 자,노동자,소비자는 기업이 존재

하기 해 필요한 네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한스만은 이들을 네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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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업을 이용하는 ‘이용자(patron)'라고 부른다.그리고 이 이용자 집단

에서 가 기업을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기업형태가 구분 된다고 말한

다.이 때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 권리를 갖는 것을 의

미한다.하나는 의사결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이윤이 생겼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잉여수취권이다.이 게 소유의 의미를 정의 했을 때,자본투자

자가 기업을 소유하면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노동자가 소유하면 노

동자소유기업(노동자 동조합),소비자가 소유하면 소비자소유기업(소비

자 동조합),그리고 원료공 자가 소유하면 생산자 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비 리기업은 의사결정권자가 잉여를 수취할 수 없다는 의미에

서 소유자가 없는 기업이라고 말한다.

투자자소유기업(주식회사)
노동자소유기업
(노동자 동조합)

생산자소유기업
( 매농 , 매사업자 동조합)

구매자소유기업
(소비자 동조합,구매농 ,
원료구매사업자 동조합)

그림 1.소유형태에 따른 기업 구분

그리고 이용자 집단 어느 한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집단

과 기업의 계를 소유 계라고 부르고,나머지 이용자 집단들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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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시장계약 계라고 부른다. 컨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한 소비

자 동조합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계는 소유 계이고,기업과 나머지

집단들의 계는 시장계약 계가 된다.구체 으로 자본을 빌려 자와

이 기업과의 계는 시장계약 에서도 출계약 계이며,기업과 노동

자와의 계는 근로계약 계이고,기업과 원료공 자와의 계는 공 계

약 계이다.이때 기업과 소유 계에 있는 소비자는 시장계약 계를 넘

어 기업의 내부 거버 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의 그림은 필자가 김기태 외(2012)에서 소유 계와 시장계

약 계를 기업소유형태에 따라서 유형화한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이 게 이용자는 기업과 시장계약 계나 소유 계 둘 하나의 계

에 놓이게 되는데, 자의 계에서는 시장계약비용이 후자의 계에서

는 소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컨 소비자가 기업과 시장계약 계에

있는 경우,그 시장이 독과 이라면 상품가격은 증가하고 체 사회

으로 효율 인 수 보다 은 양이 생산되게 될 것이다.이것은 시장계

약 계로 인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에 소비자 동조합이 생겨나

서 소비자가 기업과 소유 계를 맺게 되면 이 기업의 경우 소비자와의

계에서 시장계약비용은 없지만 소유비용이 발생한다.소비자들이 모여

서 의사결정을 하는 비용이나 의사결정이 잘못 을 때 생기는 비용이 소

유비용의 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비용은 주식회사에서의 투자자의

소유비용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한스만은 특정 업종분야에서 투자자소유기업,노동자소유기업,원료공

자소유기업,소비자소유기업,비 리기업 어떤 소유형태가 주류가

될지는 어는 형태가 이용자들과의 기업의 계에서의 모든 비용이 최소

화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기업가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형태

를 의식 으로 선택하거나,혹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형태가 시장에

서 더 잘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즉,기업을 소유한 집단의 소유

비용과 나머지 세 집단과의 시장계약비용들의 총합이 가장 은 조직형

태가 그 업종에서 주류가 된다는 것이다.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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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약비용에 직면한 이용자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

게 되고,그 이용자집단이 직면한 소유비용 조차 높지 않다면 (그리고

그 집단이 기업을 소유했을 때 다른 이용자집단들과 기업간의 시장계약

비용도 높지 않다면)그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

다.

그 다면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가

요해 진다.한스만은 ① 시장계약비용으로 단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비용(즉 독과 으로 인한 비용),사후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비용(즉 잠

김효과로 인한 비용),정보비 칭으로 인한 비용을 등을 들고 있다.그리

고 ②소유비용으로는 경 자감독비용( 리인 비용), 험감수 비용,집단

의사결정비용 등을 들고 있다.그리고 정부의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

는지는 이러한 비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2.기업 소유 여부에 따른 비용의 유형과 발생요인

여기서 노동자와 기업 간의 거래 계에 의 이론을 용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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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해 좀 더 이

해해 보겠다.

먼 시장계약비용 첫째로 독과 비용을 들 수 있다.그런데 실제

시장에는 다수의 기업과 다수의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독과

으로 인한 비용이 높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둘째는 잠김효과로 인

한 비용이다.이것은 사실 시장계약에서 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

는 항목이다.많은 분야에서 노동자들은 특정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축 하게 된다.때문에 다른 기업에 이직을 할 경

우에 이 기업에서 만큼의 여를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기업들은 이

를 알고 일단 입사한 노동자들에게 제 로 우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착취를 할 수 있다.즉,노동자들이 기업에 묶이게(잠기게)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셋째는 정보비 칭비용이다.이 역시 심각

한 비용일 수 있다.구체 으로는 ⓵도덕 해이(주인의식의 결여)로 노

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 수 없을 때,⓶회사의 정

보(수익성,고용수요,공장이 계획 등)를 노동자들이 모르고,노동자들

의 정보(임 의 마지노선,생산성 증가방법 등)를 회사가 모르는 가운데,

서로 략 행동을 할 때,⓷회사가 평균직원의 선호가 아니라 한계직

원의 선호에 반응하게 될 때 정보비 칭으로 인한 비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계약비용이 높다고 해도 소유비용이 크다면 노동자소유기

업이 생겨나기 힘들 것이다.그 다면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했을 때

소유비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첫째로 경 자감독비용이다.투자

자소유기업에 비해서 노동자소유기업에서 경 자감독비용은 매우 낮을

수 있다.노동자들은 일하면서 부수 으로 회사정보를 얻을 수 있고,정

보를 얻고자 하는 여도도 높으며,경 자 감독과 집행을 강제할 수 있

는 집합행동이 쉽기 때문이다.노동자소유기업 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강한 곳이 경 자감독비용이 낮을 것이다.둘째로 집단 의사결정 비용

이다.노동자들은 주주보다 이질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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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소유기업에 비해 노동자소유기업에서 의사결정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 지만 한스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때 의사결정비용을 어든

다고 말한다.즉,⓵ 직무,기술수 의 차이가 없는 동질 노동자들일

때,⓶ 이해 계가 같아지도록 하는 규칙,혹은 갈등을 이는 규칙 (동

일임 ,순환근무,동일기술수 의 노동자만을 조합원으로 받기,객

인 이익분배 함수의 용)을 채택할 때,⓷ 개인 생산성 측정이 쉬운 분

야일 때,⓸선택의 범주를 효과 으로 제한하는 문화,제도,규범이 존재

할 때,⓹ 연합회를 통해 개별 동조합의 선택의 범주를 효과 으로 제

한할 때 ⓺ 비분할자본의 강화와 이익배분의 제한을 통해 유사비 리구

조를 채택할 때,의사결정비용을 그 지 못한 노동자소유기업보다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셋째로 험감수비용이다.노동자들은 노동을 분산하

여 여러 기업에서 일할 수 없고,노동자소유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하

면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출자 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소유

기업에서 험 감수비용은 기본 으로 투자자소유기업에서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했을 때 이 기업은 나머지 이용자 집단들(자

본 출자,원료공 자,소비자)과는 시장계약 계에 놓이게 된다.이 비

용들이 낮을수록 노동자소유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흔히 노동자

소유기업은 투자자소유기업에 비해 자본 출 비용이 높다고 말한다.하

지만 한스만은 기업특정 자산이 아닌 경우 투자자소유기업에 비해 자

본 출비용이 특별히 높지는 않다.공장 맞춤형 설비보다는 자동차와 같

은 자산이 기업특정 이지 않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계속에서 노동자들과 기업 사이의 시장계약비용이

높은 경우 노동자들은 기업을 소유할 유인을 갖게 된다.그런데 시장계

약비용이 높다고 해도 소유비용이 크다면 노동자소유기업이 생겨나기 힘

들 것이다.반 로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비용이 낮고,노동자이

기업을 소유했을 때 다른 주체들과 기업사이의 시장계약비용도 낮다면,

노동자소유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발 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이상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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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정리하면 아래 그램과 같다.

그림출처:Hansmann(1966)을 토 로 필자가 직 도표화 함

그림 3.노동자의 기업소유여부에 따른 거래비용 동조합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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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동조합에서의 한스만 이론 용 사례

한스만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산업 특성별로 어떤 소유형태의 기

업이 지배 인 형태로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그 에서 소비자 동

조합의 용 사례를 살펴보자.먼 미국의 석유구매 동조합과 농기계

구매 동조합을 비교한 사례를 살펴보자.한스만은 석유분야에서는 소비

자 동조합이 시장 유율이 38% 가 될 정도로 미국 남서부지역을 심

으로 성공했는데,농기계 분야에서는 소비자 동조합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이론을 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 시장계약비용만 살펴보면 농기계가 석유보다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석유의 경우 미국 남서부 지역의 경우 석유회사들이 송유 독 을

기반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독과 으로 인한

비용이 높았지만 재 그러한 횡포는 어들어 왔다.반면에 농기계의

경우 두 개 기업의 시장 유율이 82%가 될 정도로 독과 이 심각하고,

농기계의 복잡성으로 정보비 칭문제도 있다.따라서 시장계약비용만 본

다면 석유 동조합 보다 농기계 동조합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유비용 면에서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석유의 경우 동질성이

큰 상품으로 소비자조합원들의 이해 계가 달라질 이유가 었다.그러

나 농기계의 경우 품목별 기종,서비스,융자 련 조합원 간의 이견이 생

길 여지가 많고 이해 계가 다양해 질 수 있었다.즉 집단 의사결정과

련된 소유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다.한스만은 농기계부문이 석유부문

보다 독과 이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동조합이 성공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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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ansmann(1996)내용을 토 로 필자가 도표화 함

표 3.소비자소유기업에 기업소유권이론 용 사례(1)

의 사례는 상품의 특성에 따른 소유비용의 차이를 보여 다면,도

시지역과 농 지역의 기 동조합을 비교한 사례는 조합원 특성에 따른

소유비용 차이를 보여 다.한스만은 왜 미국 농 지역에는 기 동조

합이 많은데 도시지역에는 기 동조합이 드문지 분석한다.도시지역이

나 농 지역 모두 기가 독과 으로 공 된다는 면에서 시장계약비용

은 크다.따라서 소유비용이 크지 않다면 소비자 동조합에게 유리한 조

건일 수 있다.하지만 소유비용 험감수 비용 면에서는 농 이나 도

시나 큰 차이가 없지만,의사결정비용 면에는 차이가 있다. 기가 동질

상품임은 양 쪽 지역 마찬가지이지만,농 지역은 부분이 가정용

(농가,비농가)이용자로 거래 련 이해 계의 동질성이 크다. 한 농

지역에도 상업용 산업용 이용자가 있지만,이들은 작은 동조합의

경우 고정비용분담자로서 환 받는 측면이 있기에 동조합의 거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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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류가 아니더라도 주요고객으로서 시장계약을 통해서도 이해가

히 반 되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가정용,상업용,산

업용 이용자의 비 이 비슷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도

시지역 주민은 이사를 자주가고 세입자 비 이 커서 부동산소유자와 세

입자간의 이해 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이러한 소유비용의 차

이로 인해 도시지역에서는 동조합보다는 정부규제하의 투자자소유기업

이나 정부소유기업이 동조합보다 더 효율 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출처:Hansmann(1996)내용을 토 로 필자가 도표화 함

표 4.소비자소유기업에 기업소유권이론 용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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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소비자 동조합에 용 사례를 통해 한스만은 동조

합의 생성 지속에 있어서는 시장계약비용보다 소유비용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특히 소유비용 에서도 집단 의사결

정비용이 매우 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스만의 기업소유권이론은 주로 특정 시기 특정 분야에서 어떤 소유

형태의 기업이 더 생존하기 좋은가를 검토하는 틀로 사용되어왔다. 컨

,Morse(2004)는 한스만의 이론틀을 사용하여 미국의 수도기업(water

utility)의 민 화와 련하여 투자자소유기업보다 소비자 동조합방식이

더 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Morese는 수도 사업의 특징을 살

펴보고 한스만 이론틀에서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의 각 항목별로 투자

자소유기업과 소비자자 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비교한다.그리

고 국의 수도 산업을 검토하면서 소비자 동조합이 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3.한스만의 동조합이론의 강 한계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스만 이론

의 강 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기존의 소비자 동조합 성공요인에 한

연구가 규범 성격이 강했던 것에 반하여 한스만의 분석틀은 경제학이

론들로 부터 연역 으로 도출된 이론들과의 연계성이 높다.ICA의 성공

하는 동조합이 지켜야할 7원칙이나 버첼의 연구 등은 규범 연구의

표 인 사례이다.이 연구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동조합들의 거가

되어온 만큼 실천 속에서 검증된 것이다.그러나 그 다 하더라도 동

조합 실천가가 아닌 더 넓은 층의 연구자들과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한 규범 이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동조합을 포함한 국내의 사회

경제기업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들은 주로 이론 연계성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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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항목으로만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 다(김 훈,2011).그 외 실천

으로 개별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한 지침을 제시한 실

천 연구들도 있지만 역시 이론과의 연계성은 약했다(송보경·김재옥,

1981).한스만 이론은 그런 면에서 동조합 성공요인에 한 연구를 한

단계 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기존의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가 소비자소유

기업이라는 특수한 소유형태의 특징을 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스만의 분석틀은 소비자소유기업이라는 특수성을 분석에 심에 두고

있다.기존의 소비자 동조합의 조직성과에 한 연구들은 설명변수와

조직성과의 연계성을 보여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이론들을 응용해서

활용하 지만,주로 기존의 투자자소유기업을 심으로 개발된 분석틀을

소비자 동조합에 용하여 사용하 다(Bond,2009;FrankenandCook,

2013,김아 외,2014).반면에 한스만 이론은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하

지 않았을 때의 시장계약비용과 소유했을 때의 소유비용을 분석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셋째로,한스만의 이론이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을 설명하는데 있

어서 가지는 장 은 여러 가지 성공요인들 간의 계를 통합 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는 이다.기존의 소비자 동조합의 조직성과에 한 연구

들은 소비자소유기업이라는 특수성을 반 한 경우에도 심 있는 몇 개

의 변수간의 계에 집 하 다(손범규 2002;김아 외,2013).즉,소비

자 동조합과 련된 여러 요인들을 이론 으로 묶어내지는 못했다.한

스만은 비교 포 이면서 이론 계성을 가진 요인들로 동조합의

생성 발 을 설명한다는 에서 장 이 있다.즉 소비자 동조합의

생성 지속가능성에 하여 시장실패와 련된 요인(시장계약비용)과

동조합 내부의 거버 스와 련된 요인(소유비용요)을 하나의 분석틀

에서 다루고 있다.

반면에 한스만 이론의 한계 도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첫째로,한

스만 이론의 환원주의(Reductionism) 성격에 한 비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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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표 인 사회 경제 이론가인 드 르니(Defourny)가 한스만을

포함한 ‘신자유 경제학자’들의 동조합이론이 환원주의에 매몰되어 있

다고 비 한 것은 그 표 인 이다.경제학은 종종 가설 제하에

련 변수들 간의 계를 수식화(formalization)하는 것을 요시 한다.

이 게 단순화된 설명을 해 련된 모든 상황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

하고 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만을 포함 시킨다.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 요인들을 락시키거나 비 실 인 가설들을 제로 둠으로써,이

론 내부 으로는 완결성을 갖지만 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한스만의 이론이 투자자소유기업 심 설명에 머물고 있다는

비 이 존재한다.즉 투자자소유기업이 자연스럽고 보편 인 것으로 보

고,이용자소유기업은 시장실패와 같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만 형성되

는 것이며,시장실패에 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Lavilleetal.2000).실제 한스만의 반에 시장실패의

개선과 함께 이용자소유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제를 읽을 수 있는 것

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스만 이론의 환원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한스

만이 락하고 있는 소비자 동조합조합의 성공요인들을 추가하 다.그

리고 시장실패가 쉽게 극복될 수 없다는 것에 기반 하여 이를 분석틀

용시에 강조하 다.이에 해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겠다.

4.본 연구에서 한스만이론의 보완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지 에서 한스만 이론을 보완하 다.첫

째로,시장부재(Missingmarket)문제를 시장계약비용요인으로 추가하

다.소비자의 수요가 있는데도 공 과의 격차가 무 커서 시장이 형성

되지 않는 경우를 부재시장(missingmarket)이라고 정의 했을 때,소비

자 동조합 의 일부는 소비자의 필요는 있으나 이윤율이 낮아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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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유기업이 진입하지 않으려는 부재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다(Zulie,

Radel,2005;Hueth,2007).특히 부재시장 문제는 두 가지 이유로 생겨

날 수 있는데,하나는 지역 특성상 인구 도가 낮아서 기업이 진입하

려고 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이유는 소비자의 필요 자체가 경제

가치보다는 사회 가치에 을 두고 있어서 낮은 이윤 혹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필요에 한 공감 를 확장해 가기 힘든 경우이다.

둘째로,소비자참여 진요인을 소비자소유를 통한 효율 조직운 의

세부내용으로 포함하 다.한스만은 이윤극 화라는 동일한 원칙으로 운

되는 투자자소유기업보다 소비자 동조합은 집단 의사결정비용이 높

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하지만 이는 앞에서 지 했듯이 소비자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소비자참여와

경 지원이 동조합운 에서 면 으로 발생할 때 두 가지 상이 발

생할 수 있다.하나는 의사결정의 질 자체가 향상되는 것이다.이는 에

서 정보비 칭요인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단순히 소비자의 선호

가 잘 반 되는 측면을 떠나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의 창의성이 결합되

어 새로운 신을 한 경 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서 소비자가 효용을 느낌으로써 앞에서 시

장계약비용에서 소외문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효용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소비자 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 소비자소외의 문제를 요하게 인식하고 소비자참여가 소

비자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는 을

추가하 다.

셋째로,시장계약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즉 시장실패의 요인들이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며 그 일부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것

임을 분명히 하 다.구체 으로 사 시장지배력과 사후 시장지배

력의 소비자 동조합의 등장과 함께 시장이 개선되어 소비자 동조합의

상 강 이 어들 수 도 있지만,정보비 칭문제와 부재시장문제는

다른 투자자소유기업이 쉽게 응할 수 없는 문제이며,소비자 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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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되고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게 하는데 지속 인 강 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 다.

제 4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틀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

틀은 아래와 같다.소비자 동조합이 생성되고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1)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극복 가능한 시장계약비용이 있어야

하고,(2)소비자소유를 통해 효율 으로 조직을 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3)이러한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에 향을 수 있는 정치

사회 환경이 소비자소유에 우호 이어야 한다.(1)이때 시장계약비용

요인은 사 시장지배력,사후 시장지배력,정보비 칭,부재시장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2)소비자소유를 통한 효율 인 조직운

을 한 요인은 소비자참여 진요인과 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으로 구

분될 수 있다.그리고 소비자참여 진요인은 다시 소비자 여도 요인과

동조합정체성 요인으로 구분된다.거버 스비용 완화요인은 리인비

용 집단 의사결정비용 완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스만이론의 강 을 살리고 약 을 보완하고,기존의 동

조합의 7원칙이나 공유자원의 성공 리를 한 원칙을 결합하 다.

구체 으로 시장계약비용 요인은 한스만의 이론을 반 하되 한스만이

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소매업과 련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재

시장 문제를 추가 인 시장계약비용요인으로 추가하 다.다음으로 시장

계약비용의 실제 극복을 해서 소비자참여가 요하다는 인식에서 소

비참여 진 요인을 추가하 다.이때 소비자 여도, 동조합 7원칙,소

비자소외 소비자주권과 련한 논의 등 다양한 의 근을 함께

포함하 다.그리고 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은 한스만이론의 소유비용

련 항목들과 오스트롬의 공유자원의 성공 리에 한 이론을 반

하여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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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소비자 동조합 성공요인 분석틀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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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장계약비용 요인

소비자소유로 극복 가능한 시장계약비용의 존재

사 시장지배력,(사후 시장지배력),

정보비 칭,혹은 부재시장 문제의 존재

어떤 분야에 소비자와 기업 간 시장계약비용이 높을 때 소비자 동조

합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소비자들이 기업과 시장계약을 통해 거래할

때 비용이 높은 경우 기업을 소유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분야에서 소비자 동조합이 생성되어 착근될 수 있는가를 볼 때

그 분야에 시장계약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동조합이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략을 가지고 있다면 동조합이 생성되고 지속가능하기 더욱 유리할 것

이다.

시장계약비용은 구체 으로 사 시장지배력,사후 시장지배력,정

보비 칭,부재시장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사 시장지배력,사후

시장지배력,정보비 칭에 한 설명은 한스만 이론을 소매업 분야의 소

비자 동조합에 용한 것이다.한스만은 소매업의 경우 일부분야6)를 제

외하고 소비자 동조합 극히 미발달 되었다고 보고 최종소비자들의 소비

자 동조합에 별로 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여기서는 한스만의 논의

를 소비자 동조합에 좀더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설명하 다.

한 부재시장 비용은 한스만 이론이 설명하지 않았던 문제로

6)한스만은 농자재구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구매농 외에 소매업에서 최종소비자들의 소비자 동

조합은 기 등 특정분야 외에는 소비자 동조합이 미발달 되었다고 보았다(Hansmann,1996,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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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th(2007)의 부재시장 개념과 Zeuli& Radel(2005)의 지역개발의

에서의 동조합에 한 근,그리고 소비자학의 상징소비에 한 논의

를 종합하여 구성하 다.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 시장지배력(exantemarketpower),즉 독과 으로 인

한 문제이다.기업이 소비자에 해 사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은

기업이 소비자에 해 독과 지 에 있어서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

을 책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즉 규모가 큰 하나의 기업이나 소

수의 몇몇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높이는 상황을 말한다.

