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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2년 협동조합 기
본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본 토양
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시간
이 지나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그 격차가 크다면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전국적인 동일한 법적 제도적 요건
형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 사회경제적조직의 성장
은 지역의 정치·행정적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협
동조합의 설립과 성장률에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구
규모에 따라 표준화한 협동조합의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대도시와 지방, 광역권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협동조합 설립의 인적 물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볼 때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업, 농업·어업
및 임업,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
다. 셋째, 이러한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
수는 사업체수, 광역조례채택 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정당 등으
로 나타났으며 협동조합의 설립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은 협동조합 관련 광역조례가 채
택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적인 경우, 사업체가

많이 집적한 지역 등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고, 경제적 여건이 활성
화된 지역에서 보다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자생적 필요에 의해 협동조합이 활성화
된 유럽국가와는 달리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기관장의
정치적 성향과 관심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이
며, 어느 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 차원
에서의 조례 채택 등 법제도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킹 형성, 판로지
원 등 협동조합 지원 활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방향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현장 중심, 지자체 정부 주도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별현황, 협동조합 성장요인
학 번 : 2016-2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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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2년 협동조합 기
본법을 통해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본 토양이 전국적으로 동일
하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역별 차이가 있
는지, 그 격차가 크다면 기본법 시행의 효과와 그 요인이나 환경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최근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체 중 하나이다. 한국의 협
동조합은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시행 6년차인 2018년 6
월말 기준으로 현재 1만 3천여개1)이다. 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2)를 실시하여 사업운영, 고용, 재무현황 등에 대한 현
황파악을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협동조합 또는 조직군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원론이나 추측으로 머무르고 있
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조직생태학적 관점을 협동조합 생태계에 적용하
여 설립양상과 성장추이를 분석하거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
책적 제언 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소수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연구
는 일부 지자체 하나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협동조합 전체를 대상으
로 하는데 그치고 있다.
결국 협동조합법 통과 이후 이루어진 그간의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나 실
이는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농협, 수협, 신협 등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던 제한이 완화되어 조합원이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 보험, 의료 분야를 제외
한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
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
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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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는 분석단위를 국가 전체이거나 일부 지자체에 한정함으로써, 협동
조합이 설립함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왜 그러한
지, 어떤 지역은 빨리 성장한 반면, 타 지역은 그렇지 못한지 정확하고 객
관적인 실태파악이 없어, 협동조합법 통과 이후 그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만약 현재의 협동조합 설립 양상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석단위를 전국단위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본법 제정 이후 단기간 내 보인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협동조합 유형별 분포와 적극성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급속히 증가하는 협동조합의 성장이나 차이의 추이는 지자체
별로 분석단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발생시킨 요인이 무엇
인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법 통과 이후 협동조합의 지역별 성장 차이와 특
성을 파악해봄으로써 왜 어떻게 이 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협동
조합의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조직의 지속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통적
또는 차별적 환경 요인에 주목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
한 환경적 요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협동조
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여건 조성이나 정책적 대안 마련
에도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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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론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강민수, 2016:17). 협동조합이 무
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협동조합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제도적 여건에 따라 출현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며, 둘
째, 협동조합이 조합원 결사체이며 동시에 사업체라는 이중적 속성(dual
nature)을 가지기 때문이다(Robotka 1947; Phillips, 1953).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존재한다(강민수,
2016).
구분

<표1>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학문분야
철학

규범적
접근

사회학
법학

주요 논의
협동은 인간의 본성이며 협동조합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협동조합이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
생한 실업과 생계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출현한 사람들의 결사이며, 이를 통해 구성
원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협동조합은 국가별로 다양한 입법체계와
법인격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목적이 규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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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한 기업으로 조
신고전파 합원 편익 증대라는 목적함수를 위해 공급
과 수요를 결정하며 시장균형을 추구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과 달리 현실의 경
경제학
제주체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증적
신제도주의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조합과 조합원은 상
접근
호 계약을 맺고 행위하며 재산권, 대리인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경영학
사기업, 공기업과는 다른 경영원리를 가진
경영체이다.

출처: 강민수(2016: 17)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
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
제협동조합연맹, ICA)이며,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
체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3)
을 바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에 목
적을 두고 있다. 이 외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EU협동조합조직법(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의 정의는 ’공통의 이해를 가진 개
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소유체 조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
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스테파노 지마니 외, 2012; 기획재정부, 2012)이
다. 여기서 각 기관마다 협동조합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속
성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협동조합의 형태가 ‘기업’ 혹은 ‘사업체’라는 점
3)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 부여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4 -

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공동소유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자율
단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공동의 이해와 필
요를 추구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송애정 외, 2013).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
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4). 기본법에 의한 정의는 공동소유와 운영에 대
한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일반적 개념과 동일한 맥락이지만, 조합원의 권
익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오
늘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y)이 활발히 전개되고 대기업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하여 서
민계층의 경제력을 육성하여 양극화 해소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애정 외, 2013).
한국의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 ‘신용협동조합
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1999) 등의 개별법 체제 아래 설립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2012)은 이
런 기존의 개별법들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중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립동의자 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 다른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에 농협, 수협 등 특별법과 정부의 정책
4)

사업범위: 공통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가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출처:http://www.co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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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그 설립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비교
적 자유로운 설립을 선언함으로서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있으며, 시행 초기의 단계에서
는 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문제
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조
직과 구조는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상법상 유
한책임회사, 사회적 기업 등과의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과
의 차별성을 요한다(류창호, 2015).
<표2> 학자별·기관별 협동조합 정의
구분

Mill, 1852
Marshall, 1889
Gide, 1924
Helm, 1968

Schaarrs, 1971
Rhodes, 1983
Staatz, 1984
McBride, 1986
USDA, 1987

협동조합 정의
평등을 전제로 한 노동자 자신들의 자주적 정의
신념이 들어있는 운동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교육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정성에 기초해 주어진 목표를 실행하는 경제주체
들의 자발적 조직
조합원 이용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
며, 비영리 또는 비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연합사업체
이용자의 상조를 위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특별한 형
태의 사업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한 자조적인 결사체
원가경영을 추구하며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
제되고 자본이익을 제한하는 사업체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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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협동조합 정의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여
Barton, 1989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사적 사업체의 법적 형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MacPherson, 1995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일
Fulton, 2000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 사업체
조합원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며, 조합원 공통의
Nilsson, 2001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제적 실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
대한민국
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을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
국제노동기구(ILO)
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율조직
공통의 이해를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
유럽협동조합법
동 소유체 조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미국 농무성(USDA)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비영리 조직으로 조합원들의 상호자족·협동 및 경제
미국 뉴욕협동조합법
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출처: 임영선(2014)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대한민국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및 교육연수생 조성 타당
성 조사 연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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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생태계
(1)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는 경제학에서 도덕적 접근을 강조하기 위해서 1830년에 프
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샤를 드노와이에(Charles Dunoyer)에 의해 처
음 사용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Chaves & Monzon, 2012). 그러나 오늘
날 사회적경제는 자기조정적 시장과 전통적 시장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
제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Chaves & Monzon, 2012) 또는 시장경제의 절
대화 및 그것의 부수물인 시장사회와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사회적경제 프
로젝트로 여겨지는 등(Laville, 2003) 대안적 경제개념으로 언급되곤 한다
(김정원, 2014). 또한 Gide(1904)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이 이타적
협력과 상호 부조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산업자본주
의의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평가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크게 활성화되었던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등장
및 확산, 시장경제와의 경쟁 속에서 동화 내지 침윤을 겪으면서 퇴조해나
갔으나 1970년대 이후 새로운 동력으로 조직되기 시작한다(김정원, 2014).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용창출과 서비스 공급을 그들의 역할에 포함시켜 사
회적 협력, 상호 부조, 그리고 저항을 결합하는 동시에 사회적 결속과 적
극적인 사회참여를 쟁점으로 결합시키는 것이었다(Laville, 2003; 김정원,
2014). 최근 정치경제적 질서의 변화나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발전과 같은
거시적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직, 연준한 등 2013).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진에 커다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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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과 공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경제활동이 가능
하다(Lukkarinen, 2005; 장원봉, 2008). EU는 경제와 고용위기 속에서 사
회적경제가 긍정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취업애로계층의 통합에 중요한 역
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일
어나게 된 배경에도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초래한 실업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기대가 동기로 작동했다(신명도, 2008). 20세기 전반까지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는 집단과 조합주의의 성격이 강했지
만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측면에
서도 시민사회의 활력과 지역공동체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기반한 실
천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송애정 외, 2013).
Defourny(2001)는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
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EU(1989)는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
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를 사회적 경제로 정의하고 범
유럽 차원의 의제로 채택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조사연구 사업
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전성군 외, 2012: 신명호, 2008; 송애정 외 2013).
또한 OECD(1999)는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
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
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
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Noya &
Clarence(2007)은 OECD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길현종·안주엽(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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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국노동연구원(2015)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지닌 조직들로 구성된 사회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경제가 담고 있는 의미나 가치, 규범은 확정적이지 않고
(장원봉 2007; 신명호 2009; 주성수 2010, 이상직 2013), 학계에서는 조직
유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자주 볼 수 있다
(Defourny and Develtere 1999; Ninacs 2002; 노대명 2007, 주성수 2010;
Yu 2011, 이상직 外 2013).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조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
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명칭
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원칙들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는 하나의 부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울시, 2016).
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3)는 네 유형의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효섭(2012)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비교연구”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비교하여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소개하
였으며, 신명호 등(2012)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20세기 초에 이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들이 설립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우리는 1996년 자활시범사업,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2010년 사회적기
업 육성법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서울시를
- 10 -

