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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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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Research

경제학 석사학  논문

서울 학교 학원,2016

강민수

본 연구는 “ 동조합에 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

는 연구질문을 심으로 동조합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향후 

동조합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다양한 형태로 생성 발 된 동조합을 역사 으로 살펴 

동조합에 한 개념(concept)을 이해하고 동조합의 정의,목 ,가

치,원칙,유형을 살펴 동조합의 개념을 구성(construct)한다.

둘째, 동조합을 설명한 다양한 사회경제  이론을 동조합 유

형별로 정리하여 동조합 연구의 황을 악한다.

셋째, 동조합 연구의 방향을 살피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동조합에 한 기존문헌을 검토한 결과 동조합에 한 경제

학 이론은 2차 세계  이후 발 한 경제학의 기존 성과를 수렴하

여 1940년 부터 발 하기 시작하 으며 1950년  게임이론의 등장

과 그 학문  성과를 동조합에 용하려하 으며 1960,70년  미

시경제학 분야에서 일반균형이론의 제(정보의 완 성,취 비용이 



제로)에 해 재검토 연구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동조합 경제학자

들은 거래비용이론,계약이론,재산권이론, 리인이론 등 신제도주

의 경제학 기업이론을 통해 동조합을 설명하려 하 다.

재 동조합에 한 경제학  근방식은 수리  이론의 정교

화와 이를 통한 세련된 모형 제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이론의 

약 이 보완되고 있으며,다양한 실증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

다.

동조합 연구자들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동조합사상, 동조

합의 역사  통에 따라 정체성을 다양하게 이해한다.

생산자 동조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동조합을 사업체

(enterprise)로 소비자 동조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동조합을 

결사체(association)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소비자 동조합의 경제학 이론연구는 생산자 동조합의 그

것에 비해 질,양 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첫째,소비자

동조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소비자 동조합을 단순한 경제조직

으로 보지 않으며 둘째,소비자조합원의 구매행동을 미시경제학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셋째,소비자 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이 생산자 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에 비해 비교  간

단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동조합을 한 독자 인 경제학이론은 분명하지 않다.

동조합에 한 경제학이론 연구자들은 신고  일반균형이론,

신제도주의 기업이론  일부를 동조합에 용하여 동조합이라



는 상이나 동이라는 인간행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들의 간

의 계를 추측하고 가설로 만들어 모델화하려 하 다.

그러나 신고 ,신제도학  처럼 독자 인 학 가 있는 것이 아

니며 게임이론,거래비용이론 처럼 동조합을 한 독자 인 이론

이 있는 것도 아니다.이러한 이유로 정보경제학,행동경제학 처럼 

동경제학 는 동조합경제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조합을 한 경제이론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조합이 결사체(association)이면서 동시에 사업체

(enterprise)로의 고유한 특질 (이  속성-dualnature)을 가지기 

때문에 동조합이란 무엇인지에 한 일치된 견해를 얻는 것이 쉽

지 않다.

둘째, 동조합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실의 필요를 사업으로 

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동조합이 존재한다.

실제 소비자 동조합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경제학이론으로는 소

비자 동조합 조합원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 으며 소비자

동조합을 단순한 경제조직으로 보지도 않았다.

동조합 경제학이론 연구의 향후 과제는 동조합의 고유한 특

질을 반 하면서도 새롭게 성장하는 동조합의 성과를 통합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

주요어 : 동조합, 동조합 이론, 동조합 연구과제,생산자 동

조합,소비자 동조합,노동자 동조합,다 이해 계 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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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연구의 필요와 목

연구의 필요성

동조합(Cooperative)은 발명된 것이 아니다.

이는 량실업,생계비 증가 등 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사

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 해 

왔다.

국의 노동자들은 소비자 동조합을 결성하여 보다 좋은 것을 

싸고 안 하게 구입하려 하 고, 랑스인들은 불안정 고용과 노동

소외를 노동자 동조합을 통해 극복하려 했으며, 국이나 랑스에 

비해 산업 명이 뒤쳐졌던 독일은 자본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소액

으로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신용 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동조합을 

통해 연 와 력의 지평을 넓히려 하 다.미국의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거나 생산을 해 필요한 요소로서 

농자재를 값 싸게 구매할 목 으로 농업 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동조합을 결성하 다.

존재하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이런 에서 

역사  실체로서의 동조합에 해 연구자들은 그 설립 목 과 필

요성,운 의 원칙,가치를 포함하여 규범 ,실증 으로 다양한 연

구를 진행해 왔다.

Zamagni(2010)는 경제학자들은 기본 으로 동조합을 자본주의 

모델에서 일탈한 것으로 본다 하 다.

경제학자들은 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심을 두지 않았으며 

동조합을 다루더라도 기업이론의 일부로서 다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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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의 Birchall(2009)이 지 한 바와 같이 2008년 세계

융 기 이후 기에 강하고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 모델로 

동조합이  주목받게 되면서 동조합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2012년 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다양한 

동조합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 지고 있으나 이에 한 연구는 실

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조합 연구자들은 역사  실체로서의 동조

합에 해 선행의 논의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동조합연구는 어

떤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지 제시 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

연구 질문

본 연구는 “ 동조합에 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

는 연구질문을 심으로 동조합 연구자들이 주장하거나 검증하려

한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흐름을 정리하고 동조합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는 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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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상과 분석틀

연구의 상

연구의 상이 되는 실체를 온 히 이해하기 해서는 이에 여

한 사상,이론,방법 체를 들여다 야한다.

를 들어 주식회사라는 하나의 사회  실체가 유지되는 데는 자

유주의 사상 +이윤극 화 이론 +주주를 통한 자본조달 방법이 결

합되어 있다.

<그림1>본 연구의 상

동조합에 한 연구는 다음의 3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인간은 왜? 동하는가에 해 질문하고 동조합의 본질과 

정체성을 탐구해 왔다.

둘째,조합원의 동을 진하거나 방해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묻

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해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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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사업조직으로서 동조합은 어떻게 운 되어야 하는가를 실

험하고 성공과 실패를 기록해 왔다.이러한 연구는 농 ,유통업과 

같은 특정 산업일 수도 있고,기업집단을 상으로 하기도 한다.

연구의 분석틀(framework)

본 연구는 동조합의 실체를 설명하는 데 여한 사상,이론,방

법  이론,그 에서도 경제학 이론을 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필 

것이다.

연구를 해 사용된 분석틀(framework)은 다음과 같다.

<그림2>연구의 분석틀

동조합의 사상,역사  통, 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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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설립 목  는 운 의 목 , 동조합의 원칙에 한 연

구는 동조합의 개념을 구성하기 해 선행 으로 진행하고 동

조합의 유형을 구분해 경제학  논의를 심으로 동조합 연구

황과 과제를 정리 할 것이다.

동조합 연구의 흐름을 유형별로 정리하려는 이유는 동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으로 운 되는 사업조직이라는 공통의 특

징을 가지지만 동조합의 유형간 운 의 원리에는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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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차와 방법 

연구의 차

본 연구는 연구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다음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다양한 형태로 생성 발 된 동조합을 역사 으로 살펴 

동조합에 한 개념(concept)을 이해하고 동조합의 정의,목 ,가

치,원칙,유형을 살펴 동조합의 개념을 구성(construct)한다.

둘째, 동조합을 설명한 다양한 사회경제  이론을 동조합 유

형별로 정리하여 동조합 연구의 황을 악한다.

셋째, 동조합 연구의 방향을 살피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동조합에 해 탐색 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일반 으로 과학  연구는 탐색,설계,실행의 단계를 거친다

(Bhattacherjee,2012).

탐색단계의 연구는 다시 3가지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첫째,연구

자가 심 있는 특별한 행동,사건, 상에 해 하나 이상의 연구

질문(researchquestion)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심연구 분야에 한 문헌연구(literaturereview)를 수행하

는 것이다.

셋째, 악된 개념이 연구하고자 하는 상과 논리 으로 련이 

있는지 악할 수 있도록 이론(theory)화하는 것이다.

탐색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은 기존 문헌과 자료를 정리․분석

하는 문헌연구(literaturereview)방법으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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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어떤 분야의 지식을 발 시키는 가장 

요한 요인  하나는 그 주제 역의 출 물들이기 때문에,특정 

역의 지식의 동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서 출 된 논문

들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필요(염찬희,2015).”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문헌연구를 수행 한 목 은 다음의 세 가

지이다.

첫째, 동조합에 한 지식의 재 상태를 조사하기 해서이다.

둘째, 동조합에 한 주요 자,논문,이론,결과 등을 알기 

해서이다.

셋째,연구자의 지식과 문헌 연구의 차이를 알기 해서이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기 해 동조합에 한 국내외 요 문헌

을 상을 연구를 진행한다.기존의 문헌과 자료는 학술논문 검색엔

진  googlescholar.com을 이용하여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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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동조합의 정체성  

제 1   동조합의 출 과 진화

1. 동조합의 출

Birchall(1997)은 18세기 말 근 사회가 출 하 다고 하면서 이는 

신석기시 의 변 에 필 한 만한 것이라고 하 다.

Birchall의 이러한 언 은 Polanyi(1957)의 지 처럼 집안과 소규모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던 생산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시장이 사회

의 부속물에서 사회가 시장의 부속물이 되는 새로운 시 로의 환’

을 염두에 둔 것이다.인류사에서 산업 명(industrialrevolution)이

라 부르는 상은 근 사회의 출 을 결과하 다.

동조합은 산업 명의 시작과 함께 출 한다.

Birchall(1997)에 따르면 동조합이 처음 출 한 것은 1760년 

국 남부의 차담(Chatham)과 울 치(Woolwich)해군공창 노동자들이 

만든 소맥제분소로 이들의 시도는 성공으로 결과되지 못하 다.

동조합 이론가들은 1844년 10월 24일 국 랭커셔주(州)의 로치

데일에서 시작 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Rochdalesociety of

equitablepioneers)’을 근  동조합의 효시로 기록하고 있다.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은 잉여 의 공동자본 립,외상거래 

지,이용배당의 원칙 등을 추구하 다.로치데일 공정개척자 동조

합의 동조합 원칙은 이후 각국의 동조합법 제정의 이론  기

를 제공하 으며,1895년 탄생한 국제 동조합연맹(이하 ICA)과 

1937년 제정된 ICA의 동조합 7원칙에도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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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조합의 사상과 역사  통

가. 동조합사상의 발 과정

1844년 로치데일이라는 근  동조합이 출 하기까지 많은 사

상이 동조합의 출 에 여하 다. 동조합 사상의 기원은 사회

 존재인 인간이 개인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 ·

문화  목 을 동  행 를 통해 성취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

서 시작된다(Faust,1958;임 선,2014재인용).

.<그림 3> 동조합사상의 발 과정

출처:임 선(2014), 동조합의 이론과 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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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운동에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은 향을 미친 사람들은 유

토피안사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계 투쟁에 의하지 않고 평화 이며 진 인 수단을 통

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변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하 다.이들이 구상한 이상사회(Utopia)는 생산과 소비를 동화하

려는 종합 이고 동조합 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에

서 동조합사상의 기원이 되고 있다.

표 인 사상가로는 RobertOwen,SaintSimon,CharlesFourier

등이 있다.

Owen은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실천가 다.그가 미국으로 건 가 

시작한 동조합공동체운동은 실패했지만 실패의 경험은 동조합 

운동의 요한 자산이 되었다.

유토피안사회주의자들에 이어 동조합운동에 여한 사상은 

동조합공화국( 동조합주의자)이다.

동조합공화국은 랑스의 Gide가 1889년에 제시하고 1920년에  

Poisson이 책으로 펴내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동조합운동은 반자본·반사회주의 인 입장에서 사회개

을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하며, 동조합운동을 국가 인 

차원으로까지 확 하여 동조합사회를 건설하자고 하 다.

동조합공화국에서 동조합은 자체로서 하나의 거 한 목 이

며,국민경제활동의 모든 역에 동조합 활동을 통해 리회사의 

횡포를 없앨 수 있다고 보았다.

Poisson은 동조합은 소비를 통해서 분배의 불균등을 수정하는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생산-소비의 조화가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소비 동조합을 심으로 타 동조합과

의 연 를 구상했다.

표 인 사상가로는 CharlesGide,ErnestPoisson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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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조합의 역사  통

동조합에 한 다양한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동조합은 역사 ·

사회 으로 다양한 형태로 생성 발 해왔다.

캐나다의 동조합 학자인 Melnyk(1985)는 동조합이 자유민주의

의,마르크스주의,사회민주주의,공동체주의의 4가지 역사  통에 

기 하고 있다고 하 다.

<표 1> 동조합의 역사  통 

구 분 특 징 사례

자유민주주의
통

시장을 지지하지만 시장으로 침투하기 
해 노력

서유럽,북미의 동조합

마르크스주의
통

국가가 지배하고 계획경제 안에 
통합되어 있으며 개인보다는 
사회 체의 발 에 심

콜호즈,꼬뮨, 국의 인민공사

사회민주주의
통

공동체 지향,민족주의  요소 키부츠,몬드라곤

공동체주의
통

평등주의와 집단  소유 종교  공동체

Melnyk(1985)는 다양한 역사  통에 의해 설립,운 되는 동

조합을 묶는 요한 원칙이 있다고 하 는데 ①비착취

(Non-exploitation)②민주주의(Democracy)③실리주의(Utilitarianism)

④경쟁을 넘어서는 력(Cooperation overcompetition)⑤집단  

자율성(Group-selfdetermination)이다.Melnyk는 이러한 원칙이 모

든 동조합에서 완벽하게 찰될 수는 없지만 동조합의 4가지 

통을 하나로 묶는 기반이 될 수는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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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조합의 진화 

가.세계 융 기와 동조합의 재조명 

UN은 2009년 12월 18일 제65차 총회를 통해 동조합이 경제발

과 사회  책임,둘 다를 추구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하면서 2012

년을 세계 동조합의 해로 선포1)하 다.UN이 2012년을 세계 동

조합의 해로 선포한 목 은 첫째, 동조합에 한 사회  인지도를 

높인다.둘째, 동조합의 설립이나 발 을 진한다.셋째, 동조

합의 설립이나 발 을 한 정책을 권고하도록 정부나 계 기 에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Birchall& Ketilson(2009)은 ILO 보고서를 통해 동조합이 역사

으로 경제  약자들이 불황기를 극복하기 한 자구  조직으로 

등장하 으나,호황기를 거치면서 역량을 축 하여 불황기를 잘 극

복하고 있다고 하 다.19세기 내 국의 소비자 동조합은 주기  

불황 속에서도 아주 은 향만 받으며 지속 으로 성장(Birchal,

2013)했으며 미국의 경우 1930년  공황 시기에 력  통신 

동조합이 농 경제의 산업경제 이행을 도왔다.

이처럼 동조합이 지속성을 갖는 주된 이유는 동조합이 이윤

율 극 화 동기가 아니라 산업 명이나 농  빈곤으로 발생한 가혹

한 조건에서 자생 으로 등장한 방어  선택으로 지역사회의 필요

성에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세계 인 융 기 이후 서민경제의 안

정화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 받아들어져 2012년 12월 1

일 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말 기 으로 8,600개의 

동조합이 설립,운  2)에 있다.

1)원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4/136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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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조합의 사회 ,경제  기여

동조합 연구자들은 동조합의 사회,경제  가치에 해 다음

과 같이 언 하 다(Hansmann,1996;Birchall,2013;Zamagni,

2013).

첫째, 동조합은 시장 실패를 여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함

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증가에 기여한다고 했다.

둘째, 동조합은 융,농업 등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특

징지어지는 분야에서 경제 안정화에 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동조합은 분할불가 자본 등을 통해 자산과 이윤의 일부분

을 지역사회, 는 공동체 이익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

어넣고 있다.

넷째, 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해서 만들어지며 

이윤 축 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임  상승이나 고

용 확 로,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 함으로써 자원을 재분

배할 수 있다.