기업이 사 시장지배력을 갖게 될 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하

나는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 해 공 량을 임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릴 수 있는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소유자’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높은 가격을 정할 동기가 다.기업의 소유자로서는 가격을 높게 책정

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이익이지만,기업의 소비자로서는 낮

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다.소비자 동조합에서는 양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지 높은 가격을 매겨서 이윤을 다시 돌려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독과 우월한 지 를 활용하여 사 시장지배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일 때,소비자들은 기업을 소유할 동기 -즉 소

비자 동조합을 만들 동기 -를 갖게 된다.즉,소비자 동조합은 사

시장지배력문제 즉 독과 문제가 있는 시장환경에서 더욱 생성되기

쉽다.도매상의 횡포로 인한 높은 물가에 응하여 소비자들이 동조합

을 만들어서 구매력을 결집하여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일제 강 기 소비조합과 1970∼80년 공산품

심의 소비자 동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응하는

과정이기 하 음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사후 시장지배력(ex postmarketpower),즉 잠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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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in)로 인한 문제이다.시장에 상당수의 경쟁사가 있을 때조차,소비

자가 기업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라면,기업이 소비자에 해 시장지배력

을 행사해서 소비자를 착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사후 시장

지배력이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환경 하에서 생겨난다.하나

는 소비자가 기업과 거래를 시작한 후에 ‘거래에 특화된 투자

(transaction-specificinvestment)’를 하게 되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거래를 단(exit)하기 어려운 경우이다.7) 다른 경우는

이나 보험과 같이 거래의 특성 자체가 장기거래(long-term)여서 한번 거

래를 시작한 이후에 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이러한 이유들로 소비자

가 기업에 묶이게 될 때,즉 잠김효과가 발생하게 될 때 기업은 이를 활

용해서 소비자에게 우월 지 를 사후 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후 시장지배력도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하나는 기업이

소비자가 거래에 묶여 있는 것을 알고 약속한 가격에 비해 서비스의 질

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물론 기업이 평

(reputation)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인이 이러한 문제 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평 에 정보가 충분히 유통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기업이 단발성

소비자를 상 하고 있어서 평 이 별로 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 역

시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측하고,처음부터 높은 질의 서비스에 한 가격을 지불 하는 것

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즉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한

욕구를 가진 공 자가 존재 하더라도,소비자가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되

어,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가 곧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후 으로

소비자를 착취할 동기가 다.기업의 소유자로서는 서비스의 질을 낮추

7) 컨 ,어린이집을 결정하여 다니기 시작하면,학부모와 아이들은 응하기까지 여러 가지 노

력 (거래에 특화된 투자)을 기울이게 된다.때문에 한번 응을 하고 나면 어린이 집을 옮기

는 것은 아이에게 많은 스트 스를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어린이 집은 이런 상황

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을 정도의 수 까지만 낮은 보육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를 착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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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겠지만,소유자가 곧 소비

자인 상황에서는 그 게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사후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일 때,소비

자들은 소비자 동조합을 만들 동기를 갖게 된다.즉,소비자 동조합은

사후 시장지배력문제 즉 잠김효과 문제가 있는 시장환경에서 더욱 생

성되기 쉽다.주로 서비스분야나 융·보험 분야의 소비자 동조합들이

이러한 이유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8).공동육아 동조합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본 연구의 역사 분석은 주로 서비스보다는 생

필품 재화의 구매사업을 심으로 하는 소 에 을 두고 있기에 사후

시장지배력문제는 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로,정보비 칭(asymmetricinformation)문제이다.소비자와 기업

간 정보비 칭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먼 소비자가 기업

이 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에 해 기업보다 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다.특히 복잡하거나 질을 단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일 경우에

더욱 그 다.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정보 우 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약속한 것보다 낮은 수 의 질을 제공하고자 할 동기를 갖게 될 수 있

다.다음으로 정보비 칭 문제는 소비자에 해 기업이 더 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에서도 생겨난다.이로 인해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 우

를 활용하여 기업에 해 기회주의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9)소비

자 입장에서 더 큰 문제 은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반 한 재화와

서비스가 개발되기 힘들다는 이 이다.

이는 네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첫 번째 문제는 기업이 소비자

8)미국의 골 클럽이나 스포츠클럽들이 소비자회원소유기업으로 조직되는 것은 ‘거래에 특화된

투자’로 인한 사후 시장지배력에 한 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한번 회원이 된 이후

에는 그 클럽에서 친목 계와 사회 유태를 쌓는데 다른 클럽으로 옮기면 그러한 유 계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 미국의 책임보험에서 상호회사(mutual)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

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9)보험업에서의 소비자의 도덕 해이(moralhazard)에 한 논의나 최근 블랙컨슈머에 한 논

의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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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약속한 것보다 낮은 수 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이 역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에게 평

(reputation)이 요한 환경이라면 이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하지

만 앞에서 사후 시장지배력에서 논한 것처럼 이는 충분하지 않다.두

번째 문제는 사후 시장지배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

을 측하고 가장 낮은 질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거나 아

거래를 거부하는 것이다.따라서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해서 그에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공 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담보되

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셋째로,기업이 소비자에

게 자신에 재화와 서비스를 알리기 한 홍보와 고에 많은 비용을 지

출하고 그것을 상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가 한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의 필요와 가치를 정확하게 반 한 상품이 개발

되기 보다는 사회의 왜곡된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징을 지속 으로

재생산하는 상품이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10).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와 기업간 정보비 칭문제를 이는 데 있어

서 다른 기업형태보다 강 을 가지고 있다.첫째로,소비자에게 약속한

것보다 낮은 질을 제공할 유인이 다.이윤수취권자가 곧 소비자이기

때문이다.둘째로 소비자 동조합에서 소비자는 의사결정자로서 소비자

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운 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소유권자는 이윤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

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소비자 동조합에

서 소비자는 임원이나 활동가로서 참여하면서 기업의 제품와 서비스에

한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셋째로,이 게 정보를 상

으로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동조합에서 무차별

에 한 고나 홍보에 지출할 비용을 약할 수 있다.넷째로 소비자

의 필요를 극 으로 반 한 물품개발이 가능하다.

10) 고의 상징이 사회의 가치의 공평한 반 이라기 보다는 가부장주의,자본주의,국가주의의

권력 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살은 소비사회와 련된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서울 학

교 소비자학과,1998;박명희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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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를 정보경제학에서 제품특성구분과 련된 논의와 연결하면 신

뢰가 요한 역에서 소비자 동조합이 강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Nelson(1970)은 상품의 질에 한 소비자 정보의 한계가

시장구조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재화를 탐색재와 경험재로 구분하 는

데,탐색재(searchgoods)는 구매 탐색만으로도 품질을 알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고,경험재(experiencegoods)는 경험 속성이

있어서 구매 에는 제품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는 제품을 의미한다.여

기에 DarbyandKarni(1993)의 제품의 신뢰 속성이 있음을 추가하여

구매 후 사용을 통해서도 그 품질을 제 로 알 수 없고 단하기 해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신뢰재 (credencegoods)라고 정의

하고 이들이 제품특성이 시장구조에 향을 미침을 설명하 다11).이

게 볼 때 탐색재보다는 경험재,경험재보다는 신뢰재에서 정보비 칭문

제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동조합이 다른 기업형태보다 더 강 을 가질

수 있다고 유추하라 수 있다.12)

이처럼 기업과 소비자간의 정보비 칭이 있을 때,소비자들은 소비자

동조합을 만들 동기를 갖게 된다.즉 소비자 동조합은 정보비 칭으

로 인하여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고,소비자 필요를 정확하게 반 하는

것이 요해 질 때 생성되기 쉽다.다음 장에서 사례분석에 살펴볼 친환

경농식품 심의 지역생 은 정보비 칭문제에 주로 응하면서 발 되

어 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부재시장(Missing Market)문제이다.이 논문에서 부재시장

문제란 소비자의 필요는 존재하지만 수요가 충분히 조직되지 않아서 이

윤율이 낮을 수 밖에 없어서 기업이 진입하지 않는 문제라고 좁게 정의

하겠다.이 게 부재시장을 정의할 때 부재시장문제는 두 가지 이유로

생겨날 수 있다.하나는 지역 특성상 인구 도가 낮아서 기업이 진입

11) 한 이러한 제품특성은 소비자 험지각과 정보탐색에도 향을 주는데 이와 련해서는 신

섭·박주 (2006)참고.

12)장종익(2012)도 친환경농식품의 신뢰재 특징이 한국생 의 발 에 향을 주었음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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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이다.높은 독 가격을 정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

수할 수 없을 만큼 수요가 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소비자의 필요 자체가 경제 가치보다는 사회 가치에 을 두고 있

어서 낮은 이윤 혹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필요에 한 공감 를 확

장해 가기 힘든 경우이다.

부재시장의 문제 은 소비자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다.먼

지역 과소소비로 인한 문제는 농어 시장 등을 로 들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사회 가치에 을 둔 필요는 기업가들이 나 에

수요가 확장될 것을 상하고 기 손해를 사후 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동인으로 투자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을 만큼,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상

수요가 확장되는 속도가 매우 느릴 수에 없는 가치상품인 경우,혹은 소

비자의 참여 자체가 만족을 주는 필요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3)

소비자 동조합은 ‘소비자=소유자’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소비자

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이윤율이 낮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

더라도 소비자들이 직 투입자원을 제공하는 자원 활동을 함으로써 자

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소유자

로서 투입한 자원을 소비자로서 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낮은 이윤율로 인해 공 될 수 없는 소비자의 필요가

존재할 때,소비자들은 소비자 동조합을 만들 동기를 갖게 된다.구체

으로 리기업이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필요가 존재할 때,혹은 참여 자체가 소비자의 필요가 되는 경우에 소비

자 동조합이 생성될 수 있다.1959년 설립되어 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홍성 풀무생 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14)

13)한스만(Hansmann)이 정의한 소외의 문제,즉 ‘주변과 이고 이기 계 속에서 경계를

기울여야 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심리 불쾌감’ ‘스스로의 소비생활에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에 느끼는 심리 무기력감’의 문제는 “소비자가 자신이 소비하는 것의 생산과정을 결정

하고자 하고 사회의 생산을 견인하고자하는 필요’와 동 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즉 한스만

이 정의한 시장계약비용의 문제로서 소외도 부재시장문제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14) 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마을 주민들이 출자한 마을공동체 카페들이

소비자들이 심 조합원이 되는 동조합으로 생겨나고있는 것,혹은 학교에서 참여 자체가 민

주주의에 한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학교 동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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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시장계약비용을 발생시키는 네 가지 요인 혹은 문제에 해

살펴보았다.그런데 이들 사 시장지배력과 사후 시장지배력의

존재는 소비자 동조합의 생성되는 과정에서 동인이 되는 요인이지만,

정보비 칭문제와 부재시장문제에 한 응은 소비자 동조합이 생성되

고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게 하는데 지속 인 강 으로 작용한다는 차

이 도 존재한다.

먼 사 시장지배력 문제는 소비자 동조합이 생성되고 일정기간

리 퍼지게 하는 요인 일 수는 있지만,이로 인해 소비자 동조합이 다

른 기업형태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경쟁우 는 단기 일 수 있다.그 논

리를 단계 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사 시장지배력과 련

하여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가격인데,소비자 동조합이 생겨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과가 알려지면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도 이러

한 소비자 동조합의 모델을 보고 자기 지역에서도 설립할 것임으로 넓

은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다.그러나 일단 소비자 동조합들이 생겨나게

되어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 에 시장지배력을 갖고 독 가격을 매

겼던 기업들도 경쟁 인 시장에서 소비자 동조합을 따라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그 게 되면 소비자 동조합은 경쟁을 진하고 독 가

격이 아닌 경쟁가격으로 낮추는 기여를 한 것이지만,기존에 다른 기업

들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소비자 동조합이 가지던 상 인 강 은 사

라진 것이 된다.따라서 시장에 독과 의 존재는 소비자 동조합이 생성

되고 리 퍼지게 하는 요인 일 수는 있지만 다른 기업보다 지속 인 우

에 서게 하는 강 은 아닐 수 있다.다만 학교나 농어 과 같이 규모

의 경제로 인해 소수의 기업만 존재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독과

환경에서는 소비자 동조합의 상 강 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시장지배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소비자 동조합의 등장과

로 시장에서 질에 한 기 이 형성되면,다른 기업들도 소비자 동조

합과 경쟁하기 해서 같은 기 을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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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비자 동조합은 체 시장의 사후 시장지배력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로인한 경쟁우 는 단기 인 상일 수 있다.

반면에 정보비 칭 문제와 련해서 소비자 동조합이 가진 강 은 소

비자 동조합이 생성되고 리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 칭문제는 사실상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며,소비자 동조합이 가진 정보소통 상의 강 을 투자자소유

기업이 모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품정보에 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소비자 동조합 에서도 지속 인 노력이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다.그리고 정보비 칭문제는 상품 정보에 한 신뢰 문

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필요를 상품개발과 서비스에 정확하게 반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이 역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따라서 소

비자 동조합의 노력이 지속되면 시장에서 유율을 지속 으로 높여갈

수 있는 요인이다. 한 같은 소비자 동조합 이러한 정보비 칭 문제에

더 잘 응한 소비자 동조합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측가

능하다.그리고 이러한 략은 이어서 설명할 소바자참여 진요인이

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부재시장문제도 마찬가지이다.애 에 다른 기업들이 낮은 이윤율을

감수할 수 없어서 진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때문

에 지역 특성상 인구 도가 낮거나, 리기업이 수익을 담보할 수 없

는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필요가 있을 때 소비자 동조합이 생겨

날 수 있으며,이들이 지속 가능하기 해서는 소비자 자원활동을 지속

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뒤에 나올 소비자참여

진요인이 요해지는 이유이다.

요컨 ,시장계약비용은 구체 으로 사 시장지배력,사후 시장지

배력,정보비 칭,부재시장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이러한 시장계약비용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소비자 동조합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같은 환경의 소비자 동조합 에서도 와 같은 시장계약

비용의 극복을 해 더 효율 인 략을 선택한 소비자 동조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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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소비자 동보다 더 성공 일 수 있을 것이다.특히 사 ·사후

시장지배력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비 칭 문제와 부재시장 문제와

련하여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은 동조합이 지속 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요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략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참여 진요

인과 연결된다.

2.조직운 요인-소비자참여 진 요인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해서는 소비자소유를 통한 효율 인 조직

운 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이를 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하나는 소비자 참여를 진하여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의 거버 스비용을 완화하는 것이다.

소비자소유를 통한 효율 조직 운 :소비자참여 진 요인

소비자 여도 요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경제 필요)이 높은 때

-가치 련성 (사회 ,문화 ,정치 필요)이 높을 때

동조합 정체성 요인

-자율과 자치 :자발 가입,독립성을 보장

-활발한 교육·훈련·정보제공

-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



- 57 -

소비자 동조합이 성공하기 해서는 소비자 참여가 요하다.소비자

참여는 실제로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에서 요한 성공요인으로 포함

하 다.한스만 이론은 참여가 창출하는 가치보다는 비용에 집 하 지

만,소비자 참여는 실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로,정보비 칭문제 부재시장비용에서 설명하 듯이 소비자참

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소비자 의견이 극 반 되게 함으로써 가

치를 창출한다.소비자참여로 경 에 더 많은 정보와 노동이 투입됨으로

써 추가 인 효율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실제 소비자 동조합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도 소비자참여를 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

문이다.구혜경·나종연 (2009)은 소비자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다수의

공모 과 소비자의견을 취합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운 등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활동에 한 탐색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기업활동 참여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소비자는 참여활동을 통해서 상품정보에 한 신뢰를 갖게 됨

으로써 기업성과에 기여한다.즉 앞에서 설명했듯이 소비자 참여 없이는

앞에서 소비자 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 정보소통 측면에서 가진

강 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앞서서 부재시장문제에서 설명하 듯이 소비자참여는 충분한

수요가 조직되지 않은 가치상품이 확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동조합이

낮은 이윤율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단순한 감독 기능이나 요

구하는 기능이 아니라 직 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로 인

해 제한된 자원을 새로운 가치를 확 해 가는데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넷째로,소비자 참여는 그 자체로 소비자소외를 임으로서 소비자에

게 만족감을 수 있다.소비자소외는 “소비자의 소비행 가 개인의 복

지증진을 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사회의 경제 ,기술 구조

를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소비자가 주변화,타율화,도구화 되는 상”

혹은 그런 느낌 으로 정의된다(허욱재,김난도,2006).그리고 소외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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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상태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주권이 실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소

비자학에서 소비자주권의 본질은 시장경제에서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무

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사회 체의 자원배분이 소비

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최종 으로 결정되는 것(서정희·이기춘,

1991)이라고 정의된다.혹은 Hutt(1936)는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즉 소비자참여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만족감과 사회변화에 기여한다.이는 참여민주주의

에 한 많은 이론이 소외의 극복과 참여의 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동춘,1997;강정인,1997).

다섯째로,그러나 최근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과 게임이론의 발 은

인간의 거래과정 자체에 한 선호가 인간의 경제 행동을 측하는데

있어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으로 게

임이론에서 인간이 공정함(fairness)과 같은 가치에 기반하여 공정하지

않은 상 방에 벌칙을 주기 해 스스로의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을 한다

는 것을 보여 ‘최종제안게임’은 그 표 인 경우이다(정태인,이수연,

2013)이는 소비자 동조합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시장계약 계보다 선

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15)

15)한스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계약은 요한 의미에서 인 과정이다.구매자들은

가능한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얻고자 하고, 매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

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매하고자 한다.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결을 좋아하고,시장경제에 사는 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일반 인 상업 맥락에

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러한 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불쾌한 일이라는 것을 분

명하게 느낀다.그런 불쾌감의 원인 의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해

서 경계를 기울여야 한다는 일 것이다.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맺는 계의 방식 자체에

한 선호를 가질 수 있다. 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 는 그러

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해 기울여야 하는 경계심을 뛰어 넘어서 다른 사람과 맺는 계의

방식 자체에 한 선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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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소비자 참여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때 소비자 동조합의 성

공을 해서는 소비자 참여를 진시키는 것이 요해진다.소비자참여

의 진요인은 소비자 여도 요인과 동조합 정체성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 소비자 여도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 상품의 소득비 이 높을 때와 소비자가 참여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소득비 이 높을 때 소비자의 여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소

비자가 여도는 소비자가 느끼는 개인 요성이나 심도를 의미한다

(Zaichkowsky,1985;이학식,안 호,하 원,2003).소비자 여도는 소

비자행동이론에서 소비자가 제품 정보 탐색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연구된 주제이지만,소비자 동조합에의 심과 참여에

도 용될 수 있다. 한 상품의 소득비 이 높을 때 소비자가 참여를

통해서 얻는 혜택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참여할 유인이 커

질 수 있다.

둘째로 상품의 가치 련성이 높을 때 소비자가 참여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상품이 가진 속성이 소비자의 자아 개념 가치(value)와 연결

되어 있을 때 소비자의 여도가 커지게 되는데(Bloch and Richins,

1983;임종원 외,2003)이는 소비자 참여를 진하는 요인일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 동조합 운동이 발 시켜온 동조합 정체성과 련한

원칙들도 조합원 참여 진을 한 요한 요인이 된다.

첫째로 자율과 자치를 들 수 있다. 동조합 7원칙 에서는 자발

가입과 탈퇴 제도,자율과 독립,민주 운 과 같은 원칙을 포 한다.

먼 자발 가입의 원칙은 소비자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동조합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참여에 한 숙고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 동조합의 독립성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참여를 통해 이룬 성과

가 외부의 의지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

으로써 효능감을 높여서 참여를 진한다.Ostrom(1990)이 공유자원의

성공 리를 해서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즉 스스로 제도를 디

자인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가 외부 권 체에 의해 도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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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둘째로,활발한 교육·훈련 정보제공은 소비자참여를 진한다.자율

과 자치는 그를 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속 인 정보제공 없이는 가

능하지 않다. 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나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교육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 을 달성하는 요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교육이 없이는 조합원 참여가 유지되기 힘들며,

교육은 소비자참여를 진하는 요한 요인이다.

셋째,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은 소비자참여를 진한다.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은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출자보다는 이용에 기반하여

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본을 조성함에 있어서 소수에 부담과 권한이 집

되지 않게 하는 것등을 포함한다.

요컨 ,소비자참여의 진을 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첫째

로,소비자 동조합에서 취 하는 상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

고,상품의 가치 련성이 높아서 소비자의 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

다.둘째로,세계 동조합 운동이 발 시켜온 동조합 정체성과 련한

원칙 에서 소비자참여 진과 특히 련된 원칙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는 자율과 자치,활발한 교육·홍보와 정보제공,그리고

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한다.

한 같은 업종 내의 소비자 동조합 에서도 구매 집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여도를 높이거나 상품의 가치 측면을 효

과 으로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여도를 높이는 경우 더 성공 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동조합 정체성요인들을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

는 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성공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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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운 요인-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

소비자소유를 통한 효율 조직운 :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

리인비용과 집단 의사결정비용의 완화

소비자들의 거래상 이해 계가 동질 이거나

이해 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때,

연합회를 통한 운 효율화가 가능할 때,

(장기 지속 거래로 소비자들의 지식이 높을 때)

(소비자들이 근거리에 거주하는 등 집합행동이 쉬울 때)

소비자소유를 통한 효율 조직운 을 해서는 소비자참여를 진하

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요하다.

한스만의 이론을 용하면 소비자 동조합의 거버 스 비용은 리인비

용과 집단 의사결정비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 리인비용(agency cost)은 주인로서 소비자들이 경 자들에게

소비자 동조합의 경 을 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

다. 리인 비용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하나는 경

자들을 감독하는 비용고,다른 하나는 경 자를 완 히 효율 으로 감독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즉 경 자의 기회주의로 인한 비용을 말

한다.

