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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iCOOP(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협연(協緣)’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협연’은 협동의 인
연을 줄인 말로, 원래 강원도 원주 지역의 운동가들이 1960년대부터 상호협동의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네트워크를 부르는 표현이다. 연구자는 ‘협연’을 아
이쿱 조합원들이 생산자, 직원, 다른 조합원들과 협동하며 형성하는 인간관계로 
재규정하고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이쿱 조합원들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바탕으로 윤리
적인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고, 생활 속의 문제를 운동과 사업으로 해결하는 것
을 목표로 1997년부터 생협운동을 펼쳐 왔다. 한국 생협운동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정치·경제적 자립을 염원하던 조선인들의 소비조합운동으로 시작하
여 군부독재시기인 1980년대에 유기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기초하
는 생협운동으로 거듭났다. 아이쿱은 생협운동을 이끌던 네 갈래의 진영 중 노
동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하였으며, ‘사업의 집중, 조직의 분화’라는 새로
운 정책을 세워 생협운동의 대중화를 추진해왔다. 조합원들은 이 정책에 기초하
는 ‘새로운 생협운동’으로 소비자의 조직력과 자본의 결집력을 동시에 높임으로
써 한국 4대 생협연합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조합원 수와 매출액을 늘려 
왔다. 연구자는 아이쿱 조합원들이 생협운동에서 핵심 실천으로 삼고 있는 윤리
적 소비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이 형성하는 ‘협연’의 
양상과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 경험은 크게 거래, 검증, 학습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책임소비와 수매선수금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 생산자나 생산
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검증, 소비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학습을 통해 조합
원들은 생산자, 직원, 다른 조합원들과 윤리적 소비를 상호 구성해나간다. 조합
원들은 장기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아이쿱 물품을 구매하고 경험치, 입소문, 정보
를 동원하여 물품의 신뢰성을 확인하며, 문제 제기를 활발히 하는 생협 화법을 
익혀 윤리적 소비자의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을 동시에 규정해나간다. 연구자
는 조합원들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협연’이, 기존 시장에 영향력
을 끼칠 수 있는 실천으로 해석되어 온 윤리적 소비를 시장을 새롭게 생성하는 
실천으로 확장하고, ‘시장은 협약’이라는 은유를 낳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한편, ‘협연’은 아이쿱의 사업과 조직의 규모가 급증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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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양한 요인들로 역동하고 있다. 역동은 크게 사업과 운동 두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먼저 사업의 측면에서 아이쿱은 시중의 다른 친환경·유기농 먹거
리 사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조합원들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인해 모양이 
고르지 않은 물품을 소비할 책임을 불공평하게 경험하거나, 아이쿱과 다른 생협
이 대립하면서 ‘협연’을 유지하는 데 고충을 겪는다. 다음으로 운동의 측면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생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무보수 활동이 임금을 받는 여느 노동만큼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과중하게 느
껴지거나, 활동가로서의 주체성이 약화될 때 활동을 지속할지를 고민한다. 연구
자는 이처럼 조합원들이 ‘협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이를 극복하려
는 시도를 살펴보고, ‘협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아이쿱 조합원들이 생협운동을 윤리적 소비로 ‘협연’을 형성하는 과정은, 궁극
적으로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맡아야 할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중 하나인 민주
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동의 풍경도 그에 따라 끊임없이 변
화하고 있다.
  

주요어 : 생활협동조합, 생협운동, 윤리적 소비, 협연, 시장, 민주주의
학  번 : 2012-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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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연구배경과 목적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거대한 해류나 파도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3%의 소금 덕분입니다. 아이쿱생협 조합원 수가 대한민국 

3%에 이른다면 우리 사회에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사회 전체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1월 30일, iCOOP(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의 조합원, 생산
자, 직원 1,200여 명은 조합원 가구 수가 전국 가구 수의 1%인 18만 가구를 넘
은 것을 축하하고, 3%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지는 기념식에 모여 위 선언을 함
께 읽었다. 조합원들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바탕으로 윤
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고, 생활 속의 문제를 운동과 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생협운동을 펼쳐 왔다.
  아이쿱은 2008년 이후 한국 4대 생협연합회(두레,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중에서 조합원 수와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1998년과 
2013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조합원 수는 668명에서 19만 4,800여 명으로, 매출
액은 1억 원 미만에서 4,279억 원으로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무
엇이었을까?
  먼저 한국 생협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사회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008~ 
2011년 3년 새 아이쿱, 한살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 수와 매출액은 [그림 
1]과 같이 각 2배 정도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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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8~2011년 3대 생협연합회의 매출액과 조합원 수 변화1)

  위와 같은 변화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과 중국산 멜라민 분
유 파동이 일어난 후 식품 안전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나타났다. 미디어에서 단체급식이나 외식과 같이 상품화·공공화된 먹거리에 대한 
유해성분 검출 보도가 잦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행복한 밥상>, <웰빙 
맛 사냥>과 같은 웰빙 관련 TV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생협의 친환경·유기농 
먹거리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농식품 분야의 연구 주제가 식
량 중심의 ‘양’의 관점에서 음식과 영양, 신체 규율과 같은 ‘질’의 관점으로 변화
하고, 식품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거나 음식문화가 계층 차별성
을 나타내는 문화자본으로 등장한 현상(Evans et al 2002; Winter 2003a:505; 
Winter 2003b; 김흥주 2008:190에서 재인용)도 생협의 인기를 더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생협 먹거리는 대중적인 먹거리보다 ‘돈 있는 사람들’의 
건강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아이쿱 조합원들은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
해 ‘사업의 집중, 조직의 분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세워 생협운동의 대중화를 추
진해왔다.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물류체계를 전국 물류체계
로 통합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협의 신설과 분화를 촉진함으로
써 조합원 조직력과 자본 결집력을 강화하며 물품 가격을 낮추어 왔다. 이와 같
은 ‘새로운 생협운동’은 아이쿱이 한국 4대 생협연합회 중 가장 큰 변화를 일으
키는 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아이쿱의 생협운동은 혁신적인 운동 모델이라는 찬사뿐 아니라 성장 중

1) [한국경제] 친환경 ‘생협 농산물’ 판매 3년 새 2배로 껑충 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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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평가들이 주목하는 통계 수치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아이쿱의 ‘새로운 생협운동’을 탐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쿱 조합원들이 생협운동
의 핵심 실천으로 삼고 있는 윤리적 소비2) 경험을 분석하고, 조합원들이 생산
자, 직원, 다른 조합원과 협동하여 ‘협연(協緣)’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인연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협연’이 아이쿱의 생협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기존 윤리적 소비 담론에 새로운 의미를 제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연’의 양상과 의미는 논문의 각 장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쿱 조합원들은 ‘새로운 생협운동’을 어떻게 펼쳐 왔으며 조합원들의 
사업과 조직 운영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한국 생협운동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소비조합운동으로 시작하여 군부독재시기인 1980년대에 유기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기초하는 생협운동으로 맥을 이어 왔다. 아이쿱은 
네 갈래의 생협운동 진영 중 대중적 지역 기반을 모색하던 노동운동가들을 중심
으로 1997년 문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사업의 집중, 조직의 분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사업 적자를 해결하고 조합원 조직 활동을 촉진해왔다.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펼치는 ‘새로운 생협운동’의 역사와 정책을 바탕으로 아이쿱의 사업
과 조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아이쿱 조합원들은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어떻게 ‘협연’을 형성하고 있는가?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 경험은 크게 거
래, 검증, 학습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책임소비와 수매선수
금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 물품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검증, 소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윤리적 소비를 상호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윤리적 소비자의 

2) 아이쿱에서 윤리적 소비란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가치 있는 소비’를 뜻하
며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아이쿱은 사람과 노동, 식품안전, 농업과 환경
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현해가고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지구를 살리는 소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를 위
해서 소비자로서 소비할 때에 자신이 지급한 대가가 그 물품을 생산한 노동자,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당하게 보상한 것인가를 살피고, 또한 그 물품
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이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살핌과 배려는 결국 소비하는 나를 넘어 이웃 그리고 지
구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서로의 공생을 위한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생산’과 ‘윤리적 노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의 틀을 바꾸게 될 것이다(아이쿱 
2013년 연차보고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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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을 동시에 규정해나가고 있다.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윤
리적 소비를 토대로 형성하는 ‘협연’이, 기존 시장에 대한 영향력 있는 ‘화폐 투
표’3)로 해석되어 온 윤리적 소비를 시장을 새로 창조하는 실천으로 확장하고,  
‘시장은 협약’이라는 은유를 낳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셋째, 아이쿱에서 ‘협연’은 어떠한 요인들로 역동하는가? 아이쿱의 사업과 조
직의 규모가 급증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협연’은 다양하게 역동하고 있
다. 역동은 크게 사업과 운동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업의 측면에
서 아이쿱은 시중의 다른 친환경·유기농 먹거리 사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조합원들은 모양이 고르지 않은 친환경·유기농 물품을 소비할 책임을 불공평하
게 경험하거나, 다른 생협과 대립하면서 ‘협연’을 유지하는 데 고충을 겪고 있
다. 다음으로 운동의 측면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생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활동가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무보수 활동이 임금을 받는 여느 노동만큼 시간
과 노력을 요구하여 과중하게 느껴지거나, 활동가로서의 주체성이 약화될 때 활
동을 지속할지를 고민한다. 연구자는 이처럼 다양한 역동의 요인들을 토대로 ‘협
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아이쿱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를 통해 ‘협연’을 형성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맡아야 할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
로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협동의 풍경은 마지막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윤리적 소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폐를 ‘지갑 속의 투표용지’로 보고, 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생산방식을 지지하
는 것과 같게 여긴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옷을 사는 것은 그 
기업의 노동자 착취에 찬성하는 것과 같다. 윤리적 소비 지지자들은 소비자단체
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착한’ 기업에 지지를 보내고 ‘나쁜’ 기업에 지지를 철회한다면, 기업의 생산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이로운넷] 윤리적 소비, 투표하러 시장에 
갑니다!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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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989년부터 대중화된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담론4)은 상품의 생
산·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 동물, 노동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담론은 소비를 
재규정하는 효과를 낳았다. 소비의 목적을 소비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로만 보는 
좁은 시각을 벗어났고, ‘재화, 노력, 시간 등을 욕망의 충족을 위해 들이거나 써
서 없앰’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소모적 행위로 의미화되는 소비를 윤리적인 기
업을 지지하는 투표이자,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실천으로 규정했기 때
문이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일상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개
인의 실천부터 집단적 소비운동까지 다양하다.
  인류학에서 윤리적 소비는 비교적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주제다.5) 인류학자들
의 연구를 바탕으로 캐리어(Carrier)는 윤리적 소비를 ‘비인격적이고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경제 영역’의 위협으로부터 ‘인격적이고 우애가 작동하는 사회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6) 경제적 수단(쇼핑)으로 사회적 목적(정의, 평등 등)을 달성
하는 소비, ‘도덕성(morality)과 관련된 신호를 보내는 체계(signalling system)’
로 해석했다(Carrier and Luetchford 2012:23-6). 캐리어는 신호가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공정무역 커피 판매로 기업이 달성하는 ‘이윤’, 소
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인증 마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윤리적 

4) 윤리적 소비 담론은 1989년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 동물, 인간에
게 끼치는 영향을 ‘윤리 지수’로 평가한 영국 잡지 Ethical Consumer 창간으로 
대중화되었다고 전해진다. 잡지사를 창립한 세 명의 대학생은 각각 아프리카 아
파르트헤이트 투자 은행에 대한 보이콧운동, 화장품 제작과 관련된 동물 실험에
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었다. [BENEFIT] 영국의 
윤리적 소비 잡지, Ethical Consumer 인터뷰 2012.2.13

5)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류학 연구는 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일부 연구는 2007
년 시장의 숨겨진 손(Hidden Hands in market)을 주제로 영국 서식스 대학에
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시되었고, 이 논의를 2008년 유럽 사회인류학자들이 슬로
베니아의 엘주블자나(Ljubljana)에서 확장했다. 논의 내용은 다음 책으로 나왔다. 
Carrier and Luetchford, 2012, Ethical Consumption: Social Value and 
Economic Practice.

6) 캐리어는 이와 같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구분은 서로 다른 존재 양식에 대한 이
념형이며, 현실에서는 두 영역의 특성이 혼재된다고 밝혔다. 예로 경제 영역으로 
분류되는 일터에서도 사회 영역의 특성인 우애와 자기희생이 나타나고, 사회 영
역으로 분류되는 가정에서도 경제 영역의 특성인 이기심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Carrier and Luetchford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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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부분이 소비를 기호에 따라 조정할 구매력이 있으므로 신호에 계급적 
‘취향’도 반영된다고 보았다(Bourdieu 1984; Carrier and Luetchford 
2012:23-6).
  캐리어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호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보
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캐리어의 이론 틀을 토대로 아이쿱 조합원들이 생산자, 직원, 다른 조합원과 구
성하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일종의 신호로서 주목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형성하는 관계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윤리적 소비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윤리적 상품’의 재현 방식이나 윤리적 소
비를 둘러싼 맥락에 주목해왔다. 먼저 재현 방식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윤리적 
상품’ 광고의 생산지나 생산자에 대한 재현이, 실제 현실이나 윤리적 소비의 목
적과 갖는 거리감을 분석했다. 루츠포드(Luetchford)는 공정무역 커피 광고에서 
‘가족 소유의 농장을 가진 생산자의 미소와 만족감’과 같은 재현은 생산자 중에 
땅이 없는 마을 사람이나 국제이주노동자가 있는 현실을 가리고, 전체 노동자 
중 커피를 로스팅하거나 운송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한다고  
밝혔다(Luetchford 2008). 캐리어는 생태관광(ecotourism)에서 ‘이국적인 겉모
습의 마을 주민’,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산호초’와 같은 홍보 전단과 웹사이트의 
재현은 윤리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것에 중점적
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물신주의(fetishsm)를 극복하려는 생태관광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생태관광을 ‘새로운 상품’으로 부각하고, 오히려 물신주의를 강화할 우
려가 있다고 주장했다(Carrier 2010). 공정무역 상품 광고의 ‘얼굴’ 메타포에 주
목한 이승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시장에서 평등하게 거래하는 경제적 주체 간
의 관계로 구성하는 ‘얼굴’의 메타포가 빈곤을 둘러싼 정치적·구조적 문제를 ‘성
실한’ 생산자와 ‘깨어있는’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치환시킴으로써,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 사이에 ‘아찔한 낙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승
철 2013). 이처럼 인류학자들은 ‘윤리적 상품’ 마케팅에서 재현의 적절성을 검토
하고, 윤리적 소비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
만 위 연구들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소비자 간 상호작
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조합원들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적 소비를 둘러싼 맥락에 주목한 인류학자들은 소비자들이 윤리
적 소비를 하는 정치·사회적 동기를 분석했다. 돔보스(Dombos)는 헝가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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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에서 윤리적 소비자들이 ‘기업 이윤에만 관심을 보이는 헝가리의 제
도 정치에 대한 저항’, ‘생산자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 ‘대안적인 생활방식의 
추구’를 위해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Dombos 2004). 올란도
(Orlando)는 이탈리아 시실리(Sicily) 지역 시민들이 ‘정당에 대한 문제의식’, 
‘국가에 대한 거부감’,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열망’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이에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Orlando 2010). 두 연구자는 윤리적 소비를 둘러싼 사회 맥락과 소비
의 정치·사회적 동기를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자(ethical 
consumer)나 윤리적 시민(ethical citizen)의 정체성 구성 과정도 함께 주목하
고 있다.7) 연구자도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를 통해 윤리적 소비자의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을 함께 규정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인류학 외의 논의 중 윤리적 소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의도 살펴볼 수 있
다. 천규석은 윤리적 소비가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의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소비
가 될 수는 있어도, 원거리의 생산자들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예속시키
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천규석 2014:5-6). 생산자들이 원거리의 소
비자들이 원하는 기호식품을 생산하게 되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
급 자족적 공동체나 자립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다. 김병연은 윤
리적 소비 담론을 원거리에 있는 타자에 대한 배려를 강제나 폭력이 아닌, 자율
성을 바탕으로 자아의 일상 공간에 기입시키는 통치 전략(Foucalult 1991; 김병
연 2014:119에서 재인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담론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
임을 소비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연구자는 윤리적 
소비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유하게 창출한 경제 제도에 기초하는 협동조합8)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는 다른 윤리적 소비와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Carrier and 

7) 윤리적 소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인류학자 무헬바흐(Muhelbach)가 윤리적 시
민권(ethical citizenship)의 구성과 맥락에 대해 제시한 논의를 이 부분에서 참
고할 수 있다. 무헬바흐는 연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타인 지향적 실천을 장려
하는 윤리적 시민 담론을,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 속에 자원봉사가 성행한 배경으
로 보았다. 무헬바흐는 윤리를 강조하는 담론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책
임을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전가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도덕적 신
자유주의(moral neoliberal)’라고 이름 붙였다(Muhelbach 2012).

8)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다(국제
협동조합연맹 홈페이지 ica.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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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etchford 2012:17-8), 이는 윤리적 소비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제
시하는 지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이쿱도 협동조합의 한 종류인 생활협동조
합이며, 조합원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새로 창출한 제도를 바탕으로 생산자들과 
시중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해왔다(Ⅱ장 참고). 아이쿱에서 2013년에는 20만 명
이 넘는 소비자조합원, 2천여 명의 생산자, 1천 8백여 명의 직원들이 협동하여  
4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를 통해 형성해 온 독자적인 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
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아이쿱 조합원들이 생산자, 직원, 다른 조합원들과 협동
하며 형성하는 인연을 ‘협연’으로 규정하고, 그 양상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협연’은 원래 강원도 원주 지역 운동가들이 1960년대부터 상호협동의 전통을 
바탕으로 맺기 시작하여, 현재 원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의 관
계로 전승한 네트워크를 부르는 표현이다(신명호, 이아름 2013:53).9) ‘협연’은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혈연, 출신 지역에 따르는 지연,10) 출신 학교에 따르는 학
연과 달리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 발생하는 인연으로 볼 수 있다.
  개념이 현실을 반영하기에 불완전한데도 연구자가 이 개념을 재규정하려는 이
유는, 무연사회11)라고도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

9) ‘협연’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최혁진(前 원주의료생협 전무이사와 부이사장,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용본부장)으로 전해진다. 최혁진은 원주의 운동가
들은 혈연, 학연, 지연을 따지는 풍토에서 40년 이상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
합,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 ‘협연’과 문화를 이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
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때 그 지향과 목적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지역민들
이 협동의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동의 자산을 발전시켜나갈 때 ‘협연’을 협
업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원주 사회적 경제블록화사업 심포지엄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일구는 착한 경제> 기조 
발제문1 ‘원주 사회적 경제 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

10) 지연과 관련하여, 경기도 성남시의 향우회에 대한 황익주의 인류학 연구를 참고
할 수 있다(황익주 2002). 황익주는 회원들이 향우회에서 정서적 만족감뿐 아니
라 잠재적 고객 연줄망, 경조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부조금·일손·손님 등을 확보
하는 양상을 조사했다. 회원들은 향우회 내 지위와 역할, 향우회를 둘러싼 사회
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참여 양상을 보인다. 본회, 지회, 시・군민회와 복
잡하게 얽혀 있는 성남시 향우회의 조직 패턴, 향우회의 성남시 내 영향력, 향
우회 간 관계를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황익주는 
회원들의 ‘지연’을 지역연고주의와 같은 정치적 폐해로서 볼 것이 아니라, 회원
들 간의 인간적 관계나 ‘신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도 ‘협연’을 
아이쿱의 조직 특성 및 조합원들의 다양한 역할, 생협 간 관계 등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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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아이
쿱에서 다양한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협연’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해나가는
지, ‘협연’을 토대로 기존의 경제 제도나 시장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협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과 역동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협연’
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협연’은 협동조합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다. 아이쿱 조합원들은 출자금  
납부와 같이 협동조합 고유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도 ‘협연’을 완전히 개방적
인 관계론 인식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은 사업과 운동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조합원들은 ‘협연’을 협동조합 제도(계약)에 동의하는 국내외 생산자, 직원, 
다른 조합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형성하기 때문에, ‘협연’은 이웃처
럼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을 둔 인연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12) 생협 구
성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 연구로 1990년대에 한 생협에서 생산자, 실무
자, 조합원이 함께 생활공동체운동13) 이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본 양한순의 
인류학 연구가 있다(양한순 1993). 양한순은 생산자와 실무자가 친환경·유기농산
물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이라는 상징에 공생과 순환의 의미를 부여하
여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조합원들이 각기 다르게 수용하는 양상을 분석
했다.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연구자는 친환경·유기농 생산물에 대한 제도가 변
화하고 규모가 급증한 지금의 생협에서 조합원, 생산자, 직원이 상호작용하는 양

11) 무연사회(無緣社會), 혹은 무연고사회(無緣故社會)란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
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간관계가 약화된 사
회를 말한다. 2010년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같은 해 일본 NHK 방송이 이
를 공식화했다.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나 경제
력을 갖춘 여성의 미혼, 비혼의 증가로 1인 가구가 서서히 증가했다(위키백과).

12) 이러한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 관련하여 모스(Mauss)와 고진(こうじん)의 논의를 
비교한 이승철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이승철 2014). 이승철에 따르면 모스는 
고대사회의 선물교환을 토대로 사회연대와 사회보험의 확립을 주창하고 도덕적 
형제애에 기초하는 네이션의 구성을 꿈꾸었고, 고진은 사회보험의 확립과 위기 
이후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경제적 하부-상부구조를 갖는 네 가지 교환양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상했다. 고진은 특히 선물교환의 상호성에 기
초하는 소비자협동조합운동(생협운동), 보이콧 운동, 지역통화·신용시스템을 자
본과 국가를 넘어서면서도 네이션에 포획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어소시에이션 
운동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로부터 UN에 군사주권을 증여하는 평화·반전운동과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모스 1925; 고진 2010; 이승철 2014:281-5에서 재인용).

13) 생활공동체운동은 일정 경제활동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적 생활양식과 의식을 
회복하고 환경운동 또는 생명운동을 실현하는 사회운동이다(양한순 1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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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4) 이러한 분석은 여성 조합원 간의 상호작용
과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주목해 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
다. 생협의 여성 조합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사노동의 가
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적 영역으로 활동을 확대한다는 연구들이 제시된 바 
있다(이현희 2004; 박주희 2007; 백은미 2012). 연구자는 이에 더해 조합원들이 
생산자나 직원과 상호작용하는 양상도 함께 주목함으로써 ‘협연’과 관련된 다양
한 상호의존적 관계와 그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협연’은 조합원의 의지와 자질에 의해 윤리적 소비 외 영역으로 확장되
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생협에서 윤리적 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에도 참
여한다. 예를 들어 최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경영동아리에서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품고 있던 필요를 다른 조합원과 의논하여 사업으로 조직하고, 일자
리를 만들 가능성을 <생협 친구 맺기>라는 프로젝트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는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있음을 시
사한다. ‘협연’은 이처럼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를 ‘목적’이 아닌 ‘매개’로 하여 
관심사가 비슷한 조합원을 만나면서 확장되기도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의 필요를 지
역민이나 지역 조직의 필요와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협연’은 생협과 다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NGO, 자활
기업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셋째, ‘협연’은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반영한다. ‘협연’은 단순히 조합원
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자체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 생
산자, 직원과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깊은 공감대를 느
끼거나 첨예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책을 읽고 생활 속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
하는 학습 공동체(곽삼근 2008:364-370), 뜨개질과 같은 취미 활동, 사회 운동 
등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조합원들이 경험하는 ‘유익한 친목’도 다양하다. 
자녀의 연령대가 비슷한 조합원들은 양육의 고충을 나누면서 위안을 얻고, 유용
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자녀 관계, 활동의 종류, 역할 
등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이는 ‘협연’의 결속력에 영향을 끼친다.