시작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유럽과는 다르게 협동조합이
가장 뒤에 호명되는 차이가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며 진화해 나가고 있다
(강민수, 2016:16).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에 가치를 두고 불평등과 빈부격
차,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사회
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활성화 노력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5)하고 2017년 10월 18
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 18일『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등 구체적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5)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
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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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구 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자치부
지침
육성법
보장법
시작연도
주참여자

2007년
취약계층

중간
지원
기관

2012년
이해당사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2010년

2012년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권역별
마을기업
지원센터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 인건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건비,
사업비, 컨설팅 자활기업
운영비·사업비
기관운영비, ․협동조합
지원 등
지원 등
사업개발
설립지원,
교육․홍보사 ․마을기업 설립 ․자활지원을
지원 지원 등
전 교육 및
사업 ․사회적기업가 업 등
위한
신규모델
조사․연구․
내역 육성,
․협동조합종합 발굴․확산,
및 홍보,
경영컨설팅, 정보시스템
경영 컨설팅, 교육
사업개발
판로지원,
용역 등
판로지원 및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
지역 네트워크 기술·경영 지도
템 구축 등
구축 등
및 창업지원
등
*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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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 생태계
조직생태학(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organazational ecology)
은 생물학의 자연선택이론을 조직에 유추, 적용한 것으로 생태계
(ecosystem)는 공동체(community)와 사회적·기술적·경제적 환경이 공진
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원이 규칙적으로 순화하는 사회체계를 의미한다
(Baum & Singh, 1994: 10) 조직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은 조직군
(Organization population)이 어떻게 출현하고 확산되고 사멸되는가를 이
해하기 위한 이론으로, 특정 산업에 속하는 조직들의 역학(Dynamics)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며, 조직군 내의 역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직생태학자들 조직의 설립률(Founding rate) 및 폐업률
(Mortality rate)에 초점을 맞춘다한다(정진원, 2018). 이처럼 조직군과 현
경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조직생태학’적 시각에서는 나무보다 숲을 보
는, 즉 관찰의 수준을 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에 맞추고 단기적 변동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분포의 추세에 관심을 두고 있다(한신갑, 2016).
조직생태학적 관점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생태계에 적용
한 연구는 아직 소수이지만 최근 일부 나타나고 있다. 김기태(2013)는 “협
동조합 생태계란 무엇인가?” 연구에서 협동조합 생태계를 ‘생명체와 같은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군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복잡계’로 정의하고 생태계의 성립 요건과 협동조합
생태계의 사회적 가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요건, 생태계 발
전을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은 과도한 경쟁만이 아닌 경쟁과 협동의 조화와 균형, 윤리적인
소비와 생산을 통한 생태계에 미치는 사회경제계의 부하의 경감, 구성요
소인 개벌 협동조합의 적정한 성장과 상호 간의 우호적 연해 등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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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협동조
합 생태계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현주(2013)는 ‘조직생태학적 관점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탐색’ 연
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 추이를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조직생태학적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생태학 이론을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적
용하여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기업
의 생성 또는 시장 진입과 경쟁으로 인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분석결과 향
후 업종과 지역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도 업종과 지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제 운영, 지역특화 클러스터 육성, 공공구매시장 및 판로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곽원택, 최승일(2014)는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방안’연구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설립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기존 8개 개별협동
조합(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
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진입(시장 참여 기회 확대), 자금조달(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력 양성(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연대·협력(협동조합간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신갑(2016)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조직군의 현황에 대한 논의 대부
분이 원론이나 추측으로 그치는 것은 상당 부분 체계적 자료에 기초한 실
증적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협동조합의 조직생태학” 연구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이후 2년반 동안 ‘열풍’으로 불리던 이 시기 협동조
합 설립의 양상과 추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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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조직군에 두는 생태학적 시각에서 서울시에서 설립된 1,807개 일
반협동조합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를 검토해 협동조합 조직군의 구성양상
과 형성 추이를 살피고 이들 공간과 시간의 분석을 통해 조직군 수준에서
혼종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강민수(2016)는 “협동조합 연구현황과 향후과제”에서 협동조합의 실체
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 사상, 이론, 방법 이론, 그에서도 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 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협동조합을
기존의 경제이론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협동조합이론 연구의 가
장 큰 장애물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
렵다고 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
는 첫째, 협동조합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제도적 여건에 따라 출
현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며 둘째, 협동조합이 조합원 결사체이며 동시에
사업체라는 이중적 속성(dual nature)를 가지기 때문(Rubotka, 1947;
Phillips, 1953)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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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협동조합을 위한 독자적인 경제이론은 분명하지 않다. 이는 협동조합이
라는 조직이 조합원 결사체인 동시에 사업체라는 이중속성(dual nature)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obokta, 1947; Phillips, 1953; 강민수, 2016). 협
동조합이 발달된 유럽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생적·자발적으로 출현한 것이기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를 사
업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이를 통합하
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협동조합 연구자들은 자신이 기반하
고 있는 협동조합 사상이나 역사적 전통에 따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
양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강민수, 2016). 이러한 이유로 이론적 측면에서 본 향후 과제는
협동조합을 위한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서양과 달리 정부 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거치
면서 특별법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종 부문
의 협동조합들이 정부 각 부처에 계통 조직화되어 있다6). 고도성장의 방
식이 정부 주도의 자원동원형과 자원이 편중·배분되었기 때문에 농협, 신
협 등도 이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의 중요한 집행 파트너로서의 역
할에 집중되었고 주로 고리대 정리를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기능에 편중되
어 발전되어 왔다. 반면 마을, 지역, 지구, 전국을 단위로 서로 협동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전
통은 미흡하다(장종익, 2012).
6)