감독을 하기 해서는 첫째,기업운 에 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둘째 정보에 기반 해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 집행되게 해야 한다.먼

자와 련해서 기업운 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소비자들이 동조합을 심을 가지고 지속 으로 빈번하게 이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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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거래의 부산물(byproduct)로 추가 인 비용을 별로 들이

지 않고 얻게 될 수도 있다.따라서 소비자 동조합에서 취 하는 상품

이나 구매량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고 거래빈도가 높을수록 감

독비용은 낮아진다. 한 후자와 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을 조

직하는 것이 쉬울수록 감독 비용이 어 들 수 있다.다시 말해,소비자

들이 상호간,그리고 기업과 물리 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감독 비용은

어든다.

다시 말해 리인비용은 소비자참여 진요인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거래의 특성상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고 거래빈도가 높을 때,그

리고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을 조직하기 쉬울 때 어든다.그런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소비자참여 진요인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집단 의사결정비용(costsofcollectivedecisionmaking)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드는 비용이다.한스만은 이

를 다시 의사결정 자체에 드는 비용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용으

로 구분하고 있다. 한 리인비용과 명확히 구분하기 해서 리인

비용은 조합원들간에 이해 계가 같아도 생기는 비용이라면 집단 의사

결정비용은 이해 계가 다름으로써 생긴는 비용이라고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의사결정비용은 다음과 같을 때 어 들 수 있다.첫째

로,소비자들간에 거래의 동질성이 높거나 이해 계에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집단 의사결정비용은 어 들 수 있다.사실 한스만은 이해 계의

동질성이 소비자 동조합이 리 퍼지게 하는데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소비자 동조합이 공동유 를 가진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것도 집단 의사결정비용을 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로,이해 계가 다르더라도 갈등을 잘 리할 수 있는 갈등해결

장치를 도입할 때에도 집단 의사결정비용이 어 들 수 있다.기업의

소유자들이 이해 계에 차이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려면,어떤 식으

로든 결정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이때 효과 으로 갈등을 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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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완화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집단

의사결정비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이는 오스트롬이 성공 공유자원

리를 한 원칙으로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다. 한 의사결정의 질 향

상 략을 해서 소비자교육을 진하는 것도 집단 의사결정비용을

일 수 있는 방법이다.이는 앞에서 소비자참여 진요인과 겹치는 내용

이기도 하다.

넷째로,그리고 무엇보다 연합회를 통해서 집단 의사결정을 효율화

하는 것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해서 요한 략이 될 수 있다.

소비자 동조합은 연합회를 통해서 발 해 왔는데 이에 해서는 아래

사례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정치 사회환경 요인

(3)소비자소유에 우호 인 정치 사회 환경

-정치 민주주의,사회 자본이 높을 때

정치 사회환경 요인은 에서 언 한 시장계약비용요인과 조직운

요인에 향을 주는 정치제도 사회 환경을 의미한다. 컨 정치

환경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업압 인 환

경일 때 소비자 동조합이 성공하기는 힘들다.그리고 반 로 사회 자체

에 구성원간 신뢰가 높고 사회 자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사람들이 효

율 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것임으로 거버

스비용을 임으로서 동조합이 성공하기 좋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의 역사와 재에 이러한

성공요인 분석틀을 용할 때에는 이러한 정치사회 환경요인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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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라도 통제하기 해서 시 를 세 시기로 구분하 다.먼 ,일제 강

기는 민족 억압으로 인해 기본 인 사회활동이 받을 수 있는 시

환경이었다.1919년 3.1운동 이후 시작되어 1930년 에 어느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던 소비자 동조하들이 일제의 침략 쟁이 본격화 되면

서 다른 성공요인들과 상 없이 부분 소멸되었던 것은 이러한 정치 사

회 환경요인의 결정 역할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다음으로 해방이후

부터 1980년 말까지는 이 시기보다 정치 억압은 어들었지만 여

히 독재정권이 지속되어 자유로운 사회운동에 제약이 있었던 시기이

다.시장계약비용 요인 효율 조직운 요인면에서 큰 장 을 가지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마지막

으로 1980년 말부터 재까지는 형식 민주화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기로 소비자 동조합이 비교 자유롭게 조직될 수 있는 시기 다.이

제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의 역사와 재에

용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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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한국 소비자 동조합에 한 용 진단

여기서는 에서 도출한 동조합 성공요인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에 용하 다.시 구분은 정치사회 환경이 변했던

1945년 해방과 1987년 민주화라는 분기 을 기 으로 세 개의 시 로 구

분하 다.그리고 각 시 별로 등장했던 소비자 동조합들을 특징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성공의 차원을 살펴보고 성공요인들이 과연 그러한

성공의 차원을 설명해주는지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에서 도출한 소비

자 동조합 분석틀이 역사와 재를 설명하는데 유용한지,그리고 각 성

공요인별 상 요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특히 종 분석에

서는 주로 서비스보다는 생필품 재화의 구매사업을 심으로 하는 소

에 을 두었다.

제 1 일제강 기의 소비자 동조합

1.개

일제 강 기 민간의 동조합운동은,1919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하여

1929∼32년 정 을 이루었다가 일제의 침략 쟁이 노골화되면서 쇠퇴하

다.이들은 부분 소비조합이거나 혹은 소비와 다른 사업을 함께하는

동조합이었는데16),이들의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1920년 반기에 생겨난 동조합들이다.1919년 3·1운동 이후

16)시기별로 동조합 숫자에 차이가 있지만 1932년 동아일보는 민간의 동조합운동에 하여

‘조선 동조합조사’(조사기간 1932.4.2~5.1)를 통해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96개의 조사 상

에서 73개가 구매사업을 심으로하는 소비조합이었고 소비와 신용,소비(구매)와 이용,소비와

생산을 겸하는 경우가 14개로 소비가 주사업이 되는 경우가 다수 으며,나머지 생산,신용,

이용만을 하는 동조합은 각각 5개,2개,2개에 불과했다(김 숙,1987,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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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정치 자립을 해서는 경제 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나고(함상훈,1933;김 숙,1987재인용),1920년 에 신문17)등을 포함

해서 당시 유럽에서 시작된 로치데일 모델에 한 내용이 소개되면서

1920년 목포소비조합,경성소비조합 등을 필두로 국에서 조직되기 시

작했다.조직 으로는 1920년 창립된 조선 최 의 국 규모의 근

노동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공제회가 ‘소비조합 조직’을 주요사업

하나로 정하면서 1921년∼22년 사이에 조선노동공제회의 서울본회와

지방의 여러 지회에서 조선노동공제회 계열의 소비자 동조합이 설립되

었다. 한 1923년에는 외래품배척·토산품애용을 구호로 내건 소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들 역시 소비자

동조합 설립을 모색하고 홍보하여 이러한 물산장려운동의 취지에 공감

한 소비조합이 등장하 다.그러나 창기 생겨난 동조합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1∼2년 만에 단명한 경우가 많았다.이 시기에 생겨났으나

1930년 반까지 지속된 외 인 경우로는 황해도의 ‘양산상회’라는

소비자 동조합이 있다.

둘째,1920년 반 이후 생겨나서 1930년 반까지 성장을 경험한

동조합들 에서 하나의 특정 종교나 조직계열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이다.흔히 1920년 후반에 동조합을 조직 으로 벌인 주체들을 동경

유학생계열,기독교계열,천도교계열로 나 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정창(1961)의 연구 이후 일반화 된 경향이다(조동걸 1979;김

숙,1987;김형미,2012a등).하지만 다양한 사조에 향을 받으며 지역

으로 생겨나서 이들 조직 흐름 어느 하나에 귀속하기 힘든 동

조합들도 많이 있었다.이들 동조합 비교 오랜 기간 성공 으로

지속된 사례들로는 평안 동조합이 표 이다.

셋째로,1920년 후반 이후 조직 으로 동조합운동을 벌인 주체들

을 동경유학생 계열,기독교 계열,천도교 계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

17)김 숙(1987)은『동아일보』가 1920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회에 걸처 소비조합의 연

, 격히 발달한 원인,소비조합의 이익,소비조합의 본질,소비조합의 성립 요건, 매 방법,

조합원 이외의 매 가부에 해 설명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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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조직 으로 긴 히 연결되는 동조합들이 있다.먼 ,동경유학생

들이 주축이 된 동조합운동 조직은 동조합운동사(社)18)이다. 동조

합운동사는 동경에서 1926년 설립되었는데,이들은 여름방학 귀국강연을

진행하면서 인 동조합 선 활동을 진행하 고 1928년에는 본부

를 동경에서 경성으로 이 하여 활동을 계속하며 동조합 연합체 결성

을 한 노력도 기울 으나, 표인 진한이 공산당 사건에 연류되어

검거되면서 많은 수가 폐쇄 당했고 1931년 경 탄압이 심해지면서 동조

합사도 해체되었다(김 숙,1987;조형열,2009).

다음으로,기독청년회(YMCA)계열의 동조합이다.기독청년회는 1925

년 농 부를 신설하면서 농 사업의 일환으로 동조합을 구상하 는데,

본격 인 시작은 1928년 루살렘 회라고 하는 국제선교 회에 참석했

던 홍병선 등이 덴마크의 농 의 동조합을 시찰하고 와서 순회강연을

통해서 동조합을 본격 으로 홍보하면서 부터이다.이들은 농민들을

해서는 단순한 소비조합이 아니라 소비·생산·신용을 겸해서 하는 동

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산업신용조합’이라고 부르고 설립운동을

진행하 다.그리고 1931년에는 앙기독청년회에서 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기도 했다.그러나 1932년 7월부터 일제가 민 의 자발 인 동

조합운동을 견제하기 해서 시작한 농 진흥운동에 포섭되어 이에 흡수

되거나 해체되어 1935년에는 거의 사라졌고 1937년에는 앙의 동조합

연합회도 해체되었다 (김 숙,1987;김형미,2012).

한 천도교계의 동조합운동 1925년 천교도 청년당이 주도가 돼서

설립한 농 계몽운동 단체인 조선농민사의 사업 의 하나로 진행되었

다.조선농민사는 기 지인 월간『조선농민』이라는 잡지를 통해 소비조

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1926년 산하에 ‘알선부’를 두어 비상설 구매와

매 사업을 진행하 다.이후 1930년 조선농민사 국 회에서 천도교

청년당은 이 까지 법 으로는 천도교 청년당과 형식 으로 분리되어 있

18)이들은 민족주의계열의 사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독립투쟁을 방기하고 실력양성 일변도

로 향하는 민족주의와는 스스로를 구분하고 있었으며 경제운동을 통해 정치 독립운동으로

나아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조형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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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조선농민사를 청년당 산하 조직으로 법 으로 속시키는 내용을

통과시키고,이후 1931년 알선부사업을 더 극 으로 진행하여 상설

인 조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확 ·강화 하 으며 이들을 ‘농민공생조합’

이라고 칭했고 활발한 설립운동이 있었다.그러나 공생조합들도 1930년

반이후에는 일제의 농 진흥운동에 포섭되어 이에 흡수되거나 해체

되었다(김 숙,1987;조성운,2003)

2.성공의 차원

이들 동조합의 성공의 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로,1920년

반 생긴 소비자 동조합들은 지속되지 못한고 단명한 경우가 많았

다.함상훈(1933)은 1920년 반 동조합이 거의 1∼2군(郡)에 1개 조

합씩 어도 100개는 되었다고 언 하고 있고,김 숙(1987)은 1920년부

터 1925년 동아일보 기사를 조사하여 최소 56개의 동조합에 해 창립

일과 소재지가 악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이 시기에 설립된 소비자

동조합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산되었다.해

산의 원인으로 함상훈(1933;이환규,1895재인용)은 “당시의 지사들에

의하여 발기되었기 때문에 경 의 방법이 서툴고”게다가 “ 공황이 내

습하여 부분은 산 되든가 개인 경 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말하

고 있다.김 숙(1987)도 ‘지도 이론과 기술의 부족’,‘탄압’,‘소비자

동조합 내 계 간 이해 불일치’,‘세계공항의 향’을 지 하고 있으며,

김형미(2012a,p27)은 ‘경 상의 미숙,’‘동조합의 원칙에도 충실하지 못

한 운 ’을 지 하고 있다.그러나 이시기 동조합들의 설립과 실패의

경험은 1920년 후반기부터 등장한 소비자 동조합들의 자양분이 되었

다고 평가된다.

둘째로,1920년 반 이후 생겨나서 1930년 반까지 성장을 경험

한 동조합들 에서 특정 종교나 조직계열로 귀속되지 않는 사례 에

서 평안 동조합19)은 표 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평안 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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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속성 면에서 1925년 7월 설립되어 1933년 8월 해산을 결의하기 까

지 9년간 지속되었는데 일제 강 기 가장 오랜기간 지속된 동조합

의 하나이다.그리고 시장에서의 역할을 보면 첫해에 자본 800원과 조

합원 80명으로 1개 업소로 작게 시작했지만 평안 북도 인근 지역으로

조합원을 확 하여 업소를 추가해 가면서 1930년 12월 기 으로 평안

남북도 6개 군에 업소가 14개소에 달했고 조합원 5000명에 자본 은

10만원이었으며,당시 매일평균매상고가 1000원 이상이고 그해 매상액이

50만원 이상이었다.이러한 성장추세는 1932년까지 계속되어 18개의

업소에 조합원 7000명에서 정 을 었으며 업소는 황해도 인근까지

퍼졌었다.평안 동조합에 참여한 개인들의 효용과 삶의 질 향상이나 인

격 성장에 해서 평가할 사료는 없으나 업소의 확장 자체는 참여한

개인들에게 한 혜택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동경유학생계,기독교계,천도교계의 동조합운동의 성공의 차

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동경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동조합운

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동조합은 한때 200여개가 이었다는 설명도

있지만( 진한,1969;김 숙,1987), 동조합운동사의 그 사상과 활동에

한 연구는 많지만(조형열,2009),이들이 조직한 동조합 자체의 사업

과 조직을 악할 수 있는 사료20)는 부족하여 이들 동조합을 이후 분

석에는 포함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기독교계의 산업신용 동조합들은 성장의 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사업량 측면에서 1929년 5월 기 으로 국에 49개

19)평안 동조합 사례에 해서는 30여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에 사료를 통해 아래에서 좀 더 자

세히 분석할 것이다.

20) 표 으로 함참 동조합에 해서 진한이 자신의 회고록(매일경제 1969.3.15에 “日本留學

(일본유학)시 錢鎭漢( 진한)”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됨)에서 “귀국하여 합창 동조합을 조직하

는데 이 조합이 상 외의 성과를 거두어 이 조합을 모범으로 국 남북에 수백개 조합이

조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그리고 함창 동조합은 설립 후 같은 해 말에 진한의 형인 진

한이 쓴 신문사설( 동조합운동사, 동조합운동의 실제,1927,11.19,이환규(1985,p131)에도

소개되어 있음)이 있다.하지만 이외에 사업 조직 규모를 알 수 있는 사료를 찾지 못했고

창립 후 1년 이내에 쓴 만을 보고 이 동조합의 성공의 다양한 차원이나 지속된 기간 등을

단하기 힘들어서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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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1692명 조합원으로 운 되었다.1931년에 앙기독청년회에서 동

조합연합회를 결성한 이후 숫자는 더욱 늘어나서 1932년에는 국에 62

개 조합이 총자본 11273원으로 운 되었다고 한다(김 숙,1987,

p245).기독청년회의 동조합들은 소비자 동조합보다는 농 생산공동

체 성격이 강하여 성공요인 분석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천도교계 조선농민사의 공생조합들은『농민』21)지의 기록에 따르면

1931년에 국에 113개가 있었고,1932년 6월에는 181개 공생조합에

27,962명의 조합원이 있었다(비 웅,2013).22) 한 1933년 12월에는 300

여 지부와 10여만명의 조합원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그리고 군 단

의 ‘군 공생조합’은 37개 군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23)

이들 민간의 소비자 동조합운동에 해 김형미는 “자주 동조합운

동은 1937년 이후 시체제가 강화되면서 부분의 자주 인 동조합운

동은 강제 해산되거나 지도자의 체포,부재로 소멸하게 되지만,그 운동

의 맥은 가늘게 이어져서 해방 후 남쪽에서 기 과도 같은 작은 불꽃을

피우게 된다”(김형미,2012a,p19)고 평가한다.이는 그들이 실천한 사상

지향이 사람들에게 남아서 이후 동조합운동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생조합들의 구성원의 경제 삶에 한 기여 면에서는 조성운(2003)

은 “공생조합은 농민층의 경제 이익 추구라는 목 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공생조합의 경제사업은 소비부사업과 생산부

사업으로 요약되는데,소비부사업은 매우 성과가 높아서 공생조합의 출

으로 상인단체들이 응하기 해 상업조합을 만들어서 더 낮은 가격

으로 물건을 매하면서 경쟁하기도 했다는 사례도 소개 한다.평남 강

동이 그곳인데 20여명의 상업자들이 상업조합을 조직하여 공생조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매하고자 했다는 내용도 소개한다24).생산부

21) 『조선농민』과『농민』은 1925년 12월부터 1933년 12월까지 약 8년간 발간되었던 조선농민

사의 기 지이다 (김택호,2011)

22)『농민』지,3권 9호 p.43,4권 10호 p.30,김 숙 재인용,p261

23)김정 (1933),신명직 (2011,p10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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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평양에 평양고무공장을 설치한 것이 표 사례이다.맹산군농

민사가 서부조선의 각 농민사 알선부를 연합하여 서선농민경제부를 설치

하여평남북과 황해도를 조직화하여 고무신을 생산하 는데 리 좋은 평

가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김형미,2012a).반면에 개량주의 성격 때

문에 일제의 농 진흥운동이 시작 을 때 별 무리 없이 흡수되었다는

에서 한계 에 한 지 도 있다(김 숙,1987).

3.성공 요인별 분석

1)시장계약비용 요인

일제시 의 소비자의 시장계약 비용요인을 반 소매업과 련하여

살펴본 이후에 좀 더 구체 으로 품목25)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일제시 의 소비자들이 직면한 시장계약비용을 논하기 이 에 먼

당시에 자 자족경제에서 상품화폐경제로의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

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일제시 에는 상품시장경제가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동조합이 생성될 수 없었다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

문이다.하지만 련 문헌과 자료를 보면 식민지 시 에 조선은 이미 상

품경제로 진입했었으며 차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헌창(1990;조형근,2014재인용)는 1910년 농가들이 이미 연간 생산

물 평균 20∼30% 정도를 상품화했던 것으로 추정하 다.그리고 김

숙(1987,p205)이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 진흥과에서 조사한 1933년

의 농가경제개황조사를 토 로 분석한 것을 보면,1933년의 농가의

경제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구체 으로 농가 총수입

수입의 비율이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농민의 경우 국평균 43.7%

24)동아일보,1931.7.9.공생조합창립과 상업조합 립 (조성운 2003재인용)

25) 당시 동조합들의 취 품목은 주단,포목,곡류,식료품,석유,고무신,미료,농기구,주류,연

료,어패,약품,기타 등 다양했다(동아일보,1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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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가 총지출 지출의 비율은 40.3% 다.그리고 소작농의

경우도 각각 36.8%와 33.1% 다(조선총독부 농림국 농 진흥과,1940;

김 숙,1987재인용).그리고 문정창(1941;조형근 2014재인용)은 1930

년 말에는 연간 생산물 최소한 50% 이상이 상품화 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그리고 의 총독부의 1933년 조사에서 농민의

지출액의 구체 인 내용을 보면 농비,가사비,조세 공과 ,기타로 이

루어져 있는데,이 에서 가사비의 비 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즉

지출 가사비의 비 이 반정도 된다.주로 식량비,피복비,의례

비에 사용되는 생활비가 지출에서 농비보다 2-3배 가량 높게 나

타났다.즉 일제시 를 통하여 농 에서도 평균 으로 상품경제로의 이

행이 상당히 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 으로 상품화페경제로의 진 에 속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

에 이로 인한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다. 에서 언 한 조선총독부 농림

국 농 진흥과에서 조사한 1933년의 농가경제개황조사를 보면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북선 지방 – 즉,황해,평남,평북,함남,함북 등의 지역 -

이 수업비율, 지출비율에 있어서 자소작농·소작농 모두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이 지역에서 수입이 총 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자소작농 47.9%,소작농 41.5% 이었고, 지출의 경우 각

각 44.6%,35.9% 이었는데 이는 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이다.그리고

이들 서북선 지방에는 동조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존재했었다(조

선총독부 농림국 농 진흥과,1940;김 숙,1987,p205).

김형미(2012a)는 서북선 지방에 동조합이 많았던 것과 련하여 이

지역이 천도교와 기독교가 가장 활발한 지역임을 지 했는데,이러한 정

치사회 측면만이 아니라 상품화폐경제의로 진행이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서의 경제 요인도 향이 주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 이

다.

상품화폐경제로의 진 이 상당히 진 된 가운데 소매유통업에서 시장

지배력은 쉽게 단하기 힘들다.먼 품목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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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유통공간으로서 시장(재래시장,공설시장)과 포의 반

인 황만을 봤을 때 평균 으로 소매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일제시 에는 소매유통의 공간으로서 시장(재

래시장,공설시장)과 포가 산발 지속 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매업 자체에서 독과 이 심각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제시 생활수단의 유통공간으로서 시장(재래시장,공설시장)과 포의

증가 황 살펴보면,먼 “재래시장 수는 1911년에서 1941년 사이에

47.0%가 증가했고,『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재래시장과 신식시장을

별도 집계하기 시작한 1920년부터 1941년 사이에도 28.9% 증가했다.재

래시장에서의 거래고는 1911년에서 1941년 사이에 약 10.4배 증가했고,1

시장 당 거래고는 약 7.1배 증가했다.물가 수 을 통제한 실질 거래고는

같은 기간에 약 3.5배 상승하 으며,1개 시장 당 실질거래고 역시 약

2.4배 증가하 다(조형근,2014).공설시장26)의 경우 1914년 일본총독부

의 시장규칙의 발포와 함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이 역시 재래시장을

체하기 보다는 일본인 거주지역에 일본인 소비자들을 심으로 확 되

었다.그리고 시장이 아닌 포거래의 증가폭은 훨씬 더 컸다.기무라 미

츠히코는 1939년 임시국세조사의 상업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포거래

액을 얻고 이를 시장거래고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식민지 후기 조선에서

포거래액이 시장거래고보다 훨씬 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형근,

2014,p.111).