다섯째, 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신 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 할 수 있다. 동조합은 투자자-소유 기업이 무 심하

고 공  당국이 공 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며 

한다.

동조합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동조합은 사회․경제  

발 에 기여하고,고용을 유지하고 지원하며,부의 균형 인 분배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동조합은 경제 이며,이기 인 방식을 통해 경제의 작동

을 배타 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우월하다고 하 다 (Ben-Ner&

2) 체적 통계는 http://www.coop.go.kr/COOP/state/majorStatistics1.do 에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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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man2013).

한편 동조합을 기존의 경제이론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동조합을 온 히 이해하려면 인간 활동의 상호성,윤리  기

여,사익 추구 동기를 능가하거나 혹은 이와 결합된 과정 시 선호

에 바탕 해 인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金亨美 (2013)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는,미시경제학의 효용이론만

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

자가 지불하는 상품의 가치에는 효용 이외에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보호,공정한 거래,인권과 노동의 존 이라는 윤리  가치가 포함

되어 있다.이러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의 동기에 해서 미시경제학

은 설명할 수 없다.있다면 합리  소비자는 상품의 기능이 지닌 순 

효용과 심리  만족도라는 보충 효용,이 양자를 추구한다. 는 

“상품 꾸러미”(productbundle)라는,어디까지나 합리  소비자라는 

틀 안에서의 고찰이라고 보았다.

인도의 경제학자 Sen(1966)은 노동자들은 소득  를 선호하고 노

동  를 싫어한다고 가정한다.그는 개인의 효용함수는 상호독립

이라고 가정하지만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의 행복에 반드시 무

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개인 j의 사회 후생함수은 다음과 

같다고 하 다.

 
  




    

 :개인 j에 의해 개인 i의 효용 1단 에 부여된 가 치

Sen의 이러한 생각은 한 조합원이 자신의 효용함수 안에서 다른 

조합원들의 효용에 부여하는 요성에 해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

라 각 주체가 얻게 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Zamagni(2013)는 동조합의 노동자-조합원의 효용함수는 독립

인 개인의 가치를 표 하는 추가 독립변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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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회 경제와 동조합

사회 경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랑스의 경제학

자인 Gide 다(장원 ,2007;신명호,2009).

Gide(1904)는 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이 이타  력과 상호

부조정신에 의해 운 되는 사회  경제조직들이 산업자본주의의 시

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개 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 다.

<그림 4>OECD의 사회 경제조직 분류

출처:Noya(2007)Thesocialeconomy:buildinginclusive economies

Defourny(2001)는 사회 경제는 동조합,공제조합 그리고 비

리조직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 으며, Noya

& Clarence(2007)는 OECD보고서를 통해 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사회  요

소와 경제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정의하 다.



- 16 -

장원 (2009)은 사회 경제에 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  경제는 ①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

민사회의 필요에 응한다는 사회  목 을 가지고,②폭넓은 시민

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

회  소유를 실 하며,③호혜와 연 의 원리를 토 로 축 되는 사

회  자본(Socialcapital)에 기 한,경제에 한 시민사회의 정치사

회  개입 략이라고 정의하 다.

Gide의 논의처럼 사회 경제라는 개념이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완

하기 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1945-1973년 국가개입의 고조

기에 기존 경제체제의 종속물로 락했다(신명호,2009)”는 비 이 

제기되기도 하 다.

그러나 2차 세계  이후 지속된 유럽형 사회복지모델이 1970년

  세계  자본 불황을 경과하면서 퇴행하고, 미를 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모델에 의해 국가의 본원  기능에 속하는 역할

을 민간부문으로 임하게 되면서,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

자들이 다양한 사회  욕구를 자발 이고 호혜 인 방식으로 조직

하려는 사회  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과 랑스는 20세기 에 이미 동조합,상호공제조합,민간

단체들이 설립될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우리는 1996년 자활 시

범사업,1999년 소비자생활 동조합법,2007년 사회 기업 육성법,

2012년 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는 유럽과는 다르게 동조합이 가장 뒤에 

법 으로 호명되는 차이가 있다.2012년 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

기로 동조합도 사회 경제의 요한 일부로 인식되며 진화해 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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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동조합의 정체성

1. 동조합 정체성 연구의 두가지 근법   

동조합이론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한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조합이 무엇인지에 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

째, 동조합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시 와 제도  여건에 따라 출

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며 둘째, 동조합이 조합원 결사체이며 동

시에 사업체라는 이  속성(dualnature)을 가지기 때문이다

(Robotka,1947;Phillips,1953).

이러한 이유로 동조합이 무엇인지에 해 다양한 과 이론

이 존재한다. 근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한 논의는 규범 (normative) 근과 실증 (positivist) 근으로 

별 할 수 있다.

<표 2> 동조합에 한 이론  근

구분 학문분야 주요논의

규범
근

철학 동은 인간의 본성이며 동조함은 이를 실 하는 수단이다.

사회학
동조합이란 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실업과 생계비 증가

에 응하기 해 출 한 사람들의 결사이며,이를 통해 구성원 공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법학
동조합은 국가별로 다양한 입법체계와 법인격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목 이 규정되어 있다.

실증  
근

경제학

신고
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한 기업으로 조합원 편익 증 라는 

목 함수를 해 공 과 수요를 결정하며 시장균형을 추구한다.

신제도주의

신고  경제학의 가정과 달리 실의 경제주체는 불완 하고 불
확실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조합과 조합원은 상호 계약
을 맺고 행 하며 재산권, 리인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력한다.

경 학
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사기업,공기업과는 다른 

경 원리를 가진 경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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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론자들은 동조합이 조합원의 후생을 증 시키기 해 어떻

게 조직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심을 갖는다.반면 실

증론자들은 찰 가능한 화폐  성과에 심을 갖는다.

실증론자들은 규범론  근은 용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

떻게 해야 하는가에 심을 갖는다.그러나 과학은 객 이나 연구

자의 철학과 윤리를 배제한 연구가 있을 수 없으며 철학  근은 

실증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에서 동조합을 논함에 있어 규

범  근과 실증  근 방법 모두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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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가 동조합에 한 정의

Mill,1852 평등을 제로한 노동자 자신들의 자주  조직

Marshall,1889 신념이 들어있는 운동

Gide,1924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교육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

Helm,1968 공정성에 기 해 주어진 목표를 실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자발 인 조직 

Schaarrs,1971
조합원 이용자에 의해 자발 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며,비 리 는 비용기 으
로 운 되는 연합사업체 

Rhodes,1983 이용자의 상조를 해 소유되고 운 되는 특별한 형태의 사업체 

Staatz,1984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
문화  필요를 추구하기 해 자발 으로 연 한 자조 인 결사체

McBride,1986
원가경 을 추구하며 조합원에 의해 민주 으로 통제되고 자본이익을 제한하는 
사업체

USDA,1987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 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Barton,1989
조합원의 경제  이익 추구를 근본  목 으로 하여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사  사업체의 법  형태 

MacPherson,1995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으로 운 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해 자발 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 인 

조직

Fulton,2000
목  달성을 해 공통의 목 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해 
조직된 사업체

Nilsson,2001
조합원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며,조합원 공통의 필요를 달성하기 해 활동
하는 경제  실체

2. 동조합에 한 정의 

가. 동조합에 한 다양한 정의

동조합 연구자들은 동조합을 규범 으로 실증 으로 다양하

게 정의하여 왔다.

임 선(2014)은 동조합 연구자들이 동조합에 해 아래와 같

이 정의하고 있다고 하 다.

<표 3> 동조합에 한 다양한 정의

출처:임 선(2014), 동조합의 이론과 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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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에 한 이론가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기업으로 첫째,조합원 결사체이며 공동의 사업체

로서의 2 의 목 을 실 한다.둘째,조합원에 의해 통제된다.셋

째,수익은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조합원 소유기업이라는 

공통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나.국제 동조합연맹의 동조합에 한 정의

동조합에 한 가장 일반 인 정의는 ICA에 의해서 수행된다.

ICA는 탄생 100년이 되는 1995년 동조합의 정의,가치,원칙을 

포함하여 동조합을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 다.

1995년 발표된 동조합에 한 ICA의 정의는 인류에 한 근본

인 존경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조합운동이 경제활동에 민주  

차를 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효율 이라고 믿으며,민주 으로 

리되는 경제조직이 공공을 해 공헌 할 수 있다는 철학  견해

에 기 하고 있다.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theircommon economicand socialneeds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 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으로 운 되는 사업체를 통

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해 자발

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 인 조직이다.)

ICA의 동조합에 한 정의는 1)주체 2)목  3)조직성격 4)소유 

 운 방법 5)수단을 종합 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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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은 1)자발 으로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며 2)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한 목 을 가지

고 3)인 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공동으

로 소유하고 민주 으로 운 하는 데 5)앞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동조합이라는 것이다.

ICA의 동조합에 한 정의는 역사 으로 함께 성장해온 소비자

동조합,노동자 동조합,신용 동조합,농업 동조합 등 다양한 

종류의 동조합에 공동으로 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에 한 

필요를 반 한 것이며,1960,70년  다국 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동조합들이 거 도산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동조합이란 무엇인

지를 명확해야 할 시  요청이 반 된 결과라 할 것이다.

ICA의 동조합에 한 최소한의 정의는 국가별 입법의 기 가 

되거나 동조합 교육에 있어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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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사체(association)로서의 동조합에 한 이해

가.결사체의 정의

Association이란 흔히 결사체(結社體)라고 옮긴다.결사체란 공통

의 이해 계와 목 을 가진 사람들 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말한다(김기태 외,2014).

Association이란 용어는 랑스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생시몽,뷔

셰 등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심이 되어 자본주의의 발 에 따

른 사회  불안에 응하기 해 수평 이고 자발 인 력 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동조합의 단계로서 노동조합과 항조직

의 성격이 혼용되어 있는 조직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Association운동이라고 하 다.이 때 Association은 개인들의 자유

로운 결집을 통해 만든 조직이며,이런 Association을 통해 사회 시

스템은 조화,질서,우애 등을 실 할 수 있다고 기 하 다(권 근,

2007).

유럽 사상사의 맥락에서 동조합을 살펴보면 마르크스, 루동,

크로토트킨 등이 동조합을 ‘자유로운 결사체’로 보고 그 사회  

성격을 요하게 악했으며,일본의 가라타니 고진은 상품교환 원

리가 존재하는 도시  공간에서 국가나 공동체의 구속을 거부하는 

동시에 공동체에서 작동하던 호혜성을 고차원 으로 회복하려는 운

동을 Associationism이라고 불 다(김기태 외,2014).

유럽의 국가  맥락에서 사회 경제를 논한 장원 (2007),이은선

(2009)은 스웨덴의 사회민주 모델, 국의 자유주의모델,독일과 조

합주의모델,이타리아의 제3부문 지배 모델로 유럽의 사회 경제를  

구분하 다.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Association과 동조합은 

이러한 역사  통과 맥락 속에서 성장,분화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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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결사체로서의 동조합 한 이론  논의

거버 스 이론(Governancetheory)

결사체로의 성격을 가지는 동조합에 여한 요한 이론  하

나는 거버 스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거버 스(governance)에 기 한 의사 결정은 경쟁력이 높고 신

인 동조합을 만드는데 기여하 다(Reynolds,1997).

그럼에도 ‘동조합의 거버 스는 련 논문이 풍부한 리기업의 

거버 스 연구와 비교해 상 으로 이론화가 덜 된 분야다

(Cornforth,2004).

특히 동조합 사명에 부합하는 경 기법의 부족은 특히 동조

합의 규모가 늘어나고 조합원의 이해 계에서 이질성이 증가할 때 

발생한다.

동조합 내 경 (governance)의 요성에 해 Reynolds(1997)은 

거버 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 할 수 있

으며,조합원의 다양한 심을 고려하는 동조합으로서 새로운 가

치와 신  아이디어의 형성을 진한다.다양한 수단들이 갈등해

결을 해 사용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방식

으로 운 되는 조직체에 있어서 정책의 정의와 타당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 다.

그러나 합의에 기 한 조직은 앙집권화 되어 상의하달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 체 보다 비효율 인 측면이 있으며 조직운

상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에서 동조합을 한 거버 스 이론

을 채택함에 있어 Cornforth(2004)는 개별이론을 채택하는 것은 일차원

이며 다양한 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틀이 요청된다고 하면서 

다양한 이론  시각을 종합하면 비 리 조직의 이사회가 직면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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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해 계 이사회 역할 모델

리인

이론

‘주인/조합원’과 경 진의 

이해 계는 다르다

합성

-‘주인’이해 계 보호

-경 진 감독

-순응 여부 체크

순응 모델

청지기

이론

‘주인/조합원’과 경 진의 

이해 계를 공유한다.

성과 개선:

-최고의사결정/ 략에 

가치부가

-경 진 트 /지원

트 수비 모델

민주  

모델

조합원/ 은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갖는다

정치 :

-조합원 이해 계 표

-정책 산출

-경 진 통제

민주  모델

이해 계자 

이론

계들은 서로 다른 

이해 계를 갖는다

정치 :

-이해 계자 필요 균형

-정책 산출

-경 진 통제

이해 계자 모델

자원 의존 

이론

이해 계자와 조직의

이해 계는 다르다

경계 연결:

-자원 확보

-이해 계자 계

-외부 시각

포섭 모델

경 헤게모니

이론

주인/조합원과 경 진은 

다른 이해 계를 갖는다.

상징 :

-결정 비

-정당성 부여(실제 권

력은 경 진)

거수기 모델

요한 애매모호함,긴장(는 갈등)과 역설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조직의 거버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요한 이론들

은 다음과 같다.

<표 4>조직 거버 스에 한 이론  시각 비교

출처:Cornforth(2004),한국어 :(재)아이쿱 동조합연구소,“ 동조합,공제조합

의 거버 스:역설 시각에서”,<아이쿱해외 동조합연구동향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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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민주주의와 규모화의 문제 

많은 동조합 련 연구는 동조합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 민주  거버 스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Nilssonetal.(2009,재인용)는 스웨덴,캐나다,아일랜드 등 다양

한 국가의 농업 동조합을 살펴본 이후, 동조합의 규모와 복잡성

이 증가하면 일반 으로 민주주의가 태로워진다는 을 발견했다.

그러나 동조합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지구화하는 상황

에서 여러 동조합이 규모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Jones&Kalmi,2012).

를들어 공동의 유 를 기본으로 소규모로 운  될 수 있었던 

동조합 은행들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인터넷의 발달로 그 

장 을 잃어 버릴 기에 놓여있다.

동조합 내 민주  의사결정 차  구조와 련하여 동질  

조합원을 둔 작은 동조합에서는 문제가 지만,조합원이 이질

(다 이해 계)이며 의민주주의 구조(소비자 동조합)를 둔 규모가 

큰 다층 구조의 동조합에서 보다 요하다(Hansmann,1996).

장종익(2011)은 동조합의 규모화는 동조합의 유형과 사업 략

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는데,그는 비용측면에서의 우 략

(costleadershipstrategy)을 추구하는 유럽의 형 소비자 동조합

들이나 동조합은행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체성이 낮은 차별화 

략(differentiationstrategy)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생  등은 규

모화를 최우선 인 략으로 설정할 필요가 다고 하 다.

이런 맥락에서 동조합의 규모화는 동조합이 취하는 략과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제에서 출발해야 한다.제조업에서

는 기술  규모화가,소비자의 경우는 마  규모화가 요하며,

사회  동조합은 오히려 소규모가 유리하다(Jones&Kalm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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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Enterprise)으로서의 동조합에 한 이해

가.기업의 정의

신고  경제학  

신고  경제학  에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정의 생산함

수로 표 된다.

Y=F(L,K;T)

L=노동

K=자본

T=기술

그러나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자

동 으로 생산이 결정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기업을 마치 이윤극

화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일정한 투입물 벡터를 산출물로 바꾸는 

블랙박스 처럼 취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송 호,1998;29).