영국은 소비자 협동조합이 프랑스에서는 생산자 협동조합, 독일은 신용협동조합, 미국
은 농업협동조합이 발달했는데, 이는 나라마다 형성배경이나 법률 등 제도적 기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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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다른 상황 속에서 기존 연구에서
의 협동조합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상, 협동조
합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통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이
해하고 있어 협동조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의 협동조합 연구를 살펴보면 생협, 신협, 농
협 등 각 각종 부문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세계적 흐름과 주
요 특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1983년 Levay, 1987년 Staatz, 1998년 Torgerson, 2004년 Cook, 2010년
장종익 등 5년, 10년을 주기로 진행된 이론연구의 성과를 성리하고 있으
나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의 이론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생산자 협
동조합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강민수 2016).
염찬희(2015)는 『협동조합연구』에 수록된 401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주제, 게재 논문편수, 공동연구 여부, 저자, 연구방법, 협동조합 유형,
논문 분량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주제 측면에서 1980
년대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었던데 반해 2002년
이후에는 협동조합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역
사·철학·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 1/10
수준으로 격감했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생산자협동조합에 집중되었던 연구 영역은 협동조합기본
법 제정을 위한 협동조합의 법,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와 한국협동조합
부문의 발전방향, 해외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나라마다 그 특성과 환경이 달라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
다. 이는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연도가 6년 정도에 불과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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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유아기, 아동기에 해당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는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 자발적 결사체라는 협동조합적 사업 개발의 유
인이 약하고 정부를 통해 현존하는 부와 가치를 재배분하려는 유인이 강
한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공동
체성 회복이나 문제해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목표나
과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생태적 환경에서 단순한 해외
사례의 모방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협동조합의 또 다른 주요 연구흐름으로는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및 협동조합의 분류 등에 관한 연구(김기태 외 2012; 박환두, 노영숙
2013; 장종익 2014, 염찬희 2015)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최근 협동
조합의 새로운 진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협동조합에 대한
분류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장종익, 2014)는 비판이 존
재한다.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협동조합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에 비해 보다 다차원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협동조합의 연구현황에 대한 연
구(염찬희 2015),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에 관한 연구(송재일, 2015),
인식에 대한 연구, 정책만족도 조사 등이 등장하고 있고 협동조합에 때한
연구에 인접학문들의 관심이 연구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이질적
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이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연구분야로 종합되어 독
립된 지식 체계와 분과학문으로 세우려는 노력이 진행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직생태학적 관점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생태계
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 소수이지만 최근 일부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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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관한 논의들(예: 『생협평론』18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년
의 평가”)에는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논의에서 “협동
조합 생태계”라는 표현은 협동조합 부문의 지속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이 공식
조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내용과 다른 한
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협력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한다(김기태, 2013; 김재민·김정희·조옥, 2013; 신성식, 2013c; 오
항식, 2013; 장종익, 2014; 김의영·임기홍, 2015; 한신갑, 2016)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선행 연구는 조직생태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논의의 나열에 그치거나, 실증 분석의 범위가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한계
가 있다. 협동조합 추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에서 분석단위를 전국단위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본법
제정 이후 단기간 내 보인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협
동조합 유형별 분포, 적극성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 하에서는 급속
히 증가하는 협동조합의 성장 자체를 좀 더 각 지자체별로 미시적 차원에
서 접근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과 연구의 틀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설립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설립양상과 추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하
고, 각 지역별로 업종별 분포와 설립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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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문제
협동조합의 지역별 설립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라
는 두 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1: 협동조합의 설립은 정치행정학적 요인 및 사회경제학적 요
인 등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률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직의 확
산과 성장을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책기조를 들 수 있으며 정책
기조는 조직의 구조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황창호·장용석, 2011). 협동
조합과 같은 비영리사회경제적 조직의 성장은 정치행정적 또는 사회경제
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비영리사회경제적조직의 성장은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공급측면과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수요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이론은 조
직들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주체의 역할과 특성에 관심을 가
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영리사회경제적조직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
체들이 비영리 사회경제적조직의 설립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성장한다
고 본다(Abzug and Turnheim, 1998).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는 정부이다. 정부가 비영리사회경제적 조직의 역할
이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정부는 여기에 직간접적인 재정지원,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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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비영리조직들은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정부는 정책
의 정당성이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김준기, 2000:9, 정영재,
2017).
한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살펴보면 수요측면 이론인 시장실패론이나
정부실패론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비영리사회경제적조직이 만들어지
는 것은 사회의 필수적인 수요에 의해 기존의 시장이나 정부로도 충족되
기 어려운 또 다른 영역에서의 수요가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이타주의에
기반한 비영리부문이 성장하기 때문이다(Weisbroad, 2009). 반면, 신뢰이
론(trust theory)에서는 소비자의 비대칭한 정보의 한계로 기업이 생산하
는 특정한 재화의 양과 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비영리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설립을 후원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태룡 외, 2013;
김준기, 1998:69; Hansmann, 1987: 27). 신뢰이론은 비영리조직의 근본적
속성이 사회적 신뢰성에 기초하는데 Boris(1999)는 비영리조직이 갖는 신
뢰성은 주로 이익의 비배분성과 운영상의 투명성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비
영리조직이 신뢰문제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연구문제 2: 지역별 협동조합의 분포 및 추이는 공간별로 내재된 지역·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다.
협동조합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
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는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
가 협동조합 설립의 인적 물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만약 중앙 및 지
방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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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육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학계의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
의 형성과 규모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특히 이질성 이론
(Heterogeneity Theory), 상호 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 등 사
회과학 연구자들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확산 요인으로 제시한 이
론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매우 활발하다(최유진, 2017). 이 중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규모나 성장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
이 활용하고 있는 이론은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이론이다.
이질성 이론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의 인종, 경제력, 종교,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다르다면 주민의 수요 역시 다양하고 이질적
(heterogeneous)이게 되고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Pevcin, 2011). 따라서 이질적인
상황에서 공공재 공급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주민들은 비영리 기구나 협
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Nissan, Castano and Carrasco, 2012; Carunana and Ewing
2002;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2000). 따라서 지역의 이질성,
다시 말해 주민 구성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도가 커
지게 된다(최유진, 2017).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사회경제적조직은 지역
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 간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 창업이 유발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근본 활동 방향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이 많은 지역
은 더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고, 인근 지역에 협동조합의
창업이 많아지면 인접한 지역 역시 이를 모방하여 사회적 기업가의 협동
조합 창업이 활발해진다(황정윤·조희진, 2016).
두 번째 이론인 상호 의존 이론은 정부와 협동조합의 협력관계를 강조
하며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도 역시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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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가정한다(Sokolowski, 2013; Nissan, Castano and Carrasco, 2012;
Salamon and Anheier, 988;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2000). 협
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시민 조직은 공동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신속히
대응하며 빠른 처방을 하는 경향이 있다(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2000).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관료제의
영향으로 신속하지 못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치
는 경향이 있다. 비용 측면이나 신뢰 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민간단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박홍윤·송재봉, 2015). 이러한 정부와 협
동조합의 관계를 Nissan, Castano and Carrasco(2012)는 동반관계
(partnership)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
경제적조직 역시 이런 동반 관계를 반긴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 활동가
는 비용 감당이 어려운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사회문제를 인지하면서
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장하거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비용을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2절.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직이 시공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
에 대한 연구로 17개 광역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단일 조
직군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www.coop.go.kr 싸이트(2018년 5월 29일 다운로드)에서 다운로
드 받은 협동조합 설립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2012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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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서 수리·허가된 협동조합의 리스트로, 법
에 규정된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를 포괄한다. 이 자료에는 협동조합 인가(수리)일, 대표자, 업
종, 유형, 주요사업 및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부
터 2018년 4월까지 수리 또는 인가된 협동조합의 수는 13,179개로 나타났
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연
도별로 설립된 조직의 수를 들 수 있다. 이에 지역별 협동조합의 성장추
이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표를 주소정보를 바탕으로 한
각 인가(수리)일을 설립시점으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 이후 인가(수리)받은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설립 이후 소멸된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
다.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순 성장과 도태현황에 대해 각 시기별로 소멸
되는 협동조합 수를 연구에 포함해야 하지만, 현재 협동조합의 소멸에 관
한 자료는 찾기 어려워 부득이 제외하였다7).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
년마다 실시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기획재정부, 2018, 2015, 2013)’는 행
정조사를 바탕으로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운
영, 고용, 재무현황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자료
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사자수, 평균자산, 매출 및
총수입 등 고용과 재무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7)