14) 90년대에는 생협 실무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시하
여 농약 검사를 일부러 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 검증 요구가 높아지자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약 검사가 생협에 많이 도입
되었다. 연구자는 이 현상이 ‘협연’의 형성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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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과정

  본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연구자가 아이쿱의 조합원, 직
원, 생산자를 만난 경험들을 토대로 한다.
  연구자는 2012년 <문화와 경제>라는 인류학과 수업 팀 활동으로 마포두레생
협을 조사하면서 생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상품’ 대신 ‘생활재’, ‘서비스’ 대
신 ‘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조합원들은 시장의 교환가치보다 생활의 필요를 중
요시하고, 생산자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바탕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연구자
는 조합원들의 소비와 생협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포
두레생협은 그 일대의 성미산마을과 더불어,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이
미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생협을 알아보다가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센터는 아
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 회원으로 속해 있는 전국 78개의 지역생협15) 뿐 아니라 
협동조합 관련 사업(상담, 교육, 연구, 출판, 국내외 협동조합과 다양한 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위탁 사업 등)도 하고 있었다. 인턴 업무는 조합원, 직원, 한국
공정무역단체협의회(KFTO: Korea council of Fair Trade Organizations)와 
협업하여 번역한 공정무역 자료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지원센터 업무를 보조
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아이쿱의 다양한 대내외 활동 속에서 조합원들의 윤리
적 소비를 알아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인턴에 지원하여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신길동의 사무실에서 일했다.
  일하는 동안 노트북으로 문서작업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조합원들을 
만나는 시간이 적어 걱정한 때도 많았다. 하지만 생협을 잘 모르던 연구자는 인
턴생활을 통해 아이쿱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다. 지원센터는 교육팀, 
대외협력팀, 사무관리팀, 조합지원팀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전국 지
역생협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의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윤리적 
소비에 관한 최신 이슈나 조합원의 관심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공정무
역 교재 프로젝트팀>에서 함께 작업한 활동가(일반 조합원보다 생협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직원을 통해 아이쿱의 사업과 운동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센터 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다양한 지역생협 이

15) 각 지역생협은 위치한 지역 이름을 따서 ‘서울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등
으로 부른다. 아이쿱 조직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Ⅱ-3-2) ‘조직 
운영’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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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와 생협운동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다.
  지원센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학습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조합원들은 아이쿱 물품의 방사능 검출 
기준, 우리 밀 소비운동과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협동조합, 경제민주화 등 광범
위한 주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아이쿱에서 다양
한 이슈를 접하면서 생협운동의 실천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서울시, 아이쿱,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협업하여 진행한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가이드북」 프로젝트에 참여해 서울시 협동조합 조합원 15명을 
인터뷰하면서 아이쿱 조합원들의 경험을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생산지를 직접 방문
하여 생산자도 만났다. 아이쿱 직원과 충남 아산 지역 생산지를 둘러보고, 생산
자들을 통해 생협 거래의 특수성을 알 수 있었다. 직원이 농가의 농자재, 일지, 
생산물의 생육 상태를 까다롭게 점검하여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옆
에서 관찰하기도 했다. 유기농 생산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서 화학비
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기 위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다. 생산자들은 생협의 
조직화된 소비자들과 거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좋지만, 생
협 거래의 수익성이 시중보다 낮을 땐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생산지 방문으로 
조금이나마 친환경·유기농 생산물의 생산 과정을 알 수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소
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
매해보기도 했다.
  소비자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 경험과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지
역생협을 방문하여 교육, 모임, 행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지원센터 직원들로
부터 조합원 활동이 활발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생협을 추천받았고, 그중에서 
경기 지역의 봄생협(가명)과 서울 남부 지역의 여름생협(가명)을 인턴 근무 중이
던 2013년 9~10월과 근무 후인 2014년 2~4월에 틈틈이 방문하였다. 봄생협은 
1998년 한 공동체로 창립하여 2000년부터 아이쿱의 정식 지역생협이 되었으며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4천여 명, 월 매출액(매장과 가정 공급 합산)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었다. 여름생협은 2001년 창립하였고, 2014년 2월
에 조합원 수 2천여 명, 월 매출액 2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었다. 연구자는 
두 지역생협을 번갈아가면서 <생산자 간담회>, <동아리>, <방사능 기준마련을 
위한 조합원 공청회>, <생협 강사단 교육>, <마을지기 회의>과 같은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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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Ⅱ-3-2 조직 운영 참고)을 참관했다. 지원센터 인턴 경험 덕분에 참관 허락
은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으며, 윤리적 소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기에 조
합원들의 대화와 활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생협 이사장들이 
참석한 <인증센터 정기총회>, 조합원들이 참석한 <구례 자연드림파크 오픈식>,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포럼> 등에 참관하여 윤리적 소비를 다양한 지역
의 조합원, 생산자, 직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과
정은 ‘협연’의 형성과정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합원들의 대화 구조, 대화의 참여 양상도 살펴보면서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
비자의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신규조
합원, 프로젝트 팀장, 이사, 이사장 등 역할이 다양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윤리
적 소비에 관한 경험과 의견의 차이도 접할 수 있었다.
  한편, 자료를 정리하다가 간헐적인 방문 경험만으론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
와 관련된 활동을 조직해나가는 과정과 지역생협의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2014년 7월 한 달 간 서울 서부 지역의 가
을생협(가명)을 주중에 거의 매일 방문하였다. 가을생협은 1997년 창립하여 
2014년 2월 조합원 수 4천여 명, 월 매출액 7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다. 연구자
는 활동가들과 함께 신규 매장을 홍보하거나,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초등학교 
수업에 보조 강사로 참여하는 등 조합원들이 활동을 제안, 조직, 평가하는 과정
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사회는 활동가들의 고충을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외부에 공개하기 예민한 사안이 다루어질 땐 연구자
의 존재가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해서 허용된 시기까지만 참관을 했다.16)

  심층면담은 활동 연수가 다양한 조합원 5명과 1~2시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활동의 보람뿐 아니라 역할이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집안일과 생협 활동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고충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조합원들이 ‘협연’에서 겪는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문헌자료로 아이쿱의 물품 이야기를 담은 월간지 <자연드림 이야기>, 지역생
협 소식지, 각종 안내문, 연차보고서, 신문기사,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 홈페이지 
등도 참고했다. 특히 지역생협 홈페이지는 조합원들의 활동을 과거부터 현재까
지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보고였다.

16) 정보를 제공한 조합원이나 지역생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이름을 가명 처리
했으며 본 연구는 2013년 9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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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이쿱의 ‘새로운 생협운동’ 역사와 특성

  한국 생협운동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소비조합운동17)이다. 정치·경
제적 자립을 염원한 조선인들은 일제의 탄압과 부족한 경영 경험으로 인해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조합운동은 1980년대에 유기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의 직거래에 기초하는 생협운동으로 거듭났는데, 배경과 지향에 따라 크게 네 
갈래를 이루었다. 아이쿱은 그중에서 대중적 지역 기반을 모색하던 노동운동가
들이 주축이었으며, 1997년 6개 지역생협의 연합회로 창립했다. ‘사업의 집중, 
조직의 분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이들은 ‘새로운 생협운동’을 이끌어 생
협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의 측면에서 독자적인 생산유통시스템
과 독자상품을 토대로 독자 시장을 구축하고,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지역생협에
서 마을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조합원 조직 활동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장에서는 아이쿱의 ‘새로운 생협운동’ 역사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사업과 조직 운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1. 한국 생협운동의 기원과 운동의 네 갈래

  한국 생협운동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정치·경제적 자립을 염원하던 조선인들의 
소비조합운동이다. 1920년 5월 15일, 23명의 조선인은 목포 소비조합을 세워 
쌀, 면포, 시탄(땔나무, 숯, 석탄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조합원에겐 원가로, 
일반 주민에겐 염가로 저렴하게 판매했다(김형미 외 2012:23-4). 출자금을 많이 
낸 조합원이 임원을 맡는 등 목포 소비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하
진 못했지만, ‘민중 중심’의, 최초의 자주적 협동조합이었다는 의의가 있다. 조선 

17)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소비조합운동은 1844년, 28명의 영국 노동자들이 주도했
다. 이들은 저임금과 불공정한 유통 환경에서 품질 좋고 저렴한 식료품을 공동
으로 매매하는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을 세웠다. ‘1인 1표 의결권’과 ‘동등한 출자금’에 기초하는 소비조합
운동은 정치·경제적 평등의 의미가 있었다. 소비조합은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데 인종·종교·성에 대한 차별 없이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프랑스 협동조합운동가 지드(Gide)는 소비조합이 이처럼 개방
적인 조합원 제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점차 인수함으로써 계급 대립을 극복
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버챌 20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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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협동조합인 금융조합(1907년 창립)을 비롯하여 산업조합, 농회 등의 협동
조합이 있었지만, 모두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정부 대신들과 조선 통감부 협의 
기구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고, 실무책임자를 파견하는 관제협동조합이었다(이경
란 2013: 43-4).
  조선에서 소비조합운동은 1930년대에 빠르게 퍼져 한때 소비조합 수가 300개
를 넘었으며,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어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기 전까지 운동이 전
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일제하의 소비조합운동은 외세와 자본에 대한 저항 운동
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으며, 조합원들은 문자·위생·문화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민중의 깨우침을 촉발하려 노력했다(정원각 2012:117; 김형미 
외 2012: 52).
  해방 후 1960년대에는 여성들의 소비조합운동이 활발했다. 생활 속에서 먹거
리 위기를 절감한 여성들은 공동구매클럽을 만들어 불합리한 시장유통구조에 대
항했고, 정부의 비호를 받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홀한 품질관리와 가격 설정 
특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여성운동의 범위를 불매운동, 소비자보호법 제
정운동,18) 지역사회 개선운동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소비조합 대
부분이 조직 활동에 취약하고, 물품 이용률이 낮아 경영 위기로 문을 닫았다.
  1980년대에는 소비조합운동이 유기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기초하
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하 생협운동)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당시 한국의 농업 위
기는 심각했다. 정부가 1960년대에는 경공업을,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전
략적·선별적으로 육성하면서 식생활과 건강이라는, 인간 공동체의 기초적인 재생
산 기능을 담당하던 농가의 요구는 정책으로 수렴되지 못했고, 농업 분야는 퇴
행해갔다(최장집 2013:61-6). 정부가 자유무역 확대의 대가로 선진국의 농축산
물 시장 전면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면서19)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자 많은 농가가 
도산 위기에 몰렸고, 종자와 농약 시장을 독점한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농가 부
채도 급증했다. 시장의 변화 속도가 농가의 적응 속도를 추월하면서, “진보 속도
가 파멸적일 만큼 가속화되면 진보 과정 자체가 건설적 사건이 아닌 사회 전체
의 퇴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폴라니(2013[1944]:171-2)”는 폴라니
의 예언은 한국 농촌에서 현실화되었다.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

18) 여성 소비자조합원들의 활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1976) 및 그 시행령(1981), 소비자보호법(19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1980) 및 시행령(1981)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

19) 정부의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00년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한국 농업의 도산 위기를 심화시켰다(김기섭 20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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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대 ‘녹색혁명’의 도입으로 화학비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많은 농민이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렀고, 퇴비에 의한 자연순환농법의 고리가 깨
져 환경오염도 심각해졌다. 이러한 위기 속에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으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고, 유기농업에 관심을 둔 농민운동가들이 많아졌
다. 농업, 농촌, 농민 생활의 문제를 단지 사회적 분배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조경만 1997:50). 수입 농산물에 든 
잔류 농약과 중금속, 이물질 혼입 사고로 식품안전사고를 겪는 소비자들이 많아
지자(김형미 외 2012:312) 유기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에선 유기농업 생산자들이 먼저 나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려던 소비자들의 주도로 생협운동이 태
동한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와 차별화된다(ibid., 314). 생산자들은 1985년 이후 
도시에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고 교육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조직화에 앞장섰
다.20)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거래이다. 대
형유통자본이 독점한 시장에서 손해를 입거나 가격변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생산자와 소비자는 직거래를 통해 “시장 교환이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지
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시장 교환을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김기섭 2012:187). 생산자들은 ‘얼굴이 보이는 생산물’과 같은 
홍보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생산자에 대한 신뢰와 정성을 강조했으며, 소비자들
은 자연을 살리고 농민을 지원하며, 건강에 좋고 안전하다는 뜻이 담긴 유기농
생산물을 시중 상품과 다른 선물처럼 여겼다.
  1980년대에 독재정권에 대항하던 운동세력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중 농민운
동, 협동조합운동, 종교운동,21) 여성운동, 민중운동 진영에서 생협운동을 활발하
게 펼쳤다. 이에 따른 한국 생협 조직의 변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20) 개인 차원에서 생산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사회적인 지지가 없으면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에 의존하는 관행농법을 하게 될 
소지가 많다(김흥주 2009:208).

21) 90년대 초 농업과 환경 위기에 공감한 가톨릭, 원불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
단체는 사회활동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지역생협을 세워 생협운동을 펼쳤으며, 
이후 다양한 세력과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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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 생협 조직의 변천22)

  생협 조직은 위와 같이 배경과 지향에 따라 크게 네 갈래를 이루었으며, 정은
미(2011)의 논의23)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톨릭교
회 관계자들은 1960년대에 세운 신용협동조합에서 1970년대부터 영세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이들은 도시 신협과 농촌 
신협 간의 직거래를 바탕으로 바른생협을 창립했고 공동구입 및 공급방식을 최
초로 도입하여 생협 물류의 기틀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원주 천주교 재단에서 
활동하던 박재일을 중심으로 강원과 충북의 생산자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소
속 농민들도 1970년대부터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펼쳤다. 사업의 목표는 유통 착
취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었고, 이
들은 80년대 중·후반부터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한살림원주생협)과 서울 ‘한살
림농산’을 통해 원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였다. 세 번째로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지향하며 1987년 창립한 한국여성민우회도 여성운동의 영역을 교육, 
환경, 지역 등으로 확장하면서 생협운동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 부
평지역의 노동운동가들도 지역사회운동의 목적으로 생협운동을 펼쳤다. 1988년 

22) 정은미, 2006,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특성”, 『농촌경제』 29(3): 5.
23) 정은미, 2011,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 

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1980년대 이후 생협운동의 다양한 흐름과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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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당’, 1992년 ‘민중당’ 선거에 연이어 낙선한 노동운동가들은 지역민과 
유리된 운동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들은 민중당 산하의 시민모임에서 50여 명의 
지역 인사들과 모여 생협을 세웠고, 대중적인 지역 기반을 모색해나갔다.
  네 갈래의 생협 조직들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 한국 4대 생협연합회(한살
림, 두레, 아이쿱, 행복중심)를 이루고 있다. 배경과 지향은 서로 다르지만 4대 
연합회 모두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여’ 정치·경제적 자립을 추구했던 조선 소비
조합운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생협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체제 변
혁에 관심을 기울여온 기존 사회운동과 달리, 먹거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아래로부터의 생활운동’이다(김기섭 2012:225).
  하지만 생협연합회 모두 사업 적자와 1997년 발생한 IMF 사태로 폐업 위기에 
시달렸다. 개별 생협들이 여러 생산자 집단과 소규모 직거래를 하다 보니 물류
비가 많이 들고, 이 때문에 생산물의 단가가 높아 물품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생협은 새로운 사업과 운동 방식을 모색해나갔다.

  2. 아이쿱의 ‘새로운 생협운동’: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

  90년대 초 부평생협 상무이사 신성식(現 아이쿱 CEO)과 부천생협 및 일부 지
역생협 운동가들은 생협이 개별적으로 물류를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협 연합조직인 생협중앙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생협중앙회의 
물류도 기대했던 만큼 효율적이진 않았다. 생협중앙회 소속 14개 지역생협 대표
들은 1996년 지역생협 중심의 사업연합체를 만들어 물류를 개선하고 사업 위기
를 극복하려 했으나 의견 조정에 실패했고, 무리한 사업으로 적자가 늘어났다.
  생협중앙회에 속한 일부 수도권 지역생협들은 1997년 적자를 분담하고 생협
중앙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도권사업연합회를 따로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작은 지역생협들이 있었다(iCOOP(아이쿱)생
협연대 2008:32). 인천, 부천, 볕내(양천), 수원, 안산, 한밭(대전) 6개 지역생협
이 이에 해당한다. 이 생협들은 결의하여 1997년 ‘경인지역 생협연대’를 세웠
고,24) ‘사업의 집중, 조직의 분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협운
동’을 시작했다. 그간 생협 활동가들은 물품 수집 및 공급, 조합원 전화주문 응

24) ‘경인지역 생협연대’는 아이쿱의 모태로, 1997년 ‘21세기 생협연대’, 2007년 
‘(사)한국생협연대’를 거쳐 2008년 ‘iCOOP(아이쿱)생협연대’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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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판매장 운영과 같은 부담을 한꺼번에 지고 있어 소비자를 조직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물류사업은 사업연합이, 조직 활동은 
각 지역생협이 전담하도록 구조를 개편한 활동가들은 조직 활동에 주력할 수 있
었다.
  정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의 집중’을 통해 개별 운영하
던 창고를 없애고, 운송차량을 공유하자 수송 공차율(전체 운행차량 중 빈 차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그림 3]과 같은 전국 7개 물류센터와 8개 배송센터를 통해 
물품 공급의 단계가 ‘생산지→물류센터→지역생협→조합원’에서 ‘생산지→물류센
터→조합원’로 간소해졌다.

[그림 3] 전국 7개 물류센터와 8개 배송센터

  이처럼 인력·결제·전산 시스템을 통일하고 체계화하여 업무의 편리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자, 물류비와 생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매출액은 
지역에서 다 소비하지 못해 남은 농산물을 외부에 팔 수 있게 되면서 150~ 
180% 증가했고, 절품이나 신선도 하락 건수도 줄어들었다. 기존의 물품 주문 방
식은 조합원이 원하는 물품을 지역생협에 주문하고 이를 모은 각 지역생협이 생
협연대에 전화나 팩스로 발주하는 것이었는데, 1999년 9월부터 온라인 거래에 
의한 주문 방식도 추가되었다. 아이쿱은 2000년 2월에는 조합원과 생산자조직 
간의 생산 약정서 체결로 생협 최초로 ‘계약생산-책임소비’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조합원의 예상 소비물량만큼을 생산자에게 사전에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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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을 조합원들이 책임지고 연중 소비함으로써 생산과 소
비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한 주곡생산자가 이 제도
의 혜택에 관해 한 말이다.

정부는 우리 농업에 문제가 생기면 급한 불 끄는 데 바빠요.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할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래도 아이쿱이 우리나라 농업을 

믿고 철저히 관리해주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줘서 다행이에요. 마음 

편히 정석대로 농사지으면 되게끔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김현우, 남/40대, 2013.9.4)

  다음으로 ‘조직의 분화’는 아이쿱에서 1997년 8월 도입한 구매대행제도(2000
년 ‘조합비제도’로 이름 변경)로 촉진되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활동가
들이 생산물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지역생협 운영경비를 충
당했다. 하지만 수익에 따라 운영이 좌우되자 활동가들은 매출에 신경을 쓰느라  
조합원 조직 활동에 주력하기 어려웠다. 조합비 제도를 통해 지역생협의 월 운
영비를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되자 경제적으론 지역생협의 적자가 해결되었고, 
문화적으론 생협운동의 방향이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것’에서 1인당 조합비 
부담액을 낮추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신성식, 
차형석 2013:71).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아이쿱의 연매출액은 1998년 15억에서 
1999년 30억 원으로 1년 새 2배 증가하였으며 활동가들은 지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했다. 물류와 매출의 부담에
서 벗어난 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생협의 신설과 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협운동 대중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한 지원센터 직원은 이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평가했다.

작은 생협이 다시 ‘모체’가 되어 분화해가는 방식이 각자의 기능과 조

직을 가진 네트워크가 빽빽해지는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이에요. 협동조합은 연대운동인데 작은 생협이 자립하여 커지고 분화

하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방법이죠.

(이은정, 여/30대,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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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합비제도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조합원 수가 적을 때
에는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비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름
생협에서 2001년 월 조합비는 2만 4천 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조합원 수가 많
아지면서 조합비는 2004년 2만 2천 원, 2009년 2만 원, 2010년 1만 5천 원, 
2011년 이후 1만 원으로 점차 낮아졌다.25) 이처럼 조합원 수가 많아질수록 1인
당 분담액이 적어지므로 활동가들은 조합원 모집과 조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조합원이 잘 모이지 않거나 탈퇴자가 많아지면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수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이러
한 조합원과 지역생협 간의 관계를 ‘함께 엉켜 가는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합비를 내는 것은 의무는 아닌데, 출자금만 내는 출자조합원과 달리 조합비
를 내는 조합비조합원은 물품을 많이 살수록 할인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아이쿱 
물품의 가격은 일반가와 일반가보다 20% 저렴한 조합원가로 나뉜다. 조합비조
합원은 모든 물품을 조합원가로, 출자조합원은 모든 물품을 일반가로, 비조합원
은 빵만 일반가로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조합원이라면 
한 달 치 총 구매액을 고려했을 때, 조합비조합원이 되어 모든 물품을 조합원가
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생협 매장을 회비까지 내면서 이용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조합비 납부를 망설였던 조합원들도 구매를 많이 할수록 커지는 
할인 혜택 덕분에 조합비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가는 편이다. 다음은 조합비에 
대한 한 활동가의 의견이다.

아이쿱에서 조합비는 마케팅적으로 아주 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조

합비 13,000원을 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

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3,000원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이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 비즈니스 측면으로는 조

합비 덕분에 아이쿱이 성장했다고도 말을 해요.

(김미래, 여/50대, 2013.10.25)

  더불어 조합비의 일부(약 300~500원)는 가격안정기금으로 쓰여 조합원에게 혜
택으로 되돌아온다. 조합원들은 “물가는 조합원들이 잡고 있다” 혹은 “시중처럼 

25) 조합비가 2만 5천 원일 때 가입한 한 조합원은 “조합비 1만 원은 공돈 수준”이
라고 말하면서 조합비 인하에 기여한 초기 조합원들의 희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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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생협 조합비의 혜택을 강조한
다. 1만 원을 기준으로 한 조합비의 용도는 [표 1]과 같다.

금액(원) 항목 내용

6,500 지역생협운영비 조합원 모집·홍보·교육비, 지역사회 활동비 등

2,500 연합조직회비 생협연합회 교육 및 행사 참여비, 상조회비 등

500 가격안정기금 생산수급불안정 대비 물가 안정비

300 매장협동기금 형편이 어려운 지역생협 매장 지원비

200 활동기금 활동 지원비

[표 1] 조합비 1만 원의 용도

  이처럼 ‘사업의 집중, 조직의 분화’ 정책은 아이쿱 조합원들의 생협운동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아이쿱의 사업과 조직은 [표 2]와 같이 변화해왔다.

항목 2003년 2006년 2010년 2013년

조

직

지역생협 수 (개) 42 62 77 78

조합원 수 (명)26) 11,645 20,100
114,855

조합비: 82,846

194,856

조합비:156,666

마을모임 (개) 59 258 820 1,841

사

업

매출액 (억 원) 254 770 2,800 4,279

생산자 수 (명) 1,200 1,895 2,500 2,673

[표 2] 2003~2010년 아이쿱의 조직과 사업 변화27)

26) 표에서 조합비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비조합원의 수로, 전체 조합원 수에 포함된
다. 참고한 자료에서 2003년, 2006년의 조합비조합원 수는 알 수 없었다.