신제도주의 경제학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은 극 화,최 화 가정을 기각하고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정보불완정성에 심을 두었다.신제

도주의 경제학자들이 보는 기업의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여기서 은 특정한 소유권구조(R)에 따라 규정되는 생산함수를 

의미한다.C는 기업의 내부  법칙(조직)을 의미한다(김용선,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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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 기업에 한 개념
기업경계의 결정 주요공헌

리인이론 Alchian&Demsetz(1972)
Jensen&Meckling(1976)

명시  계약의 연계 경 자 리인
문제의 분석(기업-시장의 구분이 모호함)

거래비용이론 Williamson(1996)
Kleinetal(1978)

거래비용 감목 의 계
기업결합이론

hold-up문제의 해소

성장옵션이론 Myers(1977)
Myers&Majluf(1984)

존의 자산과 그를 통한 
성장기회의 결합 Peckingorder

theory의 
제공(언  없음.성장기회의 활용 

가능성에 좌우될 것으로 추측)

재산권이론
Grossman&Hart(1986)
Hart&Moore(1990)

Hart(1995)

연계되어 소유된 (물 )자산의 
집합체 불완  계약

이론소유권배분과 한계투자수익의 
변화를 통한 투자유인의 부여

핵심자원이론 Rajan&Zingales(1998)
Rajan&Zingales(2001)

핵심  자원을 심으로 한 
특정  투자의 연쇄 비 물 자본 

심의 
기업이론특화기회의 제공을 통한 최  

투자유인의 부여

유인시스템의 
제공

Holmstrom&Milgrom
(1994),Holmstrom(1999)

Thefirmasasubeconomy low-powered
incentive이론 

 유인설계
계약  외부성의 방지  

최 유인기제의 제공

계  계약의 
도입

Gibbons(2000)
Baker,Gibbons&
Murphy(2002)

명시  는 암묵  계약의 
연계 암묵  요소의 

이론화우월한 계  계약의 
제공가능성

나.사업체서의 동조합에 한 이론  논의

경제학자들은 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심을 두지 않았으며 

동조합을 다루더라고 기업이론의 일부로서 다루어 왔다.그러나 

동조합이 성숙해지면서 동조합의 수 균형을 통한 극 화,최 화 

조건 뿐 아니라 동조합 조직 내부의 경제학이 더 요해지면서 

동조합 내부의 경제학 이론 수요가 발생한다.

1950년  이후 발 한 게임이론과 1970년  이후 신제도주의 경

제학의 발 과 함께 기업의 조직,거버 스에 한 연구가 늘어나면

서 기존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동조합기업에 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기업으로서의 동조합이라는 근에 향을 미친 요

한 경제학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표 5>기업이론의 비교표

출처:김용선,(2003),기업이론에 한 서베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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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이론 (trancactioncosttheory)

거래비용이론이란 ‘거래에는 반드시 비용이 존재하며,기업은 거

래비용을 약하기 해 발 ’되었다고 보는 경제학이론이다(Coase,

1937;Williamson,1985).

Coase는 가격이 매개하는 시장거래와 구별되는 기업과 같은 경제

조직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을 경제학의 심 문제로서 제기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결정 인 분석개념인 거래비용을 창안

한 학자다.Coase는 시장과 기업이라는 상이한 형태를 통한 경제행

가 왜 존재하는가에 해 질문하면서,거리비용(transactionscost)

을 ‘시장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거

래비용에는 탐색비용, 상비용,계약체결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그러나 거래비용은 시장교환 뿐 아니라 기업 내 조직 안에서

도 발생하므로,Arrow(1970)는 거래비용을 ‘경제시스템 운 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보다 일반 으로 정의하 다.

Williamson(1985)은 ‘생산비용에서 거래비용을 분리해내고 거래비

용을 경제  마찰(friction)로 정의’하 으며 이러한 비용은 사  

거래비용(거래조건에 한 상ㆍ합의작성 비용)과 사후 거래비용

(분쟁 련비용,계약이행보증비용)으로 나  수 있다고 정의하 다.

그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는 기회주의

(opportunism)의 형태  가정 하에 거래 속성들인 자산 속성(asset

specificity),불확실성(uncertainity),거래빈도(frequency)등 3가지 독

립변수들에 의하여 거래비용이 결정된다고 하 다.

Hansmann(1996)은 소유권(ownership)이 거래비용의 일부를 경감

시킨다고 보아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소유권을 부여할 때 기업

의 효율성이 극 화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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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이론(propertyrighttheory)

재산권(propertyright)이론은 조직구성원이 제공한 생산요소에 귀

속되어 있는 권리의 계약 계에 심이 있으며,조직구성원들의 유

인행 는 재산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은 자산의 사용권,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수익

권,권리의 처분이 가능한 처분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송 호(1998)

는 인간행동에 가장 강한 향을 주는 것은 유인(incentive)이며 재

산권을 정의,보호,집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고 하 다.

Demsetz(1967)는 경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요성을 

강조하 는데,다양한 인 동 계가 제 로 이행되지 못하고 성과

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그 이행

이 강제되지 못하는 에서 찾았다.Demsetz는 기업 내부의 인

동 계에 향을 미치는 ‘재산권의 주요 기능은 내부화에 따른 비

용·편익을 기 으로 동기를 유도하며,외부효과를 더 많이 내부화시

키는 데 있으며,내부화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재산권이 발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결국 확립된 재산권이 거래비용을 이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Grossman& Hart(1986),Hart& Moore(1990),Hart(1995)의 재산

권 이론은 계약의 불완 성에 의해 사후의 교섭에 한 고려가 필

수 이 되고,이는 효율성에 잠재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함으

로써 거래비용이론과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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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 계약 이론(incompletecontracttheory)

불완 계약이론은 계약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추

가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를 해소하기 해 상

상가능한 모든 것을 측하여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 으로 불가능하다.결국 시간이 경과하면

서 계약은 불완 해지고 수정되거나 재 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Hart(1995)는 불완 계약은 기업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

과를 래한다고 보고 불완 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재 상을 

통해 수정 가능한 계약조항을 놓고 벌이는 사후  논쟁비용,정보비

칭성에 의한 비효율  합의와 련된 비용,재 상시의 지체행

에 한 두려움으로 계 특정  투자를 하지 않는 사  비용’의 

세 가지로 구분하 다.

Hart는 계약 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 결정권의 보유는 사

후 으로 발생한 잉여에 한 재교섭과 분배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잉여를 발생시키게 되는 사  투자유인에 향을 미친

다고 하 으며 이러한 규정되지 않은 결정권을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sofcontrol)이라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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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이론 (agencyproblem theory)

리인 이론이란 기업을 주인과 리인의 계로 상정하고 주인

과 리인 사이에는 근본 인 이해 계의 상충이 존재하며 정보부

족 등의 이유로 주인이 리인을 효율 으로 감시하지 못함으로 

리인의 도덕 해이나 무 격자,무능력자를 리인으로 선임하는 역

선택 상 같은 리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은 소유

자와 의사결정권을 임받은 사람 간 최 의 유인구조와 조정의 틀

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유도하도록 운 되어야 한다.

JensenandMeckling(1976:1983)은 거래비용이론을 발 시켜 기

업을 상반된 이해 계를 토 로 하는 본인과 리인의 ‘계약 계의 

연합’으로 악하고 모든 계약에는 핵심계약(centralcontracts)이 존

재하며,핵심계약이 잔여청구권의 본질과 의사결정 과정의 방법을 

결정하며 조직들을 서로 구별시켜주며 특정 조직형태의 생존이유를 

설명한다고 하 다.

Jensen(1983)은 리인 이론을 수리  모델이 아닌 경험  일반화

를 지향하는 실증  리인 이론(positiveagencyliterature)과 수리

 모델과 연역  방법에 의존하는 주인- 리인 이론(principal-agent

literature)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증  리인 이론이 ‘자본집 ,자산 문화 수 ,정보비용,자

본시장의 역할,기업 내 외부 노동시장 등’의 계약환경뿐 아니라 감

시(monitoring)와 결속(bonding) 략에도 심을 가지는 반면,주인

- 리인 이론은 ‘계약당사자의 선호구조 효과의 모델링,불확실성의 

본질,환경의 정보구조’에 집 하고 있으며 ‘험의 공유,최 계약

의 체결,계약의 균형에서의 후생  비교’에 주된 심을 보인다.

Fama와 Jensen(1983)은 ‘의사결정 리’와 ‘의사결정통제’를 분리하

여 Jensen과 Meckling의  논리를 확장시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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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gametheory)

게임이론은 J.vonNeumannandO.Morgenstern(1944)의 공   

TheoryofGamesandEconomicBehavior(게임이론과 경제행동)에

서 이론  기 가 마련되어 발 된 경제학 이론이다(김완진,2005).

게임이론(gametheory)이란 상호 의존 인 의사 결정에 한 경

제학 이론으로 게임이란 효용 극 화를 추구하는 행 자들이 일정

한 략을 가지고 최고의 보상을 얻기 해 벌이는 행 를 말한다.

동조합 내 게임은 경기자의 일부 는 부가 자발 으로 구속

력 있는 계약(bindingagreement)에 합의하여 연 (coalition)가 허용

되는 조  게임(cooperativegame)과 원칙 으로 구속력 있는 계

약이나 연 를 허용하지 않는 비 조  게임(non-cooperativegame)

으로 나  수 있다.

조  게임에서 게임 참여자들은 제휴를 통하여 공동 행동함으

로써 이익이 상되지만 공동행동을 통한 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하여 서로 교섭해야하는 상황을 모형화하는데 주로 사

용된다.국제무역,노사 단체 약,그리고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유죄 상제도 등이 포함된다.게

임 경기자가 합의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에 조  게임은 기된다.이 때 합의한 계약을 반

한 경기자는 계약 반에 해 법 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비 조  게임은 원칙 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연 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다.단지 게임의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나 이를 반하더라도 처벌될 수 

없다. 표 인 비 조 게임은 죄수의 딜 마,  합병,순수 경

쟁 등을 들 수 있다.비 조  게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이러한 행동을 자기 구속  행동(self-enforcingbehavior)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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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아무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

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자기 구속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비 조  게임의 은 경기자의 자기 

구속  행동이 무엇이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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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업이론 (DemocraticEnterprisetheory)

신고 경제학이론이나 신제도주의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기업이

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일종의 안  기업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론은 Bowles&Gintis(1993)의 민주 기업 이론이다.

일반 으로 리기업이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는 반면 동조합이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 

기업이며 완 경제시장 하에서 Samuelson의 지 처럼 노동자가 기

계를 임차한 경제나 자본가가 노동자를 임차한 경제나 효율성 측면

에서 같은 성과를 낳아야 한다는 가설에 한 이론  근이다.

그러나 Jensen,& Meckling(1979)이 지 한 것 처럼 노동자의 기

업활동에 한 참가가 증가할수록 감시비용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이 

당한 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유와 공동 의사결정은 잘

못된 선택을 가져온다는 비 이 있다.

이에 해 Bowles& Gintis(1993)는 기업이 민주 으로 소유되고 

운 되어야 할 이유를 책임성과 효율성에서 찾았다.그들은 Ward

(1958),Domar(1966),andVanek(1970)등이 노동자 동조합이 노

동자의 소득극 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소투자가 발생하여 장기

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지 한 것에 해 이들의 가정은 자본주의  

기업은 시장실패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 존재하며 민주  기업

은 체계  비효율로 이어지는 부자연스러운 제약 속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두 유형의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 실패

를 확인하고 이 상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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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조합의 목

동조합의 정의가 규범 ,실증  논의를 포함하여 범 하다면 

동조합의 목  는 설립목 은 동조합이 하려는 사업과 

하게 연 되어 있다.

농업 동조합의 설립목 에 해 Nourse(1922)는 동조합은 서비

스가 불충분하거나 혹은 비효율 인 시장에 진입하여 척도

(yardstick)로서 조합원에게 효과 으로 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Nourse(1922)가 생각한 동조합의 최종  목 은 투자자 소유 

기업(investor-owned firm:IOF)에 응하는 경쟁척도(competitive

yardstick)로 기능하는 것이다.

Enke(1945)는 소비자 동조합의 목표는 조합원의 후생을 극 화하

는 것이라고 하 다.

Laidlaw(1980)는 ‘동조합은 사회  사상을 결합한 경제  목

의 조직체’로 정의하고 ‘동조합이 경제  사회  목 을 모두 갖

고 있지만 일차 으로 경제조직이며, 한 존속하기 하여 사업

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하 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Torgerson(1998)은 동조합은 추구하

는 목 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부터 가치를 시하는 키

부츠(kibbutz)까지 다양한 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하 다.

<  6> 목적에  동조합  분

유형 주식회사
신세
동조합

개방형
매농

자재구매
동조합

소비자
동조합

키부츠

목 이윤              서비스              가치

출처:Torgerson(1998),EvolutionofCooperativeThought,Theory,and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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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조합의 가치 

1980년 제27차 ICA 모스크바 회에서 Laidlaw(1980)가 “서기 

2000년의 동조합”에 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1988년 제29차 스

톡홀름 회에서 Marcus(1988)가 " 동조합의 기본  가치",1992년 

제30차 도쿄 회에서 Böök가 "변화하는 세계와 동조합의 기본  

가치"1995년 ICA 탄생 100주년이 되는 제31차 멘체스터 회에서 

MacPherson(1995)이 발표한 " 동조합의 정의,가치,원칙"에 한 

논의 등 동조합의 가치에 해 꾸 히 논의해 왔다.

"Co-operativesarebasedonthevaluesofself-help,self-responsibility,

democracy,equality,equity,andsolidarity. Inthetraditionoftheir

founders,co-operativemembersbelieveintheethicalvaluesofhonesty,

openness,socialresponsibility,andcaringforothers.“

( 동조합은 자조,자기책임,민주주의,평등,공정,연 를 기본가 

치로 한다.조합원은 선구자들의 통을 이어받아,정직,공개,사회

 책임,타인에의 배려 등의 윤리  가치를 신조로 한다.)

동조합인들이 동조합의 가치에 해 지속 으로 논의를 진행

한 배경은 동조합들이 다국 기업과의 경쟁 등 시장변화에 따라 

1960-70년  산하면서 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동조합의 고유한 특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받아 들

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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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조합의 원칙

동조합의 원칙이란 조합원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사업체

인 동조합이 성과 으로 운 되기 해 필요한 경  지침이라

고 할 수 있다.

동조합의 운  원칙에 한 역사상 가장 요한 진 은 1844년 

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에서 비롯된다.이들은 산업 명과 

함께 국 각지에서 생겨난 동조합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로 

부터 교훈을 얻어 동조합 운 원칙을 수립하여 역사상 최 의 성

공한 동조합으로 기억되고 있다.

로치데일조합의 원칙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운 하기 한 

행동강령(practice)에 가까우며,일부는 재도 운 방식으로 로치데

일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로치데일 원칙은 역사발  과정에 따라 

수차례 수정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ICA는 1921년 바젤 회를 통해 로치데일 원칙을 정형화한 이래 

1937년,1966년,1995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조합 기본 원칙을 

7가지로 규정하 다.

<표 7>ICA의 동조합 원칙과 변화

1937년 1966년 1995년

가입의 자유 가입의 자유 가입의 자유

민주  리 민주  리 민주  리

이용고 배당 잉여  공정배분 조합원의 경제  참여

출자에 한 이자제한 출자에 한 이자제한

정치 ,종교  립 자율과 독립

거래

교육 진 동조합 교육 교육  홍보

동조합간 동 동조합 간 동

지역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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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의 동조합 원칙이 실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은 

동조합이 사업과 제도에 따라 조직되고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Barton(1989)은 동조합의 원칙을 로치데일 원칙, 통  원칙,

비례  원칙,  원칙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표 8> 동조합 원칙의 4가지 유형

결정요소 로치데일원칙 통  원칙 비례  원칙  원칙

통제권
1.일인일표

2.가입자유

1.일인일표

2.가입자유

1.이용비례 1.일인일표

는 이용비례

소유권
3.조합원 출자

4.출자상한제한

3.조합원 출자

4.출자상한제한

2.이용비례

조합원출자

2.조합원 출자

수익권

5.이용비례배당

6.출자배당제한

7.시가거래

5.이용비례배당

6.출자배당제한

7.조합원 참여

3.이용비례배

당
3.이용비례배당

기타

8.교육의무

9. 거래

10.품질,정량거래

11.정치․종교 립

12.성차별 지

8.교육의무

UnitedStatesDepartmentofAgriculture(이하 미국농무부)(1987)는 

동조합을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자가 수익을 

나 는 이용자소유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이는 Barton(1989)이 

정의한  원칙에 해당한다.