기획재정부가 2018년 2월 13일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
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53.4%로 2015년 12월 2차 조사(54.6%)보다 1.2p%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폐업 이유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 자금 부족, 조합원간 의견 불일
치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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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성장추이 실증분석모형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설립 추이와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협동조합에 관한 국내 관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한 후 협동
조합의 설립 추이와 그 특성을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성장추이에 관한 자료를 지역별(광역시도단위)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별로 성장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분류
(2) 수도권/비수도권, 영/호남 등 지역별 특성이 대별되는 지역을 구분하
여 분석
(3) 지역별 분포, 성장의 추이에 내재된 지역·업종별 기본 특성을 파악
- 분포 및 성장의 추이에 내재된 지역·업종별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경제변수, 지방정부 지원 및 관심도 등 정치경제적 변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 등을 활용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수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단간 평균차이분석, 교차표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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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 분석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의 분석틀
이론적 근거
· 정치행정적 환경

요인

- 국내법규, 제도 등
변화

·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

- 협동조합 이론 및
사상, 가치와 진화

→

조직의 확산
· 연도별 조직 설립 추이
· 공간적 분포

- 지역별 성장단계별 구분
(저/중/고성장 지역)
- 지역별 차이
(수도권/비수도권, 영호남,
대도시/지방, 광역권역별)
- 지역·업종별차이

→

조직확산
및 격차 함의
· 협동조합확산의맥락
· 지역별 특징 도출 및
격차 함의

⇑
성장 주요변수 탐색
측정지표

종속변수

◦ 조례채택여부
- 광역/기초조례
◦ 보수/진보 성향
- 광역지자체
기관장소속정당
◦ 사회·경제적요인
- 인구, 종사자수,
사업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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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수

2. 성장요인 실증분석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지원 및 관심도 등 정치경제적 요인 및 종사자
수, 사업체수, 인구수 등 경제·인구학적 요인이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탐색하
고자 한다.
먼저 협동조합의 설립은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종속변수로 삼은 것은 협동조합 설립수(coop_ba)이다8). 생태학적 관
점에서 조직의 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자체별로 설립
된 조직의 수를 들 수 있다. 이에 지역별 협동조합의 성장추이를 분석하
는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인가(수리)일을 설립시점으로 간주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리 또는 인가된 협동조합의 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을 구성하는 설명변수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
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이며,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
내는 변수를 지자체의 광역/기초조례 채택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
사업체수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설명변수는 지자체의 협동조합 관련 조례9)의 채택여부이다. 박
종속변수를 인구만명당 수준으로 표준화하여 회귀분석할 경우, 설명력이 크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종속변수를 협동조합 설립수로 설정하였다.
9) 협동조합 조례의 주요 목적은 첫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출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협동조합 진흥 조례의 목적과 협동조합 조직
에 관한 정의는 광역조례와 기초조례를 불문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주민의 삶
의 질 향상,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
치단체장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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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옥(2012)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와 연결되어 설립되기 때문
에, 지역 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협동조합의 변화와 발전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으며, 최유진(2017)은 지방조례의 채택은 사회적 경
제의 가장 중요한 조직체 중 하나인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12월말 기본법이 협동조합의 설립 증가에 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성장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가 지방정부의 지원 및 관심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이 가
능하다.
두 번째, 모형을 구성하는 설명변수로는 지역의 정치성향이 협동조합
의 설립 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정치
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Brady et al, 1995; Jacobs & Skocpol, 2005).
미국 결사체 민주주의의 전성기에 대규모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계급을 초
월한 공동체로 작동했다(Skocpol, 2003).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정치권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에서도 결사
체 참여는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이
숙종· 유희정, 2010; 박바름, 2012; 도묘연, 2017).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
하여 지역별 정치적 색채를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특성과 연계하여 두
번째 설명변수로 광역단체장 소속정당을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대상기간
인 2012년 12월에서 2018년 4월 중 협동조합의 설립 기간 중 시행된 2014
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정당의 차이
를 독립변수(politics)로 정의하고, 이것의 차이가 협동조합 설립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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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설명변수로는 지역별 경제적 여건 등이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우선, 지역의 인구, 지역의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협동조합이 확산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경제적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종사자수(자영업자수, 상용근
로자수,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사업체수
(business)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협동조합 관련 조례의 채택여부, 광역
지자체 단체장의 정당의 차이, 자치단체의 인구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가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분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

<표4> 연구의 가설

내용
지자체의 사업체수, 기초/광역조례 채택 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
속 정당은 해당 지자체의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자체의 인구수, 기초/광역조례 채택 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은 해당 지자체의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지자체의 자영업자수, 기초/광역조례 채택 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은 해당 지자체의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지자체의 사업체수, 자영업자수, 기초/광역조례 채택 여부, 광역자
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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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모형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Yi = β0 + β1X1i + β2X2i + β3X3i + β4X4i + εi
Yi : i 지자체의 협동조합 설립수
X1i : i 지자체 협동조합 관련 광역조례 채택여부
X2i : i 지자체 협동조합 관련 기초조례 채택여부
X3i : i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
X4i : (i) i 지자체 사업체수, (ii) 지자체 인구수, (iii) 지자체 자영업자수
식에서 Yi는 종속변수로써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2012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총
개수가 해당된다. i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나타낸다. X1i는 i 기초자
치단체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동 기간내에 협동조합 관련 광역조례 또
는 광역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조례를 채택했는지 여부이다. 채택한 경우
1을 채택하지 않아 광역조례가 없는 경우는 0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X2i는 i 기초자치단체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동 기간 내에 협동조합
관련 기초조례를 채택했는지 여부이며, 채택은 1, 미채택은 0을 부여하였
다. X3i는 i 기초자치단체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의
소속정당이다. 연구대상기간인 2012년 12월에서 2018년 4월 중 시행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정당의
차이를 독립변수로 정의하고, 진보는 1, 보수는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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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i는 i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업체수, 인구
수, 자영업자수 등이다.

3) 성장요인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협동조합의 설립수(coop_ba)이다. 첫 번째 독립
변수는 협동조합 관련 조례 유무이다. 2012년 2월말 기본법이 협동조합의
설립 증가에 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성장은 중
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가 지방정부의 지원 및 관심도의 영향을 받
았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표16>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충북에서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한 광역조례를
채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광주, 서울, 세종, 인천, 전북의 경우 교육청에
서 별도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기
초조례 채택 여부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을 제외한 지역모두
에서 기초조례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의 경우 광역단위에서의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해당 도 안에 위치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기초조
례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광역조례 유무를 독립변수(law_w)로 정의하고 광역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경우는 law_w=1로 없는 경우는 law_w=0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초단위에서 조례 유무는 독립변수 law_ba로 정의하고
기초조례가 있는 경우 law_ba=1로 law_ba=0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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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준화된 협동조합 설립 수(std)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구분
강원(3)

경기(8)

경남(8)
경북(1)
광주(2)
대구(3)
대전(4)

<표5> 지역별 협동조합 관련 조례 채택 현황

법령명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 32 -

광역*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6)

서울(6)
세종(1)
울산(3)
인천(1)
전남(3)