27)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제작한 「아이쿱생협 활동가를 위한 소주제 학습자료 시리
즈Ⅱ-아이쿱생협 정책(소책자)」의 <전국 지역생협의 사업과 조직의 성장(2003~ 
2010)> 표에 2013년 연차보고서 통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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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아이쿱생협연합회 전체 조직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합회는 다양
한 조직의 분화와 결합을 거쳐 현재 [그림 4]처럼 소비 부문과 생산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림 4] 아이쿱생협연합회의 전체 조직구조28)

  앞서 아이쿱은 물류사업은 사업연합이, 조직활동은 각 지역생협이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국 지역생협들이 소속된 iCOOP(아이쿱)사업연합회, 
iCOOP(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iCOOP(아이쿱)인증센터, 우리농업지킴이상조회 
등은 현재 소비 부문에 속해 있으며 조합원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사)iCOOP생산자회를 중심으로 생산과 출자를 하는 생산자, 생산 기업은 생산 
부문에 속해 있다. 아이쿱은 이처럼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과 조
직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8)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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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이쿱의 사업과 조직 특성

  아이쿱 조합원들은 [그림 5]와 같이 소비자운동과 친환경소매업을 병행하는 특
성 때문에 생협을 ‘결사체’이자 ‘사업체’라 부른다.

[그림 5] 생협의 조직활동과 경제사업의 관계29)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업의 집중, 조직의 분화’ 정책을 바탕으로 조합원
들의 사업과 조직 활동(소비자운동)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1) 독자 시장 만들기

  아이쿱은 물품의 독자성을 강화하여 아이쿱 물품을 시중 물품의 보완재가 아
닌 대체재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이쿱 사업연합회는 물품에 ‘아
이쿱 조합원만 이용이 가능한 물품’,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 ‘조합원이 
원하는 가치 있는 물품’이라는 의미를 담는 마케팅으로 조합원의 브랜드 충성도
(호감 가는 브랜드의 물품을 반복 구매하는 경향)를 강화하고 있다. “협동조합만
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신성식 2014:49)”는 아이쿱 CEO의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독자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아이쿱이 만들고 있는 독자 시장
을 생산유통인증시스템과 독자상품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9) 정은미 외, 2011, “생협 경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R645), p.23.



- 25 -

  가. 생산유통인증시스템

  1997년 환경농업 육성법 제정 이후 국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인증제도를 실
시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증기관이 난립
하고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사후 검증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
되는 건수가 많아졌다. 재배와 유통 과정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아이쿱협동
조합지원센터 대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에서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건수가 1만 9천여 건에 달한 것을 지적하
며, “우리가 남이냐”는 식의 전근대적이고 허술한 인증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
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30)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절박함은 아이쿱에 특히 각별하다. 아
이쿱은 2003년에는 ‘원주 사건’, 2004년에는 ‘더불어 사건’이라는 외국산 잡곡 
혼합사건31)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 아이쿱은 
생산과 유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생산유통인증 
사업계획을 발주하였고,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인증센터를 운영해왔다. 아이쿱
의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은 [표 3]과 같다.

30) [한국농정신문] “자본주의 기업이 차지한 시장 되찾아야” 2013.7.05
31) ‘원주 사건’은 아이쿱의 전신(前身)인 한국생협연대와 연대하던 원주생협이 

2003년 6월, 상회를 통해 잡곡을 매입해왔으며, 그 상회가 외국산 기장을 국산 
기장에 혼입해서 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상회와 계속 거래를 해온 사
건을 말한다. ‘더불어 사건’은 한국생협연대 뿐 아니라 다른 생협들과도 오래 
거래해 왔으며, 생산자 회원으로 연대에 가입해 있던 (주)더불어식품이 원재료
에 수입 밀과 팥 등을 혼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2004년 6월 검찰에 적발되어 
한국생협연대가 이를 알게 된 사건이다(iCOOP(아이쿱)생협연대 20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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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과정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 점검

재배과정에서 수확 예상량 수시 파악

최종수확량 및 거래처별 출하량 점검

인증스티커 총량 및 발행량 관리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생산자 정보의 전달 및 홍보

유통

과정

거래처별 출하량 기준 유통지점별 입출고량 실시간 점검

가공원료 출하량, 가공과정, 가공품 생산량 점검 후 인증 부여

기타 거래처의 출하량 확인

매장
생산유통인증시스템에 실시간 판매량 전송

매입량과 판매량의 실시간 점검으로 인증스티커 복제 방지

소비자
구매 물품의 유통인증번호로 생산자·재배과정·필지·유통 이력 확인

부정 유통인증번호 발견 시 곧바로 신고 가능 (개인정보 보호)

[표 3] 아이쿱의 생산유통인증시스템

  아이쿱 조합원들은 장보기 홈페이지 유통인증조회검색란에 물품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생산 이력, 재배 이력, 필지 이력, 유통 이력, 재배하는 사람 등 ‘산지
에서 식탁까지’ 물품에 관한 정보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중금속, 항생제, 방사
능, 다이옥신, 트랜스지방과 같은 각종 유해성분뿐 아니라 잔류 농약 320성분에 
대한 정기·비정기적 검사 결과도 공개되어 있다. ‘3번 검사는 다릅니다’라는 인
증시스템의 슬로건도 이러한 검사의 엄격성을 강조하는데, 1단계 생산과정에서
는 계절적 요인이나 사안에 따라 감지되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검
사, 2단계 출하 전에는 모든 품목에 관한 잔류 농약검사와 맞춤 검사, 3단계 유
통과정에서는 매장에서 불시 검사가 이루어진다. 아이쿱은 이처럼 생산지 방문 
행사나 간담회가 아니면 생산자를 직접 만나기 어렵고, 대면적 신뢰를 쌓을 기
회가 적은 조합원을 위해 제도적 신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식
품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32)

  흥미로운 점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제도적 신뢰가 강화되고 있지만, 

32)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식품 안전성 위협요소로 대두되자 아이
쿱은 미국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방사능 탐지 기계를 수입하여 자체적으로 물품
의 방사능 함유량을 검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생협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검
사를 위탁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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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인증센터 직원 사이에서는 대면적 신뢰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
증센터 직원들은 [사진 1]과 같이 생산지에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생
산자의 농사일지, 사용 중인 친환경 농자재 종류, 예상 출하량을 점검한다.

[사진 1] 농가에서 생산물을 채취하고 확인하는 직원

  직원들은 점검 과정에서 생산자와 협력하는데, ‘유기농업 고수’인 생산자는 직
원에게 유기농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직원은 생산자에게 외부투입 농자재의 구
매를 최소화하며 지역 내 물질을 농자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일부 생
산자는 인증센터 직원들을 아이쿱의 ‘숨은 공로자’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인
증센터 직원들은 농가에 상주하진 않으므로 모든 생산과정을 완벽하게 확인하진 
못하며, 생산자와 대면적 신뢰 관계를 쌓아 혼입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2013년 
6월, 아이쿱과 거래하는 한 납품업체의 계육(닭고기) 혼입 사건은 직원과 생산자 
사이에서 대면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켰다. 계육은 사육 농가, 도계
장, 가공 산지 총 3번의 유통 경로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공급된다. 당시 납품업
체는 해체된 부분육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육을 불법적으로 혼
입하였다. 인증센터 사무국장은 2014년 3월, 전국 지역생협 이사장들이 모인 
<인증센터 정기총회>에서 직원들이 이 업체의 작업일지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부
실한 것은 발견하였으나 업체의 유통 과정을 전부 꼼꼼하게 추적하진 못했다고 



- 28 -

설명했다. 인증센터 이사장은 “검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완벽하기 어
렵다”면서 제도적 신뢰의 한계를 인증센터 직원과 생산자 간의 대면적 신뢰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센터 직원이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검
사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생산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인증센터 
사무국장은 2014년의 목표를 ‘더 현장 속으로’라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인증제도의 까다로움은 조합원에게는 안심의 대상, 생산자에게는 
부담의 대상이다. “인증센터 직원이 오는 날이면 시험 보는 날처럼 긴장이 많이 
된다”는 사과 생산자,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직원들을 ‘저승사자’라고 부른다는 
주곡 생산자의 이야기를 통해 검사의 까다로움에 대한 생산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여름생협 생산자 간담회 내용이다.

고구마 생산자: 인증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원한테 농사 일지에 글씨 

하나가 틀려도 다 얘기해야 되고, 인증 스티커 출력량이랑 고구마 출하

량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혼입했다, 빼돌렸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이고 그때는 진짜 농사 안 짓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

들이 매장에 와서 골라 드시는 그 뒤에 말 못할 애환들이 많아요.

활동가: 아이쿱이 생산자분들한테 가혹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데, 

또 그만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

요. 앞으로는 생산자님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 드리는 과정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여름생협 고구마 생산자 간담회 2014.3.13)

  고구마 생산자는 추가로 농가의 관행이 때로 인증시스템과 불협화음을 낸다고 
설명했다. 농가에는 생산자들끼리 서로 판매하지 않을 생산물을 주고받는 관행
이 있는데, 어느 날 지인이 하필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 비닐에 생산물을 담
아가는 바람에 그 비닐을 찾으러 온 동네를 역추적했던 것이다. 생산자는 인증 
스티커가 한 장이라도 없어지지 않게 ‘사수’하기 위해 감당하는 고충을 전했다.
  인증센터는 이처럼 까다로운 인증을 통해 조합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2013년에는 독자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생산자와 함께 생태 
순환적인 생산과 소비로 자연순환형 농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
자인증제도는 생산물을 안전성,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동물복지), 신뢰
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A마크(AAA, AA, A로 나뉘며 A가 많을수록 좋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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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센터는 “늘 혁신하는 자세”로 임하는 생산자를 모범 생산
자로 포상하기도 한다. 아래는 <인증센터 정기총회>에서 모범 생산자에 관해 상
영했던 영상의 일부 내용이다.

이 생산자는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무항생제 인증을 최초로 받을 

만큼 아이쿱생협의 산지정책을 늘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 생

산자이십니다. 조합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정란을 생산하기 위

해 아직도 많은 시도와 늘 연구하는 자세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

다. 농장은 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닭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

육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한약 찌꺼기, 

깻묵, 쑥 등을 발효시켜 쓰고 있습니다. 이곳의 닭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녀석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증센터는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을 통해 생산자의 혁신적인 실천을 권
장하고, 아이쿱 물품의 신뢰성과 독자성을 강화함으로써 독자 시장 형성에 영향
을 끼치고 있다.

  나. 독자상품

  2011년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생협의 취급허용 품목이 농·축산물(1차 생산물)
에서 생활필수품 전반(가공품을 포함한 2차 생산물 등)으로 늘어났다(채수훈 
2013:6). 아이쿱은 친환경 농산물과 이를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화장품, 주방
용품,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 4대 생협연합회 중에서 가장 
많은 가공품을 보유하고 있다.33) 조합원들은 아이쿱에는 품목 수가 많아서 생협
에 없는 물품을 다른 곳에서 샀던 ‘이중 장보기’의 불편함이 줄었으며, 마트에서 
장을 보듯 한 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매하는 ‘논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물품 수가 많은 만큼 아이쿱은 조합원 1인당 
소비금액이 다른 생협보다 많은데, 2013년 아이쿱 소비자조합원의 월평균 구매 

33) 아이쿱의 가공품 수는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약 2천여 개이다. 모든 품목이 
상시 공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은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원물이 있을 때 
재공급된다. 종류는 가공식품(반찬류, 양념류, 우리밀베이커리, 과자), 화장품, 주
방용품, 생활용품, 침구류, 의류, 구두 등으로 다양하다. 가공식품은 아이쿱과 계
약한 친환경·유기농 생산자의 생산물을 원재료로 하며, 아이쿱의 친환경유기식품 
클러스터(본 절 후반부에 기술) 내 가공 공장이나 위탁 공장에서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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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21만 원으로 다른 생협 조합원의 월평균 구매액(6만 1천 원)보다 3배 이
상 많았다(채수훈 2013). 아이쿱은 많은 물품을 바탕으로 한국 생협 최초로 
7~80평 규모의 매장을 열기도 했다.
  도시화에 따라 탄수화물, 육류, 설탕, 식용유 섭취량과 정크 푸드와 같은 가공
식품의 섭취가 늘고(랭, 헤즈먼 2006:251), ‘직장맘(직장에 다니는 어머니)’ 조합
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이쿱에서는 가공식품을 반기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유기농산물 녹즙을 갈아주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요
구하는 조합원이 전형적인 생협 조합원이었다면, 이젠 “이왕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준다면 생협의 유기농 라면을 끓여주겠다”던가, “채소 볶음밥, 사골 곰탕과 
같은 즉석조리식품을 생협에서 사서 좀 더 안전하게 먹겠다”며 가공식품을 선호
하는 조합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모든 조합원이 가공식품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한 지원센터 직원은 아
이쿱에서 시중의 라면 모양 튀김 과자와 비슷한 ‘라면땅’을 출시하려 했을 때 반
대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쿱이 조합원의 식생활을 가공
품을 먹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시중 가공품에 대한 대체 가공품을 제공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서 ‘라면땅’이 출시되었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이미 첨가물 많은 스낵이 보편화되어 있고, 아이의 간식 구매를 

매번 신경 써줄 수 없는 맞벌이 소비자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홀로 방

치되는 상황이 많다면 차라리 아이쿱에서 현실적 대안인 ‘좀 더 건강한 

간식’을 제시하는 것이 낫죠.

(이은정, 여/30대, 2013.10.11)

  가공품은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생산자가 1차 생산물의 잉여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해 주는 ‘호혜적 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아이쿱은 생
산자의 소득이 생산비에 해당하는 가격만으론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생
산자의 전체소득은 (가격 x 판매량 - 비용 + 기타소득)인데, 판매량이 적거나 비
용이 많이 들면 생산자가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 따라서 아이쿱은 생산자의 기
타소득을 추가하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1차 농산물을 가공식품 재료로 쓰고 농
민 생산자가 가공 공장에 출자하여 출자 배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떨어져 겉이 상한 사과를 버리지 않고 ‘얼음 속에 사과 한 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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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아이쿱은 생산자가 판매할 수 없는 생산물을 
수익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제조가공은 반응이 빠르고 판매가 늘어날수록 
순이익률 증대 가능성이 많으므로 생산자와 제조업체는 국수, 베이커리, 피자 등
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우리밀 가공품은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
한 물품이다. 한국에서 우리밀 소비는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3~40%에 이
르렀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식량 조달이 어려워지고, 1980년대까지 외국 밀
이 공짜로 들어오면서 1990년대에는 국산밀 자급률(전체 소비되는 밀 중에서 국
내에서 생산되는 밀의 비율)이 0.1%에 그쳤다. 아이쿱은 다양한 우리밀 가공품
을 개발하여 국산밀 자급률이 약 2%가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가공품의 품질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1985년 개정 및 공포된 소비자보호법을 반영한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표 4]에 제시된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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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내용

안전의 권리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후 발생한 소비자의 신

체, 생명 및 재산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때 품질, 성능, 내용, 가격, 거

래 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고 

허위, 기만,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
많은 사업자가 참여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자기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소비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활동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등에 자신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

보상받을 권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신속하고 공정

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

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이 소비자 생명, 건강 해치지 않고 쾌적하게 유지되

도록 요구하는 권리

[표 4] 소비자의 8대 권리

  8대 권리 중 특히 ‘알 권리’에 대해 증대된 소비자들의 요구는 2003년 한국소
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농
산물34)) 두부 소송 취하 관련 공청회로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96년부터 
GMO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가공식품 업체들이 GMO 농산물 사용 여부를 정
확히 공개하지 않자, 소비자들이 안전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소비자
들의 요구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내 유통 중인 콩과 두부제품을 대상으로 
GMO 성분 검사를 하였는데 1999년 11월 3일, 국내산 콩만 사용한다는 한 유명 

34)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의 편의를 위해 기존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 및 유전자를 지니도록 유전공학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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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두부에서 GMO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기업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검사 
방법이 한국에서 공인을 받지 않은 검사 방법이며, 기업 자체적으로 연간 3억 
원 규모의 추가경비를 부담하여 원료와 두부류 전 제품에 GMO 전수검사를 시
행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10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불명확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3년 6
개월간의 법정 공방에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 다
음은 이에 관해 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원이 토로한 의견이다.

소송을 취하하고 받아들인 업체와 소비자보호원 양쪽 다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소비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양측은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린다.35)

  이처럼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시장에서 약자가 아닌 적극적인 견
제자의 역할을 할 자원을 얻었다. 2001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역할
을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
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36)

  아이쿱사업연합회 물품개발가공부는 조합원들의 검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공품 성분의 무해성을 낱낱히 밝히고 있다. 인기 물품인 ‘초코크림파이’의 개
발담당 팀장은 신규조합원 교육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코파이의 특성은 마시멜로우에 있습니다. 마시멜

로우는 젤라틴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젤라틴을 대체하기 위해 오묵가

사리 추출물 등 많은 천연원료를 찾았고, 또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패했

을 때 일반 기업들이라면 그만두겠지만, 저희는 결국 생협 취급 기준에 

맞는 크림파이를 만들었습니다.

3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2003.9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
청회: GMO 두부 소송 취하 관련 실상을 알아본다”

36)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소비자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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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가공품 개발자들은 성분을 낱낱이 밝히고 연구하는 모습을 강조함으
로써 아이쿱 물품을 시중 물품과 차별화하며, 아이쿱 물품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독자적인 생산유통인증시스템과 독자상품에 기초하여 독자 시장을 만들어 온 
아이쿱은 해외 공정무역 단체의 물품을 취급하거나,37) 최근 국내에 친환경유기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독자 시장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클러스터에 식
품과 관련된 물류, 가공 단지를 집적화한 조합원들은 1차적으론 친환경·유기농산
물의 생산, 2차적으론 가공공장과 물류 및 연구개발, 3차적으론 그린투어리즘(친
환경여행)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4월,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
로 열린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오픈식에서 조합원들은 4만 5천 평 규모의 클러
스터에 자리한 생산 공방, 물류센터, 식당, 카페, 영화관, 컨퍼런스 룸, 직원 기
숙사, 게스트 하우스, 매장 등을 둘러보았다. 아이쿱은 최근 충북 괴산에 180만 
평의 대규모 친환경유기식품 클러스터를 건설 중이며, 클러스터를 지역의 복합
문화단지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클러
스터를 미래에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기도 한다. 클러스터의 협동조합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직원, 아이쿱에 납품하는 생산자가 되어 클러스터에서 사
는 것이 꿈이라는 지역생협 이사장,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남편과 클러스터에 
내려가 살고 싶다는 조합원을 통해 클러스터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기대감
을 읽을 수 있다.

  2) 조직 운영

  아이쿱 조합원은 가입과 동시에 iCOOP(아이쿱)생협소비자활동연합회에 소속
된 전국 78개의 지역생협(서울, 중부,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10개 권역, 2014년 2월 기준) 중에서 한 지역생협에 속하게 된다. 보통 조
합원들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생협을 선택한다.
  2013년 아이쿱 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전국 조합원 수는 총 19만 4,800
만 명이며, 조합원 20만 명 중 90% 이상이 여성이고, 78개 지역생협 중 76곳의 
이사장(준비위원장 포함)이 모두 여성일 정도로 여성 구성원의 비율이 높다. 

37) 아이쿱은 다양한 해외 공정무역 생산지 및 국내 공정무역운동단체와 관계를 맺
고 있다. 아이쿱은 2007년 4월, 공정무역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동티모르 원
두커피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필리핀 마스코바도 설탕 및 콜롬비아 초콜
릿 판매, 2011년 필리핀 마스코바도 설탕 공장 준공, 2013년 태국 공정무역 바
나나 판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정무역 와인 판매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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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사 자료를 보면 조합원의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약 
65%로 가장 많다.38) 직업은 전업주부가 약 60%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약 19%, 파트타임 근무자가 약 12%이다. 조합원 가구의 월평
균 가계소득은 [그림 6] 및 [표 5]와 같다.

[그림 6] 아이쿱 조합원의 월평균 가계소득 분포39)

연도

월 평균 가계소득 (만원) 가구당 평균 가족 수 (명)

아이쿱생협 

조합원
전국 차액

아이쿱생협 

조합원
전국 차이

2009 406 335 71 3.50 2.58 0.92

2012 422 407 15 3.59 2.52 1.07

[표 5] 아이쿱 조합원과 국민의 가계 소득 및 가족 수 비교 (2009, 2012년)40)

38) 30대 후반(33.9%), 40대 초반(31%), 30대 초반(14.4%), 40대 후반(11.6%), 29
세 이하 (2.6%), 50세 이상(6.6%) 순이다.

39) iCOOP(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3, 「201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p.132.

40) 김형미, 2013, “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 -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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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범위 중 월평균 가계소득 401-600만원 대의 조
합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101-300
만원 소득범위의 조합원 비중은 감소했다.41) 이는 아이쿱의 대중성이 낮아졌다
고 여길 수 있는 자료이지만, 반대로 [표 5]를 보면 조합원 가구와 일반 가구 간 
소득 차액이 2009년 71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 15만원으로 감소했다.  
아이쿱이 서민들에게도 유기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목표에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
여준다.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조합원들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
하고 있는지를 지역생협 구조와 운영, 마을모임 두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가. 지역생협 구조와 운영

  지역생협은 대부분 [사진 2]와 같이 활동국과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동국
에는 교육장, 소회의실, 카페 공간, 놀이방, 조리실, 식당, 사무실이 있으며, 매
장 ‘The Only 자연드림’42)에서는 주곡, 청과, 채소, 정육 등의 친환경먹거리와 
생활용품, 우리밀 빵 등을 판매한다. 활동국과 매장은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으
며, 이러한 구조는 사업과 운동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41)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가 말한 바로는, 이는 한국 사회에서 월평균 가계
소득 400만 원 이하 가구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42) 아이쿱은 2007년부터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본격화했다. 친환경 물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의 구매 편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매장은 지역생협의 활동
국 주변에 하나 이상 자리하며, 규모는 상품구색을 갖춰 일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50평 이상으로 한다.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매장 수는 15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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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봄생협 활동국(위)과 매장(아래)

  조합원들은 장을 보려고 매장에 들렀다가 활동국의 식품안전 교육에 관심을 
보이거나 교육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장을 보는 등, 매장과 활동국을 자주 같이 
이용한다. 봄생협 이사장은 “활동이 잘 될수록 매장이 잘 된다”면서 활동국을 
“곳곳에서 복작복작 거리는 따뜻함과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카페처럼 머무르기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사업과 운동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노하우라 설명
했다. 공간이 편안하면 조합원들이 자주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봄생협의 



- 38 -

사례로 의견을 뒷받침했다. 봄생협은 주변 지역의 소비수준이 낮고, “음식점도 
영업하기 어렵다는” 경사진 언덕 위가 설립 용지로 채택되어 처음엔 이사회에서 
설립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 창립과 동시에 1층 매장과 2층 활동국
을 함께 계약하여 첫 해에 생활강좌와 소모임에 공을 들인 결과 2013년 6월, 조
합원 수 3천여 명, 매장과 가정 공급을 합한 월 매출 7억여 원, 조합원 1인당 
월평균 이용금액 20여만 원을 달성했다. 활동과 사업을 함께 활성화한 것이다.
  활동국은 일반 조합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협 운영에 참여하는 활동가43)들이 
운영하며, 이들은 월급을 받는 직원과 달리 각 생협의 형편에 따른 활동비를 받
는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아이쿱 조합원 수 대비 활동가 비율은 1.8%, 전
체 활동가 수는 2,832명이며, 활동가의 직책은 팀장, 이사, 위원장 이사장 등으
로 다양하다. 활동국이 속한 전체 지역생협 조직구조는 [그림 7]과 같다.