미국농무부의 동조합 원칙은 일 성으로 인해 특히 농업 분야

의 동조합들에 실용 으로 용되고 있다.

Macpherson(1995)은 “ 동조합 원칙들은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

어 있다.그  하나를 소홀히 하면 다른 모든 것의 의미가 축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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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조합은 어느 한 원칙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 으며,Barton(1989)은 훌륭한 원칙이 동조합의 존립에 필수

인 요소라고 정의하고 동조합이 올바른 원칙을 채택하고 조합원

들이 원칙을 제 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동조합 성공의 석

이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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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동조합의 유형

1. 동조합 유형구분의 필요성

실에 존재하는 동조합을 MECE3)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Exhaustive)하게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ICA의 산하에는 8개(Banking,Agriculture,Fisheries,Insurance,

Health,Housing,Consumer,Worker)의 연합회4)가 있다.ICA의 이

러한 분류는 엄격한 학문  잣 가 아니라 실을 사후 으로 반

한 결과다.

실 으로 존재하는 동조합들 사이에는 공통 과 차이가 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 한 배제와 복이 없도록 동조

합을 분류하면 분류된 유형 사이의 공통된 특성과 운 의 원리를 

악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동조합 운 에 필요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단시간에 무나 많은 동조

합이 만들어 졌고 동조합 유형 간 운 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

지 못하는 실  이유도 있다. 를들어 동조합으로 슈퍼마켓을 

경 한다고 가정할 때,공동구매를 목 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만들

면 소비자 동조합이 되고,유통 매를 목 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

들면 직원 동조합이 되고,공동 매를 목 으로 가공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생산자 동조합이 되고,사업자와 직원이 공동으로 경 하면 

다 이해 계자가 되고,직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

이라면 사회 동조합으로 운 될 수도 있다.

3) MECE(MutuallyExclusive,CollectivelyExhaustive)원칙이란 '서로 배타 이면

서 합하면 체를 차지하도록'한다는 분류의 원칙

4)ICA의 조직구조에 한 자세한 사항은 http://ica.coop/en/alliance-structure를 

참조 할 것



- 41 -

2. 동조합의 유형에 한 선행 연구

동조합의 유형이 다양한 이유는 Zamagni(2010)의 지 처럼 ‘

동조합은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동조합은 역사 으로 그 사회가 필요로 했던 '무엇'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한 사업체

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상만큼 다양한 형태로 출 하 다.

역사 으로 국에서는 소비자 동조합이 발달했고 랑스에서는 

생산자 동조합 독일에서는 신용 동조합 미국에서는 농업 동조합

이 발달했는데 이는 나라마다 생산의 조건이 다르고 법률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다 이해 계자 동조합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동조

합이 출 하는 이유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조합을 만들려

는 조합원의 필요도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그 다면 실에 존재하는 동조합을 배제와 복이 없도록 구분 

할 수는 없을까?

Hansmann(1996)은 동조합 뿐 만 아니라 기업 체를 생산자가 

소유하는 기업과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구분한다.Hansmann

은 동조합을 포함하여 기업의 출 과 존재의 이유를 집단  의사

결정비용과 경 자 리인비용의 감이라는 비용 감 목 함수로 

일 되게 설명하고 있다.

Birchall(2011)은 기업을 크게 조합원 소유 기업 (Member-owned

business)과 투자자 소유 사업(investor-ownedbusiness)으로 구분하

고 둘의 근본  차이는 사업이 사람 심 이냐,자본 심 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하 다.Birchall은 기업에는 자본투자자 이외 3가

지 주요 이해 계자가 있는데 이를 소비자,생산자,노동자로 구분

하고 이들 이해 계자  하나가 사업의 심이 됨에 따라 소비자 

소유,생산자 소유,노동자 소유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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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irchall은 동조합을 소비자,생산자,생산자  소비자,노동자 

소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김기태 외(2012)는 동조합이 추구하는 목 ,참여하는 동기,주

된 사업을 기 으로 소비자 동조합,생산자 동조합,직원 동조합,

다 이해 계자 동조합,사회 동조합,보건의료사회 동조합으

로 유형을 구분하 다.

장종익(2014)은 이들의 연구가 최근 동조합의 새로운 진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이들의 동조합에 한 분류는 사회

동조합을 거의 무시하고 있으며, 융 동조합을 다룰 경우에도 

동조합투자은행(cooperative investmentbank)이나 사회 동조

합은행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조합의 유형을 운 의 주체

를 심으로 소비자,사업자(생산자),노동자, 융 동조합,사회

동조합의 5가지로 분류하고 분야와 기능을 심으로 이를 다시 

1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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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기능 유형

생산자 공동구매/ 매
생산자 동조합

매 동조합

소비자 공동구매/이용
구매소비자 동조합

이용소비자 동조합

노동자 공동생산/ 매 노동자 동조합

다 이해
공동구매/이용 다 이해 계자 동조합

사회서비스 생산/이용 사회 동조합

3. 동조합 유형별 정의

본 연구는 선행의 동조합 유형에 한 연구를 참고하여 ‘가 

동조합을 소유하는가’라는 기 으로 동조합을 생산자소유,소비

자소유,노동자소유,둘 이상의 조합원 소유로 구분하여 경제학  

에서 동조합을 연구한 자료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표 9> 동조합의 유형

생산자 동조합은 상품과 서비스의 매를 해 조합원이 공동으

로 사업을 개하는 것으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부문을 공

동으로 임하여 사업성과를 높임으로써 조합원들의 경  개선 혹

은 안정을 이루기 해 만들어지는 동조합으로 범 의 경제를 실

하여 효율을 추구하게 된다.

소비자 동조합은 공동구매를 목 으로 하는 ‘구매 동조합’과 자

산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 으로 하는 ‘이용 동조합’으로 구분

할 수 있다.특별히 융 동조합은 경제  약자들이 자 의 융통이

나 험의 분산을 목 으로 동조합을 설립하여 , 출,보험 

상품을 구매한다고 보아 소비자 동조합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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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동조합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 할 목 으로 

설립되는 데 조합원들이 개별 으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  할 수 있을 때 설립되는

데,모든 형태의 산업에서 출 하는 특징이 있다.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동

조합 활동을 통하여,조합원의 경 활동을 돕거나 취약계층에 한 

사회서비스 제공,지역개발 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도모를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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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동조합 연구 황

제 1  생산자 동조합 

1.연구 황 개

1940년  이 에는 생산자 동조합에 한 경제학 인 근이 

시작되지 못했다(LeVay,1983;Staatz 1987c;Torgerson외 1998;

Cook외 2004).

생산자 동조합의 목 ,필요성 등에 한 논의는 1920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Sapiro(1923)의 품목 심 동조합 발 에 한 논의와 

Nourse(1922)의 경쟁척도(CompetitiveYardstick)로서의 동조합에 

한 논의로부터 1942년 Emelianoff(1942)가 수직  통합(vertical

inergration)의 하나로 동조합을 간주하기 시작(LeVay, 1983:

Staatz,1987c;Torgerson,1998;Cook,2004)하면서 경제학  논의로 

진화한다.

Phillips(1953)는 Emelianoff의 논의를 기 로 동조합에 한 생

산과 가격 결정원리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Helmberger&

Hoos(1962)는 제2차 세계  이후 발 한 기업이론을 용하여    

Phillips의 조합원농장의 단순한 연장으로서의 농  논의를 비 하

고 농 을 하나의 독립  기업으로 분석한다.

한편 1960년 에 들어서면서 재산권 경제학이 공해 문제부터 비

즈니스 략에 이르기까지 범 한 분야에서 응용(Torgerson 외,

1998)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이론의 수정을 통해 동조합에 합한 

이론  틀을 제공하고 동조합의 장단기 의사결정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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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 에는 농 을 둘러싼 시장여건과 농 의 구조가 크게 변

함에 따라 신고 경제학의 극 화,최 화 가정을 비 하고 1950

년 부터 본격  연구가 시작된 게임이론(gametheory)에 한 연

구결과를 생산자 동조합에 용하려는 시도가 생기기 시작한다.

인간경제활동의 거래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정보비 칭,

리인문제 등 거래비용이론,재산권이론, 리인이론 등을 용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론의 성과를 생산자 동조합에 용한 이론들

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동조합이론의 주요 심사가 동을 조직화하고 이를 유지하기 

한 내 인 조직구조로 옮겨진 까닭은 동조합이 성숙해지면서,

규모화된 동조합들이 출 하 고 이에따라 동조합의 수 균형

을 통한 극 화,최 화 조건 뿐 아니라 동조합 조직 내부의 경제

학이 더 요해졌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생산자 동조합 한 이론  연구들은 실증주의  

략경 학 논의와 함께 동조합의 구조와 조합원의 특질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특히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농산

물 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격화는 생산자 동조합에 큰 시련이 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세 동조합론 등 동조합의 구조 환과 이에

한 이론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년 12월 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지

고 있는 생산자 동조합 역시 미국의 농민과 농 이 겪었던 이론 ,

실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미 농 을 심으로 진행된 지난 논의는 우리나라 농  

뿐 만 아니라 생산자 동조합의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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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자 동조합의 개념과 성장

가.생산자 동조합의 개념

생산자 동조합은 상품과 서비스의 매를 해 조합원이 공동으

로 사업을 개하는 것으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부문을 공

동으로 임하여 사업성과를 높임으로써 조합원들의 경  개선 혹

은 안정을 이루기 해 만들어지는 동조합으로 범 의 경제를 실

하여 효율을 추구하는 동조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나.생산자 동조합 이론의 사(前事)

캘리포니아 학 (TheCaliforniaSchool)

Sapiro(1923)는 품목별로 조직된 동조합을 통해 보다 체계 인 

유통을 달성하여,농업인에게 불리한 시장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조

건을 개선하는 것을 지향하 다.Sapiro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의 

공항기에도 캘리포니아를 심으로 품목 동조합이 발 하는 데 크

게 기여하 다.

경쟁척도 학 (TheCompetitiveYardstickSchool)

Nourse(1922)는 동조합은 제한 인 시장 유율을 갖는 유통사업

을 통해서도 경쟁척도 역할을 수행하여 유통채 을 지배하는 민간

기업의 독 행 를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Nourse는 동조

합의 견제와 균형 기능(checkandbalancefunction)은 민간 부문의 

사업활동에 한 지표를 제공하며 그들이 보다 경쟁 으로 행동하

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 다.Nourse의 경쟁 척

도로서의 동조합에 한 논의는 정부의 동조합에 한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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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며 지 도 동조합의 요한 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Sapiro와 Nourse는 조합원 참여와 조직의 단결에 한 실  문

제에 기여하 으며 이후 농업 동조합에 한 본격 인 경제학  

논의에 기여하 다.Sapiro와 Nourse이후 동조합에 한 논의는 

동조합의 외부  효과보다는 내부  는 미시  분석에 치 하

면서 보다 완결 인 동조합 이론을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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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산자 동조합에 한 주요이론   

가.신고  경제학  근 

수직  통합이론

Emelianoff(1942)는 동조합 매조직과 조합원간의 구조   

기능  계에 을 맞추어 미시 으로 동조합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그는 동조합을 조합원농장들의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하나로 간주하며 동조합을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순수한 리인으로 악했다.

제2차 세계  이후 근 경제학의 발 과 더불어 기업이론을 이

용한 통  미시경제 분석방법이 동조합에 용되기 시작한다.

Phillips(1953)는 Emelianoff의 논의를 기 로 동조합의 생산,가

격 결정이론을 발 시켰다.

Phillips는 조합원들이 한계비용과 동조합의 한계수익이 서로 일

치되는 지 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라는 을 밝 냈다.

한 Phillips는 수직  통합 논리를 이용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계

는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투표권 등과 같

은 지배구조 역시 조합원의 출하물량이나 사업 이용액에 비례하는 

투표수에 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다(Torgerson외,1998).

그러나 Torgerson외 (1998)등이 지 하는 바와 같이 Phillips가 수

직  통합 이론을 근거로 발 시킨 동조합의 생산,가격 결정이론

은 조합이 한계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모든 조합원

들이 이에 응하여 생산물량을 탄력 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최

조건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실에 직면하게 된다.

한 농민들이 왜 동조합을 통해 수직 으로 통합하는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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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다(Sexton,1986:Royer,1994:Torgerson외,

1998).결국 Emelianoff와 Phillips모형의 단 은 동조합에 합한 

기업이론이 결여되었다는 에서 기인한다(Torgerson외,1998).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동조합이론

Helmberger& Hoos(1962)는 Phillips의 조합원 농장의 단순한 연

장으로서의 동조합이론을 비 하면서 동조합의 생산량과 가격

결정원리를 분석하기 해서는 농 을 독립  기업으로 설정하고 

투자자-소유기업의 이윤극 화를 분석한 신고 학  경제학 이론을 

동조합에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다만 농 은 투자자-소유기업과는 달리 농  자체의 이윤극 화를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 화하기 때문에 

농 에 한 분석을 해서는 신고 학  이윤극 화 이론의 수정

이 필요함을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이들은 농 이 조합

원들의 이익 극 화 목 을 실 하기 해서는 농  차원에서 발생

하는 모든 이익은 조합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Halmberger& Hoos는 모든 조합원들은 이윤극 자이며,어떤 조

합원도 동조합의 지불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가격수용자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농 의 가격결정원리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

들이 공 하는 원료농산물에 한 지불가격 극 화에 있기 때문에 

한계비용(MC)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비용가격(AC)

에서 균형을 달성하며,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비교하여 생산량은 일

반기업보다 많으면서도 가격은 낮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 다.

한 이들은 농 의 장기시장행동에 있어서 농 이 공개조합원제

도를 채택하느냐 혹은 폐쇄 인 조합원제도(closed membershi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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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느냐에 따라 가격과 수량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을 도출하

다.

농 의 한계비용이 증가할 경우 추가 인 물량조달은 기존조합원

에게 귀속되는 평균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존조합원들은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함으로써 농 의 조

합원제도와 농 의 취 량  이의 사회  후생결과 사이에 계가 

있으며,기존조합원과 잠재  조합원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을 논증한 것이다.

Halmberger&Hoos는 Phillips모형을 발 시켜 최 화와 균형에 

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 으며 Phillips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조합원통제에 한 복잡한 이슈들에 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게임이론 근

동조합에 한 게임이론  근은 Helmberger& Hoos의 가격

수용자(pricetaker)로서의 조합원 가정을 기각하고 어떤 조합원의 

략 변경은 가격변화를 매개로 하여 다른 조합원의 략의 변경을 

유발시킨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Sexton(1986)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복수의 동조합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Helmbergerand Hoos(1962)의 물량극 화 균형이나 

LeVay(1983)의 후생극 화 균형이 달성되지 않고,수취가격 극 화

인 평균순수입 극  근처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보았다.이는 시

장주도 인 규모 동조합이 ‘출하물량 극 화’균형에 있을 경우 

다른 균형에 비해 조합원 수취 순가격(이용배당 포함)이 상 으로 

낮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동조합에서 이탈하여 작고 효율

인 동조합을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며 새로운 동조합은 조합원 

수취 순가격이 가장 높은 평균순수입 극 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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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staatz(1987a) 조  게임이론을 농 이 공 하는 재화와 서비스

의 가격 설정에 용하 다.그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안정 인 균형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을 보여주

었다.왜냐하면 동조합은 조합원의 선호가 동질 인 것으로 가정

할 수 없는 의사 결정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보다 나은 출하처

나 구매처가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동조합을 이탈할 유인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Staatz의 조  게임이론은 조합원의 이질성이나 

동조합의 평균비용 추이가 동조합의 가격설정이나 조합원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을 밝히는데 기여하 다.