전북(7)
제주(2)
충북(4)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각주: ●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조례가 있는 경우 광역조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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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두 번째, 모형을 구성하는 설명변수로는 정치성향이 협동조합의 설립
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퍼트남은 종교 집회와 단
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결사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주장했으며(Putnam, 2000; Putnam & Campbell, 2010), 콘웰의 분
석에 따르면 미국 사회 결사체 네트워크에서 교회가 핵심에 놓여 있다
(Cornwell, 2004).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 종교는 결사체
네트워크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했다(김용민, 2018)10).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2015.1)’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분포에는 불교는
고령층, 우리나라 동쪽에서, 개신교는 젊은층, 서쪽에서 상대적 강세를 나
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불교인 비율은 우
리나라 동쪽인 부산/울산/경남(42%)과 대구/경북(32%)에서 높았고 개신
교인 비율은 서쪽의 광주/전라(31%)와 인천/경기(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정치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Brady et al, 1995;
Jacobs & Skocpol, 2005). 한국에서도 결사체 참여는 정치 참여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이숙종· 유희정, 2010; 박바름,
2012; 도묘연, 2017).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분포와 관련시켜 유
추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강세 지역과 그간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한
지역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11). 이에 지역별 종교적 색채를 진보와 보
크리스챤 아카데미, YMCA, 영등포 산업선교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종교 결사체들은 각 부문 운동(학생, 노동, 농민, 여성)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대
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해 운동에 동원했으며, 필요에 따라 세계교회협의회(WCC)나 교
황청 등 국제 종교 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김명배, 2009;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09; 김민아, 2013; 김용민, 2018)
11)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독일 천주
교 단체와의 교류 속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에 발생한 남한강 유역의 집중적인 홍수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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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는 정치적 특성과 연계하고, 개신교 강세지역을 진보적으로 간주하여
협동조합 설립의 분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12).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설명변수로 광역단체장 소속정당을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대상기간인 2012년 12월에서 2018년 4월 중 협동조합의 설립 기
간 중 시행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지자체 단
체장의 정당의 차이를 독립변수(politics)로 정의하고, 이것의 차이가 협동
조합 설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단체장
소속정당이 민주당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임을 고려하여 진보
(politics=1)로, 새누리당인 경우 보수성향이 강함을 고려하여 보수
(politics=0)으로 정의하여 종속변수인 인구수로 표준화된 협동조합 설립
수(std)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표6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결과(‘14.6.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민주 새누리 새누리 새누리 민주 민주 새누리
민주
(박원순) (서병수) (권영진) (유정복) (윤장현) (권선택) (김기현) (이춘희)
진보 보수 보수 보수 진보 진보 보수
진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새누리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새누리 새누리 새누리
(남경필) (최문순) (이시종) (안희정) (송하진) (이낙연) (김관용) (홍준표) (원희룡)
보수 진보 진보 진보 진보 진보 보수 보수 보수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 진보 politics=1, 보수 politics=0
터이다. 이때, 홍수복구 사업의 중심 센타 역할을 한 것은 천주교 원주교구였다. 천주
교 원주교구는 재해대책 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했으며, 종료 단계에서 재해대
책 위원회를 이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 중심의 사회개발 위원회로, 그후 다시 사회
개발부로 개편하였다. 이같은 개편을 통해 지역농민들의 경제적 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역개발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 [출처] 협동조합운동과 진
보운동 |제3노총
12) 17개 광역지자체별 종교 분포 데이터가 미흡한 관계로 종교와 협동조합의 관계는 직
관적으로 유추하고, 종교와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17개 지자체장의 정당과 협동조
합의 설립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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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설명변수로는 지역별 경제적 여건 등이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우선, 지역의 인구, 지역의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협동조합이 확산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최유진(2017)에 의하면, 지역의 이질성, 다시 말해 주민 구성의 다양
성이 커질수록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도가 커지게 된다. 협동조합은 지역
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 간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 창업이 유발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근본 활동 방향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이 많은 지역
은 더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고, 인근 지역에 협동조합의
창업이 많아지면 인접한 지역 역시 이를 모방하여 사회적 기업가의 협동
조합 창업이 활발해진다(황정윤·조희진, 2016). 이에 경제적 측면에서 인
구수, 종사자수(자영업자수, 상용근로자수,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사업체수(business)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변수
협동조합 설립수
종속
변수 표준화된 협동조합
설립수

독립 정치/행정적
변수 요인

광역
조례
채택

< 표7 > 분석변수

정의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리
coop_ba 2012년
또는 인가된 협동조합의 수
std

인구 만명당 표준화된 협동조합설립수

law_w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체단체 관련조례 채택여부
-광역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를 채택 여부
- 채택=1, 미채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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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례
채택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또는 활성화를
law_ba 위한 기초자치단체 관련 조례 채택여부
- 채택=1, 미채택=0

광역
자치단
체장 politics
소속
정당
사업체 business
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선된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정당
- 민주당: 진보(politics=1)
새누리당: 보수(politics=0)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사업체수

사회/경제적 인구수 pop 2016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수
요인
자영업 selfemploy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자영업자수
자수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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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협동조합 연도별 설립추이
UN은 2009년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협동조합의 설
립과 발전을 위하여 제65차 총회를 통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로 불
황을 경험하면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UN의
협동조합의 해 지정 등과 같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12년 1월 협동
조합기본법 제정 등에 힘입어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시민들
이 협동조합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
공인, 여성, 중고령자 등이 매우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해 자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점, 보육·교육·돌봄 등 지역사회발전
에 필요한 사회적 공익 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비영
리 법인으로서 인가를 받는데 기존의 재단이나 사단법인과 달리 자격조건
이 매우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
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경제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
하는 기업모델이다(기획재정부, 2015). 한신갑(2016)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특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합
의가 있다면, 그것은 협동조합이 “사업체이자 결사체”라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동시에 하는 경제조직이자 사회조직”이라는 것(레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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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980]; 박승옥, 2012; 여치현, 2012; 강희원, 2014; 김두년, 2014a; 김
형미, 2014; 송인방, 2014)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가 ’혼종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협동조합 싸이트(www.co.go.kr)에 따르면 기본법 제정 6년만인 2018년
4월말 현재 현재 1만 3천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기
본법 시행 6년만에 하루에 6개 꼴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
해 설립된 것이다. 이는 기본법 제정 이전에 농협, 수협, 신협 등 개별법
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던 제한이 완화되어 조합원이 5인
이상만 모이면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13). 이에 그동안 주식회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
던 기업조직에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기업모델’이 등장(한정미, 2013)함
으로써 ‘협동조합’이라는 기업형태가 국민에게도 친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
었다(김두년, 2014).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설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기반에 힘입어 비로소 양적으로 성장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생존과 도태는 비효율과 같은 조직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한병섭·김익수, 20015: 516). 외부환경은 변화는 대체로 시장에
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장현주, 2013). 조직생태학
적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조직 내부 또는 자연발생적인 환경의 변화
보다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에서 양
13)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협동조합 체제는 크
게 8개 분야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상의 협동조합으로 2012년말까지만 해도 개별법상
으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어도 최소 조합원(생협 300명, 지역농협 1,000명 등)
규모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최소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도라고 협동조합
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불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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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협동조합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조직이 생존,
성장 등에 영향을 받는 조직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운
영

<표8>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요결과
2차 실태조사(’15)
3차 실태조사(’17)

협동조합수
(신고·인가)
사업운영률
조합원수
취업자수
근로자수

* 14년 말 기준

* 16년 말 기준

6,235개

10,615개
53.4%
61.6명
5.3명
4.3명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직 92만원
정규직 90.6%
비정규직 52.2%
14,022만원
4,607만원
(4,064만원)
9,415만원
2억 9,095만원
2억7,272만원