총회

감사

이사회

위원회(활동국) 매장

사무국
물품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마을모임위원회 마을모임 동아리

[그림 7] 지역생협 조직도 예

43) 활동가란 ‘생각을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 ‘생협에서 발생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
람’, ‘심장처럼 생협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사람’ ‘의미를 찾기 위해 열심히, 발
바닥에 불날 정도로 뛰어다니고 밤에는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는 마인드로 끊임없이 활동을 해내가는 사람’, ‘내 시간을 투자하여 
행복을 서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다음 tv팟 동영상 ‘아이쿱생협 활동
가란’). 활동가들은 이처럼 활동 연수, 역할, 경험, 자녀의 수와 나이 등에 따라 
활동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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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연 1회, 과반 수 이상의 대의원44)들이 여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사
업보고, 감사승인, 결산, 정관 및 규약 개정, 임원 선출,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
산안 승인을 하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뽑힌 이사들이 월 1~2회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고 위임받은 사업을 진행하는 회의이다. 사무국은 사무, 회계 관
리, 신규조합원 모집을 담당하며 매장은 발주, 입고, 조합원 문의사항 응대 및 
신규가입자 관리를 한다. 사무국과 매장은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운영하며 직원
들은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소모임, 위원회, 각종 캠페인과 행사 등)을 지원한
다. 위원회 중 물품위원회는 신규물품심의와 학습회, 교육위원회는 신규조합원 
가입교육, 홍보위원회는 소식지 제작,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교육, 마을모임
위원회는 마을모임 지기회의를 중심 활동으로 한다. 이 밖에 생산자 간담회, 생
산지 방문 행사도 중요한 일정이며, 강좌는 식품(우리밀 이야기, 시중 참치와 생
협 참치의 비교, 유기농 설탕과 일반 설탕의 차이점, 여름철 장류 냉장보관 안내 
등), 육아(부모와 자녀 대화법, 자녀와 함께 듣는 스마트폰 절제력과 학습코칭), 
명상, 인문학 등을 주제로 다양하게 열린다. 주나 월 단위로 동아리(퀼트, 등산, 
요가, 인문학, 고전읽기, 영어스터디, 반찬만들기, 우쿨렐레, 미술, 몸살림 등) 활
동도 열린다. 지원센터 대표는 다양한 활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생산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뭉

치고 조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저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

다’는 건 신분사회에서나 맞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조직을 남긴다’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생산자와 계약하

고, 계약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탄탄하게 조직되어

야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온 사람들을 활동가들이 잘 담아야 해요. 

“만나서 즐거웠네, 이제 헤어지자”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여야겠구

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조합원도 100명 왔다가 한 명도 안 남는 것보

다 10명이 오더라도 3명이 남는 게 훨씬 낫죠.

(박경호, 남/50대, 2013.10.1)

44) 대의원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조합원, 사업을 성실하게 이용한 조합원,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지역 단위 및 활동단위별로 배정
한 수만큼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매장이 새로 생긴 지역, 창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생협은 대의원을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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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조직의 활성화를 활동 목적으로 삼는 조합원도 있지만,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친목을 쌓기 위해 활동하는 조합원도 많다. 조합원들이 교류하
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중 핵심은 ‘생협 활동의 꽃’이라 부르는 마을모임이다.

  나. 마을모임

  마을모임은 가까운 곳에 사는 조합원 4~8명이 매달 1번 모여 먹거리와 이야
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수다 외에 ‘안건지’를 토대로 한 이
야기도 나눈다. ‘안건지’는 지역생협이나 생협연합회의 주요 일정, 공지사항, 변
경된 제도, 사회 이슈, 형광증백제와 같은 유해성분 정보, 물품 민원 답변 등을 
담고 있다. 조합원들은 안건지를 함께 공부하거나, 때로 ‘의료 민영화가 시민 건
강과 진료 비용에 정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와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도 나눈다. 이에 따라 마을모임은 세미나의 성격을 띠기도 하며, 다음과 같
이 ‘유익한 친목’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마을모임의 장점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마을모임에 왔을 때 무조건 수다만 떨고 가는 건 별로 좋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더 유익했으면 

하는 거, 뭔가 좀 알고라도 가는 시간이 되면 더 좋아한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항상 모임에서 짧은 주제의 교육이나 만들기 같은 활

동을 넣으면 사람들이 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송지연, 여/40대, 2014.2.17)

  마을모임은 조합원들이 생협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마을모임을 통해 생협을 알아가거나, 지역생협을 매개로 전국연합회
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처럼 마을모임은 생협의 핵심 창구이자 정보통 역할
을 한다. 다음은 이에 관한 봄생협 이사장의 의견이다.

아이쿱은 다른 생협보다 마을모임에 집중하고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

에요. 교육을 굉장히 밑에서부터 하는 거죠. 특히 정책이 바뀐다 하면 

활동가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마을모임에서부터 교육을 해 나가요.

(최은정, 여/50대, 2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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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은 마을모임을 시작으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2011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발표한 <생협 활동가 교육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
답한 323명의 조합원 중 44%가량이 활동가가 된 계기를 마을모임으로 이야기했
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1:92).
  한편, 조합원들은 마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조합원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신뢰를 쌓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인근 산이나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자녀의 학교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며, 지역에서 새로운 이웃이나 
친구를 만들기도 한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생협의 일상적인 교류 양
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을모임에서는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류가 발생하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삼겹살을 구워먹고 

싶은데 상추가 없다, 그러면 상추를 가서 빌리는 거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쌓

으면 다음엔 아이 돌보기도 서로 부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위와 같은 일상적인 품앗이 외에 조합원들은 개인적인 필요를 다른 조합원과 
함께 충족하거나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

마을모임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조합원들은 “우리 아파트에 마을 장

이 서더라” 그러면서 갈 때 같이 나가볼까?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죠. 

우리 마을모임 같은 경우엔 제가 치아가 아프다고 하니까, 한 조합원이 

“어! 우리남편 치과하는데!” 하시기도 하고.

(김미래, 여/50대, 2013.10.25)

  마을모임 장소는 활동국, 카페, 집 등으로 다양하며 조합원들은 이 중에서 집
을 가장 특별한 장소로 여긴다. “서로가 객체로 만나게 되는” 다른 공간과 달리 
집은 서로에게 자신을 더 보여주고, 더 마음을 열게 해주기 때문이다. 집은 “의
외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 각별하기도 하다. 누군가 모임 도중 “출출한
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라고 제안하면 “그래, 그럼 라면은 내가 끓일께”, “그
래, 그럼 설거지는 내가.” 라고 대화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생긴다. 카페에서 
모이면 “어린 아이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바쁜 조합원들도 집에서 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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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눕히거나 재울 수 있으므로, 모임의 문턱이 낮아져서 좋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마을모임은 조합원과 생산자 간 교환체계와 공존하는 조합원들 간의 정
기적인 교환체계로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돌아가면서 마을모임을 할 장소나 
음식을 제공하는데, 해당 마을모임의 장소가 집일 경우 차례대로 집을 제공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진다.

마을모임이 정말 ‘생협활동의 꽃’이 되려면 서로 돌아가면서 집 제공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마을모임 지기(마을모임 대표)만 집 제공을 하면 

어느 순간 모임이 지기만의 희생, 고통이 돼서 결국 깨지거든요. 모임이 

깨지면 활동가들이 희생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고 ‘아유 수

고 너무 많았다’ 박수도 쳐 드리면서 마을모임을 재정비해요.

(송지연, 여/40대, 2014.2.17)

  위처럼 같은 마을모임에 속한 조합원들은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하며 ‘집을 오픈한 사이’끼리 친목을 쌓아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한다. 
아래는 가입한 지 3년이 된 한 조합원의 경험담이다.

저희 마을모임 지기가 송년회 때 재즈댄스를 추자고 해서 연습을 하러 

지기 집으로 갔어요. 아이가 커서 학원 갔다 늦게 오고 남편도 늦게 오

니까 8시 쯤 집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지기 분이 막걸

리랑 파전을 쫙 다 해놓으신 거에요. 연습은 잠깐만 하고 수다 떨고 막

걸리 마시고... 정말 재밌었죠. 아이돌 음악 맞춰서 연습도 하고.

(이윤주, 여/40대, 2014.4.13)

  조합원들은 같은 마을모임 조합원들과 공연을 같이 보러 가거나 위처럼 송년
회, 마을모임 요리 경연대회 등에 함께 참여하여 추억을 쌓기도 한다. 지기들끼
리 기획하는 활동도 있는데, 아래는 이에 관한 한 조합원의 경험담이다.

지기들만 모여서 난타 공연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조합원분들

이랑 많이 친해진 후로 생협이 참 좋아졌어요. 연습할 때 참 다양한 분

들이 계세요. 너무 못하는 분, 화려한 무대 의상에 보수적인 분,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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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시는 분... 어떻게 하냐, 내일 모레 공연인데 큰일 났다, 처음엔 짜

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난타

에 빠져드는 거에요. 서로 친해지다 보니까 보수적이고 인상 쓰시던 분

도 나중에 방긋방긋 웃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박은영, 여/30대, 2014.4.13)

  조합원들은 같은 마을모임 구성원들과 포럼, 문화행사, 북콘서트, 워크샵에 가
기도 한다. 2014년 7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개최한 <2014 국제협동조
합의날 기념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포럼>에는 전국에서 약 15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쉬는 시간에 서로 바쁘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
었다. 조합원들은 ‘영국 코퍼라티브 그룹의 위기와 거버넌스 개혁’, ‘몬드라곤 파
고르 가전 파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주제로 낯설었던 해외 협동조합에 대
해 알아가고, 각자가 속한 지역생협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이러한 전국 단
위 행사는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 조합원과 직원들과 소통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Ⅲ. 윤리적 소비의 구성과 ‘협연’의 토대

  아이쿱 조합원들은 생산자, 직원, 다른 조합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생협운동의 
목표인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나간다. 윤리적 소비 경험은 크게 거래, 검증, 학습
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합원들은 시중과 다른 방식으로 생산자
와 거래한다. 친환경·유기농생산물은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
에 조합원들은 생산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고, 장기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책임소
비’와 ‘수매선수금’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다음으로 조합원들은 아이쿱 물
품의 신뢰성을 함께 검증한다. 물품 이용으로 느낀 신체 변화인 ‘경험치’, 다른 
조합원들의 ‘입소문’, 생산자나 아이쿱에서 받은 ‘정보’는 물품의 신뢰성을 확인
하는 세 가지 자원이다. 조합원들은 신뢰하는 생산자에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생협 화법’을 익히며 윤리
적 소비를 학습하고, ‘그냥 소비자’와 다른 ‘윤리적 소비자’의 정체성과 아이쿱의 
정체성을 규정해나간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한 ‘협연’을 토대로 시
장에 대한 은유를 바꾸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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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 생산 과정과 결과 고려하기

  아이쿱과 계약한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아이쿱에 보내는 것을 ‘출
하’라고 하는데, 친환경·유기농 생산물은 기후와 병충해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출하량과 출하 시기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윤리적 소비는 이러한 생산 결
과를 이해하고, 생산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을 뜻한
다. 조합원들은 윤리적 소비의 목적을 소비하는 시점의 ‘효용 극대화’가 아닌, 
생산자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윤리적 
소비를 ‘비합리적 소비’나 ‘이념 소비’로 보는 평가도 있다. ‘이념 소비’는 2010
년 (주)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한 네티즌이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즉석 피자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 논쟁할 때 탄생한 신조어다. 당시 이마트 피자는 시중 브랜
드 피자와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포장해 가기 쉬우며 제조사가 호텔 베이커
리 브랜드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지역의 다른 피
자 업체들은 사업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대기업의 피자가 영
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소상점들을 죽인다”면서 이마트의 피
자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부회장의 트위터에 올렸다. 부회장은 이마트는 
좋은 재료로 만든 피자를 싸게 공급하고 있으며 피자 선택은 온전히 고객의 몫
이라는 취지로 “본인은 소비를 실질적으로 하나, 이념적으로 하나?”며 반문하였
다.45) 부회장의 말에서 ‘실질적 소비’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개인
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자를 고려하는 ‘이념적 소
비’는 과연 비합리적이기만 한 소비일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면 ‘실질적 
소비’도 비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피자만 구매하여 
지역의 다른 피자 가게가 모두 문을 닫으면 선택할 수 있는 피자 종류가 적어진
다. 또한, 대형마트가 피자 가격을 높이거나 부당한 영업행위를 해도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진다. 대형마트마저 피자 공급을 중단하면 피자를 사
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기적 효용
만을 추구하는 소비가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이쿱 조합원들은 생산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 방식으로 거래
함으로써 장기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성과 생
산자의 소득 안전성을 호혜적으로 달성하려 한다.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소비 방
식은 ‘책임소비’와 ‘수매선수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45) [프레시안] 정용진, ‘이마트 피자’ 비판에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나?” 2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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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임소비

  조합원들은 소식지, 생산자 간담회, 생산지 방문 등에서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특성을 자주 접한다. 이 특성은 조합원들이 
아이쿱에서 시중과 다른 방식으로 소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생산자들은 친환경·유기농업을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출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행농업과 달리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 농사라고 이야기하며, 출하량과 출
하 시기를 생산자의 노력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농사의 반은 하늘이 짓
는다”는 말로 강조한다. 아이쿱에서 물품 출하량은 쉽게 과잉 혹은 부족분이 생
기고, 출하 시기도 이르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 아이쿱의 월간 소식지 <자연
드림이야기>도 예측불가능한 생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시중에는 수박이 많은데 왜 생협에는 수박이 없나요?"

늦어진 첫 출하시기로 수박을 언제쯤 맛볼 수 있는지 질문이 많았습

니다. 예년보다 겨울이 길었던 데다, 봄에 눈이 내린 탓에 생육이 더디

고 접목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인위적인 성장호르몬제를 쓰거나 수

정을 하지 않기에 그저 하늘 날씨가 주는 대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졌습니다.46)

  “하늘 날씨가 주는 대로”라는 말이 시사하듯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자들은 생
산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환경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뿐 아니라, 작물의 자유로
운 내적 특성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2014년 3월, 여름생협 생산자 간
담회에 참석한 생산자 내외는 고구마를 “똑같은 육종을 심어도 토양과 기후에 
따라 한참 다른 얼굴을 보이는, 천의 얼굴을 가진 작물”로 소개했다. 이러한 작
물을 키우기 위해 생산자들은 생산물을 “자식 키우듯이 옆에서 지켜보고, 관심
을 갖고, 그에 맞는 관리와 처방”을 하거나,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 담배로 훈증 
처리를 하고, 물에 마요네즈를 섞어 뿌리고, 귤껍질을 활용”하는 고된 과정을 감
당한다. 이러한 노고는 친환경·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생산자의 노력뿐 아니
라 조합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조합원들은 생산자와 협조하는 소비를 책임소비라고 부르는데, 이는 과잉 혹
은 부족한 공급량에 대한 책임소비와 생산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소비로 나뉜다.

46) <자연드림이야기> 250호 2013.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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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생산량에 대한 책임소비 중 과잉 공급량에 대한 소비는 계약한 생산량을 
남김없이 소진하는 소비이다. 봄생협 매니저는 2013년 조합원들의 참외 책임소
비를 예로 들었다. 참외는 한꺼번에 익으므로 일정시기에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특성이 있다. 당시 4월 냉해와 6월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시기가 늦어진 참외는 
공급량이 크게 부족했는데,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공급량이 ‘홍수출하’라고 
부를 만큼 과잉 공급되었다. 이처럼 갑자기 많은 물량이 출하되자 참외 생산자
는 판로를 갑작스레 찾기 어려웠고, 금방 무르거나 썩는 참외의 특성 때문에 막
심한 손해를 예상했다. 봄생협 매장 매니저는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참외를 평
소보다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생산자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유난히 생산량이 많은 물품들은 매장에서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받아

들이고 홍보나 시식행사로 판매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 팔아드려요. 

그래야 다음에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조합원 분들한테 

떠밀듯 사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소

비를 하시게 하는 거죠.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길이에요.

(정현아, 여/30대, 2014.3.15)

 
  위에서 “필요한 만큼 이상”이라는 말은 책임소비의 기준이 조합원의 수요량이 
아닌 생산물의 공급량에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필요보다 생산자의 상
황을 더 고려하는 책임소비는, 소비자에게 “다음에 (매장에) 물량이 더 많이 들
어오는” 혜택을 돌려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물량을 더 확보하면 
나중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산 결과
를 고려하는 거래를 통해 조합원들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개별적인 존
재가 아닌,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나간다.
  부족한 생산량에 대한 책임소비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때 소비의 기준은 다
른 조합원의 필요량과 자신의 필요량 간 분배의 공평성이다. 예를 들어 유기농 
우유는 어린 자녀를 둔 조합원이 많아지면서 실질 수요량이 계약 생산 물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매장 전반적으로 유기농 우유 공급량이 부족해서 많은 조
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여름생협 이사는 매장에 일찍 와서 우유
를 한꺼번에 사 두려는 조합원도 생겼는데, 조합원 간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신규조합원 교육에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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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1인당 1개씩만 사실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조합원이 매장에서 

우유를 다 사셨다가 한 번에 가져가기 힘드니까 매장 냉장고에 보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음에 오신 분이 그 우유를 사려다가 “그 우유들은 

먼저 온 분이 모두 샀기 때문에 못 산다”는 말에 불만을 표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몰아서 사면 다른 조합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유는 1인당 1개씩만 살 수 있어요. 저도 어

떤 때는 물량이 많아서 3-4개 사고 싶은 물품도 딱 2개만 집어가요.

(이고은, 여/40대, 2014.3.11)

  위처럼 조합원들은 자신의 필요와 다른 조합원의 필요를 조정한다는 의미를 
책임소비에 담는다.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소비는 단기적으론 개인의 효용
을 극대화할 수 없어 비합리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소수에게 편중되지 
않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제한적인 공급량으로 인해 자신의 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아이
쿱의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에는 물품마다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다. 가용량은 주
문 가능한 잔여수량을 뜻하며, 표시 목적은 생산자가 실제 작업이 가능한 수량 
안에서 조합원의 주문을 받아 절품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공급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품목별로 생산자가 가용량을 설정하는 시간은 다르며, 
예를 들어 채소는 공급 1주 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기타 물품은 공급 2주 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등으로 정해져 있다. 조합원들은 생산자가 가용량을 설정
한 후에 선착순으로 물품을 주문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시중과 달리 가
용량 설정 시간에 맞추어 소비하는 습관을 들인다. 다음은 이에 관한 여름생협 
물품위원회 활동가의 의견이다.

공급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용량 뜨는 시간이 되면 컴퓨터 앞에 앉

아서 장보기 사이트만 봐요. 월요일 한 7시 정도에 앉아있지 않으면 물

건이 없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른 것 안하고 딱 그것만 해요.

(이송이, 여/30대, 2014.2.14)

  조합원들은 부족한 물품 수량 때문에 때로는 “대학교 수강 신청 같은” 격렬한 
경쟁을 거쳐 물품을 선점하기도 한다. 결제 후에도 생산자가 공급 3일 전 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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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 발주된 물품을 생협연대 물류센터로 배송하고, 물류센터에서 입고된 물
품을 조합원별로 세팅해서 보내고, 집으로 배송을 받기까지 3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이처럼 공급에 맞추어 소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입한 
지 6년 된 조합원도 생협의 소비에 적응하는 데 6개월은 넘게 걸렸다고 이야기
했으며, 마트와 생협을 병행 이용하면서 ‘이중 장보기’를 하고 있다는 조합원들
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생산 과정을 고려하여 품질에 대한 책임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는 
“유기농 과일을 살 때 5번 중 2번 정도는 모양이나 맛이 별로인 것을 일부러 선
택”하거나, “속상하지만 썩은 과일 하나쯤은 생산자의 신념과 눈물겨운 노동의 
대가를 생각해서 눈 감고 넘어가는” 소비를 뜻한다. 조합원들은 단기적 합리성
보다 친환경·유기농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몸에 좋은 물품을 공급받고자 하
며, 장기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처럼 생산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는 책임소비를 통해 조합원들은 식생활 안
전성을 보장받고, 생산자의 소득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호혜성을 달
성하려 노력한다.

  2) 수매선수금

  책임소비는 다른 생협이나 친환경매장에서도 나타나는 소비 방식이다. 조합원
들은 이에 더해 물품을 사기 전에 돈을 미리 내고 생산자와 거래하기도 한다. 
이 때 물품을 이용하는 시점과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간의 차이 때문에 조합원
과 생산자는 일종의 신용 거래 관계로 묶인다.
  이 거래의 기반은 2011년 5월에 도입된 수매선수금(제도)이다. 수매선수금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및 차입하여 생산자에게 생산물의 1달 혹은 1년 치 
판매예상금액 10%에 대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이다. 생산자는 이 계약금으로 
파종기 때 영농자금을 대출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수확기에 계약
한 생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다. 다음은 수매선수금의 혜택에 관
한 한 생산자의 의견이다.

햇빛, 공기, 물도 공짜라 분명 농사는 수지맞는 장사인데 봄이면 농협 

대출금 상환에다 농기계 값, 농자재품 값, 애들 학비, 하우스 비닐 교체 

이런 걱정이 가득하죠. 다행히 아이쿱생협에 출하 약정을 하면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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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수매선수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서 힘든 고비를 넘겼죠. 비싼 사

채 안 쓰고, 올해는 제발 기상이변 없이 농사가 잘 되어 좋은 과일을 

많이 생산해서 생협 식구들에게 값싸게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47)

  위 이야기에서 생산자가 봄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지난 해 수확이 좋지 않다면 생산자는 대출을 받아야 하고, 예측 불가능한 
친환경·유기농 생산물의 출하 수익은 생산자를 끊임없는 불안감에 빠뜨린다.
  수매선수금의 목적은 이러한 생산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산물에 대한 대금 
지급 순서를 바꾸고, 생산자에게 생산비가 아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조합원
들은 수매선수금을 지급할 때 받지 않은 물품에 계약금을 미리 내는 것이므로 
지급 시점에서는 ‘마이너스(-)’를 감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할인 혜택 덕에 ‘플
러스(+)’로 이득을 얻는다. 조합원들은 50만 원 이상의 일시납 혹은 10만 원 이
상의 주·월간 정액제로 수매선수금을 내며, 매장 결제 시 2%, 온라인 결제 시 
7%의 세츠(1,000점 이상부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혜택으로 받는다. 
수매선수금은 카드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아 매장 운영비도 절감해주므로 “누
이 좋고 매부 좋은 돈”이라 불리기도 한다.48) 이처럼 수매선수금은 생산자, 조
합원, 매장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호혜적 자본으로 쓰인다. 다음은 수매선수금에 
관한 여름생협의 신규조합원 교육 내용이다.

수매선수금으로 쌀을 사면 그냥 내 몸에 좋은 유기농 쌀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기농 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거에요. 그래야 미래에 아이들도 유

기농 쌀을 먹을 수 있게 돼요. 농업은 장기적 비전으로 보호하지 않으

면 외국 물건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힘을 보태야 돼요.

(이고은, 여/40대, 2014.3.11)

  위처럼 수매선수금은 조합원의 효용과 생산자의 생업 안정성을 호혜적으로 충
족하는 자본으로 인식되며,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아이쿱의 전국 조합원 15

47) <아이쿱 수매선수금 안내서>.
48) 매장에서 수매선수금 결제 시 카드 수수료(평균 2.2%)가 발생하지 않아 2012년 

전국 매장에서 절약된 금액이 총 약 4억 6천여만 원에 달했다. 자금의 혜택이 
외부로 새지 않고 생산자, 소비자, 매장으로만 순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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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 명 중 21.1%인 3만 여 명이 수매선수금을 납부하고 있다. 생산물 품목별 
수매선수금 지급액은 [표 6]과 같다.