서 문(1999)은 동조합이 비 조게임을 제로 한다면 상 방

의 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 인 략을 선택하는 

내쉬균형(Nashequilibrium)이 이루어지며,죄수의 딜 마(prisoner's

dilemma)와 같이 ‘의리’략보다는 ‘자백’략을 선택하는 인간의 이

기  속성을 제로 균형 을 찾을 수 있다고 하 다.

장종익(2010)은 불완 경쟁 시장 구조 하에서 동조합이 경쟁척

도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조합이용이 필수 이

나 무임승차자 문제가 경쟁척도기능을 수행하는 동조합의 안정을 

한다고 하 다.이를 방지하기 해서 동조합은 조합원이 조

합으로부터 이탈하는 비용을 높이는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게임이론  근에 한 비

동조합에 한 게임이론  근은 조합원들이 모든 가능한 결

탁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조합원들이 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탁형성 비용, 약수

행 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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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조합원의 선호가 불변이라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매우 비 실 이다.왜냐하면 동조합은 조합원의 

선호를 변화시키기 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조

합원의 선호는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신제도주의 경제학  근 

거래비용 이론 

Coase(1937),Williamson(1985)등이 발 시켜 온 거래비용이론을 

생산자 동조합으로서 농 에 용한 연구들은 농산물의 생산과 

매에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 다.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수직  통합체로서 동조합이 자산특정

성5)과 같은 거래비용을 이는 역할을 한다는 을 강조한다.

Staatz(1987b)는 거래비용이론의 에서 동조합의 구성과 운

을 논의한다.그는 자산특정성,불확실성 원칙,외부성 원칙, 계구

조 완화의 원칙 등에 의해 농업인들이 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인을 분석하 다.

Staatz에 따르면 농민들은 농장의 자산 특정성이 높을 경우 거래상

방이 이를 악용하여 과이윤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그들의 기회

주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공동의 노력

으로 수직  통합방식으로 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Centner(1988)는 거래비용이론의 에서 시장실패 유형과 동

조합의 역할에 해서 논하고 있다.

첫째,생산자들이 제품을 매하는데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에 

5) 산특정 (asset specificity) 란 어떤 산  특정한 목적  사용에 한정 어 

다  용도로 전용 기 어려운 특  말하 , 로 해 효 적  산 분  

어렵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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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통제력을 거의 발휘 할 수 없는 구매과 (oligopsony)상

황에서 동조합은 생산자들의 시장 근을 가능  하여 시장실패 

문제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정보비 칭성(asymmetricinformation)의 상황에서 생산자는 

공 을 해 투자한 비용만큼의 가치를 받지 못하거나,가공업자에

게 고 품을 납품하고도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할 험을 안게 되는

데,공 조직이나 가공조직의 결성은 이런 험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제품의 출하시 에서 생산자들의 교섭 치가 제한된다는 것

으로,거래특정  투자와 제품의 부패 가능성 때문에 생산자들은 낮

은 가격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조합의 로개척 노력은 시

장실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Ollila(1989)는 거래비용 이론을 통해 핀란드와 미시간의 낙농업 

동조합을 비교연구 했다.그는 동조합은 시장이나 공공기 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가격조정과 매조정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거래비용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 다. 한 

동조합은 거래 상 방의 기회주의 유인을 약화시켜 고정자산을 보

호해주며,자산의 잔존가액을 정수 으로 보 해 으로써 자산의 

유연성도 높인다고 평가하 다.나아가 그는 동조합은 험의 공

동화(riskpooling)를 통해 불확실성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

장하 다.

Hansmann(2009)은 거래비용이론이 강조한 자산에 한 통제권  

측면  소유권에 을 맞추어 소유권이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 

하게 되며,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간의 거래 계(tradeoff)에 따라 

그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기업의 소유권이 부여될 때 그 효율성이 

최 화 된다고 하 다.Hansmann은 시장계약비용과 소유비용  

소유비용이 더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집단  의사결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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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경 자 리인비용이 농  소유비용의 핵심 인 요소인데,이를 

낮추기 해서는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 계의 동질성이 높아야 하

고 조합원의 경 자감시유인이 높아야 한다는 을 지 하 다.

Hendrikse& Veerman(2001)은 거래비용이론을 용하여 동조

합의 생산·유통 시설 투자가 특정성(specificinvestment)6)이 있는 경

우  지배구조가 투자수 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이들은 marketgovernance,hybrid organization,hierarchy

governance 순으로 비용이 최소화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조합은 

hybridorganization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SzabóandFertö(2002)는 거래비용이론의 에서 수직통합 형태

의 농업 동조합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첫째,농업 동조합은 통 으로 독과  기업의 시장지배력

에 응하여 개별농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해 왔다.

둘째, 동조합은 독과  기업에 한 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형성하여 경쟁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을 경

쟁 으로 만들고 사회 체 으로 정 인 향을 미쳤다.셋째,

동조합은 때로는 기술  는 시장효율성 증가에 기여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넷째, 동조합은 여러 유통단계

에 걸쳐 일체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자 선호에 한 정보를 농

가에게 보다 잘 달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감하고 내부화 시킬 수 

있다. 한 경제  는 기술 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거래비용을 

감할 수 있다.부패성 농산물이나 자산특정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계약불이행 문제(hold-upproblem)를 사 에 방하기 

하여 지배구조로서 동조합을 만드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다섯

째, 동조합은 거래비용과 생산비용을 감하고 각 유통단계에서 

6) “  특정 ” 란 조합  하는 사업  조합원 모  해  하는 

것  아니라 핵심 목, 핵심사업에 집  경우에  심 로 가 루어

지는 상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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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잉여 을 환원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소득증 에 기여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은 기업조직의 생산과 리의 목 함수를 거래비용

의 최소화라는 에서 설명함으로써,농업 동조합의 수직  통합

(verticalintegration)에 하여 거래비용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생

산자 동조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연구의 요한 분석도구가 되

었다.

재산권 이론(propertyrighttheory)

동조합에서 재산권 문제가 요해지기 시작한 것은 동조합이 

성공하려면 조합원들이 조합에 해 주인의식과 통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부터다(Fulton,1995).

Fulton(1995)은 동조합에 용되는 ‘재산권’이란 조합원들이 

동조합의 자산 혹은 이익에 하여 명시된 권리나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다고 하 다.그는 통

으로 출자지분이 거래되지 않고, 동조합에 한 소유가 아니라 이

용에서 이익이 발생하며,투표권은 조합원의 수에 기 하고 투자된 

자본이나 참여한 사업물량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조합의 

출자지분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지분의 가치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단 기 이 될 수 없으며,그 결과 운 의 

비효율성이 간 되지 않은 채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Cook(1995)는 재산권이야말로 동조합을 생산자 주의 사업체

로 지속시키는 결정 인 수단이라고 지 하 다.Cook은 재산권에 

한 개인  지분이 불명확하고,재산권의 거래나 양도가 지되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 다.그는 새로운 조합원이 기존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용고 배당이나 잔여청구권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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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좀 더 복잡한 공유재산문제가 발생한다고 지 하 다.

이에 Cook은 동조합은 한 재산권을 정의하여 내부  안정성

을 도모한 다음에 시장성과를 개선하거나 시장실패를 시정하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 다.

Chadda와 Cook(2001)은 동조합은 투자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을 실증 으로 분석했다. 동조합은 1.잔여청구권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2.조합원은 조합에 한 한 투자유인을 갖고 있

지 못함 3.투자의 근원이 되는 자기자본이 조합원의 증여에 의존함 

4. 동조합의 자기자본이 속 이지 않음 5.외부자본의 출자가 어

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동조합의 투자가 제한된다는 가설을 바탕

으로 하여 미국의 570개 조합의 1996~2001년 5년간 자료를 분석하

여 동조합의 투자는 자본흐름(CashFlow)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을 증명했다.

리인 이론 

리인 이론을 생산자 동조합에 용한 연구들은 동조합의 재

산권은 불확정재산권(contingentpropertyright)이기 때문에 리인문

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Condon& Vitaliano(1983)는 리인 이론의 에서,‘동조합

은 일인 는 다수의 요소 공 자와 고객집단이 잔여청구권을 소유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한다.이들은 회원과 이용자만이 잔여청구권

을 소유할 있다는 에서 동조합의 청구권은 제한된 청구권이라

고 보는데,여기서 잔여청구권이 재산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회원이 동조합을 이용하는 기간 뿐 이라고 논의했다.

한편 Vitaliano(1983)는 동조합의 잔여청구권에는 ‘시장성과 환

매성에 필요한 의사결정통제기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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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구매나 매거래를 통해 획득 는 처분 가능한 조직 흐름에 

한,완 히 정의(specified)되지 않은 사 재산권’임을 강조하고 있

다. 한 잔여청구권은 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동조합의 청구권은 불확정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Staatz(1987b)는 조합원이 농 의 잔여재산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농

과의 거래계약은 조합원의 입장에 보면 부수 인 조건부계약

(contingentcontracts) 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농 과의 거

래계약이 부수 인 조건부 계약  성격이 강할 때,계약의 불완 성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감시비용과 사후 강제비용 등 계약

비용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조합원들은 농  잉여의 수

취권자이기 때문에 농 의 잉여의 확 에 기여하기 하여 농 과

의 력에 보다 극 일 수 있다는 것이다.

Ferrier와 Porter(1991)는 리인 이론을 토 로 동조합은 본질

으로 열등한 조직형태라고 주장하 다.

이들은 동조합은 주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제 비용이 높고,소

유권 분산으로 감시 유인과 신 유인이 낮기 때문에 동조합은 

기술 으로 비효율  조직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 하 다.

Ferrier와 Porter는 미국 낙농업 동조합과 다른 조직의 비교분석

을 통해 동조합의 비효율성을 설명하 다.특히 기술  비효율성

이 크게 나타났는데,이는 비성수기의 유휴자산이 원인으로 분석하

다.Ferrier와 Porter는 시장실패가 없다면 동조합의 항세력

(countervailingpower)논리가 유지될 수 없으며,풍부한 정부 보조

이 없다면 동조합은 소수의, 문화된 기능만을 담당하게 될 것

이라고 논의하 다.

Nilsson(1998)은 리인 문제들이 동조합의 내재  문제는 아니

라고 주장하면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그 역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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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의 동조합이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부가가치활동으로 

진출할 경우 에서 살펴본 문제에 착할 것이라고 본다.그러나,

동조합이 보다 분명하게 정의된 재산권,잔여청구권의 개별화  

시장평가와 거래가 가능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ook와 Iliopoulos(1998)는 모호하게 정의된 재산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동조합 재구조화의 다섯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개별 

동조합들은 이 에서 자신에게 합한 해결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첫째,이용자 부담 방식(currentuseralignment), 를들어 기 자본

계획,회원마 계약,비례투표체계,신규회원가입투자,거래가능출

하권 등이 있다.

둘째,회원유지 투자방식(member-retainingidiosyncraticassets),

를들어 회원 훈련학교, 동조합이미지,회원 계 로그램,높은 

환비용 등의 충성심 제고 등이 있다.

셋째,공 통제 방식(controlofsupply), 를들어 지리  독 ,규

모 형화,가입통제 등이 있다.

넷째, 신  자본 도입 방식(innovativeequitycapitalacquisition

techniques), 를 들어 자회사와의 공동투자,우선주 발행,처분  

평가가능 자산도입,주식상장 등이 해당한다.

다섯째, 험측정 투명성 제고 방식(risk/measurement

transparency), 를 들어 분리자본 풀(separatecapitalpools),지역

회원- 동조합과의 경 계약,주식유형 다원화(issuanceofA andB

shares)등의 조직 신기법 등이다.

Cook와 Iliopoulos는 이런 략과 도구를 이용하면 동조합의 

리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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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 동조합론 -New GenerationCooperatives

신세 동조합은 Stefanson& Fulton& Harris(1995)가 미국의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스콘신 등에서 발생한 50여개의 조합을 

동조합의 새로운 부류로 정의하면서부터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

하 다.

Fulton외 (2006)에 따르면 신세 동조합은 1980년   10여개

에서 2003년 147개로 증가하 다.

신세 동조합은 기존 통  동조합의 지배구조에서 생되

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첫째,출자좌수에 따른 의결권의 부여 둘

째,출하권의 시장 거래 셋째,외부자본의 참여 등 통 인 동조

합의 구조와 조합원제도와 다른 시도라 할 수 있다.

Cook(1995)은 동조합의 지배구조  잔여청구권의 특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을 1.무임승차자 문제 (freeriderproblem)2.기간

의 문제 (HorizonProblem)3.포트폴리오 문제 (PortfolioProblem)

4.통제 문제 (ControlProblem)5. 향비용 문제 (InfluenceCosts

Problem)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 으며,이러한 동조합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신세  동조합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 다.

Katz&Boland(1999)는 신세 동조합은 첫째,1970년  이후 등

장한 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지평이며 둘째, 통 인 동조합의 

사업 역이 아닌 고부가가치사업을 추진하며 셋째,엄격한 원료납품 

조건을 수용하는 한정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을 특징으

로 들고 있다. 한 신세  동조합을 통  동조합과 구분 짓

는 기본 원리는 첫째,신세 동조합의 조합원은 1개 출하권 당 일

정량의 원료농산물을 공 할 수 있는 납품권(deliveryright)을 가진

다.둘째,납품권을 보유한 조합원만이 조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 61 -

제한된 조합원제도(restrictedorclosedmembership)를 가진다고 하

다.

신세 동조합이 1990년 에 격하게 발달된 이유에 해 

Fulton& Gibbings(2000)는 동조합을 둘러싼 외부시장,정책조건

의 변화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내부의 변화압력이 모두 작용한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 62 -

제 2  소비자 동조합 

1연구 황 개  

소비자 동조합에 한 최 의 경제학  근은 1945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Enke(1945)에 의해 이루어진다.

Anderson외(1979)는 Enke의 조합원 후생극 화 가정을 기각하고 

동조합은 조합원의 효용극 화를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 다.

Ireland외(1983)는 소비자 동조합의 조합원 의사결정을 비 조

게임을 통해 분석하 다.

소비자 동조합에 한 경제학  이론연구가 생산자 동조합에 

비해 상 으로 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소비자 동조합을 결사체(association)로 보는 경향이 있다.

Poisson은  동조합이 국민경제에서 주도 인 경제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소비자 동조합이 그 심에 있어야 하다고 생

각했다.1960,70년  미국을 심으로 한 소매유통 명의 시기에 

국의 소비자 동조합이 소매업 유통형태의 변화에 한 응과정

에서 보여  결정 역시 이러한 생각을 반 한다.

둘째,기존 경제학으로는 소비자 동조합의 정체성을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단에 기 한다.

金亨美(2013)는 소비자조합원의 구매행동에는,미시경제학의 효용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동기가 있다.소비자 동조합 조

합원의 구매행 에는 지불하는 상품의 가치에는 효용 이외에 윤리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의 동기에 해

서 미시경제학은 설명할 수 없다.있다면 합리  소비자는 상품의 

기능이 지닌 순 효용과 심리  만족도라는 보충 효용,이 양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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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고 하 다.

셋째,소비자 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7)이 생산자 동조합의 비즈

니스 모델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이다.소비자 동조합의 비즈니스모

델은 조합원이 곧 고객이기 때문에 노동자 동조합이나 생산자 동

조합의 비즈니스모델에 비해 비교  간단한데 비해 노동자 동조합

이나 생산자 동조합의 경우 일반 리기업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비

조합원인 소비자에게 매하기 해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이론을 용한 이론  수요가 컸을 

것으로 단된다.