인
력

월평균 급여

54.6%
46.8명
3.9명
2.9명
정규직 144만원
비정규직 100만원

재
무

4대 보험
(가입률)
자산
자본
(출자금)
부채
총수입액
매출액

정규직 95.0%
비정규직 50.9%
5,630만원
4,007만원
(3,189만원)
1,623만원
2억 3,389만원
2억 1,039만원

영업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제3차 협동조합실태조사,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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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op.go.kr/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년 4월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협동조합의 대
부분은 일반협동조합14)으로 전체 13,179개 협동조합 중 12,159개로 92.3%
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년차인
2013년 정점에 도달한 후,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
래 <표5>에 제시된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신고수리 또는 인가
받은 협동조합의 신고(인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3년에 가장 높
은 신고(인가)율(23.7%)을 보였으며, 2014년(21.1%)과 2015년(18.3%)에도
높은 신고수리 또는 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 설립율 관점
에서는 협동조합 조직군의 성장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본법 제정이 협동조합의 단기적 급등에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일반
협동
조합
14)

당
해
년도
누
적

<표9> 협동조합 연도별 설립인가(신고)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총합계
53 3,006 2,649 2,228 1,898

1,753

572 12,159

53 3,059 5,708 7,936 9,834 11,587 12,159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
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에 따라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기업 유형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출처: 기획재정부

<표10> 기업유형별 협동조합

신청 유형
신고
인가

신청 창구
광역지자체
주사업 소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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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의 장

사회적
협동
조합
일반
협동
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당해
년
도
누적
당해
년
도
누적
당해
년
도
누적

총계
인가(신고)율(%)
누적총합계
누적인가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총합계

1

98

120

174

205

242

115

955

1

99

219

393

598

840

955

-

-

14

17

13

8

1

4

57

-

14

31

44

52

53

57

-

-

1

1

2

1

3

-

8

1
2
4
5
8
8
54 3,119 2,787 2,417 2,112 1,999 691 13,179
0.4 23.7 21.1 18.3 16.0 15.2
5.2 100.0
54 3,173 5,960 8,377 10,489 12,488 13,179
0.4 24.1 45.2 63.6 79.6 94.8 100.0

이는 협동조합의 누적 설립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2>는
2012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협동조합의 누적 설립 수를 보여주고 있다.
협동조합의 누적 설립율은 비선형적인 성장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일반협동조합의 누적 설립율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누적 설립율은 설립 이후 소멸된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협동조합의 순 성장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협동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기본법 시행 3년차인 2014년 정점에 도달한 이
후,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일반협동조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
러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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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인가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 수 있
다.
<그림 2> 협동조합 연도별 수리(인가) 수

<그림 3> 협동조합 유형별 설립현황

유형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전체의 68.3%를
차지하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4.5%를 차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
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대부분은 ‘사업자’ 유형으로 정부지원 없이
자립하기 위한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곽원택, 최승일, 2014).

제2절. 성장단계별 지역구분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으로는 서울시가 3,240개(24.6%)로 가장 많
고, 경기도 2,329개(17.7%), 전북 847(6.4%), 광주 711개(5.4%), 강원 706
개(5.3%)순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2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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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2017년말 기준21.9%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2위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2012년 3.7%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말 20.1%로 그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도의 경우
2016년까지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비중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표11 > 지역/설립연도별 협동조합 현황

개수
총합계 54
서울 13
경기
2
전북
광주
2
강원
1
부산 12
전남
4
경북
2
대구
2
대전
2
경남
충남
7
충북
인천
6
울산
제주
세종
1

2012

비중
(%)

100.0
24.1
3.7
0.0
3.7
1.9
22.2
7.4
3.7
3.7
3.7
0.0
13.0
0.0
11.1
0.0
0.0
1.9

2013

개수
3,119
908
488
178
264
112
170
144
103
128
119
112
99
94
83
56
48
13

비중
(%)

2014

2015

개수 비중
(%) 개수 비중
(%)
100.0 2,787 100.0 2,417 100.0
29.1 680 24.4 576 23.8
15.6 453 16.3 454 18.8
5.7 173 6.2 177 7.3
8.5 156 5.6 105 4.3
3.6 185 6.6 125 5.2
5.5 152 5.5 122 5.0
4.6 132 4.7 131 5.4
3.3 111 4.0 122 5.0
4.1 135 4.8 87 3.6
3.8 108 3.9 109 4.5
3.6 99 3.6 84 3.5
3.2 103 3.7 94 3.9
3.0 91 3.3 84 3.5
2.7 89 3.2 62 2.6
1.8 70 2.5 34 1.4
1.5 35 1.3 45 1.9
0.4 15 0.5
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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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수
총합계 2,112
서울 464
경기 404
전북 166
광주 74
강원 137
부산 98
전남 89
경북 116
대구 101
대전 97
경남 87
충남 72
충북 81
인천 52
울산 24
제주 38
세종 12

비중
(%)

2017

개수 비중
(%)
100.0 1,999 100.0
22.0 438 21.9
19.1 389 19.5
7.9 108 5.4
3.5 71 3.6
6.5 115 5.8
4.6 93 4.7
4.2 132 6.6
5.5 96 4.8
4.8 93 4.7
4.6 77 3.9
4.1 90 4.5
3.4 77 3.9
3.8 52 2.6
2.5 65 3.3
1.1 37 1.9
1.8 41 2.1
0.6 24 1.2

* 출처: http://www.co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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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총합계
비중
개수 비중
(%) 개수 (%)
691 100.0 13,179 100.0
161 23.3 3,240 24.6
139 20.1 2,329 17.7
45
6.5 847 6.4
39
5.6 711 5.4
28
4.1 703 5.3
28
4.1 675 5.1
31
4.5 663 5.0
30
4.3 580 4.4
18
2.6 564 4.3
22
3.2 534 4.1
32
4.6 504 3.8
43
6.2 495 3.8
26
3.8 428 3.2
25
3.6 382 2.9
8
1.2 229 1.7
10
1.4 217 1.6
5
0.7 76 0.6

<그림 4>의 지도는 <표11>에서 정리한 협동조합 설립수에 따라 전국 17
개 광역시도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설립 협동조합의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면 고성장 지역, 5∼10%를 차
지하면 중성장 지역, 5% 미만이면 저성장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고성장
지역은 서울, 경기, 중성장 지역은 전북, 광주, 강원, 전남, 부산, 저성장 지역
은 경북, 대구, 대전, 경남, 충남, 충북, 인천, 울산. 제주, 세종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설립조합 절대 수에 따른 광역시도 구분

그러나, 협동조합의 공간적 분포를 인구 규모에 따라 표준화해보면 다른 결
과가 나온다. <표12> 은 협동조합 설립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전
국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를 17개 광역시도별로 세고, 이를 인구 만 명당
으로 계산해 정리한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표준화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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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광주, 전북, 강원, 대전 순으로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경남, 인천 등은 설립이 저조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4.9개는 가장 수치
가 낮은 인천의 1.3개의 3.8배인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의 밀도는 지역에 따
라 4배 수준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대 수로는 설립이 가장 활발한 것
으로 나타난 서울, 경기도의 경우 인구 규모로 표준화한 결과, 서울은 인구
만명당 3.3개로 중성장 지역으로, 경기는 1.8개로 저성장 지역으로 다운그레이
드된 반면, 저성장지역이던 세종 및 충청권역과 대구, 경북, 제주도 지역은 인
구규모로 표준화한 결과 중성장 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광역시도별 표준화된 설립조합수
구분
총계
광주
전북
강원
대전
전남
서울
제주
충북
세종
충남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기
경남
인천

개수
13,179
711
847
703
534
663
3,240
217
428
76
495
564
580
229
675
2,329
504
382

인구만명당
인구*
설립조합수
51,790,131
2.5
1,460,972
4.9
1,847,089
4.6
1,545,452
4.5
1,496,123
3.6
1,890,412
3.5
9,830,452
3.3
661,511
3.3
1,595,164
2.7
295,041
2.6
2,120,666
2.3
2,471,136
2.3
2,682,897
2.2
1,161,303
2.0
3,460,707
2.0
12,941,604
1.8
3,377,126
1.5
2,952,476
1.3