품목명 2012년 지급액 2013년 지급액 증가율

청과 43억 3천만 원 49억 8천만 원 15%

양곡 8억 7천만 원 23억 8천만 원 174%49)

축산 18억 6천만 원 22억 5천만 원 21%

수산    미지급 5억 원    

계 71억 원 101억 1천만 원 42%

[표 6] 생산물 품목별 수매선수금 지급액 (2012, 2013년)50)

  한편, 수매선수금은 ‘아이쿱과 계약을 맺은 생산자들’과 ‘아이쿱의 소비자들’이
라는 집단 대 집단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초하므로, 수매선수금을 통해 조합원 
개인이 특정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수매선수금은 아이쿱이라
는 조직에서 행하는 일종의 재분배 매커니즘이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하고 차입하여 마련하므로, 수매선수금은 농협과 같은 기관이 신용사업을 겸한 
예산으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선급금과 다르며, 중간상인이 특정 생산자의 
특정 품목을 지원하는 입도선매금과도 다르다. 즉, 수매선수금에 기초하는 아이
쿱 생산자와 조합원 간의 관계는 아이쿱이라는 조직이 매개하는 신용 거래 관계
이다.
  아이쿱에서 수매선수금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돈’을 뜻한다. 2014년 
3월, 여름생협을 방문한 고구마 생산자 내외는 수매선수금을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는 눈물 나는 돈”이라고 설명했고, 전북 우리밀 생산자는 수매선수금
을 “농사 의욕을 북돋우는 돈”이라고 말했다. 우리밀 생산자는 “돈을 통해 생산
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이게 된다”면서 계약금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생각나고, 
열의가 생겨 농사짓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49) 양곡 품목의 수매선수금 증가율이 다른 품목보다 현저히 높은 이유는 아이쿱이 
2013년 양곡 품목의 계약 산지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 품목에 지급하는 수
매선수금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50) 아이쿱생협 블로그 - 수매선수금운동에 참여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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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매선수금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하는데, 생산자의 수중으로 넘
어 온 수매선수금은 생산자의 완전한 소유물보다는, 소비자들의 신뢰에 답해야 
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담보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수매선수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수
매선수금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위임된 돈, 소비자와 생산자를 관계 맺게 
하는 경제적·법적·도덕적 복합체가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수매선수금을 통해 
생산물이 시장에 도착하면서 종결되는 생산자의 영역과 모든 재화를 시장에서 
가져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소비자의 영역으로 삶을 파편화시키는 시장에 대항하
며, “전체로서의 사회”(폴라니, 2013[1944]:600)를 마주한다.
  수매선수금은 생산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쓰인다. 여름생협 생산자 간담회에 
참석한 고구마 생산자는 7년 넘게 아이쿱과 거래를 해 오다가 땅 주인이 요구하
여 경작지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유기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경작지를 만드는 
데는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 생산자가 “쓰레기 같은 땅을 옥토로 바꾸
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내부 논의
를 거쳐 수매선수금으로 경작지를 직접 매입하고 생산자에게 임대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수매선수금을 경작지나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농지 
트러스트 운동’ 기금으로 쓰기도 한다. 유기농업 생산자는 농약의 비산(飛散: 날
아서 흩어짐) 현상 때문에 인근 관행 농가에서 사용하던 농약이 날아올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고구마 생산자처럼 유기농 생산지를 확보한 생
산자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토지 보호에 함께 힘쓰고, 이를 지키는 것이 유기농 
고구마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단 점에서도 장기적으로 합리적이다. 수매선
수금은 “경제적 합리성뿐 아니라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연속성, 호혜성, 상호 지
속성을 이루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인 생태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을 
구현하는”(조경만 1997:56) 실천이다. 보호한 토지는 젊은 농업인들의 생산 토대
나 귀농을 원하는 조합원의 물질적 토대가 되기도 한다. 즉, 유기농 생산지 보호
는 장기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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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증: 경험치, 입소문, 정보

  생산자나 생산물에 대한 신뢰를 상호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윤리적 소비 실천
이다. 조합원들은 아이쿱 물품을 이용한 뒤 경험한 신체적 변화, 다양한 경로로 
접한 이야기를 토대로 신뢰를 검증하는 자원을 마련해나간다.
  허남혁(2009)은 한국 생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의 성격이 초창기(80
년대 후반~90년대 중반)의 ‘대면적 신뢰’에서 성장기(90년대 후반~2004년)의 ‘제
도화된 신뢰’로 이행했다고 밝혔다(허남혁 2009:169).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
쿱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인증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제도화된 신뢰’를 강
화해왔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아이쿱 인증센터나 생산지에 직접 방문하여 ‘제도
화된 신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같
은 지역생협 조합원, 생산자 간담회에서 만난 생산자와 쌓은 ‘대면적 신뢰’를 바
탕으로 ‘제도화된 신뢰’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대면적 신뢰’와 ‘제도화된 신
뢰’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조합원들은 ‘대면적 신뢰’를 주로 대화를 통해 경험함다. 아이쿱에서 모임을 
마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혹은 교육을 수료하고 소감을 나누면서 조합원들은 
수시로 신뢰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신뢰는 마치 여느 종교의 신앙처럼 여
겨지기도 한다. 체험한 신뢰를 입증하는 말하기 방식은 간증과 같은 신앙 고백 
형식을 띤다. 간증이란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로, “자기 일생을 통틀어 신앙이 관여한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에 갈음하는 핵심적인 체험의 골자를 추려 공중 앞에서 증언하는 행
위”를 뜻한다.51) 조합원들의 아이쿱 물품 체험담도 간증과 구조가 비슷하다. 물
품을 접한 뒤 겪은 변화, 물품의 신뢰성을 깨달은 경험, 시중 물품을 버리기 어
려워서 느끼는 고충, 물품 체험을 권유하고 물품의 신뢰성을 호소하는 조합원들
의 이야기 구조에서 ‘아이쿱 물품’을 ‘주님’으로, ‘시중 물품’을 ‘사탄’으로 바꾼
다면 여느 간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2) 이와 같은 공적인 고백을 통

51) 간증에 가장 근접한 신약성서 원어는 ‘증인으로 증언하다’라는 뜻을 지닌 ‘마르
투레오(martyreō)’이며, 헬라어로 ‘증인’을 뜻하는 ‘마르투스(martus)’에서 유래
되었다. ‘증인’이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또 용
기를 다해 증언하는 존재이다(차정식 2012).

52) 조합원들은 가끔 아이쿱을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생협 전도사에요”, “다 같이 믿음의 매장을 만들어야죠. 제가 무슨 교회 부흥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말에서 이러한 비유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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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합원들은 아이쿱 물품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전파해나간다. 신뢰를 입증하
는 자원은 신체적 변화를 통해 느낀 ‘경험치’, 다른 조합원에게 들은 ‘입소문’, 
생산자, 아이쿱,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험치’는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다. 조합원들은 아이쿱 물품을 사용한 
뒤 자신이나 가족에게 나타난 신체적 변화에서 물품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다음
은 가을생협 식품위원장의 식품위원회 후속교육 소감과 매장 매니저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제가 아이쿱에 가입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예전에 한복업체 팀장으로 

일할 때 음식 때문에 자궁내막증이 생긴 적이 있어요. 아침에는 집밥을 

먹었는데 점심이랑 저녁 땐 계속 패스트푸드를 먹었죠. 근데 아이쿱 음

식을 먹고 나선 병이 싹 없어졌어요. 내 입이 즐거운 음식이 아닌, 내 

몸이 즐거운 음식을 먹은 덕분이에요.

(정유미, 여/40대, 2014.7.16)

연구자: 아이쿱 물품이 시중 물품보다 정말로 더 안전한지, 조합원분들

이 의심하진 않으세요?

매장 매니저: 한 엄마는 6개월 동안 생협 음식 먹던 애가 수련회에서  

밥을 먹더니 막 설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시중 음식은 몸에서 

안 받는구나, 하고 아시는 거죠. 직접 드셔보시면 다르단 걸 아세요.

(정현아, 여/30대, 2014.3.15)

  조합원들은 위처럼 신체적 반응과 변화를 물품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는다. 2014년 2월, 여름생협 <신규물품 심의회>에 참석한 이송이 활동가는 딸
아이가 “생협 팝콘치킨은 간이 안 되어 있어서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 먹어야만 
하고 시중 팝콘치킨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한 데서 생협 물품에 첨가물이 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조합원들은 이에 맞장구를 치면
서 “나가서 먹는 건 다 맛이 강해”, “시중 맛집 맛은 소금맛이야”라고 이야기했
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나타난 신체적 변화인 ‘경험치’를, 아
이쿱 물품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자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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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입소문’은 조합원들이 간접적으로 구성하는 신뢰의 자원이다. 조합
원들은 생산자를 직접 만나거나 생산지에 직접 방문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
에, 다른 조합원의 경험을 참고하여 다른 생산자나 생산물에 대한 신뢰를 쌓기
도 한다. 다음은 기자단 조합원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는 한 활동가의 의견이다.

연구자: 아이쿱 생산자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생산자를 직

접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광고가 맞는지 믿기는 어렵잖아요.

활동가: 같은 마을 모임에 기자단 조합원이 있어요. 저는 그 조합원이 

직접 취재하고 믿는 생산자는 믿는 편이에요.

(김미래, 여/50대, 2013.10.25)

  기자단 조합원은 아이쿱 소식지에 글을 싣기 위해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고, 
생산자를 취재한다. 따라서 기자단을 아는 조합원들은 취재한 생산자나 생산물
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적 없는 생산
자에 대한 신뢰를 쌓기도 한다.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입소문’이 형
성되면 그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는 조합원들이 생협 인증센터의 다양한 검사 결과나 생산자
의 물품 심의서, 미디어에서 얻는 자원을 말한다. 아이쿱 창립부터 관여하여 가
입한 지 10년이 넘은 한 물품위원은 “생협은 유기농이 생명이 아니라 투명이 생
명이죠”라며 아이쿱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이 
말은 생협에서 유기농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생협에서 생산물이 유기농
임을 입증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은 정보
와 관련된 여름생협 물품심의회의 한 장면이다.

조합원들이 책상 위에 심의할 물품인 우족탕, 갈비탕, 고기완자튀김, 비

타민, 페이스오일, 바디로션, 치약을 펼쳐놓고 물품을 직접 맛보거나 발

라보면서 물품심의사양서에 적힌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사양

서에는 분자 단위까지 공개된 원/부재료, 중량, 가격, 제조사/원산지, 제

조과정, 사용법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조합원들은 카렌듈라꽃추출물, 

레몬껍질오일 등 천연 성분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글

리세릴스테아레이트에스이(Glyceryl Stearate SE),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Sorbitan Stearate) 등의 화학 성분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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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성분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감함을 의식한 듯, 생산자는 “치약은 의

약외품입니다. 따라서 식품에 들어가는 품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분을 

따지면 가공품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치약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성분은 

충족시키는 것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미리 밝혀두었다.

(여름생협 신규물품 심의회 2014.2.14)

  조합원들은 위처럼 생산자가 낱낱이 밝힌 성분, 사양서에 공개된 정보를 물품
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한편, 조합원들은 주어지는 정
보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책, 인터넷, TV와 같은 미디어에서 접한 정보들을 정
보와 비교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한다. 즉, 조합원들은 생협 내외부
의 정보를 끊임없이, 교차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입증해나간다. 한 조
합원은 생협 홈페이지 정보를 뉴스 정보와 비교하고, 이를 다른 TV 프로그램 
정보와 비교하고, 모임에 가서 다시 질문하는 ‘3차 정도의 교차정보’를 통해 신
뢰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합원들은 생산자나 생산물에 대한 신뢰를 경험치, 
입소문, 정보라는 세 가지 자원으로 검증해나가며, 이 과정에서 ‘대면적 신뢰’와 
‘제도화된 신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신뢰가 입증된 생산자가 어
려움에 처하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아이쿱에서 데미샘우유 생산자의 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처분 되었을 때 조
합원들이 펼쳤던 젖소 입식기금 모금운동은 조합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집단적
인 지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2009년 5월부터 아이쿱과 거래해 온 데미샘우유 생산자는 생산지를 직접 방
문한 조합원들로부터 목장의 축사, 가공시설, 사료, 음용수 등의 위생 상태가 좋
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생산자는 소의 1일 평균 착유량이 적어 생산효율을 위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14%이내로 인하하고, 아이
쿱에 모든 우유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모범 생산자’였
다. 하지만 2013년 3월 22일, 정기 원유검사에서 목장의 일부 소가 브루셀라 균 
의심소견을 받았고, 26일 추가 검사 결과 4마리의 소가 양성우 판정을, 14마리
의 소가 의심소견 판정을 받아 당일 오후부터 우유의 공급을 중단했다. 브루셀
라병은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 돼지, 개 등에게는 유산과 불임을 일으
키며, 치사율은 낮지만 사람에게 전파되면 발열, 오한, 몸살이나 골수염 등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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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병의 확산을 철저히 막으라는 관계기관의 권고에 생산
자는 가족 같던 젖소 6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고, 6개월의 휴지기간을 가졌다. 
생산자가 보낸 다음 손편지53)는 소식지에 실려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을 불러일
으켰다.

  새벽 4시 30분 평소 때처럼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매일 하던 새벽 

젖 짜는 일도 하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밥상에 앉았습니다. 재촉하는 

아내의 성화에 몇 숟가락 밥을 뜨고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태어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

은 어린 송아지 3마리를 비롯하여 몇몇 소들을 살처분하고 나머지 멀

쩡한 소들도 모두 차례로 큰 트럭에 실어 도축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목장의 최고 대장인 오이사(524번 소)여사는 이런 사정을 파악이라도 

한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씩씩 흥분한 상태로 트럭에 올라타지 않

으려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져서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

로 가는 뒷모습을 저는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매일 젖을 짜고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던 내 자식 같은 젖소들이 오

늘 아침 왜 살처분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

룩 흐릅니다. 어제 아침에 새끼를 분만한 90번. 이 소는 힘든 산고를 

마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바로 도살장행이 되었습니다. 새끼역시 어미 

젖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어 한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렇게 사람들이 정한 법규와 규칙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목장의 65마리

의 식구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날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습

니다. 그저 허탈한 마음에 눈물만 나옵니다. 자식 같은 어미 젖소들에게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

  소부르셀라병은 우결핵과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으로써 특별히 국가에

서 관리를 합니다.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몇 마리의 양성우가 발견

되었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양성 젖소 살처분 뿐만 아니

라 함께 키우는 동거 젖소 모두를 도축하라는 관계기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몇 달간의 휴지기간을 가지고 그 동안 소

독과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원인이 된 세균들이 사멸된 후 다시 새 식

구들을 입식하라는 현명한 조언까지 가슴에 새기며 시키는 대로 모든 

53) 아이쿱생협 블로그 - 자연드림 데미샘 우유 브루셀라 발병, 비워진 축사 그곳에
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데미샘 우유 서욱현 생산자의 편지 2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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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끝냈습니다.

  통상 매월 1회 실시하는 우유검사(MRT)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관련

기관에서 채혈을 하여 1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4두가 양성반응을 보인

다는 통보를 받고 즉각 아이쿱생협축산물품운영부로 이 사실을 알렸습

니다. 물품운영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발 빠르게 공지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발병확인 시점과 공지시점 사이에 공급된 우유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여러 관심과 우려와 반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조합원분들께 공급되는 우유는 완벽한 살균처리공정을 거쳐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

져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높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느끼

신 정서상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아이쿱생협 조합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들께 유기농우유를 제공하는 덕에 우리 4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노라고 힘주어 말했습니

다. 그런데 이런 뜻밖의 일을 당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우유

공급을 중단하였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 일인지요. 나를 믿고 

좋은 마음으로 우유를 마시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

미 음용하신 우유나 공급받아 냉장고에 보관중인 우유의 안정성에 대

한 우려와 불신을 표한 몇몇 조합원님과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걱정과 격려를 표해주신 조합원님들 모두에게 이 글로 나마 죄

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온 일은 딱 한가지뿐입니다. 저는 다시 계속해서 더 좋은 유

기농우유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쿱생협조합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기

에 지금의 이 고난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분들도 역시 흔

들리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좋은 유기농 우유로 조합원 분들에게 그간

의 걱정을 깨끗이 씻어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단은 이에 답하여 생산자를 위로하는 조합원들의 메시지를 모아 3분 정도
의 영상54)을 제작했다. 다음은 일부 내용이다.

54) 아이쿱생협 블로그 - 이 남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데미샘우유 서욱현 생산자
에게 보내는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의 희망메시지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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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저희와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조합원들과 견학을 갔었습니다. 

섬진강 발원지 청정지역의 넓은 언덕에 방목하는 젖소들, 단일목장체유

에 깔끔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보며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신뢰를 키워오며 생협식구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다니 정말 맘이 아프네요. 생산자님, 힘내시고 새롭게 시작하

게요, 조합원들이 기다리며 힘을 지속적으로 보태겠습니다. - 희한해

생산자간담회에서 생협은 조합원을 직접 만나게 되니, 딴 맘을 먹을 수 

없다고 하셨지요. 저 또한 간담회를 마치고 생산자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겼습니다. 목장에 대한 정성과 젖소에 대한 애정까지 느낄 수 있었습

니다. 물품에 최선을 다하시리란 믿음을 가지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 fracral0

  위 메시지처럼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체감한 ‘경험치’, 다른 조합
원들을 통해 접한 ‘입소문’, ‘매월 1회 실시하는 우유검사(MRT) 결과’가 입증하
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자의 신뢰성을 확인했고, 생산자 지원운동을 펼쳤다.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생산자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면서 신뢰는 항상 굳건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상실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형성된다고 설명하는 조합원도 있었으며, 이 밖에 “동
물들이 단순히 우유만 짜는 기계적인 동물이 아니라 한솥밥 먹는 식구였을 텐
데”, “어릴 적 닭을 키우셨다던 부모님이 편지를 우연히 보시고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우셨다”라며 슬픔에 공감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
  조합원들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동안 <희망젖소 입식기금 모금운동>을 펼쳤고, 총 9천 여 명의 조합원이 4,480
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생산자에게 전달했다. 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9천 
여 명의 조합원이 생산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준 것에 눈물이 나며, 
협동의 힘이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큰 대답을 주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소감
을 밝혔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생산자나 생산물에 대한 신뢰를 상호 검증하고, 검증된 생
산자를 지원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간다. 조합원, 생
산자, 직원 간의 상호의존성은 이러한 계기들을 바탕으로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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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습: 생협 화법과 윤리적 소비자

  화법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나온 뜻55)보다 넓게 정의하
면, 화법은 대화 속에 상호 구성되는 말하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정 화법이 
청자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때, 화자는 자신의 화법을 청자에 맞추어 재구
성하고, 이를 반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화법이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 경험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조합원들
이 소비에 대한 앎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비윤리
적인 소비에 문제를 제기하는 ‘생협 화법’을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윤리
적 소비자의 정체성을 익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에게 윤리적 소비는 ‘그냥 소비’와 다른 ‘의식 있는 소비’이다. 따라서 
의식의 자원인 학습은 중요하게 여겨지며, 조합원들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학습 내용을 생협 화법의 자원으로 자주 활용한다. 지역생협은 학습의 자원을 
다양한 강의를 통해 제공한다. 강의의 주제는 먹거리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
쳐 있다. 예로 가을생협에서는 2014년 <겨울방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실(1월)>, 
<의료민영화 바로알기(3월)>, <우리시대의 교육이야기 및 책읽기 교육: 책의 숲
에서 길을 찾다(4월)>, <초급 식생활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6-7월)>, <더불어 사
는 세상, 공정무역(9월)>,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을 위한 열린 강연회(10월)>를 
열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은 맹목적인 소비에서 벗어나 의식 
있는 소비를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한다.
  조합원들은 학습 과정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생활 속 요소들에 문제를 제기하
는 화법을 윤리적 소비의 덕목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주 먹던  햄과 
소시지에서 발색제·방부제인 아질산나트륨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무심코 샀
던 대형마트의 문구·완구·장신구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을 문제 삼는
다. 활동가들은 이처럼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대화와 학습 욕구를 
자극한다. 2014년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가을생협 식품위원회는 총 5강의 
<초급 식생활 지도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한 밥상의 기준 - 설탕과 식
품첨가물(1강)>, <축산의 현실과 생태계(2강)>, <슬로푸드 운동과 미각교육(3
강)>, <이천 연꽃마을 산지견학(연잎밥 만들기 및 시식 4강)>, <다과의 시간(교

55) 화법은 “문장이나 담화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재현하는 방법”을 뜻하
며,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화법’과, 남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발화
로 고쳐 전하는 ‘간접 화법’으로 나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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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체험 평가 및 소감 나누기, 5강)>이 차례로 진행되었으며, 각 강의마다 
10-20명의 식품위원과 조합원, 비조합원이 함께 학습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수료하면 식품위원회 자격을 취득하며 영·유아나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식생
활 강의를 할 수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후속교육에 참여하여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2006)』, 『생존의 밥상(2009)』,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0)』 을 2주에 
1번 정도 만나 읽는 <학습회>를 하기로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두리 뭉실하게 
알고 있던 식품 지식의 체계가 잡혔다”, “무심하게 지나쳐 가는 것에 의미를 두
지 않으며 살았는데 교육을 통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교육기간이 짧아서 최소 3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과정이 있었
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교육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학습에 대한 욕구를 활발히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쿱에서 똑똑한 
소비자나 생협 화법을 잘 구사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여름생협 물품심의에서 한 활동가가 갈비탕을 심의하다
가 마구리가 무엇이냐고 묻자, 옆에 앉아 있던 활동가가 “등심부위를 제거한 늑
골두나 흉골·늑연골에서 양지가 제거된 늑골부위”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활동가
들은 대답한 활동가에게 “조사를 많이 해 오셔서 답이 딱딱 나온다”며 공부하는 
태도가 좋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학습을 통해 맹목적인 ‘그냥 소비
자’가 아닌 ‘윤리적 소비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활동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생협에서의 학습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다”라든가, “똑똑한 식품안전지
킴이가 되었다”면서 뿌듯해하는 조합원도 많다.
  조합원들은 문제를 활발하게 제기하는 생협 화법을 수시로, 다양하게 구사한
다. 한 활동가가 공정무역 교재 제작 회의 후 새로 산 핸드폰 케이스를 꺼내자 
주위 활동가들은 해당 상품의 디자인보다 상품의 재료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
닌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올바른 생산과정을 거친 제품인지 질문했다. 이
는 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이 “일상을 구성하는 것 중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생
각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이 중요하며, 관습적인 행동이나 질서
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이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힘이 된다”면서 강조했던 실천과 같다.56)

  이처럼 조합원들이 생협 화법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의 정체
성’은 아이쿱에서 이상적인 소비자, 혹은 자아상으로 추구된다. 이를 인류학자 
콘(Kohn)의 자아(self) 연구와 연관시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콘은 아마존 

56) 아이쿱생협 블로그 - 아이쿱생협 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님 인터뷰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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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류에서 낮잠을 자려다가 한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위로 하고 잠들면 재규
어가 자신과 같이 되돌아 볼 수 있는(look back) 자아라 여겨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엎드려 잠든다면 되돌아보지 못하는 먹잇감으로 여겨 당신을 공격
할 것”이라는 충고를 들었다. 콘은 이를 통해 재규어의 ‘되돌아 봄’이 죽은 ‘그
것’이 아닌 살아있는 ‘자아’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hn 2013). 아이쿱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자아 역시 소비에 대해 ‘되묻고’, 자
신의 소비를 기민하게 인지하는 자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상호작
용하여 구성하는 윤리적 소비자의 자아는 빼르소나(persona)로 해석해볼 수 있
다. 모스(Mauss)는 원시사회에서 자아의 개념을 개인의 진정한 내면적 자아를 
전제하는 서구의 근대적 개인(personne)과 차별화하여 빼르소나57)로 표현했다
(Mauss 1985[1938]:12). 자아를 씨족, 가족, 부족과 같은 사회관계 내에서 일종
의 배역을 맡은 역할 수행자로 본 것이다. 즉, 여기서 자아는 독립적인 개인이기
보다는 사회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자
아, ‘사회적 빼르소나(social persona)’로 볼 수 있다(오명석 2010:31-3). 아이
쿱 조합원들도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속에서 비윤리적 소비에 문제를 제기하는 
화법을 익히고, 윤리적 소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생협 화법은 아이쿱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져 조합원들이 조
직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13년 9월, 봄생협 마을지
기 회의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아이쿱 물품의 방사능 허용 기준안이 정부기준안
과 똑같은 kg당 100Bq(베크렐)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쿱의 현재 방사능 검출기준은 국가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더 강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아이쿱 물품은 믿고 먹을 수 있지... 다

들 국가 식품안전기준 못 믿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쿱이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 안돼죠. 아이쿱이 독자인증제도를 따로 시행하는 것처럼 방사능

도 똑같이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신뢰가 더 쌓이잖

아요. 문제가 있으면 구매를 중단해서라도 막아야죠.