7) 비 니스 모 란 고객에게 가치  제안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기업  수

에 향  주는 핵심요 들  상 계  모 시켜 놓  것 로 요 로   

수 조, 비용 조, 마케 조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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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동조합(consumercooperatives)의 개념과 성장

가.소비자 동조합의 개념

소비자 동조합은 공동구매를 목 으로 하는 ‘구매 동조합’과 자

산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 으로 하는 ‘이용 동조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조합원을 한 구매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자 동조합의 구

매사업과 비슷하나 생산자 동조합에서의 구매는 생산을 목 으로 

생산요소를 공동구입하는 반면 소비자 동조합에서의 구매는 소비

자원리에 따라 소비재를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자 동

조합의 구매사업과는 다른 운 원리를 갖는다.

나.소비자 동조합이론의 역사  성장

소비자 동조합의 출   

유럽의 소비자 동조합이 등장한 19세기 반의 시  과제는 

정직한 거래 다.당시에는 부당한 가격,품질  량의 속임수 등

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지불을 강요하는 근  유통구조가 지

배 이었다(Birchall,2011).조합원인 소비자가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동조합은 조합원을 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유인이 없으며 

동조합 간 동을 통해 구매력을 확보하여 독과 제조기업에 

항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물자의 렴한 공 과 정직한 

거래 계의 형성을 주요한 사업 목 으로 출 하 다(Birchall,

2011).

역사상 최 로 성공한 소비자 동조합은 국의 로치데일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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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조합원을 한 생필품의 공동구매를 주 사업으로 1844년 

동조합 설립하 다.

로치데일 동조합의 성공 이래 유럽과  세계에 걸쳐 로치데일

이 감을  동조합이 출 하기 시작하 다.

캐나다의 동조합 학자인 Fairbairn(1994)에 따르면 1860년  독일 

소비자 동조합의 선구자인 EduardPfeiffer는 로치데일을 방문하

고,자신이 목격한 것에 기반해 동조합을 발 시켰으며, 랑스에

서도 1864년 로치데일방식의 소비자 동조합이 리에 만들어졌다

고 하 으며,북미 륙의 첫 로치데일 방식 동조합은 1861년 매

장이 문을 연 노바스코샤의 산 마을 스텔라톤(Stellarton)이라고 하

다.이처럼 로치데일 동조합은  세계 동조합 운동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동조합의 역사  성장

거래,이용액배당,연합사업조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 으

로 국의 소비자 동조합은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 까지 국 

소매유통업계의 선도자로 기능하 다.그러나 2차 세계  이후 

국의 소비자 동조합은 식료품 시장에서의 유율과 조합원 수의 

측면에서 격한 기를 경험한다.

국에서 로치데일조합은 근  소매 업태의 시작이라고 기록되

는데, 국의 소비자 동조합은 1860년 에는 조합원 약 10만 명,

총매출액 약 25만 운드,20년 후에는 조합원은 50만 명 이상,총

매출액은 1,550만 운드에 이르 으며,19세기 말에는 조합원 170

만 명 총매출액 5천만 운드를 기록할 정도로 격하게 성장하

다(Birchall,1997).

로치데일조합이 근  소매 업태 소비자 동조합으로 환되는 



- 66 -

요한 계기는 도매 동조합(Co-operativeWholesaleSocieties,이하 

CWS)의 설립이었다.

1863년 설립된 CWS는 소매매장의 성공을 지원하는 강력한 앙 경

제기 으로 1860년 와 1870년  동조합의 속한 확산을 지원하

고 제조업으로 분야를 확 하면서 경제  강자로 떠올랐다

(Fairbairn,1994).

CWS는 1870년 에 들어서는 소비자 동조합연합(The

Co-operativeunion)을 설립하여 조합의 법  행정  사무를 지원하

는 체계도 갖추었다.이로써 국의 소비자 동조합은 량구매와 

매체계를 정비하게 다.

소매업,도매업에 이어 제조업체까지 분야를 확 한 국의 소비

자 동조합은 격한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Fairbairn(1994)에 따르면 국의 소비자 동조합 조합원 수는 

1881년에는 54만명을 돌 했으며 1914년에는 300만명을 넘을 정도

로 빠르게 성장했다.

2차 세계 이 시작되었을 때 국에는 2만 4천개의 포를 

리하는 1,100개의 소비자 동조합이 있었는데,소매업에서 25만명을 

고용했고,제조업과 유통업에서 30만명을 고용했으며 155개의 공장

을 보유했던 CWS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하나 다(Birchall,

2011).

이처럼 국의 소비자 동조합은 자본주의 안 운동의 하나로 

출발하여 노동운동의 확산으로 포가 증하면서 량 구매와 

매 체계 정비를 통해 소매 유통의 신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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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조합의 쇠퇴

국에서는 백화 ,체인 스토어,소비자 동조합 등 3가지 종류

의 근  소매 업태가 거의 동시에 등장했다(이종 ,2013).

1900년 반 시장 유율에 있어 다른 종류의 소매 업태에 비해 

비교우 에 있던 국의 소비자 동조합이 1950년 에 어들어 쇠

락하게 된 원인에 해 이종 (2013)은 20세기 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소매 유통 명(Retailingrevoiuton)에 해 정한 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한다.

국의 소비자 동조합이 1940년 미국에서 시작된 소매 유통 

명의 환에 해 1950년  미국 슈퍼마켓에 한 답사를 다녀오는 

등 상황에 응하 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  고 을 면치 못한 것

에 해 Ekberg(2008)는 국 소비자 동조합의 경 자들의 단 착

오와 동조합의 구조  문제와 련이 있다고 하 다.

Ekberg(2008)는 1960년  국 소비자 동조합의 시장 유율이 지

속 으로 하락하자, 규모 슈퍼마켓으로 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역조합 지도자들은 통 인 매장을 폐쇄하고 규모 

슈퍼마켓을 도입하는 것에 반 하 다고 하 다.

먼  경 자들의 단착오와 련하여 Ekberg(2008)는 국의 소

비조합 지도자들은 슈퍼마켓 시스템을 미래의 소매 업태로 단하

지 않았다.그들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식료품을 2∼3㎞씩 끌고 오

기보다 바로 이웃에 있는 소비자 동조합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단했으며 배당 까지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동조합의 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차 세계  이후 자동차와 냉장고가 격하게 보 되고 

노동자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이들의 단은 상처럼 작동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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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비자 동조합이 슈퍼마켓으로 환하기 어려운 동

조합의 구조  한계와 연 이 있다.

이종 (2013)은 소비자 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 자본의 원천

이고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사

이윤을 노리는 규모 자본을 허용하기 어려운 구조문제를 포함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황은 소매 포의 구조를 이윤 심으로 편

제하도록 강제하 으나 소비자 동조합의 본질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 다.

근  소매유통의 신자로 국 소매시장을 주도하던 소비자 동

조합은 소매 유통 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쟁 업태인 체인스토어

에 리면서 상이 하락하고 기를 맞게 된다.

소비자 동조합의 회생가능성과 기

1997년 CWS는 체인스토어와의 형화 경쟁을 포기한다.

CWS는 하이퍼마켓을 지향하던 기존의 략을 포기하고 규모 상

권을 공략하면서 지역별로 조합원들과 착도를 높이는 슈퍼마켓과 

편의  심의 업태로 환을 선언한다(이종 ,2013).CWS가 형

포를 매각하고 편의 과 슈퍼마켓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1985년 

4.9%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동조합의 시장 유율이 2010년 7%까지 

회복세를 보 다.

CWS의 략변화는 새로운 반등의 기회가 작용하고 있다. 국 

체 소매 매액 증가율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6.4%

에 그친 것에 비해 소비자 동조합이 동 기간 22.4%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그러나 체인스토어들이 다소 늦었

지만 1990년  말부터 포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형화와 동시에 

도심지역을 심으로 소 규모 포 략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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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국 소비자 동조합의 앞날이 결코 낙 이지 만은 않다

는 것을 시사한다(Ekberg,2008).

더욱이 TheCo-operativeGroup은 2013년 무려 25억 운드의 

자를 기록하며 기에 처하게 된다.Myners(2014)는 무리한 인수합

병 실패,코업은행의 부실한 투자,이사회의 기능상실,도덕성 문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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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동에 한 주요이론   

가.신고  경제학  근 

부분균형분석 방법

소비자 동조합에 한 최 의 경제학  근은 미국의 경제학자

인 Enke에 의해 이루어진다(Anderson,1979:Staatz,1987c).

신고  수 론  근에 의하면 소비자 동조합의 최 규모는 

비용함수(costfunction)의 제약조건 하에서 결정되며,이는 상품의 

구입가격에 평균취 비용을 더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에서 사업

규모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Enke(1945)는 "Consumercooperativesand economicefficiency"

에서 동조합의 목표는 조합원 후생을 극 화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림 5>소비자 동조합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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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e는 소비자 동조합은 독 기업을 견제하여,시장구조를 보다 

경쟁 이며 효율 인 상태로 환시키는 경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리기업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에서의 물량을 의 가격으로 매하는 반면,소비자 동조합은  

평균수입(A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조건인 즉,물량공 을 

보다 확 하고 가격을 보다 낮춘  F에서 물량과 가격을 결정

하게 되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의 과이윤이 축소되고 소비자의 

이익이 확 되어 그 결과 사회 체의 후생이 증 되는 외부효과가 

발생 될 수 있다고 보았다.

Anderson외(1979)는 Enke의 조합원 후생극 화 가정을 기각하고 

동조합은 조합원의 효용극 화를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 다.

이들의 가정에 따르면 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하는 사업체이므

로 원가경 에 입각하여 최 물량을 최 가격에 매하는 사업목표

를 정할 수 있다.이 경우 동조합의 균형 은 평균비용(AC)과 평

균수입(AR)이 일치하는 그림 5의 C 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Anderson이 말하는 소비자 동조합의 균형은 불안정성을 

가지게 되는데,소비자 동조합에서 사업물량을 극 화려는  즉 

평균비용과 평균수입이 일치하는  C를 제외한 나머지 균형 에서 

조합원들은 이용배당을 받게 된다.그런데 조합원들이 이용배당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이용배당을 고려한 순가격이 조합원의 

수요곡선(AR곡선)보다 낮아 조합원은 구매물량을 확 하려는 인센

티 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조합원 후생극 화 균형  F로부터 균

형이 C로 이동하게 되는 것 이다.이 경우 동조합은 일종의 공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동조합이 개방형조합원제도에서 사업물량극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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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면 장기 으로 이 균형은 불안정하게 된다.만약 조합이 사

업물량을 축소하면 평균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이 이

탈하여 새로운 동조합을 조직할 경우 조합원 지불가격극소화 

으로 이동 후 다시 의 과정을 반복하여 사업물량 극 화 인 C

로 이동하게 되는 것 이다.

게임이론 근

Ireland외(1983)는 조합원이 최선의 선택을 하면 어떠한 조합원도 

자신의 략을 바꾸지 않을 유인이 있다고 가정하는 Cournot-Nash

균형이 소비자 동조합의 조합원 의사결정을 분석하는데 효과 이

라고 하면서 조합원의 소비수 에 해 게임이론  분석을 통해 소

비자 동조합을 분석하 다.

Ireland가 소비자 동조합 내 게임을 비 조 게임으로 본 것은 

게임의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나 이를 반하더라도 처벌될 수 없다는  때문인데 실제로 

소비자 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소비가 조합 외부에서 이루진다고 하

여도 이를 처벌 될 수 없다.따라서 소비자 동조합의 조합원은 자

기 구속  행동(self-enforcingbehavior)에 기 하여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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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략경 학 근

이종 (2013)은 소비자 동조합을 소매 유통 업체의 측면에서 시

장에서 경쟁하는 일반 소매 유통 업체의 하나로 보고 소매 업태의 

진화와 신의 에서 소비자 동조합의 진화과정을 국의 동

조합그룹 사례를 동조합의 성장,쇠퇴,회생을 소매 진화 이론인 

환경-순환-갈등의 결합이론으로 설명하 다.

장종익(2014b)은 랑스,독일, 국,이탈리아,북유럽 소비자 동

조합을 상으로 ‘후 유럽 소비자 동조합의 진화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장종익은 1960～1980년  랑스와 독일의 소비자 동

조합이 사실상 붕괴된 반면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의 소비자 동조

합들은 지속 으로 발 한 것에 주목하여 이들 동조합의 진화 경

로의 차이를 래한 원인을 분석한다.장종익은 환경변화에 응하

는 실용주의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성 등이 유럽 소비자 동

조합의 진화경로 상의 차이를 래하 다고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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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노동자 동조합

1연구 황 개  

노동자 동조합에 한 최 의 경제학  근은 1958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Ward(1958)에 의해 이루어진다.Ward는 노동자 동조합

의 목표는 노동자의 임 극 화에 있다고 가정하면서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자 동조합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Furubotn(1971)은 노동자의 임 극 화에 신하여 노동자 1인당 

자산극 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하 으며 Meade(1972)는 Ward의 완

경쟁 시장 가정이 아니라 가격을 산출물  기타변수의 감소함수

로 가정한 불완  시장을 분석하 다.

한편 Zamagni(2013)는 Ward의 결론은 분석 방법론의 실수에 기

인한다고 하 다.

Carpenter(2009)는 잔여재산에 따른 노동자 상호감시를 통해   

Pérotin(2013)노동자 동조합이 임 을 조 해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안정

 일 수 있다 하 으며,Ben-Ner&Ellman(2013)은 행동경제학의 성과

를 수용하여 규범이 노동자의 역선택을 완화 할 수 있다고 하 다.

노동자 동조합에 한 요한 연구쟁 의 하나는 왜 노동자 동조합

이 투자자소유기업에 비해 희소한가에 한 것 이다.

이에 해 Hansmann(1996),장종익(2014)는 모든 종류의 동조합들

이 집단  의사결정비용 문제,이 의 험담지 비용 문제,경 성

과 측정 곤란의 문제에 직면하지만 노동자 동조합에서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노동자 동조합이 생산자 동조합이나 소비

자 동조합과 달리 집단  의사결정 비용이 상 으로 높고 산 

시 일자리와 출자 을 동시에 잃게되는 이 의 험을 부담해야 하

기 때문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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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노동자 동조합에 한 경제학 이론연구는 Ward의 노동자

동조합에 한 수정,보완이론,신제도주의 기업이론을 용한 이론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학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행동경

제학이론을 노동조합 동조합에 용하려는 실증연구로 발 하고 

있다.한편 민주  기업이론,기업 사회이론과 같은 기존경제학의 

기업과 이를 기반으로 동조합을 설명하려는 이론의 한계에 한 

지 과 비 하는 재기하는 새로운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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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자 동조합(workercooperatives)의 개념과 성장 

가.노동자 동조합의 개념  

노동자 동조합은 Worker Cooperatives, Labour-Managed

Firms(LMF),Employee-ownedbusinesses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

워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 할 목 으로 설립되

는 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이 개별 으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공동으

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노동자 동조합연맹(CICOPA)이 2005년 발표한 정의에 따르

면 노동자 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조

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부를 생산하는 것,인간노동을 

품 있게 하는 것,노동자들의 민주 인 자율경 을 가능 하고 지

역사회의 발 을 도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주식회사와 노동자 동조합의 근본  차이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

하는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가에서 비롯된다.

나.노동자 동조합의 역사  성장  

스페인의 노동자 동조합

 세계 으로 가장 성공한 노동자 동조합은 스페인의 바스크지

역에 자리잡은 몬드라곤 동조합이다.