* 2018.4월 기준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자료: 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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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

< 그림5 > 설립조합 표준화에 따른 광역시도 구분

제3절. 지역별 현황 분석
1. 지역별 차이
먼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인구 만명당 협동조합 설립
수(std)로 설정하였다. 우선 지역간 특성이 대표적으로 대별된다고 기대되는
수도권/비수도권, 영/호남, 대도시/지방, 5개 광역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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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강원/제주)을 나누고, 이들 그룹간에 인구 만명당 표준화된 협동조합설립
수(std)에 차이가 있는지를 집단간 평균차이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

먼저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나머지 기타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정의
하였다. 검정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만명당 표준화된 협동조합 수를
비교한 결과, 검정통계량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표준화된 협동조합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13 > 수도권/비수도권간 평균차이분석
관찰치
비수도권
수도권
합계
차이
검정통계량

평균

178
83
261
t=2.545

6.645
5.041
6.135
1.604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4.769 5.940
7.350
4.684 4.018
6.064
4.792 5.551
6.719
0.363
2.845
Pr(|T| > |t|)=0.012

표준오차 표준편차
0.357
0.514
0.297
0.630
유의확률

② 영/호남

먼저 영남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을 호남은 전남과 광주, 전북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영남과 호남의 인구만명당 표준화된 협동조합 수를
비교한 결과, 검정통계량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표준화된 협동조합의 수는 영호남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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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영/호남간 평균차이분석

영남
호남
합계
차이
검정통계량

95% 신뢰구간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하한값
상한값
4.430
0.328
2.727
3.775
5.085
9.192
0.770
5.050
7.638 10.746
6.259
0.418
4.429
5.429
7.088
-4.762
0.736
-6.220 -3.305
t = -6.474
유의확률
Pr(|T| > |t|) = 0.000

관찰치
69
43
112

③ 대도시/지방

먼저 대도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특·광역시를 지방은 도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도시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7개 특·광역시 지역이
며, 지방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
도, 전라남도, 제주도, 세종시 등 10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특·광역시와 도
의 인구만명당 표준화된 협동조합 수를 비교한 결과, 검정통계량 0.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표준화된 협동조합의 수
는 대도시와 지방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15 > 대도시/지방간 평균차이분석

영남
호남
합계
차이
검정통계량

95% 신뢰구간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하한값
상한값
5.710
0.333
4.554
5.053 6.367
7.208
0.607
5.225
5.997 8.419
6.135
0.297
4.792
5.551 6.719
-1.498
0.653
-2.783 -.2125
t = -2.2947
유의확률
Pr(|T| > |t|) = 0.023

관찰치
187
74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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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광역권역별 차이
먼저 광역권역을 크게 5개로 정의(호남0, 영남1. 강원/제주2 충청3 수도권4)
하고,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ANOVA)을 통해 분
석하였다. 검정결과, 5개 그룹간의 평균차이는 검정통계량 0.01의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호남, 영남, 강원/제주, 충청, 수
도권간의 인구만명당 협동조합 설립수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호남
영남
강원,제주
충청
수도권
합계
집단내
집단간
합계

< 표 16 > 광역권역별간 평균차이분석
평균

분산

9.192
4.745
10.184
5.631
5.041
6.135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합
1003.833
4 250.958
4966.115
256 19.399
5969.949
260 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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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3.441
6.131
3.511
4.684
4.792

관측치

43
77
21
37
83
261

검정통계량(F) 유의확률
12.940
0.000

2. 업종별 차이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볼 때, 우선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2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교
육 서비스업 14.7% 농업·어업 및 임업 9.7%, 제조업 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 순이다. 상위 4개 업종이 56.1%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로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5.3%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5개 업종별 누적 설립율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3
년에 가장 높은 설립율을 보였으며 이후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
로 일반협동조합 누적 설립율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 누
적 설립률은 도매 및 소매업과 농업, 어업 및 임업의 경우 비선형적인 성
장 곡선의 형태로 업종군의 성장 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누적 설립
율이 선형의 형태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6> 협동조합 상위 5개 업종 누적 설립수

<그림7> 협동조합 상위 5개 업종 누적 신고(인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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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협동조합 업종별 누적 설립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비중
누적 총계 54 3,173 5,960 8,377 10,489 12,488 13,179 100.0
도매 및
21 919 1,603 2,084 2,492 2,890 3,009 22.8
소매업
교육
4 376 722 1,073 1,416 1,779 1,931 14.7
서비스업
농업,
어업 및
2 339 650 883 1,082 1,232 1,275 9.7
임업
제조업
3 282 496 697 923 1,117 1,179 8.9
예술,
스포츠 및
2 232 458 684 900 1,095 1,149 8.7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2 229 451 603 752 846 882 6.7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2 148 282 424 536 661 702 5.3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2 120 246 334 408 480 506 3.8
및
정보서비
스업
숙박 및
8 102 202 282 365 453 480 3.6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88 188 278 343 428 460 3.5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3 97 194 273 342 411 435 3.3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1 74 163 229 276 316 328 2.5
운수업
2 39 94 225 273 313 326 2.5
부동산업
1 35 60 85 109 143 157 1.2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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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비중

43

67

101

128

146

155

1.2

22

41

54

64

90

114

0.9

19

28

43

48

51

53

0.4

5

8

10

15

18

19

0.1

3
5 10
12
13
1
2
5
5
6
54 3,119 2,787 2,417 2,112 1,999

13
6
691

0.1
0.0

1

100

다음의 <표 18>는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협동조합의 분포와
사업체의 분포를 업종에 따라 그 비중을 비교해 본 것이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협동조합이나 사업체 모두 양 분포에서 두 업종의 비중이 크고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업, 농어임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
비스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숙박 및 음식
점업과 운송업에서는 사업체에 비해 협동조합의 설립이 미미하여 두 분포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5).
15)

이를 한신갑(2016)에 따르면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협동조합의 공간적
분포는 인구 규모로 측정하고자 했던 지역 특성과도, 또한 사업체의 분포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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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협동조합과 사업체 업종별 비중비교
(단위:%)
업종
협동조합 사업체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농업, 어업 및 임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총합계

0.4
2.5
0.1
0.0
14.7
0.1
9.7
22.8
5.3
1.2
3.3
3.6
8.7
2.5
0.9
3.5
8.9
3.8
1.2
6.7
100.0

* 주: 협동조합 18개 업종, 사업체 19개 업종 중 공통업종만 비교에 포함

0.0
3.4
0.3
0.1
4.6
0.0
0.1
25.8
3.5
4.0
1.3
18.5
2.8
9.8
0.1
0.1
10.5
1.1
0.2
0.2
100.0