그러나 상품군별로 공 시장에 따라서 소매업의 시장지배력이 다양하

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식민지 시 물가지수를 보

면 경성부의 경우 1911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1919년 물가지수

는 259에 이르고 있었는데 (경성부,1941;조형근 2014재인용)이는 식

민지 조선에서 소비자 층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이후

1920년 반부터는 세계 인 후 공황으로 인해 물가 하락이 있었지

26)공설시장제도는 원칙 으로 모든 시장을 지방의 공공단체,즉 행정기 만이 소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의 통계에서 보듯이 재래시장은 여 히 건재했고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조형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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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품목별로 하락 폭은 매우 달랐다.상품별 공 기업과 소매유통업의

시장지배력의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이다.따

라서 소비조합의 취 품목으로 언 되고 있는 포목,미곡,기타 상품의

순으로 시장지배력을 좀더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포목,특히 면제품에 하여 시장계약비용 살펴보면 면직물공

업의 사 시장지배력이 지속 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1910년

조선은 기본 으로는 일본의 독 방직자본의 원료공 지이자 상품시

장으로 기능하는 가운데,소수 일본 방직자본의 수입 면포가 지배

치를 차지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조선에서 소비되는 면직물의 80%가

수입품이었다(권태억,1989;도면희,1992).그리고 수입품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던 일본의 당시 면산업을 보면 독과 성격이 강했는데,

1914년 기 으로 보면 동양방 (動洋紡績)과 종연방 (鐘淵紡績)을 포함

한 6개의 독 기업이 일본 체 생산량의 68%를 차지하 으며, 일

본방 연합회와 같은 조직은 실질 으로 이들 거 회사들의 카르텔조직

으로 기능하고 있었는데(나라하라게이지,1983;김경남,1992,p122재인

용),이러한 상황이 조선수입품 시장에도 향을 주었을 수 있다.조선

내의 면직물 생산은 도시의 경우 일본 수입품의 주력 품목인 폭(廣幅)

면제품을 피하여 소폭( 幅)백목면이나 이에 변화를 가한 색목면 등을

생산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농 의 면직물업은 자 자족 가내

수공업 부업의 성격이었다.(권태억,1989;도면희,1992)

1920년 이후 독 자본의 성격은 변화하 지만 면직물공 업의 독과

성격은 여 하 다.1920년 1차 세계 이후의 공황의 타격으로

조선의 소규모 직물업자들이 일부 도산하 고,그 신 일본인 자본에

의한 방 회사27)와 조선인 지주자본가들에 의한 비교 큰 규모의 직물

업체들이 등장하 다(권태억,1989;도면희,1992).일본인계 방직회사인

조선방직은 1917년 창립하여 1922년 조업을 개시하 고,조선인계 방직

27)일본의 방 연합회는 조선시장을 안정된 면포 이출시장으로 계속유지하기를 원했지만,일본의

거 자본은 후 공황으로 인해 섬유공업을 시작으로 업, 력업,화학공업을 조선에 침

투시킬 수 밖에 없었다(김경남,1994,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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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경성방직은 1919년 설립되어 1923년 조업을 개시하 다.이들은

기에 자리 잡기까지 조선통독부의 보조 을 받으며 정착 하 다(주익

종,2002,p108).반면에 조선의 세업자들은 아무런 국가의 보호 정책

이 없는 가운데 1910년 와 마찬가지로 자본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소폭 목면이나 견직물 생산에 치 하면서 생존하 다(권태억,1989;도면

희,1992).

1930년 에는 일본의 조선 통제,만주시장에 인 한 조선의 지리 이

,값싼 임노동 가능성으로 인해,일본의 거 자본의 조선 진출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 기계화 등의 투자가 이루어졌고(김경남,1994),조선총

독부의 지원을 받아 기어려움을 극복한 조선방직 경성방직 등 기

업을 심으로 1930년 반 이후가 되면 규모 기계제 방직공장이 조

선 내 직물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하게 되었다28).반면 소규모 직물업체의

활로는 더욱 좁아졌고 농 에서의 가내수공업은 농가부업의 성격으로 잔

존하 다.특히 1930년 이후 일제의 ‘농 진흥운동’의 추진과 함께 가

내수공업으로 특히 직물업이 강조되었는데,이는 면직물 보다는 마포,

포(모시),견직물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이때는 이미 기업 면포의

지배가 확고해 진 때로,이는 생존까지 받고 있던 당시 농가의 연명

을 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권태억,1989;도면희,1992).

면직물공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면직물가격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김 숙(1987)은 1926년부터 1935년까지 백목면과 의 가격을 비교하면

서 경기하락에도 수입공산품의 가격의 하락폭이 미가 하락폭보다 낮은

수 에 머물고 있음을 근거로 공산품과 미곡 사이에 농공부등가교환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29).. 한 주익종(2002)은 표 인 면방직 기업인

28) 한 이러한 기업의 활동으로 조선 내 면직물 자 도도 1920년까지 20% 에 머물다가 1931

년 31%로 증가하 고 그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져서 1934년 36%,1936년 56%,1937년 85%,

1938년에는 110%로 증가하 다(주익종,2002,p97).

29)1926년부터 1935년까지 요한 백목면의 가격을 살펴보면 1926년부터 계속하락하 지만 80%

정도 하락에 머물 고 1932년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여 이후 1926년 수 으로 떨어지지

않았다.이는 미가에 비하면 하락폭이 훨씬 은 것이다.(조선통독부통계연보,1933;김 보

1977,p315;김 숙,1987,p20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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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직과 경성방직의 사업성 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1930년 후반에

큰폭의 제품마진을 보장한 조선총독부의 가격통제정책 덕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언 하고 있다.“ 시 가격 통제 하에서 조사와 면사

의 가격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지만 면직물 가격은 크게 올랐으며,양사

모두 방 과 방직을 겸하고 있었지만,최종 제품인 직물 가격의 폭 인

상으로 마진폭을 키워 수익을 증 시켰다”고 언 한다(주익종,2002,p

120).즉 일제 시 에 면직물 공 업체의 소비자에 한 시장지배력은

연도별로 양상이 달라졌기는 했지만 지속 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미곡 공 업이 소비자에 해 가지는 시장계약비용을 살펴보

겠다.먼 기존의 일제시 동조합에 한 연구는 일제시 미곡 시

장의 상황을 소비조합의 등장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컨 김 숙

(1987)은 일제시 민간 동조합운동이 등장한 경제 배경으로,수출품

인 미곡가격과 수입품인 백목면,서양,석유 가격의 차이를 언 하면서

“농공간의 부등가 교환이 야기하는 착취 에서 상업이윤 부분이라도

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소비조합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 숙,1987,p202)그는 한 당시 심시장의 벼 시세와 생산지

벼 시세의 격차는 무려 34-38%에 달했다고 언 한다.벼의 매입가격은

지방미곡상조회라는 변단체를 통해 ‘벼의 매수(買受) 정가격’을 정함

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다른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농민에게 불리한 조건

으로 매수하는 반면30)소매가격은 높게 유지하 다는 것이다.즉,일제시

미곡의 교환과정에는 간상인들이 개입하여 매우 많은 상업 이윤을

착취하 으며 이것이 미곡과 농산물을 포함한 일상 소비품을 취 하는

소비조합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30)지방미곡상조회는 ‘벼의 매수(買受)정가격’을 설정하여 당시 벼 1석의 가격이 10원 정도

는데 정상가격에 비하여 1석당 평균 50 내지 1원 낮은 가격에 매수하 고 (문정창,1961,p

230;김 숙,1987,p198), 한 개인 수수료와 지방 미곡상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운임을 농

민에게 부담시켰다.그리고 벼의 등 , 울질,가격의 결정을 개인이 함으로써 농민에게 더

욱 불리한 조건에서 매수하 다 (김 숙,1987,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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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숙(1987)의 이러한 설명은 생산조합(혹은 종합 동조합의

매사업)과 소비조합(혹은 종합 동조합의 구매사업)의 등장과 련된

시장환경요인에 해 분명히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는 한

계를 갖는다.미곡이출과 련한 간상인의 폭리와 총독부 제조직의

강제 공출 출하가격통제는 생산조합의 등장을 설명해 수는 있지

만 소비조합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당시의 미곡의 국내 유통상황을 좀더 들여다보면, 반 으로

미곡 매업자가 소비자에 해 시장지배력 가지는 문제보다는,생산자로

부터 미곡을 구매하는 업체가 생산자에 해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문제

가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농 의 민 들의 경우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

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한 것의 일부를 자가(自家)소비했다.

즉 미곡은 비농민 조합원을 해서는 생활비의 지출에서 큰 비 을

차지하는 품목으로서 소비조합의 요 취 품목일 수 있었겠지만 농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 소비조합 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는 않았을 것이다.당시 소비조합의 품목별 매출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취 품목에 한 신문기사 분석

결과 업농이 아닌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주요 조합원인 조선노동공제회

계열의 소비조합을 제외하고 ‘’이 특히 주요 취 품목으로 두드러지게

언 되는 경우는 드물며 ‘식료품’이라는 넓은 범주의 용어가 주로 발견

다.즉, 과 미곡이 소비조합이 지속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품목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조선을 식량수탈기지로 활용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지배

상황에서 조선의 농민들은 을 생산하면서도 충분히 소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조선총독부의 변조직으로 등장한 산업조합이 을 강제

출하시키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스스로는 을 소비하지 못하고 콩과 잡

곡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을 다시 시장에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홍락,1995).특히 미곡생산자인 농민들이 미곡과 잡곡

등 기본 인 식료품 구입을 해 부채31)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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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채의 악순환이 자작농을 자소작농으로 자소작농을 소작농으로 소작농

을 다시 도시빈민으로 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 숙,1987).그러나 정치 억압을 통한 생산물의 수탈이라

는 상황 역시 소비조합보다는 매조합의 생성을 설명해주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곡 매업자가 소비자에 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를 살펴보기 해서는 식민지 시 유통업자로서 정미업과 국내 미곡유

통의 황을 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즉 소수의 독과 정미

업자들이 식민지 권력의 비호아래 소비자들에 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했

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이홍락(1995)는 식민지 시 정미업에

한 연구에서 개항기 이 부터 통 도정(搗精)은 일정한 발 을 이

룩하고 있었지만 개항과 함께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하면서 기계동

력의 규모 정미소가 출 한 이후 조선 통 정미업의 해체가 진 되었

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가에서 먹는 이나 농 시장에 내다

는 을 찧는 데는 여 히 재래정미기가 리 사용되었지만,도시지역

에서는 일본인이 운 하는 기계동력의 정미소가 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홍락,1995).따라서 정미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있었다면 농 보다는

도시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특히 소수의 일본인이 독 으로 정

미공장을 운 했다면 최소한 도시지역 소비자들에게 시장지배력을 가졌

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도시지역을 포함한 일제시 정미업의 민족별 황을 보면 한

일합방이 시작된 시기에는 일본인 경 공장이 압도 비 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차 한국인 정비업자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시기별로

보면 1910년 의 경우 일본인 경 공장이 압도 인 비 을 차지하고

31)1932년 동아일보자료를 보면 농가수지상황을 보면 자작·자소작·소작을 불문하고 모두 자를

들어내고 있다.이러한 부족액은 부채로 해결하는데,이 부채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주를 제외

한 모든 농가와 비농가가 모두 생활비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체 613에 해

당하는 부채 에 토지구입,농업자 ,상공자 등 농업자 이라고 할 수 있는 액은 총 102

이며 나머지가 부 소비자 을 한 부채임을 알 수 있다 (노동규,1932;김 숙 재인용,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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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이는 공장수(78.7%),자본 (92.5%),직공수(92.2%),원동력수

(81.9%),생산액(89.8%),모든 면에서 나타났다.그러나 이후 조선인 경

공장이 증하여 1928년 기 으로 한국인 정미공장이 체 수의 70%

를 차지하게 되었다.다만 자본 (33.6%)과 생산액(33.5%)면에서는 비

이 낮고 직공수(50.4%)와 원동력수(63.3%)에서는 반을 넘었는데,이

는 조선인 공장이 수가 늘어난데 비해 규모는 여 히 일본인 업자에 비

해 작았다는 것을 보여 다(이홍락,1995).즉,이시기 조선인 공장은 자

본 ,생산액에서 체로 일본인 공장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으

로 규모가 작았지만 수가 작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 1936년 경성의

자료를 토 로 보면 경성 내에 총 71개의 정미공장이 있었는데,이 조

선인 정미공장이 48개,일본인 정미공장이 23개 으며,이들 정미소는

일본으로의 이출미도 함께 취 하는 항구 지역의 정미소와 달리 부분

경성 내 소비자를 한 것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공장이었다고 되

어 있다(경성부,1936;이홍락,1995재인용).

한 정미소에서 생산된 이 유통되는 경로를 살펴보아도 정미업과

미곡 소매업이 소비자에 해 숫자 으로 독과 상황에 있었다고 보

기는 힘들다.경성부의 1936년 자료를 보면 정미업자가 직 소비자에게

매하거나 경성부 내의 약 200명의 정미 소매업자에게 도매로 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부외로 반출되는 경우도 1930년 기주으로 10%

되는 정도 다 (경성부,1936;이홍락,1995재인용). 한 일본인 정미소

는 주로 일본인 소비자들의 취 하는 의 조제에 특화되고 조선인 정미

소는 조선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의 조제에 특화되어,최종소비자에

따라 담당자의 민족성,지역분포,설비,유통경로도 달랐다.이홍락(1995)

은 “식민지 지배에서 이 차지하는 요도로 보아 어도 유통에 있

어서는 당연히 일본인 상인이 압도 인 주도권을 주고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 상과 달리, 생산과 유통과정에 여하는 식민지민 의 활동

이 어느 정도 독자 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미곡상인은 통 인 경강(京江)상인 등 상당한 자본규모를 갖춘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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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식민지 민 이라고 부를 만한 세한규모의 상인도 있었다고 주장

한다(이홍락,1995).

이는 미곡의 가격변화에 한 문헌에도 나타난다.1926년부터 1935년

까지 미곡가격변화를 살펴보면,일본 독 자본의 농산물 가격 통제로 미

곡 수취 가격이 지속 으로 하락하 고 1930년 세계 공황기에는 유

래없이 폭락하 다.그리고 이후 1933년까지도 1926년 수 까지 겨우 회

복하 다.(조선통독부 통계 연보,1933;김 숙,1987,p201재인용)

마지막으로 소비자 동조합에서 취 했던 기타 일용품으로 석냥,석유,

농자재,고무신과 같은 품목의 시장지배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

김 숙(1987)은 이들 석냥,석유,농자재와 같은 품목들을 “일본 독 자

본의 침투”가 범 하게 이루어졌던 분야라고 표 하고 있다.그는 ‘수

입품인 공산품과 원료수출품인 미곡 상이에 농공부등가교환’을 주장하면

서 수입품의 표 인 로서 면제품등 포목류와 함께 품목을 언 하고

있다.특히 석유,성냥의 가격을 살펴보면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세계공

황 속에서 1926년부터 계속 하락 하 지만 80%정도 하락에 머물러서 앞

에서 지 한 미곡가격의 하락폭에 비하면 하락폭이 훨씬 었다는 을

지 한다.(조선통독부 통계 연보,1933;김 보 1977,p315에서 재인용;

김 숙 재인용 p201) 한 농자재와 련해서도 독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고 설명한다.조선총독부는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 농회를

통한 리의 신용알선을 통해 일본산 비료와 개량농구의 소비를 권장

는 강제하 는데,조선총독부가 보 시킨 ‘개량 농구’는 질 향상이 있

기보다는 기존의 수공업으로 생산된 농기구를 독 공업을 통해서서

생산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강제되었다고 설명한다(김 숙 재인용,

p200)즉 이러한 산업분야의 경쟁상황에 한 구체 자료가 부족하기

는 하지만 총독부의 일본자본에 한 지원과 가격 통제정책 하에서 이들

품목이 평균이윤을 넘어서는 독 가격을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무신은 1920년 이 까지만 해도 일본기업이 시장 체를 장

악하고 있었다.업체의 수로 보면 독과 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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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격통제로 인해서 독 가격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었다.고무신제조

업은 1921년경 조선인의 발모양에 맞는 신발형을 개발하여 렴한 가격

으로 공 함으로써 수입품을 체하 고,1920년 후반에는 국으로

고무신 고무 창을 수출하 다 (배성 ,2004,p157)즉,고무신은

조선인 업종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입 기에 수입 체가 이루어진 업종이

었다.

요컨 일제 시 생활용품의 소매업과 련하여 시장지배력은 품목별

로 다양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포목과 미곡은 민 의 소비생

활에서 가장 요한 비 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산업자체에 한 연구

가 진행된바 있기에 이에 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시장지배

력에 차이가 있음을 논증하 다.그리고 소비자 동조합이 취 했던 기

타 일용용품 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있었음을 설명

하 다.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의 분석틀에서 밝힌 시장계약비용요인의 항목

에서 사 시장지배력 요인만이 아니라 부재시장요인 -특히 토산

품 소비 민족경제 구축에 한 민 들 사이의 인식 요구 -가 일

제강 기 소비자 동조합의 등장에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소매업에서의 독과 시장지배력이라는 요인이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토산품의 생산·소비 민족경제 구축에 한 바람은

식민지 시 에 좀더 보편 으로 향을 끼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경제의 구축에 한 요구는 3.1운동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에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가장 거칠게는 1919년 만세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거주

자들에 한 불매(불 매와 불구매)운동이 있었다.조선인 상인들은 일본

인 거주자들에게 한 물품 매를 거 했고,조선인을 상 하던 일본인

업자들은 매고 격감으로 고통을 받았다(조형근,2014). 한 1923년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은 ‘외래품배척·토산품애용’을 구호를 면에 내걸고

인 홍보활동을 벌 고,조선인들 사이에 민족상권 수호 담론이 부

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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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조합운동을 조직 으로 펼쳤던 세력들 에 미세한 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토산품을 장려하고 경제 독립을 추구한다는 사

상은 보편 으로 발견된다.먼 소비자 동조합의 시작부터 1919년 3·1

운동의 향으로 ‘정치 자립을 해서는 경제 힘이 필요하다’는 인식

에 기반하 다(함상훈,1933).목포소비자 동조합,경성소비조합 등 최

의 소비조합들의 창립선언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그

리고 물산장려운동계열의 소비조합들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생겨난

곳들이다(김 숙,1987).그리고 정치 으로 물산장려운동과 같은 ‘실력양

성운동’에 비 으로 거리를 두었던 조선노동공제회의 소비조합들의 경

우에도 주요 품목 설립취지에서 식민지조선에서 경제 독립의 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일본유학생들이 설립한 동조합운동사의

경우도 ‘동조합을 통한 경제운동을 통해 정치 독립운동으로 나아간

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조형열,2009),기독교계와 천도교계의

동조합운동도 구매사업에서 토산품의 생사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이러한 필요에 부흥하여 시 여건과 소비조합이 얼마나 부흥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이는 아래의 소비자참여 진요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컨 ,강 기 시장계약비용요인을 요약하자면 시장지배력 측면에서

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으며,가치상품(토산품)에 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재시장비용이 있었다.

2)소비자참여의 진요인

먼 소비자 여도와 련하여 소비조합에의 지출이 조합원 소득비

에서 차지하는 비 구매빈도를 상품 특성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

다.일제강 기 소비조합들이 취 했던 품목은 식품,의류,잡화 등 생필

품이 심이었고,상품 특성으로만 보면 생필품은 구매 빈도가 높고 평

균 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아서 기본 으로 조합원 참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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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조합에 따라서는 사치

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들도 함께 취 하는 경우도 많았음으로(조성

운,2003,p141)이와 련해서는 조합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을 것이

다.

다만 당시 련 기사들을 보면 비교 성공 인 동조합들도 어려움

을 겪기 시작한 시기에 취 품목과 련하여 내외부의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34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동조합의 방향에 해 논

하면서 “조합이 생필품보다 사치품에 치 하는 것”도 당시 동조합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 하나라고 지 하고 있다.소비조합의 조합원들이

“농가조합원이 많음므로 비료,농구,포목등 실질 인 상품이 요한데,

주단,양품 등 유한계 의 상품을 진열하기 때문에 한산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1934.2.5).다만 사치품의 취 이 실제 조합 수익에 도움이 되

었는지 해가 되었는지 여부는 사료의 부족으로 단하기 어렵다.

한 소비자 여도와 련하여 상품의 가치 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일제 강 기의 소비조합들은 토산품 민족상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제강 기 사회에 토산품에 한 수요와 민족자본의 구축의

요성에 한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났고 부분의 동조합이

이러한 목 을 많은 동조합들이 동조합의 정 이나 창립선언문에 이

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가치 련성이 큰 상품으로 소비자의 참

여를 진하는 측면에서 강 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을 경험했던 사례들의 경우 한 외래품에 맞서서 토산품의 소비

를 장려한다는 측면을 지속 으로 강조하 고 외부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컨 ,평안 동조합에 한 당시 신문기사들을

보면 ‘왜래와의 경쟁을 방어’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는 평안 동조합

계자들의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동아일보,1930.9.28). 한 양산 동

조합에 한 외부의 평가와 련된 기사도 발견할 수 있다.다른 지역에

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지역민들이 상권이 ‘외인(外人: 국과 일본인

상인)들’에게 잠식되고 있는 실”에서 “구매조합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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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상인을 거치지 않도록”하는 것이 필요한데,안악의 양산상회를

그 사례로 소개한다.“유지(有志),유산(有産)자들의 합자경 으로 되어

시장의 앙에 치하면서 상권을 지고 상계를 좌우함으로써 외인 상

이 물러난 것이 많고 발 되고 있다”라는 것이다(동아일보,1930.