1956년 5명의 노동자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가장 성공한 노동

자 동조합  하나로 성장한 몬드라곤 동조합 그룹의 역사는 크

게 창업기(1956-65) 의 시기(1965-1980) 후퇴와 재조직기

(1980-1990)세계화 단계(1990- 재까지)로 구분한다.몬드라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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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1960-1985년 사이에는 능률화,다양화, 규모 생산을 통해 

기를 넘었고,1986-1990년 세계 인 경기불황기에는 소규모,생

산유연화,지식기반 가치경 을 추구하 으며,1990년 이후 자본의 

세계화시기에는 국제화와 열린 신을 통해 기를 돌 해 왔다

(Clamp,2003).

몬드라곤 동조합에8)따르면 몬드라곤 동조합은 2016년 재 

260개의 동조합기업집단에서 7만4,117명의 노동자 조합원이 일하

고 있다.

랑스의 노동자 동조합

노동조합 동조합연합회의 상임이사인 Ms.PatriciaLexcellent에 

따르면 랑스의 노동자 동조합은 일반 인 노동자 동조합인 LES

SCOP과 공익 동조합 형태인 LESSCI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

의 지역연합회와 3개의 업종연합회 융기 과 기술 인 지원구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자 동조합의 노동자는 45,700명 이다.

이탈리아의 노동자 동조합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노동자 동조합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이

다.1947년 이탈리아 정부가 동조합에 해 언 하면서 동조합

이 본격성장하기 시작하여 1951년 이탈리아의 동조합은 1930년

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5,000개에 근 하 다.

통계 으로 이탈리아 노동자 동조합은 건설업과 토목업에 집

되어 있는데 이는 후 이탈리아에서 쟁에 의해 괴된 건물을 

8)몬드라곤 동조합에 한 체적 통계는 다  주 에   할 수 다.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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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 동조합을 통해 재건한 것과 련이 있다.

일례로 1901년 35명의 벽돌공에 의해 설립된 CMC의 경우  도로,

항만,터 ,빌딩 등을 건설하는 세계 인 동조합으로 성장하 다.

노동자 동조합의 재

ILO에 근무하 고 2016년 재 LEED 학의 교수로 일하는 

Virginie Pérotin(2016)가 노동자 동조합에 해 조사한 보고서 

‘Whatdowereallyknow workerco-operatives?'에 따르면 일반

으로 노동자 동조합은 규모가 작고,특수화하며,자본투자가 다

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실증자료들은 노동자 동조합이  세계

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탈리아(25,000개),스페인(17,000

개), 랑스(2,600개), 국(500~600개)-노동자 동조합들은 규모가 

크고 자본집약도가 낮지 않으며,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에서는 오

히려 더 많이 생성되고 있고,국가별로 활성화된 산업이 다르다고 

하 다.

<그림 6>노동자 동조합 vs 리기업의 고용규모 비교   

출처:Virginie(2016),Whatdowereallyknow worker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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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VrirginiePérotin교수는 노동자 동조합의 생존률은 최

소한 일반기업들보다 낮지는 않으며,오히려 더 생산 이고,불황기

에는 고용을 더 잘 유지하며,지역 공동체의 고용률에 순 향을 미

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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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동자 동조합에 한 주요이론   

가.신고  경제학  근 

부분균형분석 방법

노동자 동조합에 한 최 의 경제학  근은 1958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Ward에 의해 이루어진다 (Bonin,1993;Bowles&Gintis,

1993;Zamagni,2010).

Ward(1958)는 완 경쟁시장 하에서 완 탄력 인 노동시장을 가

지며 유일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단일산출물 생산 기업을 상

으로 노동자 동조합의 임 ,노동력,생산량,가격,자본,수익,비

용,이자율,시장가격,고용규모 등을 변수로 노동자의 임 수입 극

화에 한 목 함수를 연구하 다.

Ward는 노동자 동조합이 y=f(x)라는 생산함수를 가질 때 이는 

노동력을 수익성 있는 생산량으로 환하는 기술  조건들에 한 

것이라 언 하면서 노동자들은 다음의 수식을 극 화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는 데 심을 가질 것이라고 하 다.

   


w =임

x=노동력

π =이익

계속해서 Ward는 노동자 한명의 평균 이익(π)은 노동자 한 명당 

평균 수익(U)에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비용(K)을 뺀 값이므로 노동

자 동조합은 U와 K의 차이가 최 값이 되도록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는 수식 dU/dy=dK/dy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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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노동자 동조합의 균형

Ward는 노동자 한 명당 평균 수익(U)는 한계생산량과 평균생산량

이 같을 때 최 값을 가지며 노동자 한 명당 평균 비용을 의미하는 

K=w +

과 같다고 하 다.따라서 노동자 1인당 이익은 U와 K

의 차가 가장 클 때,즉 U곡선의 기울기와 K곡선의 기울기가 같은 

지 의 X값에서 최 값에 도달하는 그림5의 b에 해당한다고 하

다.

<그림 8>노동자 동조합의 균형 의 이동

Ward는 노동자 동조합이 그림6에서와 같이 U1과 K1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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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비용 조건 하에서 a수 의 고용에 해당하는 에서 균형

인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 다.

Ward는 이자율과 같은 고정 비용의 변화는 노동자 동조합의 생

산량의 변화를 같은 방향으로 즉,a수 의 고용에서는 1인당 평균 

비용의 감소율이 1인당 평균 수익의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

으로 1인당 평균 비용과 평균 수익이 같은 비율로 감소할 때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므로 U1과 K2의 기울

기가 같아지는 균형 이 a에서 b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 다.

한편 시장가격 변화는 생산량의 변화를 반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았다. 를들어 제품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평

균수익곡선 U1이 U2의 치까지 올라 갈 것이다.하지만 U2에서 

재 고용 수 은 K1에서 보다 가 를 것이다.즉,a에서 1인당 평

균 수익 감소율이 1인당 평균 비용 감소율보다 크다는 것이다.따라

서 고용 수  d에서와 같이 이 비율들이 다시 같아질 때까지 생산

량과 고용은 어들 것이다.

Ward의 분석은 이윤극 화 기업에서는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노

동고용에 한 한계생산물가치곡선이 상승하는데 비해 조합원 소유

기업에서는 조합원의 수입곡선이 한계생산물가치곡선보다 더 상승

한다.왜냐하면 고정비는 일정한데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조합

원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 균형수 의 조합원수는 어든다.조합

원이 한 사람 더 추가됨으로써 그에게 지 되는 소득은 그가 기여

하는 분보다 더 많아지므로 기존의 조합원은 가 이면 다른 조합

원이 탈퇴하 으면 하고 기 하기 때문이다.그에 따라 균형수 의 

조합원수는 감소한다.

결국 Ward는 노동자 동조합에 있어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에 

있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고용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았으

며 이로인해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증 된다는 결론을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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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논의에 한 비  

Furubotn(1971)은 노동자 동조합의 목표는 노동자의 임 극 화

에 신하여 노동자 1인당 자산극 화가 더 신 이라고 하 다.

그는 기업의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자는 동일한 선호함수

와 소비계획 기간을 가진다고 가정하면,노동자들은 생산함수와 내

부자 조달의 제약 하에 효용함수를 극 화하게 된다.이 경우 이윤

은 내부에 유보되며 이 자산이 기타의 소유자산 보다 높은 수익률

을 보장한다면 균형은 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노동

자는 생산활동과 련된 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Dow(1986)는 생산에 있어 단기에 노동이 고정되어 있고 자본이 

이동 가능한 요소로 설정되어 있는 Ward의 가정에 해 만약 조합

원가입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경쟁과정을 통해 토 

효율이 달성가능 할 것이라고 하 다.

계속해서 Dow(2003)는 조합원 권리가 매매될 수 있는 시장이 설립되더라

도,정보 비 칭성과 엷은 시장 등 정보 문제가 조합원 권리의 가치 평가

를 매우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하 다.

이에 해 랑스의 경우처럼 일정한 유  기간을 둔 후에 노동자를 조

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Perotin,1997)몬드라곤 처럼 노동력 비 비조합

원 비율의 최 치에 한 (Arandoetal.,2011)제도  원칙을 수립함으로

써 퇴행을 방지할 수 있고 하 다.

Fleurbaey(1993)는 Ward의 결론에 해 기간을 단기로부터 장기

로 바꿀 경우 장기에서는 조합원 수  자본설비를 증감시킬 수 있

으므로 규모에 한 수익이 고정되며 따라서 노동조합 동조합과 

리기업은 거의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하 다.

Smith(1984)는 미국의 동북부 태평양 연안의 합 산업에 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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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과 자본주의기업 간 비교연구를 통해 노동자 동조합이 조합원 1인

당 수익극 화보다는 고용극 화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하 다.

Bonin외(1993)는 노동자 동조합과 리기업간 고용변화와 소득분산에 

해 경험  비교를 통해 노동자 동조합이 단기 비효율 이거나 마이

스의 기울기를 갖는 공 곡선을 가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 다.다만 노

동자 동조합의 노동공 탄력성은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낮기는 하나 조

합원 1인당 임 수입 극 화를 노동자 동조합의 유일의 목표로 삼는 것

은 오류이며 조합원 고용도 요한 목표의 하나로 노동자 동조합의 비효

율  행동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 다.

Pérotin(2013)은 20년간의 경험  연구에 근거하여 노동자 동조합의 고

용 수 이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더 안정 이라고 하 는데 이는 통상 인 

기업은 고용수 을 조 하는 데 반해 노동자 동조합은 임 을 조

(payoff)해 고용을 방어한다고 Ward의 논의를 비 하 다.

나.신제도주의 경제학  근 

거래비용이론 근

노동자 동조합에 한 요한 연구쟁 의 하나는 왜 노동자 동조합

이 투자자소유기업에 비해 희소한가에 한 것 이다.

노동자 동조합은 다른 종류의 동조합에 비해 그 분포가 고르

지 못한 편인데 이는 노동자 동조합이 소유구조에서 발생하는 집단  

의사결정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Hansmann,1996).

이런 이유로 노동자 동조합은 버스,택시,트럭 등 운수회사나 문서

비스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만 발견된다(Hansmann,1996;장종익,2013).

Ben-Ner(1984)는 노동자 동조합이 조합원 아닌 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임 노동자의 생산성이 자본주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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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경우에도,노동자 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고 하 다.왜냐하면 조합원 개인의 소득은 임 이 비싼 조합원 노동이 임

이 싼 고용노동으로 체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한계산업에서 

(이 경우 임 노동자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노동자 동조합이 일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 다.하여 노동자 동조합의 

퇴행(degrneration)을 막기 해서는 조합원 외 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

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 다.

Ben-Ner&Ellman(2013)은 이기 인 노동자의 행동이 동조합을 멸

로 이끌지 않고 성공 으로 동조합을 유지하는 지에 해 행동경제학의 

에서 노동자 동조합을 분석하 다.이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상호  

찰(mutulal monitoring)이라는 력규범을 통해 노동자들의 회피

(shirking)를 여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이들의 논의는 Carpenter가 잔여

재산권을 둘러싼 상호감시가 역선택(adverseselection)을 여나갈 수 있다

고 말한 것과 동일하다.

장종익(2013)은 모든 종류의 동조합들이 집단  의사결정비용 

문제,이 의 험담지 비용 문제,경 성과 측정 곤란의 문제에 직

면하지만 노동자 동조합에서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노

동자 동조합이 생산자 동조합이나 소비자 동조합과 달리 집단  

의사결정 비용이 상 으로 높고 산 시 일자리와 출자 을 동시

에 잃게 되는 이 의 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리인 이론

Alchian& Demsetz,(1972)에 따르면 기업은 잔여청구권자를 심

으로 한 구성원들의 명시 계약(Nexusofexplicitcontracts)의 연계

인데 리인이론에 따르면 잔여청구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노동자 동조합은 결국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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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아무도 태만을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Carpenter외(2009)는 작업  내 노동자의 상호성은 노동자 간 

상호감시와 자발  응징을 통해 무임승차를 여 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내 잔여청구권이 있는 경우 동료의 무임승차가 체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집단정체성에 의한 ‘사회  선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런 메커니즘이 더욱 효율 으로 작동 할 것이라고 하 다.

기존 이론에 한 비 과 새로운 이론모색

Thompson(2015)은 기존 경제학 이론에 기 한 기업이론은 노동자

동조합 내에서 발생하는 력을 설명하는 데 합하지 않다고 하

면서  노동자 동조합에 ‘기업 사회이론’(Socialtheoryofthefirm)’

을 용해야 한다고 하 다.

Thompson은 기업에 한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신뢰와 로열티에 

기반한 력의 요성에 해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 동조합

을 부분 으로만 설명하고 있다고 하 다.

Thompson은 기업을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인 역량기반이론

(Competence-basedtheories)은 력이라는 것에 무 집 함으로써 

력을 포함하는 생산  지식의 발 과 용에 실패하 으며,계약

기반이론(Contract-based theories)은 력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모델에 집착함으로써 동조합이 생산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련된 력에 있어 기존 리기업보다 합하다는 을 경시하 다

고 보았다.



- 87 -

제 4  다 이해 계자 동조합

1.연구 황 개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2차세계  이후 지속된 유럽형 사회

복지모델이 1970년  세계  자본 불황을 경과하면서 퇴행하고,

미를 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모델에 의해 국가의 본원  기

능에 속하는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임하게 되면서,시민사회와 지

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사회  욕구를 자발 이고 호혜

인 방식으로 조직하려는 과정에서 출 했다.

특별히 동조합은 시장 교환 이외의 메커니즘이 용되고 비이

기  동기가 요한 분야에서 생존하고 번창하는데,사회 동조합

은 험 분산에 효율 인 상호부조와 내부화될 수 없는 정  외

부효과가 발생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1991년 이탈리아의 사회 동조합을 시작으로 캐다나, 랑스 등

에서 새롭게 등장한 동조합의 새로운 유형으로 본격 으로 경제

학 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다만 통 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다수의 당사자 여에 따

른 거래비용이 높아 단일 이해 계자 지배로 환되거나 내부의 경

쟁 인 목표 때문에 쪼개질 것으로 상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탈

리아,캐나다의 사례처럼 실 으로는 잘 작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산되는 경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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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 이해 계자(Multi-Stakeholdercooperatives)의 개념과 성장

가.다 이해 계자 동조합의 개념  

Borzaga,& Mittone(1997)은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이 결사체

(association)와 동조합(cooperative)의 혼합조직이라고 하 다.

Lund(2012)는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소비자,생산자,노동자,

자원활동가 는 일반 지역사회 후원자 등을 포함해 공식 으로 한 

조직 내에 둘 이상의 ‘이해 계자’그룹을 표하는 이들의 거버

스를 허용하는 동조합이라고 하 다.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이 통 인 동조합과 다른 이 무엇

인가에 해서 Münkner(2004)는 형  동조합에서는 이해 계자 

한 계층이 조합원이 된다고 하 다.Lund(2012)는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두 개 이상의 조합원구조를 가지며 한 조직 내 이해 계 

유형과 효과의 상이한 범 를 포착하면서 이해 계의 다양성과 

이해 계자의 공통된 요구,소망을 보여 다.한편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통 인 가격 주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각자 즉각

인 단기 이해 계를 넘어 모든 조합원들이 사업 트 들과 함께 

모두의 이해 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해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 다.

나.다 이해 계자 동조합의 출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사회  는 공익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유럽,캐나다,미국 등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출 하 다.

Münkner(2004)는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의 법  요건을 검토하

면서 이탈리아에서는 1991년 사회 동조합(socicialcooperativ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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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캐나다에서는 1997년 연 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으로 

랑스에서는 2001년 공익 동조합(collectiveinterestcooperative)으

로 법제화되었다고 하 다.

Lund(2012)는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이 1991년 이탈리아에서 법

으로 호명되었지만 이탈리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일은 1970년 부터 시작되

었다고 하 다.

다.다 이해 계자 동조합의 역사  성장

이탈리아의 사회 동조합

이탈리아에서 사회 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동조합이 등

장한 것은 1970년   세계 석유 기 이후,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인 이션과 실업자 상승에 해 공익,의료,교육 분야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사회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동조합은 사회  약자를 

상으로 일자리 제공하면서 지속 으로 성장하 으며 마침내 1991

년 사회 동조합으로 법제화 되었다.