(송나영, 여/30대, 2013.9.4)

57) 라틴어 빼르소나의 어원적 의미는 ‘가면, 비극에 사용되는 가면, 의례에 사용되
는 가면, 조상의 가면’이다(Mauss 1985[1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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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심해
지자, 아이쿱에서 해산물 자체를 기피하는 조합원이 많아지고 있다. 아이쿱은 
2011년 이후 방사능 관리기준을 정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EU의 물품 취급 
기준을 따르는 정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이를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그 물품의 취급여부를 각 지역생협이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처럼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아이쿱이라면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아
이쿱에 조합원의 까다로운 문제 제기에 적극 대답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조직이
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아이쿱을 “대꾸하는 조직”으로 규정하는 모습은 다음
에서도 나타난다.

아이쿱은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아닌 부분은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 문제를 확산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쿱

을 푸쉬(push)하고, 아이쿱도 저를 푸쉬(push)하는 거죠.

(김미래, 여/50대, 2013.10.25)

생협 홈페이지 게시판은 특히 제도가 바뀔 땐 들끓죠. 저항도 많고. 그

런데 전 어느 순간 이런 시끄러움이 생협의 건강성이라 생각하게 됐어

요. 제품에 문제가 생길 때도 다 공개하고 리콜 공지를 하는데, “내가 

여태 이런 걸 먹어왔단 말이야?” 하는 분노보다는 “관리를 이렇게 철저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최은정, 여/50대, 2014.3.19)

  위에서 활동가는 아이쿱을 “대꾸를 해야 하는 조직”으로, 이사장은 “아이쿱은 
시끄러운 게 정상인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문제제기를 
활발히 하는 윤리적 소비자의 정체성과 문제 제기에 반응하여 해결책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는 조직의 정체성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이는 에커트(Eckert)와 맥
코넬-지넷(McConnell-Ginet)이 “어떠한 기획 및 시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
람들의 집합에서 사람들이 언어와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규범을 공유하는 것으
로부터 참여를 통해 특정 행동 방식, 말하기 방식, 관점, 가치, 관계적 의미 등
을 발전시켜 나가며,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한 ‘실천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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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community of practice) 모습과도 같다(Eckert, McConnell-Ginet 1992). 
조합원들은 이처럼 생협 화법을 통해 윤리적 소비 규범을 공유하고, 윤리적 소
비자 및 조직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생협운동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한편, 생협 화법은 이를 구사하길 즐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 짓는 화
법으로 자리한다. 조합원들은 생협 화법을 통해 체득한 따지는 습관을 ‘피곤한 
습관’이라 말하고, 이에 관한 에피소드를 나눈다. 문제를 제기하다가 자녀들한테 
“엄마랑 밥 먹으면 밥맛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남편한테 “당신이나 계속 좋은 
거 먹고 오래 살아”라는 핀잔을, 아이 친구의 학부모한테 “OO엄마는 그럼 햄버
거 같은 거 먹으면 거의 죽는 거 아냐?”라는 농담 섞인 질타를 받은 에피소드는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비조합원과 자신의 행동을 차별화하
는 경험이 된다. 다음은 여름생협 물품 심의회에서 가입한 지 10년이 된 한 조
합원이 겪은 에피소드다.

전에 아이 소풍 김밥 쌀 일이 있었는데 밤이라 생협이 닫아서 슈퍼에

서 재료를 사왔어. 근데 생협 교육에서 시중 재료로 만든 김밥 한 줄에

는 22종류의 나쁜 성분이 들어간다고 배운 게 생각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 좋은 영향이 갈까 

싶더라니까(주위 웃음). 차라리 어떤 땐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

(김미희, 여/40대, 2014.2.14)

  조합원들은 “생협 식구들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경험을 얘기하겠냐”면서 같은 
화법을 구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애정과 동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앞서 가을생
협 교육에 참여한 한 여교사는 “생협에서는 양질의 수다를 나눌 수 있어 힐링이 
되고, 들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면서 생협 화법에 기초한 대화를 유익
하지 않은 ‘블랙 수다’와 구별되는 ‘화이트 수다’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이처
럼 생협에서 나누는 대화에 조합원들은 ‘건전한 이야기’, ‘마음 속에 남는 이야
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소모적’인 다른 대
화와 구별한다.

생협 활동 외에 다른 모임에 나가면 엄마들끼리 누굴 비방하거나 명품

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생협 엄마들은 그런 거에서 떠나 있

고 협동조합의 가치 하에서 모였잖아요. 서로 나누거나 배려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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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임에 나왔을 때 생산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협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소모적이면 별로 나오

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송지연, 여/40대, 2014.2.17)

생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는 대화는 저하고 안 맞았어요. 경쟁

이나 보여주기 중심이고... 비윤리적인 측면도 거리낌 없이 소화해내는 

걸 보고 저랑 방향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협에서 마을모임을 

해보니까 대화의 주제가 굉장히 달랐어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싫어

하고, 보낸다고 해도 ‘보낼까 안 보낼까’ 심각한 고민을 하고 보내고. 소

비나 생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아줌마들은 남편이나 자식을 

주말연속극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거든요.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이나 귀찮은 사람이고, 애들 들들 볶아서 좋은 학교 보내는 엄마가 우

수한 엄마고... 생협 아줌마들은 안 그랬어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아

이쿱이면 신뢰해도 되겠다 생각했죠.

(김미래, 여/50대, 2013.10.25)

  위처럼 조합원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통의 관심으로 맺은 관계를 ‘생협 
인연’이라 부르기도 한다. 생협 인연을 “살아가면서 진짜 오래갈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이라 부른 한 여름생협 조합원처럼, 조합원들은 공통의 관심사로 맺은 이 
인연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한다. ‘생협 인연’을 통해 ‘협연’이 단순히 협동
조합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에서 체험적으로 형성된 정
서적, 인지적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동아리지기, 마을지기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문제제기를 하
는 사람’ 뿐 아니라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하는 사람’의 역할도 맡는다. 가입한 
지 3년이 된 봄생협의 이윤주 활동가는 처음 마을지기를 맡았을 때 지기로서 전
달할 내용을 공부하고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 마을지기는 마을
모임 구성원들과 지역생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지기는 구성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거나, 정보를 잘못 전달할 때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겪을 수 있
다. “마을지기를 시키면 이사를 가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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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도 있다. 여기서 마을지기는 한 모임의 장(長)이지만 ‘왕’보다는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말하기를 “권력의 권리가 아니라 권력의 의무”(클라스트르 
2005[1974]:192)로서 실천하기도 한다. 지기는 조합비의 쓰임, 온라인으로 물품
을 주문하는 방법, 물품에 들어간 첨가물 등 마을모임 구성원들의 다양한 질문
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기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지기로서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검색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생협에 대해 학습하고, 생협 화법의 자원
을 확보하여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이룬다. 조합원들은 생협 
화법을 통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자원을 쌓거나 활용하면서 윤리적 소비자의 정
체성을 구성하고, 조직의 정체성도 함께 규정해나가고 있다.

  4. 소결: ‘협연’과 시장

  지금까지 거래, 검증, 학습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 경험을 살펴보
았다. 조합원들은 아이쿱에서 수매선수금과 같은 명시적 규칙, 생협 화법과 같은 
암묵적 규칙을 바탕으로 생산자, 직원, 다른 조합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협연’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윤리적 소비를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실천한다. 조합원들의 경험
을 도덕과 윤리에 대한 다음 사전적 정의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해볼 수 있다.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

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이며.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고, 종교와 달리 초월

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

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도덕은 그 사회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일종의 질서 같은 것으

로 개인의 양심과 관련이 있고 강제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구성원 

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도덕을 어긴다고 해서 주위사

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랫사람

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윤

리는 내 양심이 가르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회시스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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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고 강제성이 있다. 그리고 도덕과 마찬가지로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자제력도 가진다. 그래서 어길시 처벌을 받기

도 한다. 예를 들면, 자기만족을 위해 생명을 가진 동·식물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종교학 대사전).

윤리는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 습속은 무

자각적인 규범이고, 도덕･법률이 자각적인 행위규범이다. 도덕이 내면성

에 치우친 것이고, 법률이 외면성에 치우친 것이라면, 윤리는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의 혼합적 성향을 가지며, 도덕보다는 규범

의 성격이 강하다(원불교 대사전).

  위의 사전적 정의들은 대체로 도덕을 ‘개인적인 양심’으로, 윤리를 ‘사회적인 
규범’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거칠게 말하면 도덕을 내적 규제, 윤리를 외적 규제
의 수단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에서 도덕과 윤리는 엄
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조합원들은 책임소비를 실천할 때 자기 자신의 양심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정, 다른 조합원의 필요, 생
산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들은 내·외적 규제 수단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구성할 
뿐 아니라 윤리적 소비에 관한 규제와 조직의 윤리도 동시에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다양한 관계자와 상호작용하여 형성하는 ‘협연’은, 윤리적 
소비가 기존 시장에 대한 개인의 ‘참정권(화폐 투표)’을 넘어 집단적으로 시장을 
생성하는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이쿱 조합원들은 고유의 제
도와 실천을 바탕으로 2013년에 20만 명이 넘는 조합원, 2천여 명이 넘는 생산
자, 1천 8백여 명이 넘는 직원들과 4천억 원 규모의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했다.
  조합원들이 기존 거래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비나 수매선수금과 같이 합
의를 통해 새롭게 창출한 제도는, 제도란 “단순히 실용적인 필요나 사회적 효율
성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깊은 사회적 뿌리에 기초하는 의미의 
구성체”(Douglas 1986; Lipartito 2006:135)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목적을 갖거나, 스스로를 구축해내지는 
않으며 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 사안
들에 대한 집단의 윤리적 원칙들이 수반된다”(Douglas 1986)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아이쿱 조합원들은 ‘협연’ 속에서 독립적인 개인보다는 의미를 공유하
는 상호의존적인 개인들로 존재하며, 윤리적 소비를 집단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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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시장을 재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모스가 『증여론』을 통해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oeconomicus), 즉 경제적 인간상에 제기했던 문제와도 관
련된다. 모스는 공리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든 현대 사회의 경제적 인간은 사물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선물 교
환을 통해 상호의존적 관계망을 형성해왔다고 주장했다(모스 2010[1925]). 선물
이 하우(hau)라는 영혼의 형태로 주는 사람의 인격적 속성을 반영하여 사람들 
사이를 순환하고, 서로 주고받을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모스의 주장은 교환 과정
에서 순환하는 대상을 통해 이를 순환시키는 주체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를 경험하는 세 가지 측면도 이를 보
여준다. 조합원들은 거래를 통해 자본을 순환시키고, 검증을 통해 신뢰를 순환시
키고, 학습을 통해 언어를 순환시키고 있으며, 여기에서 순환하는 대상(자본, 신
뢰, 언어)은 이를 순환시키는 주체(조합원, 직원, 생산자)와 결코 분리되지 않으
면서 다채로운 협동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서 형성되는 ‘협연’은 “시장
은 협약”이라는 은유를 낳는다. 레이코프(Lakoff)와 존슨(Johnson)의 견해를 참
고하면, 이러한 은유가 시장에 대한 사고와 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은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언어의 문제로

서,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성의 도구로 여겨져 왔다. 나아가 은유는 

전형적으로 단순히 언어만의 특성, 사고와 행위보다는 말의 특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유 없이도 잘 살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유가 우리의 일상적 삶―단지 언어뿐

만 아니라 사고와 행위―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

으로 은유적이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지성의 문

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가장 세속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

적인 활동을 지배한다.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

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

화한다(레이코프, 존슨 2011[1981]:21).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개입하고, 사람들이 살아
가거나 관계를 맺는 방식을 구조화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시장은 협약”이라
는 은유가, ‘자기조정적 시장’이 비현실적 유토피아임을 주장하고 ‘제도화된 과
정(instituted process)으로서의 경제’, ‘사회에 착근된(embedded) 경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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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폴라니의 논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폴라니 2013:638). 시장을 스스로
의 매커니즘을 갖는 기계가 아닌, 사람들이 상호 구성하는 규제 체계로 보고 이
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폴라니의 논의는 시장에 대한 사고와 행동 전환에 큰 영
향을 끼쳐 왔다.58)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협약’과 ‘협연’으로 구성하는 시장도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실천을 촉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으며, 협약을 맺은 당사자들
이 합의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 아이쿱 조합원들은 출하량과 출하 
시기, 출하 품질을 예측할 수 없는 생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와 협의 하
에 거래 제도를 만들고 있다. 앞서 조합원들의 윤리적 소비 목적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친환경·유기농업 생산자와의 거래 관계 유지 및 장기적 합리성
의 달성임을 밝힌 바 있다. 즉, 조합원들은 "희소성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린 고립
된 개인의 선택을 주요 전제로 삼음으로써 경제적 행동이 사회적 관계와 독립적
으로 작용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홍기빈 2012:27-50)과 달리 상호 조정과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시장은 일종의 공유자원 체계이다. 조합원들은 수매선수금과 같은 고유
한 제도를 도입하여 유기농 생산자의 경작지를 공유지처럼 함께 보호하고, 관리
한다. 오스트롬(Ostrom)이 밝힌 성공적인 공유자원 체제의 근본적인 요소 및 조
건59)과 같이, 조합원들도 “스스로 실행 규칙을 고안하고, 공유 자원을 관리할 
조직을 만들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규칙을 수정”(오스트롬, 2010:122-4)함으
로써 시장을 관리해나간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협약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협연’은 윤리적 소비를 통해 구
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시장을 생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
쿱은 조합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 생산물과 생산자에 대한 신뢰성을 판결하
는 법원,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고 있다.

58) 이는 협동조합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하
여 ‘계약’으로 성립하는 평등한 집단”으로 정의한 독일 사회학자 퇴니스
(Tönnies)의 논의와 부합한다(퇴니스 1982).

59) 제도들이 공유 자원 체계를 장기간 존속시키도록 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
자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근본적 요소 및 그 조건(오스
트롬 20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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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연’의 역동

  Ⅲ장까지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를 토대로 ‘협연’을 형성하는 과정
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협연’에 역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사업과 
운동 두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사실 생협에서 사업과 운동은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친환경·유기농과 관
련된 사업 매출액은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매장사
업 활성화로 판로가 많아지면 유기농업운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생협이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협연’에서 나타나는 역동을 사업(매출)과 운동(매출 외 교육, 홍보 등의 활동)으
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사업의 측면에서 아이쿱은 시중의 다른 친환경·유기농 먹거리 사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다. 조합원들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인해 모양이 고르지 않은 아
이쿱 물품을 소비할 책임을 서로 불공평하게 경험하거나 아이쿱과 다른 생협이 
대립하면서 ‘협연’을 유지하는 데 고충을 겪기도 한다. 다음으로 운동의 측면에
서 일반 조합원보다 생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자신의 자발적
인 무보수 활동이 임금을 받는 여느 노동만큼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과중하게 
느껴지거나, 활동가로서의 주체성이 약화될 때 활동을 계속할지를 고민한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역동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아이쿱 조합원들이 형
성하는 ‘협연’을 살펴보고, ‘협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1. 사업: 아이쿱과 시중의 경합

  1) 시중의 유혹과 책임의 편중

  조합원들은 아이쿱에 가입함으로써 아이쿱 물품을 소비할 자격을 얻는 한편, 
아이쿱을 친환경·유기농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보다, 추가적인 선
택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 생협과 시장을 모두 이용하는 ‘이중 
장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조합
원들이 시중보다 아이쿱에서 더 자주 소비하도록 권유하지만, 어디에서 소비할
지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의 몫이다. “아이쿱 물품 아니면 다른 걸 쓸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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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되었다”며 식품과 생활용품 대부분을 아이쿱에 의존하는 조합원도 있지
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인해 때로 모양이 고르지 않은 물품이 출하되면, 
이 물품을 소비할 책임은 일반 조합원보다 주로 활동가가 부담한다. 가입한 지 
3년이 된 한 가을생협 활동가는 가족에게 맛있는 매실 장아찌를 해주기 위해 시
중보다 비싼 가격에 아이쿱의 유기농 매실을 주문했지만, 다른 조합원들이 좋은 
매실을 먼저 가져가도록 양보하고 변색된 매실을 사서 억울했던 경험을 전했다. 
이러한 실천은 강요받은 것이 아니지만 활동가로서 아이쿱에서 책임은 더 많이 
지는데 혜택은 덜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연’에서 소비에 대한 책임이 
소수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4년 3월, 여름생협 고구마 생산자 간담회에
서도 책임소비의 편중으로 인한 활동가와 매장 직원의 고충이 드러났다.

고구마 생산자: 저희는 허가된 친환경비료만 쓰고 화학비료를 안 쓰니

까 고구마 모양이 안 예쁜 건데 조합원님들이 모양이 굽었다, 골이 너

무 깊게 파였다, 불만을 많이 얘기하세요. 농약 뿌린 건 더 싫으실 텐데 

사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조합원: 요즘은 “벌레 먹은 건 친환경”이라고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조

합원들이 모양 미운 것도 많이 산다 하던데요? 새도 귀신같이 달고 좋

은 과일을 알고 쪼는 거라 쪼인 과일을 일부러 산다고...

매장 매니저: 일반적인 상식으론 그렇지만 막상 매장에선 조합원 대부

분이 모양이나 색깔이 예쁜 것들을 찾으세요.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은 

다 반품해야 돼요. 반품이 안 되면 직원들이 사요. 생협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나 활동가분들께 권유해도 실제론 열 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사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생협 고구마 생산자 간담회 2014.3.13)

  위처럼 불공평한 책임 부담으로 갈등이 발생하지만, 아이쿱에서 책임소비는 
명시적 의무보단 자발적 덕목으로 여겨지는 실천이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들이 
책임을 공평하게 지도록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 조합원이 책임소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생협 물품이 시중 물품과 다
른 과정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품의 최종 생산 결과에 대해 시중 물
품을 선택할 때와 기준을 똑같이 하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아이쿱이 독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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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이루어도 그 물품의 가치는 독자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시중 물품과의 비
교 속에 평가된다.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는 이유는 필연이 아닌 비교선택이며, 
비교선택의 대상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기업의 상품”(신성식 2014:144)이
라는 아이쿱 CEO의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조합원들은 아이쿱 물품이 특별
한 ‘협연’으로 생산되어도 모든 물품을 기꺼이 소비하진 않으며, 아이쿱의 무농
약 물품이 농약을 친 시중 물품처럼 모양과 색깔이 고르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대감은 가공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합원들은 시중 가공품에 적
응된 습관을 바꾸어 아이쿱 가공품에 적응하는 것을 ‘즐거운 불편함’이라 부른
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무리해서 아이쿱 물품을 이용하려 하진 않는다. 이와 관
련하여 생협 치약에 관한 다음 대화를 참고할 수 있다.

이송이(여/30대): 생협 치약의 PEG-1500은 유해성 논란이 있지만 대한

민국약전60)에서 보통 사용량으론 거의 독성이 없다고 본대요.

김주연(여/40대): 그럼 이 성분은 시중 치약엔 다 들어간다는 거겠네?

조윤미(여/40대): 그렇지 치약이란 치약에는 다 들어간다는 거지.

박나연(여/40대): 그럼 아이쿱 치약이 시중치약하고 다르긴 한거야?

이송이: 그런데 이게 없으면 대량생산도 불가능하니까...

박나연: 그렇지. 이거 없으면 옛날에 나온, 쓰기 어려운 치약 써야 돼.

김주연: 짠맛 잔뜩 났던 거 있잖아.

조윤미: 근데 결정적으로 그건 안 써.

김주연: 그렇지. 생협 꺼 써야 한단 건 아는데 양치질이 괴로워지니까.

조윤미: 응. 애들도 아무리 줘도 안 쓰고...

(여름생협 신규물품 심의회 2014.2.14)

  
  위 조합원들은 생협 치약이 시중 치약에 비해 거품이 잘 나지 않아 불편하다
든가, 아이들이 개운하지 않아 해서 더 사용하긴 어렵겠다는 생각도 주고받았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아이쿱 물품과 시중 물품의 사용가치를 비교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물품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물품을 선별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물품의 가격도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다. 아이쿱은 가격안정기
금61)을 운영하고 있어 생산물의 가격 변동 폭이 시중보단 좁다.62) 따라서 조합

60) 약사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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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시중 생산물의 가격이 폭등할 땐 아이쿱 물품을 소비하며 가계비를 절약
하지만, 시중 생산물의 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시중에서 구매할 유혹도 크게 느
낀다.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기적으론 가격과 관계없이 생협 물품을 소비함
으로써 생산자를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시중 선택지가 항상 오픈되
어 있어 조합원들은 단기적 합리성의 유혹을 크게 느낀다. 최근 급증하는 조합
원 중에 다른 조합원들의 책임소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무임승차자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포도 생산자는 조합원들이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의리 있게’ 아이쿱 물품을 소비하길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시중 포도가 비싸면 생협 포도를 사 먹고 생협 포도가 비싸면 마트나 

시장으로 가는 철새 같은 소비자들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겠지만, 생산자는 친환경 농사를 가격만 생각하면 할 수 없거든

요. 조합원들이 의리 있는 조합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63)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리 있는 조합원’은 소수 활동가에 한정되고, 일
반 조합원은 ‘철새 조합원’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조합원이 생산자보다 ‘협

61) 아이쿱은 2013년에 누적된 가격안정기금 53억 원 중 붉은 팥에 1억 2천만 원
을, 채소와 과일에 12억 3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생산물 가격을 안정시켰다. 
아이쿱은 2010년 배추가격이 폭등하여 포기당 16,000원에 육박했을 땐 생산자
와 조합원이 모은 가격안정기금 4억 7백 4십만 원을 투입하여 조합원에게 배추
를 포기당 1,600원에 공급하였고, 2011년 배추가격이 폭락하자 가격안정기금 6
억 6백 7십만 원을 투입하여 생산자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배추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62) 아이쿱 물품의 가격은 판매대행제와 탄력가격제로 설정된다. 판매대행제란 작부 
전 생산을 약정할 때, 농산물 가격은 탄력적으로 변하더라도 생협이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전량을 판매해 줌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탄력가격제란 생산자(조직)와 아이쿱생협연합회가 합의하여 기초
가격(보통 농진청 생산 표준 가격 중 현금 지출 부분을 기준으로 10~20% 추가
한 수준으로 결정됨)과 목표가격(보통 소비자조합원 판매 가격에서 10~15% 낮
은 수준에서 결정됨)과 생산량(보통 생산량을 소비예측량보다 130~200% 높게 
약정함)을 약정하는 것이다. 농산물가격이 폭등하면 생산자는 목표가격 초과분의 
30%를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소비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가격
을 보존하기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하여 생산물의 가격을 안정화한다. 농산
물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는 기초가격 미달 분 전액과 목표가격 미달분의 50%
까지를 지불받는다. 이외에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매월 정기적으로 출하액 및 
조합비 일부를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한다(박주희, 김기태, 황대용 2013:6).