11.26).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담은 상품에 한 소비를 지속 으로 발 시키

기 해서는 가치를 담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특히 체 사

회 으로 토산품의 입지가 작은 가운데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을 도매로

구입하거나 탁받아서 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상품이 기반이 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알

리고 교육을 통해 수요를 확 하면서 소비자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성공 이었던 동조합들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 던 것으로 보

인다.먼 ,양산상회의 1925년 정기총회 단신기사(동아일보 1925.9.6)에

보면 총회에서 양말공장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8인의 집행 원을 선정

하여 활동을 비하며 두명을 뽑아 평양으로 양말공장을 시찰하기로 했

다는 내용이 소개된다.

공생조합의 경우 공장을 세우고 생산까지 하는 등 수직통합을 통해 제

품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공생조합은 생산부 활동으로

평양에 평양고무공장을 설치하 다.맹산군농민사가 서부조선의 각 농민

사 알선부를 연합하여 서선농민경제부를 설치하여 평남북과 황해도를 조

직화하여 가능했다 (조성운,2003).이 고무신은 매우 유명했고 “ 리 좋

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사로도 소개되고 있다(김형미,2012a).

그러나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 동조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비교 성공 이었던 평안 동조합의 경우도 1931년에

서야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있었는데32),그 이후는 앞에서

32)평안 동조합 1931년 총회 때 평안 동조합이 제품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논의 되

었다.당시 기사를보면 평안 동조합이 “공장경 곡부설치 계획”이 있으며,“고무신,세

탁,석감,염료,양말 등 공장을 착수하고자 하며,특히 고무신 공장은 기존 공장을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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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했듯이 정치 이유로 많은 동조합들이 쇠퇴에 길로 들어 섰기 때

문에 그러한 계획을 실 할 수 있는 발 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소비자참여 진요인으로 동조합정체성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먼 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약 을 가진 동

조합들이 많았다.출자가 아닌 이용에 우선한 배당이라는 원칙과 련해

서,1920년 반에 등장한 동조합들의 경우 출자배당만 하는 동조

합이 많았다.김형미(2012a)는 1920년 반기에 등장한 동조합 에

동조합의 기본 정체성에 배되는 동조합들이 많았으며,이것이

이 시기 생겨난 동조합들 상당 수가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

지게 된 이유라고 설명한다.이익 의 처리에 있어서 이용에 따른 배당

이나 목 사업이 아니라 출자배당만을 하도록 정 상으로 정한 동조합

들의 사례를 들고 있다.

성장을 경험한 동조합들의 경우는 최소한 이용고배당과 출자배당을

함께 하고 있었다.먼 양산상회의 경우 설립당시의 원칙은 어떻했는지

사료를 찾을 수 없지만 1932년 치러진 동아일보 조선 동조합조사를

보면 이 당시에는 이용고배당과 출자 배당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32.04.12).맹산 농민공생조합은 순이익 의 1/10

은 군농민사교양비로 제공하고,2/10은 립 손실 보 으로 한뒤

에 5/10은 출자고에 따라서,2/10은 이용고에 따라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비 웅,2013,p236).

그러나 성장을 경험한 동조합들의 경우에도 이용고배당에 비해서 출

자배당의 비율이 높은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평안 동조합의 경우

는 출자배당이 10%∼30%로 되어 있는데(동아 조선 동조합 조사

1932.4.7-구장 업소 조사 결과)결코 작은 액은 아니다.당시에도

이에 한 문제의식이 발견되는데,함상훈은 “協同組合運動( 동조합운

동)의 過去(과거)와 展望( 망)”이라는 제목의 논단을 통해 “조선 제일

내약 ”이라고 말하고 있다(동아일보,1931.9.10).다만 평안 동조합의 경우 이후 내외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제 실 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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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안 동조합에서도 출자 의 연이할의 배당을 하는 것은 요한 결

”이라고 지 하고 있다(1932.01.01.동아일보).

다음으로 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을 해서는 출자 조성에 있어

서도 소수의 비 이 높지 않게 하는 것이 요하지만,1920년 반에

등장한 동조합들의 경우 그 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김형민(2012)은

자본조달 면에서 이 시기의 동조합들이 이용자조합원들에게 범 한

출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유지에 의존했던 경우가 많았음을 지

한다.

성장을 경험한 동조합들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출자의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지 못하고 소수가 큰 비 을 출자하는 다액출자

자 문제가 여 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동조합들도 이와 련하여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양산상회와 맹산농

민공생조합의 경우도 규정상 1인당 소유가능한 출자자 수에 제한이 없었

다(동아일보 1932.4.12;비정웅,2013).규정과 별도로 실제 소수가 다액

을 출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는 없지

만 규정만으로는 제한이 없었다.

평안 동조합의 경우도 1인 출자 한도에 제한은 없었다(동아일보

1932.04.7).여러 조합원들이 함께 출자를 하기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상

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에 이사장 등 소수의 리더들이

다액출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매웠었다. 컨 ,1926년에 조합이 가

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람들이 새로 이사장이 출마한 이사장이 1929년에

는 병원 체를 업소에 출자했다는 기사도 있다 (동아일보 1930.12.

6)그리고 이후 매장이 확장되면서 소수의 다액출자자 문제가 얼마나 해

소되었는지 악할 수 있는 사료는 없지만 평안 동조합이 성장기를 지

나 어려움을 겪던 시 인 1932년에 3 이사장도 500좌를 출자했다는 내

용을 발견할 수 있다.즉 다액출자자 문제가 최소한 간헐 으로 지속되

었던 것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1933.12.24).

자율과 독립이라는 원칙과 련해서 부분의 동조합들은 비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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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있었지만,조직 성격이 강한 단체 소 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이는 단체로부터 완 히 동조합으로 독립하지 않은 경우 나타

나는 상으로 이후 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다.공생

조합은 천도교 신 의 하부조직으로서 성격이 강하 다.물론 단체조합

으로 출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체의 민주성 동조합의 독립 의

사결정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지 않은 경우 조직

이 쉽게 기에 처할 수 있다.공생조합은 앙의 표 조직체계가 지역

에도 용되면서 효율 사업 운 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지만, 앙 조

직체계가 기에 처했을 때 동조합들도 제 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특히 30년 후반기 천도교 신 지도부의 친일 향과 그와 별개로 계속

된 일제 탄압 속에서 공생조합이 일제의 농 진흥운동에 흡수된 것은 그

사례를 보여 다.

민주 운 과 련해서는 자료가 부족해서 비교가 어렵다.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양산상회의 경우 총회 참석률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양산상회의 총회에 한 단신이 지역기사로 자주 실렸는데 그 내용을 살

펴보면 총회 출석회원이 300명(동아일보 1923.5.5),700명(동아일보

1925.4.6),681명 (동아일보 1927.4.17)으로 참여율이 비교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원칙을 지켰던 것은 아니며 이들 동조

합이 어려움에 쳐했던 시간들에 이러한 원칙에 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평안 동조합 분쟁과 련된 에피소드에서 비록 략

인 결정이긴 하지만 조합의 존페와 련된 결정을 쉽게 의결하고 뒤집는

것은 당시 임원들이 조합원들에 한 두려움이나 책임감을 아주 크게 늦

기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사례이다.실제 련 신문

사설에서 보면 그러한 경솔한 결정이 조합원들에 한 사려가 부족한 결

과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동아일보,1932.8.9,1933.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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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

일제강 기의 소비자 동조합 조합원들의 거래 계의 동질성을 살펴보

겠다.먼 필수품의 소비자라는 측면에서는 재의 소비자 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33)출자자라는 측

면에서는 조합원들간에 상당한 이질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소수가

무 큰 액을 출자하면 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을 해하여 앞에서

논한 것처럼 조합원 참여의도를 해하기도 하지만 다른 효과로는 조

합원들간의 이해 계의 동질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즉 조합원들이 소

비자로서만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행동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소비자로

의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이익의 회수를 해 가입하는 조합원이 생김으

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원 편의보다는 이익이 많이 남는 방

향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김으로서 의사결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동조합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수익이 남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자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출자지분의

차이 동조합에 소생에 한 기 차이에 따라 자본감소에 한

험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33년 평안 동조합이 어려움을 겪다가 산하고 나서의 법 분규를

겪은 사례는 이러한 를 보여 다(동아일보,1933.12.24).마지막 이사

장이 기 이사장 당기 이사들을 상 로 출자 반환과 련하여 소

를 제기한 사 인데,출자지분의 차이 동조합에 소생에 한 기

차이에 따라 자본감소에 한 험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3)필수품에 한 소비자로서는 재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이 극단

으로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 소비자와 동조합간 거래의 이해 계에 있어서 조합원들간에

차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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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원간 이해 계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이익과 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추가 인 제도를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도 있겠지만 비교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동조합에서도 그러한 장치에 한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했다.평안

동조합 분규 사례는 조합원의 산결정제도에 한 의견 차이가 제기

을 때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여,문제 제기가 곧바로 조합

분할로 연결되는 취약함을 보여 다.즉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토론되고 기각되고 수렴되는 과정을 효과 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갈등 해

결장치가 부족한 가운데,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의견의 등장은 조합의

분할이라는 극단 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일제의 탄압과 더

불어 조합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일제강 기 소비자 동조합들의 집단행동의 용이성과 연합회를 통한

조직효율화를 살펴보면, 부분의 지역기반 동조합들은 부분 군리를

단 로 하여 조직되어서 조합원들이 가까이에 모여서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었으나,연합회를 통해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경우는 소수 다.

성공을 경험한 평안 동조합은 리 단 로 지부를 두어 조직을 분화하

면서도 앙의 사업부서를 통해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평

안 동조합은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200명∼400명의 조합원과 2000∼

4000원의 출자 이 추가로 모여지면 지부를 확 해 나갔다.그러면서도

조직운 을 보면 본소와 지소가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추구하 다.

먼 본소는 지소의 사업을 장하게 하 다.본소는 업부와 서무부로

나 어져 있었는데, 업부는 다시 구입계와 배 계로 나 어 련업무

를 자세히 분장하고,서무부는 다시 서무계,회계계,교양계로 나뉘어져

있었다.이 에서 특히 교양계는 “선 조직,서 문고,신문잡지에

한 사항,인사 재,강연강좌,조합원 교양,농사개량,부업장려에 사항,

기타 조합원 교양에 한 일 의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지소에서는 평안남북도 6개군의 14개소의 업소가 직 조합원과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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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에게 일용품을 매하는 곳으로,회계계와 매계로 이분하고 각각

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1930.12.12동아일보).

다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공생조합의 경우도 앙공생조합,

군공생조합,리공생조합이 구분되어 있는 체계 다. 앙공생조합은 군공

생조합들이 채택할 수 있는 표 인 정 과 체계를 구축하고 군공생조

합들이 따를 수 있게 하 다.그리고 앙의 매부와 구매부를 구분하

고34)구매부는 다시 각 지역의 공생조합의 매사업과 구매사업 담당자

와 력할 수 있도록 하 다.

4.소결

일제 강 기 민간의 동조합운동은,1919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하

여 1929∼32년 정 을 이루었다가 일제의 침략 쟁이 노골화되면서 쇠퇴

하 다.그 에서 1920년 반기에 생겨난 동조합들은 소수를 제외

하고 단명하 다.1920년 반 이후 생겨난 동조합 에서 평안 동

조합,공생조합 등이 1930년 에 성장하 으나 일제의 침략 쟁이 본

격화 되면서 일제의 억압이 심해지고 자체 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해산

하거나 농 진흥운동에 포섭되었다.

당시 소비자 동조합들은 공 자의 시장지배력도 있었지만,부재시

장문제에 주로 응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특히 토산품의 구매와

민족자본구축이라는 가치가 요하 다.

비교 성공한 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 동조합과 공생조합

은 소비자참여 진 요인면에서 가치 련성을 강조하 다. 한 평안

동조합과 공생조합은 연합회 성격을 갖추고 운 을 효율화하기도 하

다.특히 평안 동조합은 당시에 종교조직계열에 속하지 않은 동조합

에서 유일하게 연합회 성격의 본부-지부 체계를 갖춘 곳이기도 했

34)공생조합은 소비자 동조합이라기 보다는 농민조합원 상 구매사업과 매사업을 함께 하는

종합 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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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단명한 동조합들 에는 동조합정체성 요인면에서 한계

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제 2 해방 이후부터 80년 말까지의 소비자 동조합

1.개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해체되어 소멸되었던 민간의 소비자 동조합운동

은 해방과 쟁 그리고 휴 으로 이어지는 정치 혼돈의 시기를 거친

이후 남한 땅에서 다시 등장하여 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까지 여

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이러한 시도는 한 두 해 실험으로 끝난 경우

도 있었지만,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그리고 비슷한 사업모델

이 국 으로 퍼지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성장을 경험했던 경우도 있었

다.이 시기 소비자 동조합을 특징과 시작된 시기를 심으로 좀 더 세

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1950년 에 ‘동 ’운동의 일부로서 소비자 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풀무생 이 등장하여 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풀무생 은

소비와 생산 그리고 교육을 동 이고 자립 인 방식으로 구축하고자

했던 동 의 이상 하에서 마을의 여러 동조직과 긴 한 연계 속에서

존재해온 마을공동체 안의 소비자 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풀무생

은 1959년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서 풀무고등공민학교( 풀무학교)

의 구내매 형태로 시작하여 부침을 거듭하면서 형태를 변화해 왔으며

재는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 으로 자리잡았다.한국에

서 수 으로 소수의 모델이지만,세계 소비자 동조합의 사상 조류에

서 보았을 때 ‘공동체주의 통’(Menlnyk,1985)의 동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한 사례이다. 한 존하는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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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오래된 통을 가지고 있는 동조합이다(김형미,2012b).

둘째,1960∼1970년 에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이 지역기반 생필품 구

매 소비자 동조합을 시도하 지만,설립 후 단명하거나 독립 인 소비

자 동조합 이 단계인 공동구매클럽에 머문 경우가 많았으며,이시기

설립되어 오랜 지속된 경우는 외 인 경우 다.35)먼 단명한 동

조합으로 1965년 서울에서 한어머니회가 심이 되어 설립한 여성소비

조합,1967년 서울 아 동 앙여고 동창생과 교직원들이 심이 되어

설립한 동심소비조합,1968년에 서울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크리스챤소비자 동조합,1968년 서울 신 지역의 가별소비조합,

같은 해 인천 화수동 성당의 교민이 심이 된 화수동 소비자 동조합,

비슷한 시기에 부산의 사하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3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송보경·김재옥,1981,p81-82;이미연,2012a,p93;김형미,

2012a).다음으로 공동구매클럽에 머문 경우로는 1972년 이 부설 여성

자원개발연구소의 로젝트 이 화곡동 주부회와 함께 조직한 공동구매

클럽,1974년 한국여성단체 의회,서울YWCA,주부클럽연합회가 심이

되어 조직한 공동구매클럽들이 있다.이들은 로젝트성으로 단기 으로

진행되고 소비자 동조합으로 발 되지는 않았다(이미연 2012a).

셋째 신 의 구 장은 1973년에 신 운동을 하던 주체들이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해 당시 신 법의 ‘지역사회개발사

업’에 근거하여 생필품 매장을 열면서 시작하 다.1970년 에 원도 강

산 지역의 소비조합은 신 구 장의 표 인 사례로 자주 언 된다.

한 신 운 경험과 동조합에 한 변 확 는 1980년 독립된 소

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곽창렬,1989).민간 심 동조합인 신

35)이 시기 설립된 생필품구매 소 에 외 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는 1965년에 설립되

어 20여 년간 지속된 서울여 소비조합(송보경·김재옥,1981)이 있다.물론 생필품구매만이 아

니라 서비스와 융까지 업종으로 범 를 넓히면 1968년 부산지역에서 설립되고 서울까지 확

산되어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실시되기 날인 1989년까지 활동한 부산청십자의료 동

조합(정원각,2012a),그리고 1960년 부산의 성가신용 동조합에서 시작하여 해방 이후 민간

심의 동조합운동의 큰 기둥이 되어 재까지 요한 섹터인 신용 동조합도 이시기에 생겨

났지만(송보경,1976),생필품구매 사업을 심으로 하는 소 에서 이 시기 생겨나서 독립

소 으로 장기간 지속된 것은 서울여 소비조합이 유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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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제 동조합으로 시작한 농 과 새마을 고에서도 구 장,연

쇄 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 지만 제 동조합의 성격상 독립된 소 으

로 발 하지는 않았다.

넷째,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은 1960년 이후 꾸 히 존재해 왔으며

1980년 후반에 정 을 이루었다가 1990년을 후하여 쇠퇴·소멸하

다.1959년 성목재 노조에서 소비조합 포를 개설하 고,1961년 상업

은행과 국민은행 노조 각각 포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융기 노조의

소비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이한옥,1986;정원각,2012b)1963년에

는 융기 의 노조들이 ‘융기 소비조합연합회’를 결성하고 운 방침

을 정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김형미,2009;정원각,2012b재인용).

특히 노동조합 국조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한 한국노총)은 1981년

에는 한국노총에 동사업본부를 설치하여 단 노조의 구매사업들을 지

원하기 시작하 다. 한 이 에 지역 으로 동조합운동이 활발했던

강원도의 산지구 동조합 의회(1977년)외에도 지역별 노조소비자

의회도 등장하 다.한국노총경인지역 동조합 의회(1982년),부산지역

노조소비조합 의회(1984년) 속노련 구연락 의회공동소비조합(1983

년)가 그것이다.그리고 1985년에는 한국노총에서 소비자 동조합연합회

를 설립하기도 하 다.그러나 1987년 민주노조의 등장과 함께 한국노총

자체의 향력이 어들면서 1990년을 후하여 상당수가 사라졌다.36)

(정원각,2012a)

다섯째,1980년 에 이 시기의 다양한 시도를 토 로 독자 인 소비

조합이 생겨나면서 공산품 심의 포를 운 하는 소비자 동조합이 등

장하 다가 1989년 정 을 이루고 1990년 반에 쇠퇴 소멸하 다.

에서 설명한 노동조합 소비조합들과 사업모델은 비슷하지만 노동조합조

합원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이들 소

의 설립 주체를 살펴보면 신 구 장이 발 한 경우도 있고 슈퍼마켓

36) 한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채 민주노조 운동을 하던 1980년 반의 노동조합들의 소비

조합들도 정권의 노조자체에 한 탄합과 함께 쇠퇴하 다 (정원각,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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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통업계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심이 된 경우도 있다.이들은

1983년 창립총회를 하고 1987년 인가를 받은 소 항회에 회원으로도

참여했다. 로 소 (1984년 설립),서울 신길동의 도림소 (1986년

설립),과천소 (1988년 설립),의왕소 (1988년 설립)에 한 사례 연구

(김순환,1989;김명 ,1988)가 소개된 바 있다.이들은 1990년 반

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리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이미

연,2012b)

여섯째,1980년 말은 친환경농식품을 심사업으로 하는 생 을 포

함하여 재의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 운동의 표 사업모델이 등장하

여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이들 생 들은 다음 장에서 80년 말부

터 재까지의 생 에 해 살펴볼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성공의 차원

이들 소 들의 성공의 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홍동의 풀

무생 은 유율 면에서 매출액으로 살펴보면 한 개 매장이 지속되어온

수 이지만 지속성 면에서는 존하는 민간 소비자 동조합 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사회 향력 면에서는 국의 동조합운

동가들이 지속 으로 배우기 해 찾아가고 감을 받고 돌아오는 공간

으로 원주와 함께 한국 동조합운동의 성지와 같은 공간 의 하나이다.

구체 으로 매출액 면에서는 1983년 경 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가 취

물품을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한 생필품으로 확 하여 같

은 해에 재창립 할 정도로 성장보다는 재 조합원과 주민의 필요에 응

답하면서 상유지의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 왔다.하지만 지역에서의

다양한 동조합과 함께 마을 체를 하나의 동 으로 존재하게 하는

요한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독자 으로 존재하는 소비자 동조합으

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마을의 하나의 구성체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체

로서의 홍동마을은 한국 체의 동조합운동이 지역공동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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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존재하고 있다(김형미,2012b;홍동마을

사람들,2014).

두 번째로 1960∼70년 사이에 생겨났다가 단명한 소비조합들의 경우

에 지속성과 유율면에서 성공 이지 못했으나 민간에서 소비자 동조

합을 추진하고자 했던 시도로서 이후 실패의 경험이 축 되어 이후 소비

자 동조합 운동의 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컨 이

미연(2012b)은 이 시기 여성단체들이 심이되어 설립되었다가 단명한

소 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시행착오의 경험이 이후 소 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 번째로 신 의 구 장 경험의 경우도 한국 소 운동의 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먼 신 운동을 기반으로 1963년 설립된

동교육연구원은 신 조합원 소 에 심있는 사람들에게 소비자 동

조합에 해 알리고 교육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염찬희,

2012). 한 신 구 장 의 일부가 독립된 소비조합으로 발 하 고,

신 활동가들이 1980년 반 소비자 동조합 앙회 설립의 추 인

역할을 하 다(곽창렬,1989).