2005년 8,000개 사회 동조합이 사회  약자 3만 명을 포함하여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고용인원

의 60%를 차지한다.

캐나다 퀘벡의 연 동조합

1980년 세계 인 경제불황 이후 미국과 국경을 인 한 캐나다의 

경제는 직  타격을 입게 된다.계속되는 실업과 정부의 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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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1996년 집권한 Bouchard정부는  1996년 퀘벡의 경제,

사회 미래에 한 정상회담을 통해 실업과 사회서비스 문제의 해결

을 해 노력한다.이러한 과정에서 연 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

태의 동조합 모델이 등장하는 데 종래의 동조합과는 다르게 지

역주민들의 주도하에 동조합 이용자, 동조합 내 노동자, 동조

합을 후원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게 된다.

퀘벡 지역고용부의 2011년 통계에 의하면 퀘벡 지역에는 7,000개 

이상의 공동체와 3,300개 이상의  동조합,1,000개 이상의 데이

어 센터가 있으며,사회 경제 부문에서만 25,000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이들이 창출하는 매출은 연간 약 17조원을 상회하며 퀘벡주 

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랑스의 공익 동조합

1997년 랑스 노동자 동조합 총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모델로 

랑스 노동자 동조합의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신  모델로 공익

동조합 모델이 제안되었으며,2001년 법제정 이후 설립되기 시작

하 다.

랑스에서 공익 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는,첫째 사회  목 을 

가진 사회 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졌으며,둘째,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셋째,다른 기업들과 동조합들이 가

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넷째,사회  경제의 다른 형태로서 

력을 유지하며 지속성을 지니기 해서 이다.

2014년 재 랑스에는 442개의 공익 동조합이 있으며,2012년 

266개에 비해 약 60%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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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 이해 계자 동조합에 한 주요이론   

통 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은 다수의 

당사자 여에 따른 거래비용이 높아 단일 이해 계자 지배로  

환되거나 내부의 경쟁 인 목표 때문에 쪼개질 것으로 상된다고 

할 수 있다.

Leviten-Reid& Fairbairn(2011)는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의 의사

결정비용 에서 Chagnon이 2004년 73개의 캐나다 퀘벡의 다

이해 계자 동조합에 한 실증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다 이해

계자 동조합  90%이상이’이사회  회의 운 에 문제가 없다고 

하 다고 하면서 다 이해 계자 동조합 내 의사결정비용 문제가 다

이해 계자가 동조합 사업 수행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 다.

Lund(2012)는 BorzagaandDepedri가 300개 이상의 동조합 데

이터의 비교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거래비용의 에서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의 성장가능성에 해 언 하 다.Lund는 다 이해

계자 동조합 내 서로 다른 조합원 계층의 분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어느 한 조합원 계층이 다른 계층을 희생해서 승리할 필요

는 없다고 하 다.

장종익(2014)은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을 추구하는 목 에 따라 

일반 동조합과 사회 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일반 동조합이 다

이해 계자 지배구조를 채택할 경우 이해 계 조정 비용 등 거버

스 비용이 증가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하 으며 공공

 이익((publicinterest)을 목 으로 하는 사회 동조합은 목 의 

특성 상 다 이해 계자 지배구조를 요한 구성 요소로 하며,다

이해 계자들의 사회회 동조합에 참여하는 목 이 자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 계의 충돌 등으로 인한 거버 스 비

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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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결론

제 1   연구결과 요약

1.연구결과 요약

동조합에 한 경제학 이론은 1940년 부터 발 하기 시작했다.

<표 10> 동조합에 한 경제학 주요이론의 등장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다 이해

1940
Emelianoff(1942)

수직 통합이론

Enke(1945)

조합원 후생극

화이론

1950

Phillips(1953)

생산,가격 결정이

론

Ward(1958)

임 극 화이론

1960

Helmberger &

Hoos(1962)

독립된 기업으로

서의 동조합이

론

1970

Anderson 외 

(1979)조합원 효

용극 화론

Furubotn(1971)

자산극 화이론

1980

C ondon&

Vitaliano(1983)

리인 이론

Sexton(1986)

게임이론 

Staatz(1987b)

거래비용이론

Ireland 외 (1983)

게임이론

Ben-Ner(1984)

거래비용이론

1990

Fulton(1995)

재산권이론

cook(1995)

신세 동조합론

Bowles, S., &

Gintis,H.(1993)

민주 기업이론

Hansmann,(1996)

소유권이론

Borzaga,&Mittone(1997)

다 이해 계자

동조합이론

2000

Carpenter외(2009)

리인이론

Ben-Ner &

Ellman(2013)

행동경제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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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Emelianoff는 생산자 동조합을 상으로 생산,가격결

정이론을 제안하 으며 1945년 Enke는 소비자 동조합의 조합원 후

생극 화 균형이 독 기업을 견제하여,시장구조를 보다 경쟁 이며 

효율 인 상태로 환시키는 경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하

고 1958년 Ward는 노동자 동조합의 임 극 화에 가정을 통해 

노동자 동조합의 일반균형모형을 제안하 다.

이처럼 1940,50년  기 동조합이론연구는 동조합의 설립목

에 따라 동조합의 극 화,최 화 조건을 결정하는 원리를 분석

하는 데 집 했다.

그러나 동조합이 성숙해지면서 동조합 조직 내부 문제에 

심이 증가하 고,기존 경제학연구의 성과를 동조합 구조와 조합

원정책에 용하여 바람직한 동조합의 략과 정책 수립을 수립

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기업을 수많은 조직  요소들이 결합되어 작동하는 하나의 구체

 실체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신제도경제학자들이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은 신고  경제학자들이 이해하고 증명

하려한  Q =F(L,K;T)과 같은 기업의 생산함수를 기각하고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심을 두었다.

그들이 이해하고 증명하려한 기업의 생산함수는   

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기업은 특정한 소유권구조(R)에 따라 규정되는 생산함수 을 

가지며 C와 같은 내부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들은 보았다.

이처럼 동조합이론의 주요 심사가 동을 조직화하고 이를 유

지하기 한 내 인 조직구조로 옮겨진 까닭은 동조합이 성숙해

지면서 동조합의 수 균형을 통한 최 화 조건 뿐 아니라 동조

합 조직 내부의 경제학이 더 요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2차 세계  이후 지속된 유럽형 사회복지모델이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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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자본 불황 이후 퇴행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사회  욕구를 자발 이고 호혜 인 방식으로 

조직하려는 다 이해 계자 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동조

합이 출 하 다.

재 동조합에 한 경제학  근방식은 수리  이론의 정교

화와 이를 통한 세련된 모형 제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이론의 

약 이 보완되고 있으며,다양한 실증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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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동조합을 한 독자 인 경제이론은 분명하지 않다.

동조합에 한 경제학이론 연구자들은 신고  일반균형이론,

신제도주의 기업이론  일부를 동조합에 용하여 동조합이라

는 상이나 동이라는 인간행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들의 간

의 계를 추측하고 가설로 만들어 모델화하려 하 다.

그러나 신고 ,제도학  처럼 독자 인 학 가 있는 것이 아니

며 게임이론,거래비용이론,소유권이론 처럼 동조합을 한 독자

인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경제학,행동경

제학처럼 동경제학 는 동조합경제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조합을 한 경제이론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동조

합이 결사체(association)이면서 동시에 사업체(enterprise)로의 고유

한 특질 (이  속성-dualnature)을 가지기 때문에 동조합이란 

무엇인지에 한 일치된 견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동조합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실의 필요를 사업으로 

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동조합이 존재한다.

결과 으로 동조합의 이  속성과 다양한 유형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동조합 경제학이론 연구의 향후 과제는 동조합을 한 

독자 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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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동조합 연구의 향후 과제

1. 동조합 연구의 어려움   

동조합 이론연구의 어려움은 첫째, 동조합이 조합원 결사체이

며 동시에 사업체라는 이  속성(dualnature)을 가지기 때문이다

(Robotka,1947;Phillips,1953).

실제 동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으로 운 되는 사업체

라는 공통의 속성을 공유한다 해도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기업처

럼 이윤극 화라는 단일 목 함수로 동조합의 운 을 설명할 수 

는 없다.

둘째, 동조합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격랑 속에서 출 한 

것이기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조합운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사상은 유토피안사회주의자

들이며 Owen의 기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동조합공화국  마  자

신들의 노선을 포기하면서 동조합을 기업조직으로 해석하려는 경

향이 더 강해졌다고 동조합운동의 역사를 해석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조합 연구자들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동조합 사

상, 동조합의 역사  통에 따라 동조합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이해한다.생산자 동조합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동조합을 사업

체(enterprise)로 소비자 동조합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동조합을 

결사체(association)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존재하는 동조합을 통합 으로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

셋째, 동조합분야의 연구 황에 한 연구를 찾기 쉽지 않다.

우리의 경우 동조합의 연구 황을 종합 으로 분석한 선행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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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염찬희(2015)는 『한국 동조합연구』에 수록된 401편의 논

문을 상으로 연구주제,게재 논문 편수,공동연구의 여부, 자,

연구방법, 동조합 유형,논문 분량 등에 해 연구하 으나 이는 

연구의 경향을 연구주제 따라 분류하고 그 추세를 들여다 본 것으

로 동조합 연구의 환경과 맥락에 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 다.

일본의 경우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동조

합 연구 문헌들을 통해 동조합 이론과 역사,법제 등의 주제별 연

구 성과를,그리고 농 ,수 ,생  등 동조합 분야별 연구 경향

과 과제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묶어냈다(염찬희,2015).

유형별로는 생산자 동조합의 경우 1983년 LeVay1987년 Staatz

1998년 Torgerson,2004년 Cook,2010장종익 등 5년,10년을 주기

로 진행된 이론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동조합의 이론연구는 질 으로 양 으로 

생산자 동조합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동조합의 경제학 이론연구는 생산자 동조합의 그것에 

비해 질,양 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소비자조합원의 구매행동

에는,미시경제학의 효용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동기가 

작용하고 있으며,소비자 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이 생산자 동조합

의 비즈니스모델에 비해 비교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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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조합 연구과제   

동조합의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해서는 동조합의 고유한 특질을 반

하면서도 새롭게 성장하는 동조합의 성과를 통합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동경제학 이론이 필요하다.

그 이론의 단 는 아래의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조합의 이  속성과 동조합 유형간 차이를 반 한 

통합 인 이론연구가 필요하다.

둘째,소비자 동조합의 경제학 이론연구는 생산자 동조합의 그

것에 비해 질,양 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소비자조합원의 구매

행동에는,미시경제학의 효용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동

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산자 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에 비해 비교  간단하기 때

문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이러한 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추 해 

볼 수 있다.

셋째, 동조합 연구자 스스로 말하듯 동조합에 한 사회 ,

경제  가치는 정확히 측정된 이 없으며 때로는 투자자소유기업

의 가치측정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동조합이 지속 으로 성

장하기 해서는 동조합 고유의 경제학이론과 가치측정을 한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2012년 3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모인 동조합학자들은 ‘

동조합은 여 히 외, 는 시장이 완성됨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기 되는 임시  조직으로 여겨진다고 우려하면서 동조합의 고유

한 특징이 충분히 분석하거나 설명되지 않았으며 결국 이러한 부실

한 이론화 때문에 동조합 사업체의 사회  효과를 측정하기

에 합한 지표 개발도 진 되지 않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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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스스로의 진단처럼 동조합 연구자들은 앞으로 연구를 통

해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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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동조합에 연구는 동조합에 여한 사상,이론,방법 등  분

야이나 본 연구는 동조합이론 연구의 황을 경제학 문헌을 심

으로 탐색 으로 수행하는 그쳤다.

향후 연구는 철학,사회학,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다학문

 근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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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urrentStateandTaskof

CooperativeResearch

MinsuKang

Dept.ofAgriculturalEconomicsandRuralDevelopment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 hasitspurposein ordertoclassifytheflow of

Cooperativestudyandsuggestitswaytogoonthefocusofthe

question,"How hasthestudyonCooperativebeendone?"

To accomplish itspurpose,thisstudy hasbeen worked as

follows:

First, after looking into Cooperative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asdiversified formswith historical

pointofview,IunderstandtheconceptofCooperativeandthen

construct it after studying the definition, purpose, values,

principlesandformsofCooperative.

Second,IarrangevarioustheoriestoexplainCooperativeby

eachform ofCooperativeand understand thepresentstageof

Cooperativestudy.

Third,IexaminethewayofCooperativestudyandsuggestthe

limitofit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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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resultofexaminationofthereadydocumentsregarding

Cooperative, the theory of economics on Cooperative has

developedsince1940swithcollectingthereadyachievementsof

economicswhichhasbeendevelopingafterWorld WarIIand

tryingtoadjustitsscholarlysuccesstoCooperativealongwith

appearanceofGameTheoryin1950s.Andtheystartedtostudy

asareexaminationconcerningpremiseofthetheoryofgeneral

equilibrium inafieldofmicroeconomicsin1960s,70sandthe

economistsofCooperativeofUnited Statesintended toexplain

Cooperative through New system of economic enterprises'

theoriessuch as dealcosttheory,contracttheory,properties

theory,agenttheory,etc.

AtpresenttheeconomicalapproachtoCooperativesupplements

the weak points ofthe ready analysis ofeconomics by an

elaboration ofnumericaltheory and an offerofsophisticated

modeland develops as more productive way by study of

Positivism.

TheresearchersofCooperativeunderstanditsidentityvariously

by the idea of Cooperative and the historicaltradition of

Cooperative.

Thetheoristswho study theProducer'scooperativetend to

consider cooperative ofenterprise and the ones who study

Consumer's cooperative tend to consider cooperative of

association more closely.The study ofeconomics'theo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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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cooperativeisnotenoughbothqualityandquantity

tocomparewiththatofProducer'scooperativeandthereasons

areasbelow:

1.Theresearcherswho study Consumer'scooperativedo not

consideritasasimplestructureofeconomy.

2.Theythinkit'simpossibletoexplainConsumer’scooperative

member'sbehaviourofbuyingasmicroeconomictheoryonly.

3.And they also think the business modelofConsumer's

cooperative is comparatively simpler than thatofProducer's

cooperative.

Upon putting theresearch resultsabovementioned together,

theconclusionisasfollows:

It'snotclearto telltheindependenteconomics’theory for

cooperative.

Theory isthesystematiccollection ofConstruct,Proposition,

andHypothesisrelatedwitheachothertoexplainsuchbehaviors

andactionsundersuppositionandconditioninhands.

The researchers ofeconomic theory on cooperative applied

somepartsofNew Classical'stheoryofgeneralequilibrium and

New Institutionalism to cooperative,and tried to explain the

syndrome ascooperative orthe conceptofhuman behaviors

called cooperation,to sup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sandtobuildupamodel.

ButlikeNeoclassicaleconomictheoy,New Institutionaltheory,

thereisnoindependentschoolandalsonoindependent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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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operative like Game theory,Transaction Cost theory;

therefore,there'snoCooperationorCooperativeeconomicslike

Info-economics,behavioraleconomics.

There are some reasons why it's difficult to build up

economics’theoryforcooperativeasbelow:

First,it'snoteasytogetunifiedopinionwhatcooperativeis

becauseCooperativehasitstypicalcharacter(dualnature)asnot

onlyassociationbutalsoenterprise.

Second,thereareveryvariousformsofCooperativesbecause

Cooperativeisnotinvented butconverted from realneedsto

enterprise.

ActuallytheresearchersonConsumer'scooperativecouldnot

explainthemember'smotivationbythereadyeconomics’theory

anddidnotconsideritasasimpleeconomicorganizationeither.

Thefuturetaskforthestudyofcooperativeeconomics’theory

is to reflectthe specific characters ofcooperative and also

requiresatheorysoastoanalyzethecooperative'sachievements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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