63) <아이쿱생산자회> 제10호 2014.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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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절실함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친환경·유기
농 생산물의 판로는 많지 않고 생산물에 제 값을 쳐주는 곳도 드물다. 따라서 
생산자는 ‘협연’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조합원들은 시중에서 다양한 판매처
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협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생산자도 조합원처럼 생협과 시중을 비교하고, ‘협연’을 중단할 유혹을 
느낀다. 자연재해로 생산물의 산지 시세 및 시장가격이 폭등할 때 시중에 생산
물을 납품하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 가격
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산자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생산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생협 거래와, 불안정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중 거래 사이에서 갈등한다. 다음 생산자의 경우처럼 생협 발주센터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생산자는 생협 거래에 실망하고 신뢰를 잃기도 한다.
 

센터에서 발주량을 늦게 알려줘서 토마토가 너무 익고 다 터졌어. 시장

가격이 좋았는데도 안 팔고 버틴 건데.. 오이도 꼭지 따서 랩 싼 건 생

협에만 팔 수 있고 꼭지 안 딴 건 시장에만 팔 수 있거든? 랩 싼 오이

가 많이 남아버렸으니 시장에도 못 팔지. 이렇게 남는 게 많으면 잠이 

안 와. 차라리 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신용 얻으려고 맞출 텐데.

(정호성, 남/50대, 2013.9.26)

  위처럼 주문 오류로 생산물을 생협에도, 시중에도 납품하지 못하게 된 생산자
는 생산한 대가를 일정 부분 못 받게 되고, 시중보다 생협 거래가 좋지 못하다
고 여겨 실망하거나 계약을 깨기도 한다.
  이처럼 출하량과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시중 가격 등락 폭이 큰 친환경·유기
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시중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는 ‘협연’에 참여할 유
인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느낀다. 즉, ‘협연’은 아이쿱과 시중 간의 경쟁 관계 
속에 다양하게 역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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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협 간 경쟁

  2013년 상반기, 광주 권역에서 아이쿱과 한살림 조합원들이 겪은 갈등은 친환
경·유기농 시장에서 대형유통자본의 횡포에 공동 대항해 온 생협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당시 광주권역 아이쿱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부터 신규 매장 설립 용지를 물색하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용지는 10여 평 규모의 광주 한살림 매장 건너편이었다. 아이쿱 조합원
들은 한살림 매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50여 평 규모의 
매장을 설립하려다 한살림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한살림 조합원들
은 “생협 매장은 유통업이 아닌 주요활동의 거점이므로 생협 매장 간 거리는 서
로의 영업권을 보장할 정도로 지켜야 한다”는 근거로 설립을 반대했고, 아이쿱 
조합원들은 “친환경 시장에서 생협의 판을 키우고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생협
이 서로의 영업과 기득권을 지켜 자리를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64)

  이처럼 지역에서 발생한 생협 간 대립은 아이쿱 조합원들이 ‘협연’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협 ‘협연’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협동조합 운영의 7대 원칙65)> 중 6번째 원칙인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해 아
직 국내 생협 간의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형유통자본이 잠식한 친
환경·유기농 시장에서 생협이 생존할 방법을 둘러싸고 생협들은 견해차를 보이
고 있다. 아이쿱과 한살림의 견해차는 광주권역 매장 설립에 관한 다음 두 생협
의 성명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4월 17일, 한살림광주생협이 먼저 성
명서를 냈고, 바로 다음 날 아이쿱 광주권 생협이 이에 답하는 성명서를 냈다.

< 한살림광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명서 >

광주지역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과의 협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 시행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조합은 7가지 원칙 중 6번째 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과 7번째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따라 지

64) [한국농정신문] 협동조합 간 협동 사라지고 소비자 위해 ‘경쟁’ 2013.5.26
65)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⑥ 협동조합 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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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체들과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아이쿱생협에게 생협 간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쿱생협은 4년 전 한살림생협일곡매장 근처에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대형매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일로 한살림일곡매장은 큰 위기를 겪었었습

니다. 그리고 이듬해 금호지구에 한살림신규매장이 신설되었을 당시에, 가까

운 곳에 아이쿱생협매장을 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쿱생협은 한살림금호매장 인근에 대형매장의 개설을 강행하였습니다. 

결국 한살림금호매장은 엄청난 손실로 폐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쿱생협은 또다시 한살림풍암매장의 길 건너 맞은편에 대형매

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147만 명 중 에서 생협의 먹거리를 이용하는 시민의 비율은 약 

4%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협이 매출에 연연하여 상

의도 없이 타 생협매장 앞에 대형매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살림생협은 이익창출이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살림생협은 

지역의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자조합원에게는 먹거리의 중요성, 지역사

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살림생협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

명살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어떠한 협동조합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매출

증대와 규모 키우기의 논리에 급급하여 도덕과 상생을 저버리는 행태는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자 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3년 4월 17일 한 살림광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한살림광주생협 성명서에 대한 아이쿱 광주권 생협의 입장 >

협동조합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토론회 요청을 흔쾌히 수용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고자 10여년 전부터 협

동조합 활동을 해왔던 광주지역의 4개 <아이쿱 생협>과 <한살림광주생협>

이 당사자 간에 직접 만나 해결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성명서 형식으로 문

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앞으로 오해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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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협동조합간의 협동,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주제로 양측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활동과 사업에 관

심 있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이쿱생협 매장은 조합원 협동의 결과물입니다. 

아이쿱생협의 매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매장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가 그러하듯이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자발

적으로 출자해서 만든 협동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매장의 성공은 생산자, 직

원,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이룩한 다양한 인프라와 지역조합 조합원들의 신

뢰, 자원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살림에서 대형매장이라 

하는 아이쿱 생협 복합매장도 조합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형태

입니다. 그리고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의 소비는 우리농업을 지키고 도농상생

을 이루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2) 선점이 기득권이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살림 회원과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다른데 협동조합매장이 있는 곳에 

다른 협동조합 매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논리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선

점하면 독점해도 된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불합

리를 극복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 할 수 있는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선점에 대한 기득권

과 독점에 대한 논리가 협동조합의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

울의 경우 한살림은 얼마 전에 민우회생협 매장이 있는 목동에 매장을 냈

고, 민우회 생협은 한살림 잠실점 근처에 매장을 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익

산의 아이쿱생협 매장 바로 앞에 한살림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

쿱생협 매장이 한살림 매장 앞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3) 협동의 결과물을 SSM과 동일시하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살림 측에서는 아이쿱생협 매장을 대형매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설 예정

인 풍암 매장의 규모가 실평수 48평입니다. SSM은 300평~1000평 규모의 

기업형 수퍼마켓을 말합니다. SSM은 소수의 대자본가가 투자수익을 목표로 

만든 매장입니다. 아이쿱생협 매장은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자와 기금을 모아 만든 매장입니다. 수익을 목표로 한 매장이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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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아이쿱생협이 SSM을 반대하는 이유는 SSM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상권의 붕괴는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고 빈부 

간 격차를 확대하여 지역을 슬럼화 시켜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의 

돈들이 지역에서 돌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 본사가 있는 

곳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지역에서는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아이

쿱생협은 광주지역에만 4개의 조합을 만들고 8개의 매장을 열어 고용인원

만 1백여명에 이르고, 지역의 협동조합 생태계 문화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4) 아이쿱 광주권 생협의 규모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쿱 광주권 생협의 매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8천 세대입니다. 

광주시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 규모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

나 협동조합 생태계를 이루어 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협동조합의 선

진적인 외국사례에서도 소비자협동조합은 대중운동으로 협동조합의 기초를 

놓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쿱생협은 한살림생협과 함께 성장 발

전하여 광주지역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협동은 선이고, 경쟁은 악인가?

협동조합은 협동해야 하고, 경쟁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행태 이므로 협동조

합은 경쟁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협동조합도 경쟁해야 합니다. 더 나은 물

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도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협동조합 간에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측면을 무시하다 보면 협동조합 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자본주의 시장에

서 독점자본가에게 패배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

합으로 기업하라”의 저자인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토 자마니 교수는 “경쟁에

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타인을 이겨야 승리하는 경쟁과 협력적 경쟁이

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쟁이란 협동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서로 건강하게 발전하

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3년 4월 18일 

아이쿱 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 빛고을자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 빛고을시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아이쿱 무진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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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성명서는 협동과 경쟁에 관한 아이쿱과 한살림의 견해차를 담고 있다. 먼
저 한살림은 생협들이 지역의 필요를 분담하여 고유의 상권을 갖는 것이 도덕적
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살림은 아이쿱이 한살림의 상권을 부적절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이쿱의 매장을 매출 증대와 규모 키우기를 위
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같이, 지역 협동조합 생태계의 내적 다양성
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살림의 성명서는 생협 간 경쟁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반면 아이쿱은 한살림이 고정된 상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을 선점한 상권에 대
한 기득권 유지이자 독점으로 보고 있으며, 생협 간 경쟁을 친환경시장에서 생
존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아이쿱 매장의 설립 과
정과 목적이 독점자본의 매장과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매장 신설로 생협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생협이 상생하는 길로 보
고 있다. 더불어 신규 매장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생협 간 경쟁에서 아이쿱과 한살림은 생협 생태계의 내적 다양성과 규
모의 확장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생협은 2013년 5월 2일,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광주 협동조합 발전방향 모
색 토론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동조합 간 상생’이라는 원론적
인 이야기만 반복되고, 양 생협 간 갈등 봉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66)

  한편, 아이쿱과 한살림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아이쿱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
는 방식을 둘러싼 비판의 일면을 보여준다. 아이쿱을 ‘사업 중심적’이라고 비판
하는 일각의 관점에 대해, 아이쿱 CEO는 한국 생협운동이 사업체를 경시하는 
‘이념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생협이 사업체로서 경
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 생협의 결사는 생명, 민주주의, 생태, 환경, 지역, 농업 같은 큰 사

회적 담론을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거품을 뺀 낮은 가격, 더 나은 서비스, 공동구매 같은 

생활 속의 소소한 결사에 대해서는 ‘운동은 안 하고 사업만 한다’고 규

정하고 무시하거나 낮춰보는 경향이 강하다(신성식 2014:213).

66) [광주드림] “협동조합 ‘상생’의 거리는?” 2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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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의 주장은 “생협에서 사업은 나쁘고 운동은 좋다는 이분법을 깨야 한다”
는 봄생협 이사장의 주장과 비슷하다. 봄생협 이사장은 아이쿱 조합원들은 필요
를 함께 충족하기 위해 출자금을 모아 매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매장 자체에 이
미 ‘운동성’이 깃들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매장이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하고, 유
기농 생산자의 판로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생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덧
붙였다. 조합원의 결의로 사업을 확장하고, 친환경 시장의 전체 판을 키우는 것
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생협의 사업 확장이 친환경·유기농 운동에 꼭 도움을 주진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 10월, 아이쿱 CEO의 북콘서트에 참여한 한 시민
운동 관계자는 “아이쿱에서 사업 확장이 정말 조합원의 민주주의와 결의를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질문했다. 2013년 상반기 『녹색평론』 128, 129
호에 연속 게재된 글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128호에 
글을 쓴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대표 박승옥(2013)은 한국 4대 생협연합회 중 가장 
큰 아이쿱과 한살림이 ‘성장신화’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의 확장과 
운동의 성장을 별개로 보았는데, 아이쿱과 한살림이 두레의 ‘성미산 마을’ 같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최근 생협이 ‘사업’ 중심으로만 성장하
고 있으며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조직하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129호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아
이쿱 CEO 신성식(2013)은 비수도권에서 아이쿱이 활발한 지역운동을 펼치고 있
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으며, 아이쿱이 시장경쟁력을 갖추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호혜적인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자 지원기금 모
금운동과 생산토지보호운동으로 유기농업 운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생협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그 차이는 생협마다 다른 기원
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살림의 뿌리는 원주의 지역사회개발운동과 
가톨릭농민회운동이다(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지역사회개발운동은 1972년, 원
주 지역에 일어난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사업위원회(후에 사회개발위원
회로 변화)가 주민주도형으로 펼친 운동을 말하며, 한살림은 당시 생산조합, 신
용조합 등과 함께 탄생했다. 가톨릭농민회운동은 가톨릭 원주교구와 독일 미제
레올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톨릭농민회의 박재일(前 회장), 이상국(前 농민회 
홍보부장) 등이 주축이 되어 펼친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의 목적은 화학농약의 
폐해를 막는 것이었고 초기 한살림 활동가들은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한살림원주생협)을 창립하여 무농약, 친환경 농법을 지원해왔다. 이처럼 원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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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기반을 다져 온 한살림과, 6개 지역생협의 연합회로 창립하여 구례와 괴
산에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기반을 다지고 있는 아이쿱은 서
로 다른 배경과 지향을 바탕으로 다른 방식의 생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협 간 협력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연구가 레이들로(Laidlaw)가 1980년에 발
표한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운동이 미래에 맞이할 위기를 신뢰성의 위기(사업 형태가 생존할 수 있
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위기), 경영의 위기(성장 과정에서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위기), 이념의 위기(사업적 의미에서 성공한 것 이상으로 협동
조합이 이루어야 할 참된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위기) 세 가지로 
제시했다(버챌 2003:104). 아이쿱을 비롯한 한국의 4대 생협연합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뢰의 위기와 경영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제 이념의 위기를 해
결하기 위해 처음의 목적을 되돌아보고, 전체 협동조합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대
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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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 활동의 의미와 재생산

  활동가들은 교육, 홍보,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운동을 재생산한다. 이들
은 지역생협 형편에 따라 활동비를 받기도 하지만, 활동을 무상으로 하는 자원
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활동은 보수를 받는 ‘노동’과 다른 것으로 인식되
며, 자발성과 주체성이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진다.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 조
합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때로 지역
생협이나 연합회의 의제들이 쏟아지면 조합원들을 ‘위로부터’ 동원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봉사와 보상’, ‘주도와 동원’ 사이에 있는 활동의 특성은 ‘협연’에 다
양한 역동을 가져온다. 이 절에서는 활동가들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봉사와 보상

  아이쿱 활동가들은 자신들을 직원과 구분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임금을 받는 
노동과 다르게 여긴다. 돈보다 보람을 위해 활동을 한다는 한 활동가의 말은, 경
제적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성이 노동과 구별되는 활동의 중요한 속성임을 보
여준다.
  활동가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데, 윤
리적 소비와 관련된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을생협에
서 식품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유미 활동가는 아이쿱 서울권역 위생점검단
의 단장이기도 하며, 서울권역 16개 매장을 한 달에 두 매장씩 검사하면서 매장
의 위생 상태, 직원들의 업무나 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4년 7월 초, 가을
생협이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서 정유미 단장은 점검사항을 1시간
가량 설명하였고, “이 활동을 통해 아무런 인센티브(경제적 보상)를 받지 않지
만, 생협을 아끼는 마음에서 점검메뉴얼도 직접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점검메
뉴얼에는 유통기한 표기법, 창고 점검법, 네임텍 관리법, 반품 및 폐기품 표기
법, 냉동고 성에 관리법 등이 꼼꼼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이처럼 활동가들은 관
여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개인 시간을 활동에 많이 쓴다.
  활동의 범위는 지역생협이 있는 지역사회로 국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활동가
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활동에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을생협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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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4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동의 aT센터에서 열린 <2014 식생
활교육박람회>에서 아이쿱 부스 운영을 지원했다. 활동가들은 올해로 3년째 이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다른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
르기까지’ ‘우리 쌀을 지키자’ ‘몸에 좋은 우리 현미’, ‘논에도 친구가 살아요’와 
같은 주제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윤리적 소비를 홍보했다. 활동가들은 이러
한 전국 단위 행사에서 ‘행사 직전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촉박함과 내용
에 대한 걱정’, ‘3일간 진행할 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고충’ 등을 경험
하면서 활동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67)

  활동가들은 활동의 부담감을 노동과 구분되는 활동의 특성을 통해 줄이기도 
한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식품위원회 활동가가 “지난 박람회 때 다른 생협 직
원들이 운영하는 부스에 비해 아이쿱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프로그램
이나 상품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자 이에 답한 다른 활동가는 “월급
을 받는 직원들과 활동가들이 내는 성과에서는 일의 강도나 예산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활동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활동가들은 활
동과 노동을 구분하여 책임감을 적절히 부담하려 노력하는데, 활동가마다 다른 
책임의식과 참여 의욕은 활동 참여 방식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활동
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하는 활동가가 있는 반면, 자신이 투
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지역생협의 지원이 부족하
다며 실망하는 활동가도 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노동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경제적 보상이나 아쉬움을 다른 형태
의 보상으로 충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원 지역 공정무역 실천단의 한 활동
가는 활동비로 소정의 강의비, 교통비, 식비를 지원 받았지만 교육과 강사 경험
이라는 비경제적 형태의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활동가는 공
정무역 실천단에서 활동하고, 도서관에서 8주차의 공정무역 강의를 한 데 대하
여 활동비 7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는 강의 자료를 만드는 데 들었던 총 
시간과 노력, 약 5시간에 이르는 왕복 교통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보수의 
차원으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는 없었다. 이 활동가는 “활동은 돈만 보면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활동을 “돈(경제적 보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자기계발이나 
교육(비경제적 보상)에서 보면 플러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활동가들은 활동을 생협운동 재생산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자기계발을 

67) iCOOP생협뉴스 - 2012년 녹색식생활교육 박람회 ‘맛보고 배우고 즐겁게 나누자’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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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가입한 지 5년이 되었고, 공정무역 강사 
및 식품안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의 말이다.

생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할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거에요. 제가 원래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가르치는 

직업에 있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고갈되는 느낌이 들 때,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을 갈급하며 살게 되잖아요. 생협에는 자신을 충전할 수 있

는 교육 기회가 많죠.

(송지연, 여/40대, 2014.2.17)

  위 활동가는 육아의 외로움이나 무력함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했다. 봄생협 이사장은 이러한 보상을 
“돈으로 보상되지 않는 자기 성장의 경험”으로 표현했다.

저는 활동가분들한테 “돌이켜보니 생협활동 하길 잘한 것 같다”고 이야

기해요. 제가 생협 아니었으면 어디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양한 경험

을 해 보겠어요.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성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요. 그래서 활동가분들한테 활동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자신 있게 말해요. 활동으로 쌓은 경험이 다른 사람

들을 만날 때 굉장히 다른 자부심으로 느껴질 거라고 말하기도 하구요.

(최은정, 여/50대, 2014.3.19)

 
  위처럼 강의를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경험’은 자기 성장의 
보상으로서, 활동가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협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된 계
기이다. 봄생협에서 생협 강사단, 마을지기를 맡아 온 한 활동가도 딸의 친구 어
머니에게 신규조합원 가입 교육을 한 후 딸의 친구가 “너네 엄마 선생님이야?”
라고 물어보았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활동가들은 이처럼 활동을 하면
서 목소리를 직접 내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때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한편 활동가들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활동을 누군가 엄격히 평가
하려 할 땐 고충을 겪기도 한다. 봄생협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다른 조합원을 위
해 기획한 활동의 결과는 책임을 묻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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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자주 하는데, 조합원분들이 평가를 많이 힘

들어하세요.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했던 활동이 아니니까 활동을 기획

한 분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지적하듯이) 말씀드리면 그

분께 굉장한 상처로 남게 되더라구요.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한 때 생협에서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사전이 있어야 되겠다

고 생각했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활동에서

도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 공식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래서 “개인에게 잘잘못이 있단 걸 지적하려 회의하는 건 아니고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잘 안됐을 땐 어쩔 수 없다”고 사전에 이야길 나누어도 

활동가분들이 평가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보상도 안 받고 활동했는데 지적을 당했다, 욕을 먹었다, 어

떻게 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하는 서운함이 상처로 남는거죠. 그래

서 생협에서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돼요.

(최은정, 여/50대, 2014.3.19)

  많은 활동가를 상대하는 이사장의 경우 위처럼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일을 일
로써 책임지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엄격한 평가로 인해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과중될 땐 부담감을 느낀다. 활동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자원봉사보다,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특히 책임이 커져도 경제적 
보상은 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의 부담이 과중되면 활동을 지속할지를 
고민하기도 한다. 한 활동가는 신규조합원들에게 마을모임 참여를 권유하는 전
화 연락을 돌리다가 한 조합원이 자신을 “반갑지 않은 보험 판매원”처럼 여겨 
속상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처럼 “돌아오는 것(경제적 보상)도 없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접한 조합원들은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봄생협의 한 활동가는 마을지기, 생협 강사단, 공정무역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경
제적 보상은 부족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활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지 못했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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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에는 일을 하거나 활동적으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활동량은 많은데 보수에 있어서는 충족이 안 되죠. “내

가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렇게 적은 보수를 받고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은 보수를 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지쳐서 나 (생협활동) 해도 살고 안 해도 사는데 

그만하고 싶다, 하시면서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경

제적인 걸 책임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형편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좋

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남편한테 고마운 점이 있죠. 

생협이 좋다고 다른 조합원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은 

안 되니까 같이 활동하자고 강력하게 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

인 게 아무래도 있죠.

(이윤주, 여/40대, 2014.4.13)

  이처럼 과중되는 활동으로 인해 활동가들은 “생협에서 노동을 무상으로 착취
당하고 있다”며 불만 섞인 농담을 털어놓기도 한다. 물론 활동은 강제가 아니며, 
활동가들은 의사에 따라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때로 동료 
활동가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활동가들은 활동이 과중될 때 가족들을 챙기기 어려워서 참여를 고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제가 활동을 하러 나온 동안 저희 큰 애랑 둘째 애가 방학이라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었었는데요, 냄비를 엎어서 둘째 애가 팔에 화상을 입었

어요. 펄펄 끓던 걸 쏟아서 화상이 되게 깊었어요. 너무 놀랬죠. 활동을 

많이 해서 이사 코스도 수료하려 했는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애가 엄마 손이 필요한 건 이때 뿐 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윤주, 여/40대, 2014.4.13)

  위처럼 바쁜 활동가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생활 속의 협동’을 구상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봄생협 활동가들은 “가족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는데, 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집 식구들은 제대로 못 먹이고 심지어 배
달음식을 시켜 가족들을 먹일 때도 있다”는 한 활동가의 고민에 다른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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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감하면서, 금요일마다 활동국 조리실에서 반찬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고 있
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협동을 “직장이 아니라서 가능한 협동”으로 이야기한다.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조합원 사이의 관계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을 통해 활동가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덜
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아이쿱은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돈이 아닌 일정 수준의 복지를 활동
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도 마련해나가고 있다. 활동가들은 ‘활동가 
마일리지 정책’68)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생산지 방문 행사에
서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장소나 버스 등을 
섭외하는 활동 등)’, ‘생협에서 책임을 맡는 활동(이사, 감사, 이사장, 동아리지
기, 마을지기 등을 맡는 활동)’, ‘지역 생협에서 펼치는 활동(교육, 훈련, 다양한 
행사 참여와 매장 홍보)’, ‘외부 활동(지역생협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아동 센
터, 독거노인, 장애우 시설 등에 대해 하는 활동)’ 등을 하면 마일리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회의에 참가하면 1회당 1점을 받을 수 있다. 활동가들은 마일리지를 
쌓아서 아이쿱의 교육, 훈련, 해외 연수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거나 문
화, 여행, 건강, 의료, 복지 등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정책은 활동가들
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봄생협 이사장은 돈이 아닌 마일리지를 활동의 보상으로 삼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문제는 늘 저희의 과제에요. 큰 방향은 활

동가는 직원이랑 다르단 건 명확한 것 같고요, 활동가 내에서도 층이 

다양해요. 예로 지위나 역할이 다양하고, 지위와 역할에 따라 보상이라

는 측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반찬 봉사처럼 정말 자원

봉사도 있고, 마을지기 같은 활동도 있고.. 활동가를 누구로 보느냐와 

다르긴 한데, ‘임의로 어떤 역할을 맡으면 활동가’라고 한다면 활동가들

에게 시간 대비 경제적 보상(돈)이 안가는 건 분명한데, 돈보다는 활동 

마일리지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문화 등

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자꾸 

돈으로 보상하면 모두 돈으로 보상받는 일만 하려고 해요. 활동가 계층

이 다양해져야 풍성해질 텐데 이 일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돈을 준다

68) 활동가마일리지매뉴얼2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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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버리면 모두 다 그 일을 하려하고, 모두 다 직원이 되려 하지 않

겠느냐 하는 거죠. 직원과 활동가가 어떤 차별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직원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활동가는 다른 형태의 혜택

을 받는 형태로 가는 게 맞고요, 활동가는 긍지나 자부심 등이 채워져

야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늘 고민이긴 해요. 활동가는 좋은 일을 하면

서 조금씩 일도 하고 싶은 거니까.