특히 신 구 장 사례로 자주 언 되는 산지역의 소비조합(이하

산소 )을 통해 성공의 차원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산

지역 소비조합은 사업량 측면에서 1977년 사업을 시작한 1981년 기 으

로 강원도 산지역 14개 지부에 신 이 설립되어 있었고 그 11개

의 신 이 소비조합 사업을 하고 있었다.그리고 1984년 기 으로 공

량은 조합당 평균 4천100만원이 연간 6회 하는 규모 다.그리고 지속

성 면에서는 약 10년간 탄 지역의 필요에 복무했다고 볼 수 있다.그리

고 가격 면에서 생필품을 도매에서 12% 마진의 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공 하 는데 이는 당시 인근지역 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다 (사회

개 원회,1987;김소남,2013,p388재인용).

한 산지역에서 소비조합의 사회 기여 면에서 김소남(2013)은 소

비조합을 포함한 동조합운동이 산노조의 민주화와 체 사회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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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수
(개)

조합원수
(명)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
(명)

출자
(천원)

조합당
평균
출자
(천원)

연매출액
(천원)

조합당
연평균
매출액
(천원)

145 271,093 1,870 2,338,669 16,129 23,966,360 165,285

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당시 산노조는 어용노조가 많은 편이

었는데 노동자들이 신용 동조합에 참여하면서 당시 원주의 동조합운

동 그룹이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한 소비조합이 추진되면서

산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부인과 가족들까지 임원 활동가가 되면서

교육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 났다고 한다. 동조합을 통해 선거 제도와

조직운 을 경험하며서 노조 임원의 간선제 제도에 해 문제의식이 생

겨났고 이를 통해 노조 임원 선거제도도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동조합 활동가들이 노조 선거에 나가면서 기존에 어용간부 외에 부

족했던 활동가 풀이 생겨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넷째로 이시기 노동조합들의 소비조합의 성공의 차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먼 사업량 측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가장 성기 던 기간이

라고 할 수 있는 1985년 기 으로 145개 포,271,093명의 조합원,239

억원 매출 정도로 성장 했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5;김순환,

1989,p28재인용).당시까지는 해방 이후 등장한 소비자 동조합들 에

서 가장 매출액 총액이 큰 소비자 동조합 섹터라고 할 수 있다.

표 5.노동조합의 소비조합 사업량 (1985년 기 )

출처: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5;김순환,1989,p28재인용

그리고 가격 수 면에서도 노조의 소비조합이 비교 낮은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 하고 있음을 측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1981년 한국노

총이 조사한 결과로 한국노총 산하 16개 산별 노조 산하 체 1696개 단

노조 2539개 지부 가운데 2055개 단 노조와 지부를 조사하여 837개

가 응답한 조사인데,이 45.4%인 380개 노조에 구 장이나 매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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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 92개(24.1%)가 노조소비조합이 운 하는 것이고,145개(38.1%)

는 회사가 운 하는 매 이며,67개(17.6%)가 개인이 운 하는 매 이다.

그런데 이 에서 노조소비조합이 운 하는 구 장이 취 하는 상품의 구

입처를 보면 공장과 직거래 비율이 64.0%로 신 이 운 (32.6%)하거나

회사가 운 (33.3%)하거나 개인이 운 하는 경우(18.2%)에 비해 훨씬 높

다았다. 한 마진없이 운 하는 매 의 비율도 53.9%로 신 운

(4.4%)회사운 (33.3%),개인운 (6.7%)에 비해 더 높았다.노동조합의

소비조합에서 운 하는 매장일수록 공장과 직거래로 낮은 마진으로 공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한국노총,1983;정원각 2012a재인

용).

사회 기여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소비조합 체에 한 평가를 체계

으로 담은 연구는 찾기 힘들지만,한국노총의 동사업부의 활동과

련해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경제 측면의 정 평가와 함께 사

회 측면에 비 평가를 찾을 수 있다. 컨 ,오항식(2000)은 상품

공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1980년 민주노

조를 탄압하는 정권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일하게 응하면서 정

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측면을 비 하고 있다(정원각,2012a재인

용).특히 민주화운동의 확장으로 민주노조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한국노

총 소비조합이 힘을 잃었다는 것도 민주주의에 한 향력 측면에서 아

이러니한 측면이기도 하다. 한 사업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동조합을

경험하는 조합원 수를 늘렸다는 에서 동조합운동의 화에 기여했

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노동조합에 따라서는 조합원이 개별 으

로 가입하지 않고 단체 가입하는 상황에서 동조합을 통한 민주주의 학

습이라는 측면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다섯째,1980년 공산품 심 포를 운 했던 지역기반 소비조합들

의 성공의 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사업량 측면에서 가장

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89년 기 으로 96개 포,166,627명의 조합원,

673억원 매출 정도로 성장 했었다(소비자 동조합 앙회,1990;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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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수
(개)

조합원수
(명)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
(명)

출자
(천원)

조합당
평균
출자
(천원)

연매출액
(천원)

조합당
연평균
매출액
(천원)

96 166,627 1,736 3,826,851 39,863 67,376,000 701,833

2012b,p246재인용).이는 조합 수 조합원 수에서는 노동조합의 소비

조합보다 작지만 매출액규모면에서 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가장 정 에

있을 때 보다 큰 규모이다.

표 6.지역기반 포형 소비자 동조합 사업량 (1989년 기 )

출처:소비자 동조합 앙회,1990;이미연,2012b,p246재인용

그리고 이들은 가격수 면에서 주변 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함으

로써 조합원들의 경제 이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는 사

례조사 연구 결과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소 의 경우 매입가격에 7

∼8%의 마진을 붙여서 인근 슈퍼보다 1∼2% 렴한 가격에 매하고

있었고(김명 ,1987,p63;이미연,2012b,p258),과천소 의 경우도 인근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농 슈퍼나 공무원연 매장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하고 있었다(박성용·황정선·송순 ,1990;이미연,2012b,p261).

반면에 사회 기여 측면에서 직 으로 이러한 공산품 심 지역기

반 소비조합들을 평가하고 있는 은 드물다. 외 인 부정 평가로서

소 들이 차별성 없는 상품을 낮은 가격에 매함으로써 인근 소상인

들에게 비 을 받았고,이로 인해 소비자 동조합 련 법제정이 늦어지

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비 이 활동가들 사이에 존재하기도 한다.

요컨 ,해방 이후부터 80년 말까지의 시기의 소비자 동조합 에

서 체 경제에서의 비 즉 사업량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소비조합과

공산품 심 지역기반 포형 소비조합이 짧은 기간이나마 성장하여 비

슷한 사업모델이 국 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산지역 소비조

합도 비교 긴 기간 동안 그룹을 이루어 지속되었다. 한 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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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사업 측면에서의 성과와 별개로 좀 더 다양한 평가가 내려

지고 있다.

3.성공요인별 분석

1)시장계약비용 요인

이시 소비조합들 특히,양 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성장을 경험했던 노

동조합의 소비조합과 지역기반 포형 소 들이 주로 취 했던 품목은

공산품 주의 생필품이었으며 품목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박성용 외

(1990)의 당시 노동조합과 지역기반 포형 소비조합 33개를 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소 에서 취 했던 품목은 90% 이상이 공산품이었

고,농산물의 비 은 매우 낮았고 설명하고 있다.이미연(2012b,p257)는

이들 지역기반 포형 소 의 경우 공산품은 리 이나 업소를 통

해 조달하 고 기업과 직 거래하는 것은 주변 상권과의 마찰 때문에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정원각(2012b)는 한국노총 소

비조합의 경우 기업과 직 거래도 다른 비슷한 성격 매장들 보다는 높

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농산물의 경우 지역 소 인 도림소 처럼 우시

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여 탁 도축하여 좋은 반응을 보 다는 사례(김

명 ,1987,p71;이미연,2012b,p258)도 있지만 체 으로 비 은 매

우 작았다.그리고 자체 개발 상품은 매우 미비했다.박성용 외(1990)은

단 소 이나 소 앙회 차원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공 하는 무 포형

소 과 달리 노조나 지역기반 포형 소 에서 자체개발 상품은 미미했

다고 말한다.

이들 공산품 주의 생필품 련하여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에 해 다소

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체 으로 심각했다

고 보기는 힘들다.1970년 는 아직 규모 유통업체가 등장하기 으로

여러 소규모 소매업자들이 생필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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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2012).즉 소매업자가 소비자에 해 독과 ,즉 사 시장지

배력을 국 으로 행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지역 으로 소매유통업체가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탄 지역과 농 지역은은 소매업자가 사 시장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역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었다.인구 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하여 도매처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소수의 소매 포만이

생필품을 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탄 매 의 경우 탄 업체와

유착 계에 있는 업자가 들어와서 높은 물가로 산노동자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 다 (김소남,2013).지역의 동조합운동의 지원 외에도 탄

지역의 신 구 장이 다른 신 구 장들보다 좀 더 오래 지속 될 수 있

었던 이유를 설명해 다.

한 지역기반 포형 소 으로 사례연구된 경우들도 살펴보면 비교

성공 으로 운 된 사례들은 설립 단계에서 소매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과천소 이나 의왕소 사례 연구는 이들 지

역이 아 트 단지가 상가지역과 다소 분리되어 있어서 소수의 형 유통

업체와 슈퍼마켓 등이 담합에 의해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싸게 형

성되어 있었다고 언 하고 있다(김순환,1989;이미연 2012b).그리고 서

울 신길동의 도림소 이나 의 서 소 사례연구의 경우 시장환경

에 한 분석은 없지만 독과 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목 으로 만들

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김명 ,1988;이미연 2012b).그리고 1960년

생겨나서 외 으로 단명하지 않고 20년간이나 지속된 서울여 소비조

합의 경우도 학이라는 소매업 련한 독 환경 속에서 그 강 을 발

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 소비자 동조합들은 이러한 시장계약비용요인에 응하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산신 의 소비조합은 이러한 사 시장지배

력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한 응 으로 생겨났다.그리고 지역

기반 포형 소 과 한국노총 소비조합들도 구매력을 집 하여 가격 상

에서 우 를 갖고자 하는 사업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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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소비자 동조합들이 구매력 결집을 통한 가격인하를 사업모델

로 하고 있었다는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컨

이미연(2012b)는 1970년 물가상승과 련된 외부 요인들을 이 시기 소

의 등장 배경 하나로 설명한다.이들은 1973년과 1979년의 오일쇼

크와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그리고 1974년 국제수지 개선을 한

환율인상 등으로 공산품가격이 증가했던 것이 소 설립의 경제 배경

이 되었다고 말한다.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압박은 모든 제조업자들

과 유통업체에 공통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소비자 동조합을 특별히

비슷한 규모의 다른 유통업체 보다 경쟁 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다.하지만 유통 명과 함께 형유통업체들이 등장하기 이던 이

시기에 소비자 동조합이 좀 더 일 규모를 키움으로써 약간의 강 을

가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게 시장지배력 측면에서의 강 은 설립단계에서는 요하

게 작용할 수 있지만,다른 유통업체도 소 을 따라서 이러한 가격체계

를 따라잡는 순간 생 을 지속 으로 성장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충분치

않게 된다.다른 시장계약비용요인 혹은 소비자참여 진요인 거버

스 비용 완화 요인 면에서 강 이 요해 지는 이유이다.실제 형유통

업체가 수직통합을 통해 등장하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자 품

질 면에서 차이가 없었던 포형 소 들이 순식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

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시기 정보비 칭 이슈도 차 요해지고 있었다.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원조경제에서 국가 인 경제개발계획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하

지만 1970년 까지는 여 히 물자가 부족한 공 주 경제 다가 1980년

부터 량생산· 량소비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박명희 외,2013)백욱

인 이 시기를 좀 더 특정하여 198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량소비체제

가 체 계층으로 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37).어 되었든 공 이

37)그 에는 1970년 량생산을 기축으로 하는 산업화 정책으로 량생산 체제가 갖추어 졌지

만 그것이 내수시장에서 산층을 넘어 계층으로 량소비체제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것

이다.장시간 임 노동에 입각한 당시의 경제구조에서 량생산된 상품은 노동자 가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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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상회하는 량생산· 량소비사회에서는 물질상품소비보다 비물질

상품 즉 서비스상품과 지식문화상품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

고,노동력 재생산 구조에서도 육체 재생산보다 정신 재생산이 차지

하는 상이 더 커진다(백욱인,2008)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비 칭문제의

요성은 더욱 커진다38).이 시기에 품목별로 정육 고기의 질 등과

련된 소비자 문제 등이 이슈로 등장한 것은 그 사례를 보여 다 (송보

경·김재옥,1981)

그러나 이시가 한국노총소 이나 지역기반 포소 들이 평균 으로

이러한 정보비 층 문제에 극 으로 응했다고 보기는 힘들다.오히

려 이러한 문제에 극 으로 응한 것은 1980년 말 차 증가하기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심의 지역생 들이다.기성 공산품의 가격을 구매

력 결집을 통해서 인하한다는 것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노조와 지역의

포형 소 이 1990년을 후하여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소

비자 동조합모델이 등장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요인을 잘 설

명해주는 부분이다.

비로 이어지지 못한 채 일부 산층 가계에 한정되어 있다가 198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량소비체계가 계층으로 되시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욱인,2008).

38)텔 비 ,냉장고,세탁기 등 표 인 가 내구소비재가 1980년 반에 리 보 되기 시

작하여 1980년 말에 이르면 보 률이 거의 90% 수 에 이르게 된다.특히 가계최종소비지

출 구성비를 살펴보면,내구재소비-오락과 정보용 기구,그리고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사기구 등으로 구성 -가 차지하는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다가 1987년 이후 1990년

반까지 10%를 넘나들다가 2000년 이후에 하락 안정화 되는 경향이 있다 (백욱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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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참여의 진 요인

먼 소비자 여도와 련하여 한국노총 소비조합,지역기반 포형

소 , 산지역 소비조합이 취 했던 품목들은 수 으로 다양했고 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 도 컸다.박성용 외(1990)가 33개 소 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으로 100평 규모의 포를 운 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도 있었는데 비교 큰 매장에 다양한 품목을

매하 다.이는 연 매 이나 사학연 매 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당

시 일반 인 소매유통업체들 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들 33개

소 포안의 매장을 직 으로만 채운 경우는 6개에 불과했고,19개

소 은 포 안에 일부 공간에 다른 유통업체나 공 업체를 입 시키는

방식으로 자제품과 같은 문제품도 함께 취 하 다39)(김동희,1990,

p104;이미연,2012b,p256).

그러나 소비자 여도와 련해서 상품 특성상 구매 빈도 가치 련

성을 살펴보면 이후 등장한 재의 친환경농식품 심의 지역생 보다

는 불리한 조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80년 소 의 취 품목은 생필

품으로서 구매 빈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의 비

이 90%이상이었기 때문에,매주 구매하는 농식품 심의 재의 지역생

보다는 구매빈도가 낮을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조합정체성 련한 요인으로 자발 가입과 독립성 면에서 한국노

총소비조합과 산지역 소비조합의 경우 약 을 가지고 있었다.먼 한

국노총 소비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별도로 가입 차 없이 노동조합 조합

원이나 신 의 조합원으로서 자동가입이 되는 형태인 경우가 있었다.정

39)이 게 임 해 업체들에게는 수수료나 임 료를 받고 있었으며,업체들로만 입 시킨 경우

도 8개나 되었다.1989년 당시 공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과천 소 의 경우를 로 들면 200평

포가 직 부와 직 부로 나뉘어져 있고 직 부는 공 액의 1/3수 이었다. 직 부는 입

업체가 직원을 견하되 조합이 창고 매장제공,결제업무를 해주고 3%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 다(김동희,1990,p104;이미연,2012b,p25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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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2012)을 보면 이들 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노동조합의 여러 사업

하나의 부 사업으로서 노동조합의 간부가 소비조합임원을 겸하면서

별도의 가입 차 없이 공동구매나 구 장운 을 책임지는 정도 는지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와 가입 차를 가지고 있는지 노동조합별로 달랐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조합원들이 가입의사를 자발 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조합의 목 과 취지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그러한 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 참여를 진하는 하나의

수단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신 과 노동조합이라는 이미 존재

하는 회원들의 조직의 부 사업으로서 진행되어 기존 조직의 회원이면

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 이 가지는 한계 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독립성 면에서 한국노총 소비조합의 한계로도 이어진다.소비조

합이 의사결정을 모기 에 상당부분 의존하기 때문이다.특히 한국노총

소비조합 연합조직의 임원을 단 노동조합 상 노동조합에서 겸

임하게 될 경우 이는 소비조합 운 자체를 소수의 임원이 결정하는 구

조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는 조합원들이 소비조합에 참여할 다양한 통

로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조합 자체의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물론 모 법인의 임원들 자체가 회원들의 표성을 가짐으로 이러

한 체계도 그 나름의 민주성을 갖는다.하지만 활동가 참여의 통로가

어드는 것이다.더군다나 당시의 한국노총은 자체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도 간선제로 한 기간이 있었는데,한국노총 그 자체 조직의 민주성과

련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참여 통로는 더욱 작았

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산지역 소 의 경우 독립성 면에서는 약 이 있었지만 한국노총 소

보다는 조 나은 상황에 있었다. 산소 의 경우 신 들의 부 사업

으로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소비조합 활동가를 양성하고 회의

체계를 갖도록 노력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김소남,2013).특히

남성 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동조합이나 신 과 달리 가족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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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녀자들이 소비조합에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참여를 진하는 역

할을 한 측면이 있었다.

책임과 험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노총 소비조합, 산

지역 소비조합,지역기반 포형 소 모두 약 을 가지고 있었다.먼

한국노총 소비조합과 산지역 소비조합 모두 임 료 등 상당부분을 조

합원이 아닌 정부정책 자 (한국노총 소비조합)이나 가톨릭교회 지원

( 산지역 소비조합)등에 의존하고 있었다.지역기반 포형 소 의 경

우도 소비자들이 출자를 하기는 했지만 자 조성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로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특정인의 자 에 출자 을

크게 의존하거나 외부 차입의 비 이 높았다.곽창렬(1999)은 이러한 측

면 때문에 소비자 동조합이 특정 개인의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리게 되어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 하고 있다(곽창렬,1999;이미연,2012b).

이 외에도 소비자참여 진면에서 한국노총 소 과 지역기반 포형 소

의 약 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한국노총 소비조합의 경우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시나 감독이 잘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 다.이 가운데 상층부에서 리베이트와 같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 이 있다(오항식,2000).그리고 지역기반 포형 소 의

경우도 이후에 등장하는 친환경농산물 심 지역생 과 비교하여 소비자

참여의 공간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조사자료가 있다.박성용 외(1990)의

조사에서 소 이용 상자를 포형 소 을 무 포형 소 과 비교하여 참

여경험을 조사하고 있는데 포형 소 에서는 소 활동에 극 으로 참

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해서 ‘심을 가질만한 활동 무’와 ‘구 활동

이외의 조합왈동 부족’이라는 응답의 이 ‘소 활동의 비주 운 ’,‘소

활동의 심부족’‘소 활동에 참여할 시간 여유 부족’과 같은 개인

이유에 한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이는 그 반 의 경향을

보인 친환경농식품 심의 지역생 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여주는 지

이다. 한 포형 소 의 경우 교육 훈련 면에서 조합마다 천차 만별이

었지만 조직강화에 쏟을 여력이 없을 만큼 경 을 유지하기에도 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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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연,2012b).

3)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

거래 계의 동질성 면에서 산지역 소비조합과 한국노총 소비조합의

경우 지역기반 포형 소 이나 이시기 단명한 다른 동조합들에 비해

다소의 강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지역 소비조합의 경우 이미 신

활동을 통해 공동유 (commonband)로 묶여 있는 경우 고,조합원 모

두 산지역 노동자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생활상의 필요나 문화 인 면

에서 공통된 이 많았다. 한 한국노총소 의 경우도 산지역 소비조

합 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직장 계층에 속한 노동자가족들로서 비슷한

생활수 과 생활상의 필요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에 반해

지역기반 포형 소 의 조합원들이나 이시기 단명한 다른 지역기반 소

의 경우 소득수 라이 사이클의 단계 등에서 편차가 더 크고 그

에 따라 필요도 다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리고 1960년 생겨나서

외 으로 단명하지 않고 20년간이나 지속된 서울여 소비조합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학교구성원으로서 더욱더 동질성이 강한 집단이고 필요한 품

목이나 거래의 방식도 다른 소비자 동조합보다 단순한 조합으로 일

수 있었다는 것이 거버 스 비용을 완하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연합회를 통한 운 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는 산지역 소비조합과 한

국노총 소비조합 모두 지역기반 포형 소 이나 이시기 단명한 다른

동조합들에 비해 상당한 강 이 있었다. 산지역 소비조합은 처음부터

원주지역의 동조합운동 심 활동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원

주교구의 ‘사회개발 원회’의 지원 속에서 산지역 신 구 장의 연합

사업의 형태로 시작하 다.사회개발개 의 사 기획과 운동을 통해

비되었고 시작단계부터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지속 으로 마

련하 다.물론 사업 인 측면에서는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수 이었지만

교육 인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이 함께 기획되었다(김소남,2013).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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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신 의 구 장들이 경 이 부실해져서 패쇄하는 조합이 속출하는

가운데 외 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다.

한국노총의 경우 1981년부터 한국노총 동사업본부를 두어 지원업무를

시작하 고 지역별로 교육만이 아니라 사업측면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졌

다. 동사업본부는 본부장과 실무자를 배치하여 교육 심의 활동이기

는 하지만 노총소속 소비조합들의 신규설립과 운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 다. 한 1983년에는 경인지역의 동조합 의회가 만들어졌다.특히

경인지역에서는 교육면에서의 력만이 아니라 유통센터를 개설하여 사

업연합의 역할도 수행하 다.다만 1987년 한국노총 자체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지원업무도 흐지부지 되었고 한국노총 소비조합은 속도로 쇠락

하게 된다.

지역기반 포형 소 의 경우 소비자 동조합 앙회에 속해 있기는 했

지만 교육 정부 제도개선 사업면에서의 력에 집 되어 있었고 사

업 측면에서 사업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은 1990년 후반에 들어서

다.그 에 앙회 사업부에서 배송과 포장 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

만(정은미,2012)지역기반 공산품 심 포형 소 보다는 당시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던 친환경농산물 심의 지역생 의 사업인 경우 던 것으

로 보인다.즉 지역기반 공산품 심 포형 소 의 경우 사업 측면에

서는 한국노총소비조합들에 비해 각개 투를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물

론 1960∼70년 생겨났다가 단명한 소비자 동조합들은 연합조직을 통

한 운 효율화은와 계없이 개별 생존을 해 분투하고 있었다.

4.소결

해방 이후부터 80년 말까지의 시기의 소비자 동조합 에서 체

경제에서의 비 즉 사업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소비조합,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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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지역기반 포형 소비조합, 산지역의 소비조합이 짧은 기간이나마

수 으로 성장하여 비슷한 사업모델이 었던 경우이다.그 외의 소

비조합 한 사회 기여 측면에서는 리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오랜기

간 지속되면서 향을 마을공동체안의 소 이 풀무생 과 기타 다른

단명한 소 들에 해서도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업 측면에서 확장성을 가졌던 세개 그룹의 동조합의 경우 성

공요인 시장계약비용요인과 련해서는 독과 즉 시장지배력 련

시장실패가 있었던 경우에 그에 응하면서 생겨난 경우이며,정보비

칭과 련된 시장의 문제에 하여 충분히 응하지 못하면서 역사 속에

서 새로운 지역생 들에 길을 내어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시장계약비용요인과 련하여 시장지배력 측면에서의 강

은 설립단계에서는 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다른 유통업체도 소 을

따라서 이러한 가격체계를 따라잡는 순간 생 을 지속 으로 성장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충분치 않게 된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소비자참여 진요인 측면,그 에서도 동조합 정체성 련한

요인 면에서는 약 을 가지고 있었고,특히 한국노총 소비조합의 경우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비리라는 결정 문

제도 발생하 다.

거버 스비용 완화요인과 련해서는 한국노총소비조합이 거래 계의

동질성 면과 특히 연합회를 통한 운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강

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비조합의 사례가 극단 으로 보여주듯이 양 성장

과 속한 추락은 거버 스비용 완화요인에서 강 이 아무리 크더라도

소비자참여 진요인에서 약 이 클 경우 일정 수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

려우며 시장계약비용요인에서 강 이 사라지는 순간 아주 쉽게 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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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80년 말부터 재까지의 소비자 동조합

1.개

1980년 말을 지나며 공산품 심의 소비자 동조합이 쇠퇴하고,생활

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친환경농식품 심의 소비자 동조합이 한국

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1986년 원주의 농민운동가

들이 서울의 제기동에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한 한살림농산을 소비자

동조합 방식으로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비슷한 모델을 가진 소비자

동조합들 생겨나기 시작하 다.

유기농산물 직거래 심의 소비자 동조합을 추진한 기 주체들은 기

존의 시회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많았다.정은미(2006)는 이러한 생활

동조합을 추진한 기 주체들에 따라서 크게 네 그룹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신 운동을 배경으로 한 그룹이다.신 의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 신 과 도시신 사이의 직거래를 하다가 소비자 동조합으로 독립한

경우로 1985년 설립된 안양의 바른생 이 그 이다.둘째는 농민운동가

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한 경우이다.원주지역의 농민운동 활동가가 1986

년 12월에 서울의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이라는 포를 열면서 본격화된

한살림을 그 표 인 사례이다.셋째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모체로 하는

경우이다.1987년 여성민우회가 여성운동의 화를 지향하며 설립한

여성민우회 생 이 그 이다.그리고 넷째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

을 하던 활동가들이 심이 된 경우이다.1988년,1992년 선거에서 실패

하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감하고 생 을 조직한 경우 1993년 설

립된 부천의 한우리생 을 그 로 들고 있다40).

40)물론 생 설립 주체들의 사회운동 배경을 이 게 도식화하는 것은 인 인 측면이 있다.

외냐하면 한살림운동만 해도 원주지역의 농민운동만이 아니라 원주지역의 신 운동,정당운동

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으며 한 핵심주체들은 서울지역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지역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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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은미(2006)

그림 5.지역생 의 기 주체의 성격 4 연합회 수렴 과정

이들 생 들은 사상 으로는 기 주체에 따라 약간의 강조 의 차이

는 있었지만,기본 으로 ‘농민의 생활을 책임지고,소비자에게 안 한

먹거리를 공 하고,환경을 보호한다’는 가치를 핵심에 두고 있었다.이

는 한살림의 ‘생명살림 밥상살림’이라는 모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980년 말 한국에서 형식 민주화와 함께 시작된 신사회운동의 흐름

간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김소남,2013).하지만 이러한 도식화가 주는 명료함도 주체들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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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소비자,환경,농민,여성,지역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사회운동의

의제로 두되는 가운데 생 은 생활에 기반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해되었다.

이들 생 들은 1980년 말부터 격히 증가하 지만 1990년 말 많

은 수의 생 들이 경 어려움에 착하 다.정은미 (2006;2012)는

그 어려움의 이유로서 작은 지역생 이 농산물의 매입에서 배송까지

부 담당하는 데서 오는 규모의 불경제와 이러한 경 어려움으로 인해

유통사업 이외의 조직사업에 념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인해 오는 악순

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 어려움에 응하면서 생 사업연합체가 등장했

다.먼 1997년 바른생 ,주민생 ,석왕사생 ,부천 YMCA 생 등

수도권지역의 비교 경 이 안정 인 단체 생 들이 모여 ‘수도권사업

연합’( 재 두 생 연합회)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생 앙회41)의 물

류사업부를 인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등장하 다.다음으로 비교 소규

모의 지역생 들이 모여서 ‘21세기생 연 ’( 재의 아이쿱생 그룹)라는

이름으로 사업연합을 구성하 다(정은미,2012).그리고 독자 으로 규모

가 컸던 한살림서울이 물류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한살림들과 함께 2003

년 사업연합을 구성하면서 ‘한살림사업연합회’( 한살림생 연합회)가

등장하 다.그리고 ‘여성민우회생 연합회’( 행복 심생 연합회)도

사업연합체 형태로 모이게 된다. 재 이들 4개의 생 연합회는 상호 경

쟁 력하면서 발 하고 있다.

생 연합회별 사업 조직 황은 아래 표와 같다.2013년 기 으로

생 의 규모가 커지면 분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아이쿱의 경우 가장

많은 77개의 생 이 있고,비교 큰 생 이 권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한

살림의 경우 생 의 규모가 커서 국 으로는 21개가 있다.특히 조합

41)1983년 구성된 소 앙회가 1990년 생 앙회로 명칭을 변경하 다.생 앙회 물류사업부

는 그 에 물품의 포장과 배송사업 심으로 물류 통합을 시도했으나 농산물구입까지 미치지

못하고 일부 품목에 머물러서 크게 비용 감의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은미 2012,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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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인 당 월 평균 매출액을 보면 아이쿱이 101,000원으로 6만여원에 그

치고 있는 다른 생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 아이쿱

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합비 제도(조합원들이 회원생 운 비를 고정액

으로 지불하고 농산물 자체를 연합회 매가 원가로 매하는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만을 따로 계산해 보면 조합원 1인 당 27만원으로

더 높아 진다.

표 7.생 연합회별 사업 조직 황 (2013년 기 )

　 합계 아이쿱 한살림 두 행복 심

조합수 (개) 143 77 21 28 11

매출액 (백만원) 850,001 427,000 304,452 101,649 16,900

조합원수 (명) 934,092
351,522
(156,666) 410,211 142,359 30,000

조합별 년평균매출
(백만원)

5,944 5,545 14,498 3,630 1,536

조합원별 월평균매출
(천원)

76
101
(277)

62 60 47

자료출처:박주희 외(2014)

*아이쿱의 ( 호)는 조합비조합원

2.성공의 차원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면에서 이들 생 들은 역 어떤 생필품구매조

합보다 높은 시장 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먼 매출액을 보면 4 생

연합회에 속한 140여개의 지역조합들이 합쳐서 2010년 기 으로 5천

952억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한국 식품 시장규모 120조원의 0.5%

정도이지만,4조원으로 추정되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으로 보면 15% 정도

를 차지한다.그리고 조합원 수는 51만 2,436세 로 국 1,692만(2009년

기 )세 약 3%가 가입되어 있다(정은미,2012,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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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다.4 연합회 체계자

자리잡은 이후 생 의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해 왔다.특히 2001년도부

터 성장률을 살펴보면 생 은 성장률이 10%를 넘지 않은 해가 없었으

며,2010년에 들어서는 30∼4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은미 외,

2011).구체 으로 조합 수는 2013년 총 143개로 이것은 2012년 137개에

비하여 5% 증가한 것이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민우회생협 12 16 22 30 49 57 66 67 75 86 114 154 200 

두레생협 21 33 43 61 103 136 185 204 225 252 298 416 474 

iCOOP생협 15 29 53 83 165 287 494 601 760 942 1,302 2,053 2,600 

한살림 117 151 185 272 378 495 702 809 936 1,090 1,326 1,594 1,900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출처:정은미외 (2011);한국 동조합연구소(2012)

그림 6.4개 주요 생 연합회의 공 고 증감 추이 (단 :억원)

이러한 성장은 2000년 반까지 한살림이 주도하 고 그 이후 부터

는 아이쿱생 의 성장률이 더 커지면서 아이쿱생 이 체 생 의 성장

을 주도하고 있다(정은미 외,2011;한국 동조합연구소,2012;한국 동

조합연구소,2015).

사회 기여 면에서도 여러 연구자이 생 의 가치를 인정해 왔다.특

히 이들 생 들은 70-80년 소비자 동조합에 비하여 시작단계부터 사

회운동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 으로 그 사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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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표 으로 장원석(2009)은 친환경농식

품 심의 생 의 성과를 소비자측면,생산자측면,유통측면,그리고 사회

기능과 시민운동차원의 성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생 이 유통경

로의 단축을 이루고 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 해 왔으며,시장가격에

한 견제기능 내지는 가격선도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친

환경농산물의 소비확 에 기여하고,친환경 생활양식을 확 해 왔다고

평가한다.

생 이 소비자가격을 낮추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측정하

고자한 노력도 있다.조완형(2005)농산물의 유통단계별 가격비율을 조

사하여 소비자가격에서 농민수취가격을 뺀 평균 마진율을 계산한바 있

다.이 조사 조사에서 일반소매유통의 경우 56%인데 반해 한살림사업연

합과 한국생 연 ( 아이쿱생 )의 경우 30% 다. 한 김호(2007)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가격 수 을 조사하 다.조사 상 17개 품목의 평

균 가격수 을 일반 문매장보다 생 의 평균가격이 약 21.0% 낮았다

(장원석·이지은,2009,p191).그리고 김기태·박주희·김연민(2014)에서도

2013년 기 으로 5개 품목을 비교하 는데 생 의 농산물이 도매시장 농

산물에 비해 생 의 농산물이 농가수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성도 낮았다.

생 은 유기농산물 시장을 확 해 왔다는 역할에 한 평가도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던 상품을 동조합을 통해 유통하고 우호 인 소

비자들을 형성하며 시장 자체를 키워왔다는 것이다.2000년∼2010년 사

이 유기농산물 생산은 60배 증가하 는데(농 진흥청,2010),유기농시장

이 성립되기 이 부터 존재했던 생 이 시장을 확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는 종종 들을 수 있다.

한 민주주의의 기여에 한 평가도 있다.장원석·이지은(2009)는 공

동체의 가치를 확 하고,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며,다소나마 사회 체의

분배를 개선하며,인간소외 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박

주원(2007)은 생 이 “근 의제 정치공간,의회와 정당 심의 정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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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행 를 넘어서 자립 이고 자치 인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치공간

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다.생 운동, 안교육운동,생산공동체운동을

1970~80년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환이 아닌 ‘생할양식의

변화와 재구성’을 목 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운동이라고 말한다.그

는 표자를 선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변하고자 하는 사회 의제가 지

속 으로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일상 정치공간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장미경(2002)은 생활 동조합을 ‘생활정치’의 실천공간으로 보

고 ‘주민들이 직 자신과 가정,지역문제에 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민주 인 정치를 실천하는 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하승우(2009)는 생 연합회리더들의 남성 심성을 비 하기도 했

다.하지만 이후 김아 외(2014;2013)의 연구에서 보듯이 지역생 만이

아니라 연합회 차원에서도 과거에 비해 여성리더의 비 이 많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생 운동의 사회 성과로서 ‘조합원 정서의 함양,’‘정책에 한 효능

감,’‘조합원 삶의 변화,’‘생산자의 경제 삶 개선,’‘평 향상,’‘시 물

품 사양 향상,’‘지역사회 투자자’라는 구체화된 키워드를 찾을 수 있기

도 하다.신창섭·박창길(2013)은 생 이 성장하는 동안 창출한 사회 성

과에 해서 연구에서,생 의 이해 계자의 생 에 한 바람(원인)이

조직의 략과 정책에 반 (운 과정)되어 생 의 사회 성과(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을 참여 찰을 통해 수집한 질 자료의 분석을 통해 와

같은 키워드를 도출하 다.

생 연합회들도 각자가 창출하는 사회 가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

정하여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박주희 외(2014)는 4 생 연합회에

의 연차보고서 분석을 통해 생 들이 창출한 사회 지표를 조사하 는데

컨 아이쿱은 공정무역거래액,이산화탄소 배출량,재단을 통한 소외

계층의료지원,생활지원,장학 지원 시민사회단체 지원 액,사회 기

업 지원액,문화행사 지출액,수매선수 액 등의 지표를 활용하 다.

한 한살림도 국산사료자 운동을 통해 수입곡물사료 감축량,병재사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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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가까운먹을거리운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액,한살림햇빛발 동조합의 사업성과,각종 기 ,생산자에게 지 하

는 생산안정기 ,생산재해지원액 등을 지료로 활용하 다.

요컨 ,1980년 후반부터 등장한 친환경농식품 심의 지역 생활

동조합들은 사업측면에서 지속 으롯 성장하고 있으며,사회 기여 측

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있

으며,생 들 자체 으로도 그러한 성과를 정량화하려는 소통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이러한 성장은 2000년 반까지 한살림생 이 선두에서

리드하 다면 최근에는 아이쿱생 이 더 가 른 성장을 하고 있다.

3.성공요인별 분석

1)시장계약비용요인

1980-90년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자에게 공 자의 시장지배력은

요한 이슈가 아니었다.공 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기는커녕,친환경유기농

산물을 공 하려는 공 자가 지속 으로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

문이다.당시 생태이슈에 한 심의 증가와 행농법에서의 농약 독

등이 이슈가 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 유기농법으로 환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증가하 지만,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없는 구조 기 때문에 농민들은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힘들었다.공

자가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기는커녕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도 못했던 것

이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심의 생 이 등장하게 된 것은 시장지배력보다는

정보비 칭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즉 농민들 사이에서도 유기농업

에 한 심이 증가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기농산물 소비에 한 수

요가 생겨나고 있었지만,소비자들은 그 농산물이 정말 유기농산물인지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반 농산물보다 샌산 비용이 높은 유기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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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지 않았다.즉 생산과정에 한 정보를 소

비자에게 신뢰를 가지고 소통되지 않는 상황에서,생 이 이러한 정보비

칭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장종익(2012)은 친환경농산물 거래의 특성상 정보비 칭문제가 발생하

는데 생 이 이러한 문제에 한 주식회사에 비하여 강 을 가진 소유형

태라고 설명하고 있다.친환경농식품은 '신뢰재(credencegood)'의 특성

을 가지고 있다.즉,품질 차이를 구매 당시 육안으로 확인 어렵고,이후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하기 힘들다.장종익은 이러한 속성을 지닌 친환경

농식품이 ‘비인격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이윤극

화를 목 으로 하는 생산자 유통업체는 품질을 속일 유인이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이익이 속임수가 발각될 확률과 범직 랜드손실

을 넘어설 경우 특히 그 다는 것이다.하지만 생 의 소유자는 소비자

이기 때문에 생 은 이윤 극 화 목 보다는 친환경 농식품의 안정 인

공 을 목정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일 유인이 더 다는

것이다. 한 비인격 인 거래가 아니라 소비자 표를 구성하여 생산자

와 가공업체를 직 방문하는 방식으로 신뢰 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장종익,2012).

정보비 칭 문제를 극복하는 신뢰구축의 모델을 처음 구축한 것은 도

농 직거래 모델을 도입한 한살림이었다.소비자들이 직 생산지를 방문

하고 보게 하고 그에 기반하여 생산비에 한 정보를 보고 그에 기반하

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을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특히 창기에

일본 생 의 사업모델이 향을 많이 주었다.기본 으로 소비자와 생산

자가 합의한다는 결정이지만 농민의 생산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추가이윤을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모델은 다른 생 들에서도 채택하면서 생 이 퍼져

갔다.1980년 후반 기존에 공산품을 주로 취 하던 소비자 동조합

의 일부도 친환경농산물 심의 생활 동조합 사업모델로 환하는 경우

도 있었다.한살림이 소비자 동조합 모델이 등장한 이후 약 10여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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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모델의 동조합이 다수 등장한 것이다.앞의 개요에서도 설명했

듯이 이러한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운동 배경과 동기

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의식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운동의 확산은

이루어지기 힘들었들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활동가들이 의시 으로 포

착한 시장의 문제는 정보의 계와 련된 것이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시

장의 문제를 동조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0년에 유기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정보비 칭문제는 일정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사실 유기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 마련을 해서 생 진 은 극 인

활동을 진행하 다.인증제도 도입과 련된 원회에 소비자 원으로

참여하고 캠페인 등을 동해 필요성을 알렸다.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의 도입은 생 의 주식회사에 한 상 강 은 어든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실제 이후 형 유통업체나 식품업체에서 유기농식품사업

을 으로 추진하 다.이와 련하여 조완형(2006)은 친환경·유기농

식품이 ‘ 하나의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1997년 IMF구제 융선포 이후 어려움을 겪던

많은 생 들이 도산하거나 통폐합 되어 정리되고 4 연합회 심으로

생 이 재편되던 시기와 일부 겹친다.이는 정보비 칭 측면에서 주식회

사에 비해 소비자 동조합이 가진 강 을 통해서 등장할 수 있었던 소비

자 동조합이 이러한 시장실패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등장과

함께 어려움을 겪게 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하지만 생 들이 어

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인증제도의 도입 이 부터 발생한 것이기에 이

문제만을 원인이라고 보기는 함들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 히 경쟁력을 가

지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한 생 연합회들은 여 히 소비자신뢰에

있어서 주식회사보다 신뢰 측면에서 우 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

화한 경우 다.정부의 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자체 인 인증수 을 강

화하 다.구체 으로 소속 기 들이 정부인증 탁기 으로 선정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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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증과정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좀더 강화된 자체 인증과정을 도입하

다. 한 생 별로 “생명,”"윤리 소비,"“공정무역”과 같은 가치를

확 해 갔다.아이쿱생 의 경우 농민과의 력이 요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수 을 만족시키겠다는 우선

순 를 면에 내세우면서 소비자 신뢰를 얻고자 하기도 하 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보비 칭 측면에서 시장계약

비용면에서 장 의 우 가 어든 상황에서도 생 이 지속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참여 진요인과 거버 스비용면에서 더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소비자참여의 진 요인

식품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역사 으로 소득수

의 향상과 함께 어들었지만,소비자 여도는 어들었다고 할 수 없

을 것 같다.식품비는 여 히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 가장 비 이 높

은 품목 의 하나고,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품의 품

질에 한 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특히 무엇보다도 다른 생필품보다

구매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지속 으로 공 자와 상호작용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표7에서 생 연합회 체 가구별 월평균 구매

액을 보면 7만6천원 정도이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이쿱생 이 월등

하게 높은데,조합비제도는 구매집 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여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매집 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참여를 진하는데 있어서 아이쿱생

은 조합비제도의 통해 앞서간 측면이 있다.조합비제도란 단 생 의

운 경비(단 생 인건비 활동비)를 조합원이 분담하되,연합회에서

들여오는 농식품은 물류비만을 합쳐서 원가로 사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조합원당 구매액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특히 이 제도는 조직의 분

화와 사업 집 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 는데,지역생 에서 조합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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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운 하게 함으로써 조합원 확충과 지역생 운 의 책임성을 높이

게 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즉 뒤에 나오겠지만 연합회가 사

업효율화를 해서 사업을 집 하게 되더라도 조직면에서 소비자들의 뿔

뿌리 참여를 약화시키지 않는 신 측면이 있었다 (신성식,2011).‘사

업은 규모를 크게 할수록 조합원이 편익이 증 하지만 일정한 범 ,즉

조합원의 자치와 리능력을 넘는 규모로 까지 확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는 생각에서 사업은 통합하여 효율을 높이나 조직은 조합원의

참가와 자치를 실 할 수 있는 한 규모로 분화하는 조직 략인 것이

다. 한 이와 함께 물류를 통합하더라도 제품의 취 여부의 결정은 단

조합에서 하게 함으로써 물품논쟁이 과도화 되지 않도록 하 다 (정은

미 외,2011)

조직의 분화와 사업의 집 과 련하여 장종익(2012)은 조직의 분화를

통한 권한과 책임의 제고,사업조직과 운동조직의 분리,다양한 목 조

직의 분리 등이 동조합 기업의 단 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 자에

한 통제력 미흡,경 자의 경 성과에 한 평가 체제의 취약성으로 인

한 도덕 해이의 가능성에 체하기 한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한다.

조직이 분화되면서 성과 평가가 용이하고 경 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이는 소비자조합원 참여만이 아니라 뒤의 연합회조직을 통한 거

버 스 비용과 련하여서도 다시한번 살펴볼 것이다.