(최은정, 여/50대, 2014.3.19)

  위 이야기를 통해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지기 활동은 조합원을 조직하는 데 효과적이며, 반찬 봉
사 활동은 조합원들이 지역민들과 만나 소통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활동에 대한 
보상이 돈으로 지급되고, 돈을 많이 받는 활동과 적게 받는 활동이 구분되면 돈
을 많이 받는 활동으로 참여가 편중되고, 활동의 종류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활동에 대하여 돈 외의 보상을 적절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다.

  2) 주도와 동원

  활동가들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협
운동의 너비(대중성)와 밀도(결속력 및 ‘아래로부터의’ 주도성)를 함께 강화할 방
법을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욕구를 다양하게 포괄하기 위해 먹거리뿐 
아니라 의료, 교육, 육아 등으로 의제의 폭을 넓힐지, 특정 활동에 대한 활동의 
집중도를 높여 가시적인 요구를 만들어낼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활동가가 많다. 
활동가들은 조합원에 의한 주도적인 참여를 주요시하는데, 이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주인이 되어 먹거리, 교육, 문화, 환경 등 생활 속의 문제들에 대해 스
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생협의 정의에도 잘 맞는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생협운동 경험이 적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
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식품안전성과 같은 생협운동 이슈
보다는 요리와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 조합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말, 가을생협 물품위원회에서는 요리 솜씨가 좋은 한 
조합원을 강사로 하여 <여름기획특선 브런치 요리 강좌>가 열렸다. 일일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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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합원은 조합원 8명에게 생협 재료들로 브로콜리 모닝빵 샌드위치와 게살스
프를 만드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조합원들은 시식 후 요리 동아리를 만들자는 
물품위원장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는데, 이 조합원들이 물품위원회의 물품심의 
활동이나 학습회에도 참여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다. 하지만 요리 동아리는 
부담 없이 참여할 만한 활동으로서 활동의 좋은 시작점으로 여겨지며, 활동가들
은 이를 비조합원들에게 생협을 알리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을생
협에서는 한 조합원이 만든 쑥버무리가 인기를 끌자 그 조합원을 강사로 하여 
떡 동아리가 생겼고, 소문을 들은 근처 아파트 단지 부녀회의 요청으로 강사가 
아파트에서도 생협 재료를 이용한 떡 만들기 강좌를 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해 활동가들은 생협 물품을 지역에 홍보하고 신규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활동은 위와 같이 우연한 기획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기
도 한다. 활동가들은 구상과 실행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것을 생협 활동의 특징으
로 여기기도 한다. 봄생협의 최은주 이사장은 아이쿱에서 “이런 거 해볼까?”라
는 제안이 나온 뒤 “그래 해보자”라는 실천이 금방 되는 것이 참여를 활성화하
는 원동력이라 설명했다. 가을생협의 한 활동가는 지역주민의 필요를 잘 파악하
지 못하고, 활동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생협 조합
원들은 활동을 빨리 조직해낸다면서, “생협에서 얘기할수록 함께 활동할 수 있
는 범위가 넓고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활동가들은 조합원의 필요와 흥미 위주의 활동만 조직하는 것을 경계하
기도 한다. 최근 아이쿱의 조합원 수와 사업 규모가 급증하면서 개인적인 필요
나 흥미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이쿱에서 동아리나 소모임에 비해 윤리적 소비나 사
회 이슈와 관련된 활동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그 근거이다. 다음은 
이에 관한 봄생협 활동가의 의견이다.
 

요새 개인주의라고들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활동에만 딱 참여하

는 조합원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모기퇴치제 만들 땐 참여하

는데, 그 다음 주 다른 활동에도 오시라 하면 “전 그거 필요 없어요” 하

고 안 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윤주, 여/40대, 20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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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은 활동을 새로 조직하기보다 흥미나 필요에 따라 이미 열려 있는 활
동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합원들이 이념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흥미를 충족할 수 있는 동아리나 만들기 활동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연구자: 생협 활동을 왜 계속하세요?

활동가: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사실 모이면 생협이나 이념 얘기는 거

의 안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새 힐링, 힐링 하잖아요. 서

로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그런 게 한번 채워지고 나면 다음

에 또 하게 되고.

(이윤주, 여/40대, 2013.9.11)

연구자: 어떻게 생협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셨고, 왜 계속 하세요?

조합원: 생협에서 퀼트동아리라고 꼭 퀼트만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요. 어디 놀러갔는데 좋다더라, 어

디가 뭐가 맛있다더라.. 같은 동아리 조합원이 해 주는 얘기가 인터넷 

정보보다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잖아요. 직접적인 건 사실 이런 이유죠. 

종교단체나 문화센터에도 이런 모임이 있지만 거긴 이해관계가 있잖아

요. 문화센터는 돈을 주고 해야 되고, 종교단체는 사상적인 게 있고... 

그런 거에서 다 자유롭고 맘도 편해요.

(정미현, 여/50대, 2014.2.25)

  위와 같이 생협운동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의 심리적인 위안과 필요를 위해 활
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사상’과 ‘이해관계’가 강제되지 않는 활동에만 참여
하고, 그 외 활동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다양한 경로로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가을생협은 조합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였고, 한 마을
모임 조합원들의 사업 제안으로 중학생 대상 성교육 강의가 열렸다. 이 강의에
는 지역의 비조합원 자녀들도 참석하여 생협 홍보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활
동은 잠재적으로 생협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활동가들은 활동이 특정 조합원들의 필요만 충족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가을생협 커피동아리 조합원들은 활동비와 공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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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받아 커피 교육을 받은 뒤, 커피 그라인더 구매 요청을 한 적이 있다. 활동가
들은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동아리 조합원들이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가을생협의 다른 활동에는 기여하
지 않고 있으며 그라인더가 커피동아리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만 쓰
일 수 있다면서 구매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이처럼 지역생협 조합원들의 요구를 조정할 뿐 아니라, 소비자활
동연합회나 사업연합회 차원의 요구에도 대응하며, 대응 과정에서 활동의 주체
성이 약화될 땐 고충을 겪기도 한다. 2014년 8월, 가을생협 이사회에 참석한 활
동가 9명은 지역생협의 신규매장 개점 관련 활동과 연합회 차원의 공동 활동을 
두고 고충을 겪고 있었다. 매장 개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역 조합원들에게 매
장 개점 소식을 알리고, 매장 주변에서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하는데, 세월호 사건, 의료민영화 반대, 쌀 관세화 반대 등 연합회 차원의 의제
에도 협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제가 과잉되면 활동가들은 “일이 되
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느라” 활동을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조
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소수의 활동가만 반복적으로 시위 현
장에 참석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의제와 관련된 
서명 용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가을생협 이사는 활동가 중심으로 참여
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제를 선별하고, 조
합원 중심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활동가들은 자신의 역할
이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지원하기보다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것 같을 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연합회 차원의 의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아이쿱의 조합원 수가 급증하면
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활동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아이쿱의 전국 78개 지역생협 이사장은 <전국대표자회의>에 모여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이쿱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였고 물, 의료, 전력, 
철도 등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함께하
기로 결의했다. 조합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운동본부의 목표였다. 이처럼 연합회가 다루는 의제의 폭이 넓어지면서 활
동가들은 연합회의 의제에 대한 지역 조합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거나, 지역 
현안과 연합회 의제에 모두 대응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2014년 7월, 가을생협에서 열린 <CEO와의 간담회>에서 한 이사는 CEO에게 
“활동을 하다 보면 위에도, 아래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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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서 조합원과 연합회 사이에서 자신이 지역생협 활동가로서의 어떠한 역할
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CEO는 “하드웨어 틀을 만드는 작
업인 경제나 경영과 달리 활동은 소프트웨어 내용을 채우는 작업”으로 구분하면
서 “조합원마다 관심사가 달라 활동을 한 가지로 규정하여 대답할 순 없으며, 
활동가가 원하는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현재 아이쿱에서 경영인은 
일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활동가들은 조합
원의 가치를 대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교육, 행
사 모임 등은 주체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사업연합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어떤 
사안이 궁금해질 때 이것을 활동가로서 물어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고민”하거나, 사업적 경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원 주권을 실현할 방
법을 모색한다.
  활동가들은 의제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신규활동가가 과
잉되는 의제에 고충을 겪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비활동가가 되려는 조합원이 활
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의제를 접하면 부담을 느끼고, 활동을 그
만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연합회의 의제에 대응하면서도 활동
가와 지역 조합원들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지역생협과 지방자치단
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한 가을생협 활동가도 “조합원들이 풀뿌리의 꿈틀
대는 움직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지
역 활동을 생협 내 조직 활동과 연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처럼 활동가들은 활동에서 주도와 동원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활
동가들은 조합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협연’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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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협연’의 지속가능성

  살펴본 것처럼 ‘협연’은 사업과 운동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로 역동한다. 
활동가들은 ‘협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거나 지역
생협과 지역사회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입자 가운데 적지 않은 탈퇴자가 발생하면서 활동가
들은 ‘협연’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을생협에서 2014
년 1~6월 동안 가입자 297명 중 181명이 탈퇴하여 가입인원 대비 탈퇴율이 
60.9%에 이르렀다. 가을생협에서 전체 조합원 중 마을모임이나 동아리 등의 모
임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비율은 약 7%인데, 이는 보통 4~5%인 다른 수도권 지
역생협보단 높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다.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이 고
객과 기여자로 양극화되고있진 않은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이쿱 CEO는 관료주의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여자들에게 우선으로 혜택을 주는 ‘기여자우선정책’을 
제안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마중물―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

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의 역할은 자본가와 투자자가 담당해왔고, 

생협 역사에서는 활동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활동가는 소비자, 생산

자, 직원 같은 다양한 협동조합 참가자들 가운데 주어진 의무 이상을 

수행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본가와 활동가는 권리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자본기업에서 위험감수를 결정한 자본가는 

성과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 협동조합 활동가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신성식 2014:330).

  CEO는 성과를 본 후 참여하는 조합원보다 성과를 보기 전에 ‘위험감수자’로 
참여해 온 중심조합원(조합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조합원) 덕분에 아이쿱의 사업과 운동이 지금과 같이 확장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도 “자본기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
상이 분명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구성원의 빈부차를 줄이고 연대성을 강화하
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참여에 대
한 보상과 무책임에 대한 징계를 마련하여 무임승차자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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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주인의식이 낮아지면 충성도가 낮아지고, 자본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원각 2012:123).
  이처럼 아이쿱 관계자들은 ‘협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다양하
게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내부와 외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은 ‘협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쿱
의 선배 활동가와 후배 활동가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1997년 
창립한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아이쿱의 초기 활동가와 신규 조합원 사이에는 
다양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협동조합운동 100년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구성원들의 유입과 세대 간 격차로 인해, 협동
조합 조합원들은 관료적 위계질서에 편입되거나 자본주의 기업으로 퇴행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69) 아이쿱 활동가들은 선배 활동가들이 리더십이 아니라 동료들
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펠로우
십(fellowship)’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박주희 2007:156). 가입 5년
차의 송지연 활동가는 선배 활동가가 없던 지역에 지역생협을 설립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선배 활동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희 생협은 지역에서 처음 생긴 생협이라 선배 활동가들이 없어서 어

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힘들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선배 활동가들

이 후배 활동가들이 잘못을 했을 때 크게 혼내거나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협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후배 활동가들에게 모범을 보

여줄 수 있는 선배 활동가가 많이 생기는 게 제일 필요해요.

(송지연, 여/40대, 2014.2.17)

  한편, 선배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후배 활동가들이 선배 활동가들
에게 의존적인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들은 누군가가 활동을 일방적으로 주도하
지 않도록 새로운 활동가들을 계속 모집하고, 서로 겸허하게 지적하며, 함께 성
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후배 활동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협연’
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선·후배 활동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쿱에서 경력과 활동을 인정받은 선배 활동가는 아이쿱생협연합회와 관련

69) [참세상] ‘사회적 경제’,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의 보충물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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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사 대표를 역임하면서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쿱생협연합회의 소비부문에 속한 우리농업지킴이상조회, (재)iCOOP협
동조합연구소,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주)클러스터지원그룹 등의 대표를 
모두 지역생협의 전(前) 이사장들이 맡고 있다. 아이쿱은 이처럼 활동가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협연’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부적으로, 조합원들은 ‘협연’을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들과의 연대로 확장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활동가들
은 조합원들이 개인적인 욕구를 지역 주민들과의 협동을 바탕으로 해소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조합원들은 학습 동아리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심사나 재
능을 나누고, 지역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사업과 일자리를 발굴하
려 노력하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처음에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방향
성이 없이 활동을 시작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일
자리나 사업을 모색하기도 한다. 가을생협의 전(前) 이사장이자, 현재 아이쿱협
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랜 경력의 한 활동가는 “협동이란 이념적으
로 서로 좋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로 간의 필요를 바탕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원들이 생협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을생협 활동가들은 지역의 다른 생협과 연대활동을 하면서 협동조합협의
회를 구성하였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NGO,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년 동안 
반장 역할을 했던 한 아이쿱 활동가는 지역민들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
이쿱은 지역생협 공간을 월 정기 간담회와 학습회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
회 단체 구성원과 조합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이쿱연구소 이사장은 
이러한 과정을 “결국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협동이란 형식을 
갖추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이쿱 조합원들은 이처럼 ‘협연’ 속에서 개인과 조직, 나아가 지역사회의 필
요를 함께 충족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형성하는 
‘협연’은 아이쿱이라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
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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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협연’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의 길

  UN이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제정한 2012년, 한국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말 발효되면서 다섯 명 이상이 모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
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4년 6월, 5천 개에 이를 정
도로 많아진 협동조합 중70) 자립 기반이 안정적인 곳은 드물다.
  하지만 생협은 2001년부터 꾸준히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30∼40%의 성장률을 달성했다(정은미 외 2011).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아이쿱은 한국 4대 생협연합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조합원 수와 매출액이 
늘고 있다. 연구자는 아이쿱 조합원들의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또한 한국 
생협 조합원들이 만들어 온 협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협연’이라는 개념을 되
살려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아이쿱에서 조합원들은 생산자, 직원과 협동하여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친
환경·유기농 먹거리의 생산소비체계를 보호하고 있다. 이들이 형성하는 ‘협연’은, 
앞서 살펴 본 “시장은 협약”이라는 은유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협약은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고들리에(Godelier)의 다
음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란 오직 계약 형식에 의한 거래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협상될 수는 없다. 개인들을 연결하는 

것, 곧 그들 간의 관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내면적

인 것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는 인간이 사회에서 살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들리에 2011[1996]:296).

  위에서 고들리에는 ‘계약’만으로는 연대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람들 간의 관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간의 관
계’를 구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더 단단한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연
구자는 이 과정을 ‘의미를 상호 구성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아이쿱 조합원들
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서 장기적 합리성, 신뢰, 실천의 의미를 상호 구성하

7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6.25



- 96 -

는 과정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구자는 조합원들이 ‘협연’을 형성하는 과정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답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이쿱 조합원들도 최근 사업과 조직
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조합원으로서 
맡아야 할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 고충을 해결하
는 길은 협동조합의 가치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과 같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아이쿱은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라는 한 가을생협 활동가의 말, “내가 이용하기 
위해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한 여름생협 활동가의 말에서 조합원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을 짐작해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무조건 퍼주자”보
다 “같이 살아내자”는 의미로 호혜를 추구하고,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를 핵심
으로 두고 있다. 
  이는 최근 조합원들이 무임승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장철에 배추 값이 저렴해서 아이쿱에 가입했다가 금방 탈
퇴하는 조합원이 많아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자, 조합원들은 재가입시 
출자금을 기존보다 높게 부여하는 제재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타인에게 생협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기준을 벗어나서 상습적으로 반품하고 주문을 취소하
는 행위, 직원과 활동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조
합원 카드 돌려쓰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제재를 바탕으로 책임과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이쿱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두 번째 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아이쿱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 한 활동가는 2014년을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아이쿱 조합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
를 계속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립시기부터 활동해 온 한 여름생협 활동
가는 “조합원 수가 많아질수록 이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도, 이사들이 조합원
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진다”면서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같은 조합
원 전체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소장은 
2014년 7월,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포럼>에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실행
하는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대의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주의는 절차적 최소요건(보통선거권, 주기적 선거, 정당 간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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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정부의 구성 등)을 갖춤으로써 스스로 자기발전의 경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가 어떤 지적, 도덕적, 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는가에 따
라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다(최장집 2013). 조합원들
은 “초심을 잃지 않고 감시의 눈을 뜬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
동하는 문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봄생협 최은주 이사
장은 생산자, 조합원, 직원이 교류와 교육을 통해 지금과 같이 정책과 시스템을 
체득해나간다면 아이쿱의 ‘협연’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원들은 윤리적 소비뿐 아니라 윤리적 노동에 관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있다. 노동운동 진영에서 창립한 아이쿱은, 최근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를 조성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에서 새로
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연대에는 문제의 일차적 해결
을 국가와 시장 같은 시민사회 바깥보다 시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협력에서 찾
는 경향이 나타나는데(강수택 2013:32-3), 아이쿱 조합원들도 먹거리뿐 아니라 
교육, 공제, 주택 등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는’ 새
로운 제도를 고안하고, ‘협연’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협연’은 바우만(Bauman)이 “각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 사실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며, 공동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바우만 2012: 396-7)는 통찰을 일깨워준다.
  한편, 바우만은 세계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액체와 같이 유동하며 변화하는 
근대에서, 변화 속도가 사람들의 의식 속도를 추월하면서 사람들이 변화에 떠밀
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ibid., 5), 이러한 액체 근대가 ‘1%의 기름이 99%의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소수의 
대형자본을 중심으로 부가 불평등하게 독점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고 변화에 유
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쿱을 비롯한 생협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를 강화하고, 기
름의 입자를 부수는 비눗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을 정화해나가고 있다. 아
직 한국에서 생협운동은 구매력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
으로 운동이 대중화된다면 더욱 큰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가가 젊어지려면 농부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가을생협 활동가의 말, “소
비자가 찾아주지 않는 쌀을 생산하면 생산자의 손해다”라는 한 주곡 생산자의 
말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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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쿱 조합원들이 실현하려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경제민주화’의 길과도 맞
닿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
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
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경제민주화의 근거들을 이미 포
함하고 있다.71) 아이쿱 조합원들도 ‘협연’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경제주체 간 조화, 적절한 시장 규제를 실천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주주의의 길을 새로 놓고, 생산자, 직원과 함께 그려
나가는 협동의 풍경은 이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는 소비자 조합원들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어 생산자나 직원의 생협운동 경험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 다양한 경험에 주목한다면 ‘협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수도권 아이쿱 지역생협 
조합원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어 다른 지역 조합원들의 경험에는 주목하지 못하
고 있다. 지역사업이 활성화된 수도권 외 지역생협에 주목한다면 아이쿱 조합원
들의 지역 활동 양상과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4대 생협연합회 중 아이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생협 조합원의 경
험은 거의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생협 조합원들의 생협운동 경험을 비교
한다면 한국 생협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71) [주간경향] [착한경제학] 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일까?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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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ene of Cooperation
: iCOOP Consumer Cooperative Members’ Practices of

Ethical Consumption and Construction of ‘Hyeopyeoan’

Hwang, Jiae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iCOOP Consumer Cooperative (hereafter 
referred to as iCOOP) members construct ‘Hyeopyeoan’ based on Ethical 
Consumption Practices. ‘Hyeopyeoan’ means cooperative solidarity and it 
is originated from activists’ historied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Wonju. 
Wonju is the famous city in Gangwon province, Korea fo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vements since 1960s. I will redefine ‘Hyeopyeoan’ 
as iCOOP consumer members’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producers 
and staffs in iCOOP to research its meaning deeply.
  iCOOP members started Consumer Cooperative Movement (hereafter 
Consumer Co-op Movement) since 1997. They have pursued Ethical 
Production and Ethical Consumption based on the co-running business by 
consumers and producers, and tried to solve their problems in life. The 
first Korean Consumer Co-op Movement spreaded in 1920s by Joseon 
people, who yearned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ir movement was reborn as Consumer Co-op 
Movement through direct transaction between producers (organic farmers) 
and consumers in 1980s, when various revolts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exploded. Among four Korean Consumer Co-op movement 
groups, iCOOP’s leading founders were labor movement activists who 
sought to regional support base. They renovated movement by a new 
policy, ‘Concentration of Business, Division of Organization’. This policy 
was a core driving force for them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power of 
consumers and capital to popularize their movement. Currently, i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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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e fastest growth in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 amount of 
sales takings among four Korean Consumer Co-op Associations. I will 
focus on iCOOP members’ Movement by their Ethical Consumption 
Practices and construction of ‘Hyeopyeoan’.
  iCOOP members’ Ethical Consumption Practices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Transaction, Verification and Study. At first, members practice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epaid Purchase for Transaction' 
considering the long-term rationality effects. Next, members verify safety 
(credibility) of iCOOP products by physical experience, word-of-mouth and 
detailed product information. Finally, members familiarize themselves with 
'active questioning speech' and discussions for Study. Through these 
practices, members build up both Ethical Consumers’ identity and iCOOP's 
organizational identity. I will see whether members’ ‘Hyeopyeoan’ changes 
the existing meaning of Ethical Consumption, from the consumers’ 
influential market power to the consumers’ market creating power. Also, I 
will consider the metaphor, 'market is and agreement'. 
  ‘Hyeopyeoan’ is fluctuating as iCOOP’s business and organization is 
rapidly growing and interests conflicts are becoming diversified 
accordingly. The dynamics in ‘Hyeopyeoan’ consists of two aspects: 
Business and Movement. For business, iCOOP members have difficulties 
when the responsibility of consuming ugly-shaped organic vegetables is 
unequally experienced or their viewpoints toward market competition 
come into conflict with other Consumer Co-ops. For movement, iCOOP 
activists agonize when their voluntary and unpaid activities become 
passive and overburdened. I will discuss sustainability of ‘Hyeopyeoan’ 
based on member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Ultimately, iCOOP members' construction of ‘Hyeopyeoan’ can be 
understood as balancing freedom and responsibility as Co-op members.  
Members are trying to fulfill the value of democracy, one of the core 
values of Co-op. According to their practices, the scene of cooperation is 
changing continuously.

Keyword: Consumer Cooperative, Consumer Cooperative Movement, Ethical 
Consumption, Hyeopyeoan, Market, Democracy
Student Number: 2012-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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