한 품질만이 아니라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면에서도 친환경농식품

은 가치 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친환경농식품은 단지 건강에 좋다

다는 소비자 개인에 한 가치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을 유지

한다는 사회 가치로서 의미가 부여되어 왔기 때문이다.가치 련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참여를 진할 수 있다는 에서 생 들이 상품이 가진

품질만이 아니라 가치 련성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생산하고 소통

하고자 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기 성장을 주도했던 한살림은 생 상품의 가치에 하여 가장 명료

하게 소통하고 핵심 메시지로 삼았다.‘생명사상’은 식생활의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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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역으로 확 하 다.이후 여성민우회 생 도 지역자치와 여성

의 생활정치로서 식생활의 실천이 가지는 가치를 강조했다.이후 재

성장을 주도 하고 있는 아이쿱 생 도 공정무역과 윤리 소비라는 사회

가치를 면에 내세우고 있다42).

소비자참여의 진요인으로서 동조합의 정체성면에서 재의 생 들

은 과거 소 보다 기본 인 동조합 원칙에 충실했고,그 내용을 심화

해 왔다.박주희 외(2014)는생 연합회들의 총회자료집 연차보고서를

비교하면서 생 의 민주 운 과 교육·훈련·정보제공이라는 원칙 측면

에서 비교하 다.그 내용을 보면 생 은 활발한 자치활동을 벌이고 있

는데 이 마을모임,소모임, 원회와 같이 매월 는 격월로 정기 으

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참여

활동에 한 자료를 집계·발간하는 세 개 연합회 소속 생 에서 총 2만5

천명이 정기 인 모임에 참여했고,이는 해당 생 조합원수의 3.42%에

해당한다.생 별로 참여자수의 집계기 이 다를 수 있고,집계되지 않은

자치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43)연합회간 비교 자료로서는 부족하지

만 생 체의 경향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표 8.연합회별로 개별 지표에 따른 조합원 참여활동

(단 :개,명)

42)김상희 ·허창덕(2014)는 생 들이 핵심가치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생 의 임 변화라

는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하 다.

43) 를 들어 마을모임 참석자 수를 집계할 때 출석률을 어떻게 반 할지 여부 등은 각 생 연합

회의 연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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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합계 아이쿱
 한살림 두

마을모임

1,486개 1,073개 340개 73개

15,348명 5,956명 8,855명 537명

소모임

1,139개 768개 277개 94개

8,886명 4,222명 4,020명 644명

원회

499개 308개 105개 86개

2,254명 1,118명
 679명 457명

합계
(조합원 비
비율)

26,488명 11,296명 13,554명 1,638명

　(2.8%) (3.77%) (3.91%) (1.29%)　

출처:박주희 외(2014)

1)아이쿱의자료는2012년보고서를참고하여계산하 고나머지연합회는2013년총회자료집

을참고하 음

2)아이쿱 원회 참석자수는 조합당 평균 4명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역계산하 음

3)행복 심은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서 포함하지 않았음

생 연합회 에서 아이쿱과 한살림은 연합회와 회원생 의 조합원 교

육 참여도 집계하고 있다.박주희 외(2014)의 조사에서 회원생 의 자체

추산 교육 참여 황을 보면 먼 아이쿱의 경우 체 7,038회 교육이

있었으며 체 114.324명의 조합원 참여했다고 집계하고 있다.이는 체

아이쿱 조합원 수의 비율로 살펴보면 32.5%에 해당한다.다음으로 한살

림은 810회의 교육이 있었으며 14.075명이 참여하 으며 이를 체 아이

쿱 조합원 수의 비율로 계산해보면 3.4%에 해당한다.행복 심 연합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19회 550명이었다(박주희 외,2014).

한 교육과 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조합비제도는 험과 책임을 공

정하게 분산한다는 의미도 있고,조직과 사업의 분리는 사업을 효율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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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도 있지만,사실 더 요한 부분은 조합비의 2%를 무조건 으

로 교육사업에 지출하게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교육,홍보,정보제공 사

업을 사업 이익이 있을 때 선택 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

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만든 것이다.이는 교육사업에 한 지출을 안정

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생 의 자본 조성에 참여하는 것도 소비자의 여도를 높

이는 방법이다.조합원 채권도 그 하나이다.아이쿱생 은 2001년 물류

센터가 소되는 화재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조합원채권 제도를 도입

하게 되었다.당시 연 매출이 53억원 정도이던 상황에서 화재로 1억 7천

만원의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기 해서 조합원

채권제도를 도입했다.이때 목표 액을 훨씬 뛰어 넘는 조합원 참여가

있었다(신창섭·박창길,2013).아이쿱생 사업연합회는 조합원 채권을 통

해 성공 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사업매출을 증진해서 채권을 약속된 시

기에 상환함으로써 조합원 신뢰를 높 을 뿐만 아니라 (장종익,2012)조

합원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이후 생 의 자본조달이 필

요할 때 은행으로 부터의 출보다는 한시 조합원 차입을 통해 해결하

는 통이 자리잡게 되었다(신창섭·박창길,2013) 한 서진선·최우석·박

상선(2013)는 조합원채권사용이 조합이용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 두 생 등 다른 생 에서도 이러한 조

합원 채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

이해 계의 동질성면에서 생필품 소비자의 특징은 과거보다 크게 다르

지 않다.장바구니에 넣는 소비자의 생필품 품목은 여 히 비슷할 수 있

다.오히려 과거 한국노총 소비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소득수 면에서 더

스펙트럼이 넓은 소비자층을 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들 생 들이 이해 계 갈등과 련하여 취해왔던 략은 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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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면에서 사상 지향에 한 공감 를 확 하는 것이었다.생명사상,

민주주의,윤리 소비,공동체성에 한 교육 등이 그러한 내용이다.

한 아이쿱생 을 사례로 한 연구인 신창섭·박창길(2013)는 경 진들은

이해 계의 갈등의 조 이 거버 스에서 가장 요한 측면 하나이며

이러한 체 인 측면을 조율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요시 하고 있

다 것을 보여 다.이 연구는 생 을 구성하는 이해 계자들-소비자조합

원,생잔자,직원,경 진들-의 생 에 한 기 에 한 질 연구 결과

를 소개한다.이때 경 진들의 조합원의 역할에 한 핵심 기 로 “

체 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 계를 조정할 수 있는 활동가 그룹”이 되는

것을 들고 있다.생 과 련된 각각의 구성원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 다툴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활동가 그룹을 만드는 것의 핵심”아

이쿱생 그룹 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활동가그룹이 양성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신창섭·박창길,2013,p12-13)

생 들은 한 연합회의 체계를 차 고도화했다.먼 사업

에서도 물류와 련된 통합이 제일 먼 이루어졌다.물류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노력은 수도권사업연합에서 제일 먼 이루어졌

고 이후 아이쿱생 등이 뒤따랐다.다만 수도권사업연합은 주문 집

계 소비자 배송은 지역생 이 담당하고 연합회는 산지나 가공업체로

부터의 매입과 지역생 까지의 배송을 담당하는 구조 다.그것이 지역

생 의 자율성을 높여서 소비자의 직 통제라는 측면을 살릴 수 있다

는 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조 늦게 등장한 아이

쿱생 연합회는 가구공 의 경우 주문,집계,배송,매입을 연합회가

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강화하 다.즉 가구 주문공 의 경우

지역생 을 통하지 않고 직 연합에 주문해서 공 받는 시스템으로 일

원화 한 것이다.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조직의 분화와 사업의 집 ’이

라는 슬로건으로 조직활동은 지역생 의 독자 운 을 강화하는 방식으

로 조합원참여동인과 사업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지향이 있었다

(신성식,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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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를 통한 효율화와 련하여 한 재의 소비자 동조합연합회

는 단순히 소매를 한 도매와 구매가 아니라 생산 자체를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발 해 왔다.이는 소비를 조직화하여 생산자의 삶을 책임진다

는 생 의 기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도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한 친환경 농식품산업이 생산 리에 한 신뢰가 요하다는 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해서도 요한 략이다.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수

직통합의 정도가 깊어 질수록 구성원 참여의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

버 스 비용을 효율 으로 리하는 것이 요해 진다.

한국의 생 이 기부터 택한 략은 생산자조직과 조우하는 것이었

다.그리고 물류센터 배송센터 만이 아니라 가공공장 등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수직통합을 진행해 왔다.이때 이 게 여러 조직의 소유형태와

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가 매우 요한 과제로 두 된다.그리고 생산

자와 직원의 참여와 에 지를 조율하면서도 소비자의 필요와 가치가 생

산 체에 반 될 수 있게 하는가가 요한 과제이다.

이 게 동조합연합회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규모의 경제나 생산

리상 가공공장 조사업무 등을 외부 력업체와 계약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수직통합을 통해 계열사를 만드는 것이 요해 진다.각 지역생 들의

연합회 산하 조직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비교 단순하게

물류센터의 직 과 가공공장의 OEM 으로 운 하는 방안도 있고,이러

한 계열사들을 동조합조직으로 운 하게 하려는 노력도 있다. 한 생

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이 복합 인 소유형태와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잉

여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계열 조직의 성격별로 소유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략을 취하는 곳도

있다.생산 련 자회사는 생산자들이 출자하게 하고 소비 련자회사는

비 리법인,노동자 동조합,연합회출자 주식회사등 다양한 방식을 택하

고 있다.특힌 생산부문 자회사는 농민들과 가공생산자가 함께 시설투자

를 하게 해서 농민들이 배당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임원에 소비자

표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소비자지향성이 반 되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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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익과 험의 공정한 배분을 고려하는 것이다.신창섭·박창길

(2013)은 이를 ‘기여자우선문화’라고 표 하기도 한다.

기여자우선문화는 앞에서 지 했듯이 생 들이 통 으로 동조합

가치에 한 강조를 통해서 이해 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생 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노력만이 아니라 제도 노력이 더욱

요해 지는데 그러한 노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컨 ,지 까지의

비 리조직에서 개발해온 원칙은 보상은 최소화하고 비 보상

을 주는 것이다.그런데 비 보상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포

함된다고 보면 이에 한 논의도 필요하다.일부 생 들이 조합원 참여

활동 기록을 조합원 보상에 반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4.소결

1990년 말을 지나며 공산품 심의 소비자 동조합이 쇠퇴하고,친

환경농식품 심의 생활 동조합이 새롭게 성장하 다.이러한 성장은

2000년 반까지 한살림이 주도하 고 그 이후 부터는 아이쿱생 의

성장률이 더 커지면서 아이쿱생 이 체 생 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회 기여에서도 여러 연구자이 생 의 사회 가치를 인정해 왔으며,

물가안정과 찬환경농산물 시장확 에 기여했으며,민주주의에 기여했다

는 평가도 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심의 생 이 등장하게 된 것은 시장지배력보다는

정보비 칭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980-90년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자에게 공 자의 시장지배력은 요한 이슈가 아니었다.공 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기는커녕,친환경유기농산물을 공 하려는 공 자가 지

속 으로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2000년에 유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정보비 칭문제는

일정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이 시기는 1997년 IMF구

제 융 선포 이후 어려움을 겪던 많은 생 들이 도산하거나 통폐합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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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고 4 연합회 심으로 생 이 재편되던 시기와 일부 겹친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 히 경쟁력을 가

지고 성장을 지속한 곳들은 소비자신뢰를 강화하고,소비자참여 진하

며,거버 스비용을 완화하기 한 략을 고도화 한 곳들이다. 구매집

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참여를 진하는데 있어서 조합비제도와 생

연합회들이 가치상품에 하여 지속 으로 소통하고자 한 노력이 요했

던 것으로 보인다. 한 생 들은 교육 등 동조합정체성 요인 면에서

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통 으로 생 들이 이해 계 갈등과

련하여 취해왔던 략은 가치면에서 사상 지향에 한 공감 를 확

하는 것이었다.최근에는 연합회의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거버 스비용

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들 간의

상 요성 특징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각 시 별로 성장을 경험한 소비자 동조합들은 그 지 않은 소

비자 동조합들에 비해 각 성공요인들을 강화할 수 있는 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둘째로,같은 시장계약 비용요인 에서도 공 자의 시장

지배력 문제와 련하여 소비자 동조합이 등장한 경우 다른 시장계약비

용이나 조직운 요인 면에서 강 을 추가 으로 획득하지 않은 경우에

지속 으로 생존하기 힘들었다.한국노총 소비조합이 그 경우라고 할 수

있다.경쟁 계에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가격 측면에서 우 는 지속

되지 않았다.부재시장비용을 포착하고 가치상품의 개발 가치상품에

한 수요 확 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요하다.이는 소비자참여를

진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셋째로,거버 스비용 완화요인만이 아니

라 소비자참여 진요인이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지속 으로 요한

향을 미쳤다.한스만은 거버 스비용의 완화를 강조하며 소비자참여를

비용을 보는 경향이 컸지만 실제 역사 용과 진단 결과 소비자참여

진 요인면에서 약 을 가진 경우에 구성원의 이해 계 동질성이 크다

고 하더라도 작은 외부환경의 변화에서도 쉽게 무 질 수 있었다.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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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버 스비용 완화요인과 련된 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지

속성 사회 기여 면에서 성공 인경우는 있어도 사업량 측면에서 성

공 인 경우는 없었다.다섯째로,정치사회 환경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한 필요조건과 같이 작용한다.사회의 기본 인 민주주의가 억

압되는 상황에서 동조합은 생존하지 못했다.

제 4장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성공요인에 한 분석틀을 제시하

고 이를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에 용하 다.이를 해 첫째로,소비자

동조합 정체성이 구축되기까지 사상에 한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동

조합의 성공을 정의하 다.그리고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한 연구

에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한스만의 기업소유권이론을 기반으로 기

존의 연구를 통합하여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틀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를 한국 소비자 동조합의역사와 재에 용하고 진단하 다.

이를 해 연구방법으로는 1차 자료 2차 자료에 한 문헌 연구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소비자 동조합 정체성이 구축되기까지 사상에 한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정의하면 다음 같다.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은 소비자의 효용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소비자 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민주 이고 동 인간으로 성장하며,이를 통하여 종합 으

로 사회 변화에 해 기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리고 더 많

은 소비자들의 효용과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체로서 소비자 동조

합의 사업이 양 으로 증가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요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자 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장을 해서는



- 129 -

소비자 동조합에서의 참여의 경험이 질 으로 의미 있는 것이 요하

다.그리고 이러한 양 ,질 성과가 결합하여 종합 으로 사회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동조합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연구로 동조합

운동 에서의 연구는 성공요인에 있어서 요한 지침이 될 수 있지

만 규범 성격에서 오는 한계가 있고,경제학에서의 이론 연구와 최

근의 경험 연구들은 동조합의 성공과 련된 부분 변수들간의

계에 을 두고 있어서 종합 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한스만의 이론을 심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소

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소비자 동조합이 생성

되고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1)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극복 가

능한 시장계약비용이 있어야 하고,(2)소비자소유를 통해 효율 으로 조

직을 운 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3)이러한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

용에 향을 수 있는 정치 사회 환경이 소비자소유에 우호 이어

야 한다.이때 시장계약비용 요인은 사 시장지배력,사후 시장지배

력,정보비 칭,부재시장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소비자소유를

통한 효율 인 조직운 을 한 요인은 소비자참여 진 요인과 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리고 소비자참여 진요인은

다시 소비자 여도 요인과 동조합정체성 요인으로 구분된다.거버 스

비용 완화요인은 리인비용 집단 의사결정비용 완화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를 한국의 소비자 동조합에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정

치사회 환경이 변했던 1945년 해방과 1987년 민주화라는 분기 을

기 으로 세 개의 시 로 구분하 다.

먼 일제 강 기 소비자 동조합들은 공 자의 시장지배력문제만이

아니라 부재시장문제에 주로 응하면서 생겨났다. 한 비교 성공

이었던 평안 동조합과 공생조합은 소비자참여 진 요인 면에서 가치

련성을 강조하 다. 한 평안 동조합과 공생조합은 연합회를 통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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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비용을 완화하 다.그리고 당시 단명한 동조합들 에는 동

조합정체성 요인 면에서 특히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이후부터 80년 말까지의 시기의 소비자 동조합은 시장지배력

문제에 주로 응하며 생겨났다.노동조합의 소비조합 공산품 심

지역기반 포형 소비조합은 독과 에 응하여 생겨났지만,새롭게 등

장하던 정보비 칭문제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면서 쇠퇴하 다. 한

한국노총 소비조합의 경우 거버 스비용 면에서 강 을 가지고 있었음에

도 동조합 정체성 련 요인 면에서 약 이 큰 상황에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 졌다.

1990년 말을 지나며 공산품 심의 소비자 동조합이 쇠퇴하고,친

환경농식품 심의 생활 동조합이 새롭게 성장하 다.이러한 성장은

2000년 반까지 한살림이 주도하 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쿱생 의 성

장률이 더 커지면서 아이쿱생 이 체 생 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보비 칭문제에 응하며 생겨났다.그리고 시장에서의

이러한 정보비 칭문제가 일정정도 해소 을 때 거버 스 소비자참여

요인 면에서 강 을 가진 생 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최근에 이들 생

은 연합회를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참여 진과 거버 스비용완화를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역사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각 시 별로 상 으로 성장을 경험한 소비자 동조합들은 그

지 않은 소비자 동조합들에 비해 각 성공요인들을 강화할 수 있는

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둘째로,같은 시장계약 비용요인 에서도

공 자의 시장지배력 문제와 련하여 소비자 동조합이 등장한 경우 다

른 시장계약비용이나 조직운 요인 면에서 강 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에

지속 으로 생존하기 힘들었다.일제 강 기 소 의 포목구매나 한국노

총 소 의 그 경우라고 할 수 있다.경쟁 계에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면

서 가격 측면에서 우 는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부재시장비

용을 포착하고 가치상품의 개발 가치상품에 한 수요 확 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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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하는 것이 요하다.이는 소비자참여를 진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셋째로,거버 스비용 완화 요인만이 아니라 소비자참여 진 요인

이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에 지속 으로 요한 향을 미쳤다.한스만

은 거버 스비용의 완화를 강조하며 소비자참여를 비용으로 보는 경향이

컸지만 실제 역사 용과 진단 결과 소비자참여 진 요인 면에서 약

을 가진 경우에 작은 외부환경의 변화에서도 쉽게 무 질 수 있었다.

넷째로,거버 스비용 완화요인과 련된 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지속성 사회 기여 면에서 성공 인경우는 있어도 사업량 측면에서

성공 인 경우는 없었다.다섯째로,정치사회 환경은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을 한 필요조건과 같이 작용한다.사회의 기본 인 민주주의가 억

압되는 상황에서 동조합은 생존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론 으로는 소비자 동조합 이론을 한 단계 발 시키고,

실천 으로는 소비자 동조합운동의 성찰과 진단의 도구를 제공해 다.

본 연구는 투자자소유기업과 차별 으로 소비자소유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기는 강 과 약 을 소비자 동조합의 성공요인 분석에 으로 삼았

는데,일반 인 기업에 용될 수 있는 조직 리 등의 논의는 다루지 못

했다.기업의 조직 리는 소비자학의 주요연구 역은 아니지만 소비자

동조합의 발 을 해 통합 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며 미래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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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ontheSuccessof

ConsumerCooperatives

Park,Joo-hee

Dept.of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estudy istoprovideaframeworkto

analyze the success and success factors of consumer

cooperativesand apply theframework toKorean cooperative

movement.Forthepurpose,thisstudydefinesthesuccessof

consumer cooperatives trough analyzing the consumer

cooperativeideologies.Thenthisstudyreviewsliteratureonthe

success of consumer cooperatives. After that this study

synthesize the previous research and develop a consumer

cooperative success framework.Then the study applies the

frameworktoKoreanconsumercooperativemovement.

Thesuccessofconsumercooperativesisdefinedtoimprove

thewelfareofconsumerlives,facilitateconsumerstogrow as

democraticandparticipatorycitizens,andcontributethe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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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efinition includ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Thisstudysynthesizestheresearchresultsoftheenterprise

ownershiptheories,thecooperativemovementtheories,economic

theoriesonconsumercooperatives,andthediscussionsonthe

managementofcommon resources.Then thispaperdevelops

consumercooperativesuccessframework.

Inthisframework,forconsumercooperativestobeginand

develop,(1)thereshould bemarketcontracting coststobe

overcome by consumer ownership,(2) consumer ownership

should be suitabl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in the field,and then (3) the political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which can influence the market

contractingcostsandtheownershipcostsshouldbefavorable

forconsumer ownership.Also,the marketcontracting cost

factorconsists ofa simple marketpower,ex postmarket

power(lock-in),asymmetric information,and missing market.

And organization management factor consists of consumer

participation facilitating factorand governance costreducing

factor.Again the consumer participation facilitating factor

includesconsumerinvolvementfactorandcooperativeidentity

factor.Andgovernancecostreducingfactorincludesmonitoring

costandcollectivedecisionmakingcost.

When this study applies the frame work to Korean

cooperative movement,this study finds following.First,the

cooperatives which experienced success had strategies to



- 144 -

strengthen the success factors. Second, among market

contracting costfactors,the marketpowerproblem was a

factorwhich could make consumercooperatives begin their

business but could not make consumer cooperatives

continuously grow. However, asymmetric information and

missing marketfactorscouldcontinuouslyexistedandhelped

consumercooperative relatively competitive.Third,consumer

participation facilitating factors as wellas governing cost

reducing factors influenced the success of consumer

cooperatives.Fourth,whencooperativesdidn'thavestrategies

in governing costreducing factors,they couldn'tspread to

otherareasbutwereremainedasasmallsector.Last,when

thepoliticaldemocracy wasoppressed cooperativeshadhard

times.

keywords:Cooperatives,ConsumerCooperatives,Korean

CooperativeMovementHistory,ContractCost,SuccessFactor,

ConsumerMovement

StudentNumber:2014-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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