시장과 경쟁의 논리와도 다른 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사업체(적)
조직원리와 결사체(적) 조시적리의 혼종으로 보아야 할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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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업종별 차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된 서울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731개(22.6%), 교육 서비스업 631개(1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6개(8.2%), 제조업 237개(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3개(6.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을 제외한 모
든 업종에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 수가
많은 경기도는 도매 및 소매업 486개(20.9%), 교육 서비스업 434개
(18.6%), 제조업 222개(9.5%), 농업, 어업 및 임업 199개(8.5%),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6개(7.1%)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립수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243개
(2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개(12.9%), 농업,
어업 및 임업 88개(10.4%), 제조업 88개(1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련 서비스업 69개(8.1%)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협동조합 전 업종에
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광업의 경우 전
국에 6개 중 1개가 강원도에 설립되어 있어 전체 광업 업종에서 1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남도와 충청남북도 및 제주도
의 경우 농업, 어업 및 임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16)으로 나타났으며, 대
전광역시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36개(6.7%)로 5위를 차
지하여 타 시도 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
한 것이 특징이며, 경상북도는 타 도시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다. 또한 세
종시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 총 13개(17.1%)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16) 전남: 농업, 어업 및 임업이 24.0%, 충남: 농업, 어업 및 임업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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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731개(22.6%), 교육 서비스업 631개(1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6개(8.2%), 제조업 237개(7.3%), 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3개(6.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경기도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486개(20.9%), 교육 서비스업 434개(18.6%),
제조업 222개(9.5%), 농업, 어업 및 임업 199개(8.5%),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66개(7.1%)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과 공
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종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전라북도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243개(2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개(12.9%), 농업, 어업 및 임업 88개(10.4%), 제조업 88
개(1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9개(8.1%)순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종,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광주시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164개(2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개(1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개
(12.1%), 교육서비스업 76개(10.7%), 제조업 60개(8.4%)순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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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 업종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강원도
전 업종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광
업의 경우 1개로 전체 광업 업종에서 16.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160개(2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개
(14.1%), 제조업 97개(13.8%), 농업, 어업 및 임업 77개(11.0%), 교육 서비
스업 70개(10.0%), 숙박 및 음식점업 33개(4.7%) 순으로 높이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부산시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229개(33.9%), 교육 서비스업 81개(1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8개(1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개(9,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행
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등 2개 업종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⑦ 전라남도
업종별로는 농업, 어업 및 임업이 159개(24.0%), 도매 및 소매업 137개
(20,7%), 제조업 65개(9.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개
(9.4%), 교육 서비스업 59개(8.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농업, 어업 및 임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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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업종에 걸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타 시도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로 도매 및 소매업 122개(21.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어업 및 임업이 109개(18.8%), 제조업 76개(13.1%), 교육 서비
스업 63개(1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개(8.8%), 보건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개(5.3%)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대구시
대구광역시는 도매 및 소매업이 138개(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가운데 교육 서비스업 68개(12.1%),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4개(11.3%), 제조업 58개(1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련 서비스업 55개(9.8%) 순으로 높은 반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
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대전시
대전광역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137개(2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교육 서비스업 86개(16.1%), 제조업 62개(11.6%), 예술, 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개(8.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개(6.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5위를 차지하여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며,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여가관련 서비스업 62개(9.4%), 교육서비스업 59개(8.9%)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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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경상남도
업종별로 경상남도는 도매 및 소매업이 140개로 27.8%를 차지하여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농업, 어업 및 임업 69개(13.7%), 교육
서비스업 68개(13.5%), 제조업 49개(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비스업 40개(7.9%)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
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종은 설립되지 않았다.
◯12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복장 행정과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
을 제외한 전 업종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전라남도와 마찬가
지로 농업, 어업 및 임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업, 어업 및 임업이 122개(24.6%), 도매 및 소매업 91개(18.4%), 교육
서비스업 57개(1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개(8.1%),
제조업 39개(7.9%)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경우 농업, 어업 및 임업이 82개(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도매 및 서비스업 60개(14.0%), 교육 서비스업 51개
(1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개(10.5%), 제조업
38개(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개(8.2%), 운수업 23개
(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대비 농업, 어업 및 임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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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기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인천시
업종별로 인천광역시는 도매 및 소매업인 111개로 29.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서비스업 55개(14.4%), 제조업 28개
(7.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개(6.8%), 농업, 어
업 및 임업 24개(6.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3개(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설립 업종은 총 3개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으로 나타났다.
◯15 울산시
업종별로 울산광역시는 농업, 어업 및 임업이 44개로 19.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서비스업 40개(17.5%), 도매 및 소매
업 29개(1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개(8.7%), 숙박 및 음식점
업 18개(7.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개(6.6%) 순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설립 업종은 총 4개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은 설립되지 않았다.
◯16 제주도
업종별로 제주도는 농업, 어업 및 임업이 51개로 23.5%를 차지하여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25개(11.5%), 도매 및 소매업 24개(11.1%), 교육 서비스업 23개(10.6%),
제조업 15개(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개(6.0%), 운수업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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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은 설립되지 않았
다.
◯17 세종시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와 차별성 있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총 13개(17.1%)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어 제조업 9개(11.8%), 교육서비스업 7개(9.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개(9.2%), 숙박 및 음식점업 7개(9.2%), 농업, 어업 및
임업 6개(7.9%), 도매 및 소매업 6개(7.9%) 순이다. 설립이 활발하지 않은
만큼 비설립 업종도 5개인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광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
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 업종은 설립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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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수

업종
강원 경기 경남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
3
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건설업
25 65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광업
1
1
교육 서비스업
70 434 68
국제 및 외국기관
1 5 1
농업, 어업 및 임업
77 199 69
도매 및 소매업
160 486 1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 150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35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 88 16
숙박 및 음식점업
33 100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 166 40
운수업
12 54 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 23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63 17
제조업
97 222 4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 82 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5 44 2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3 110 30
총합계
703 2329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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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광주 대구
1 1
9 13 6
1
63

76

68

109 52 52
122 164 138
31 44 25
2 3 6
16 12 10
26 15 22
51 86 55
24 3 24
3 6
10 13 14
76 60 58
18 23 18
3 14 4
15 126 64
580 711 564

업종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
4 37
1
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건설업
11
7 98 3 2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 1
광업
교육 서비스업
86 81 631 7 40 55
국제 및 외국기관
1
2
농업, 어업 및 임업
32 31 78 6 44 24
도매 및 소매업
137 229 731 6 29 1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 33 203 4 20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5 61 1 3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 29 117 7 7 11
숙박 및 음식점업
17 28 94 7 18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 68 266 13 13 15
운수업
12 25 68 1 8 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1 23
2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25 170 1 6 12
제조업
62 24 237 9 12 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15 195 6 5 1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
4 43
5
5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3 65 173 4 15 26
총합계
534 675 3240 76 229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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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
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건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농업, 어업 및 임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총합계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계
2

2

53

7 24 7 9 15
2
1
1 1
1 1
59 61 23 57 51
2
1
159 88 51 122 82
137 243 24 91 60
29 28 13 21 19
2 7 9 1 3
25 22 3 6 11
11 34 7 24 18
62 69 25 40 35
14 12 13 9 23
15 9 3 8
14 33 7 19 7
65 88 15 39 38
24 13 10 18 13
6 6 1 6 4
27 109 5 22 45
663 847 217 495 428

328
19
6
1931
13
1275
3009
702
157
435
480
1149
326
114
460
1179
506
155
882
13179

*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은 지역정보 누락데이터 각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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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절. 협동조합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협동조합 조직군의 생성은 자치구 수준에서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 간의 공생 의존
또는 경쟁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지역 사
회,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어 설립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협동조합의 변화와 발전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박승옥, 2012). 이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과 그 조직들이 위치한 지역적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생태학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고,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 추이가 단순히 ‘사업 소재지’ 파악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유이다(한신
갑, 2016).
김기태(2013)에 의하면 협동조합 생태계란 ‘생명체와 같은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군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호작
용하는 복잡계’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는 이러한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특징이 사회적 행위
자들간 상호의존관계를 창출한다고 본다(정동일, 2009). 협동조합 생태계
는 주식회사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경제계 내의 다른 사회경제부문들과 관
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생태계라는 복잡체계는 단순하거
나 그냥 혼잡한 무더기와는 달리 자기 조직화하는 진화능력이 있는 것이
다. 이런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태계에는 생물군 뿐 아니라 생물군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환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협동조합
에 대해 우호적인,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제도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 구
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직군의 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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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설립된 조직의 수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설립
수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고, 종속변수
를 지자체별로 설립된 협동조합 설립수(coop_ba)로 설정하였다. 그 외
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조직군의 성장을 분석하는 지표로는
해당 조직 또는 조직군의 회원수 또는 종업원수도 조직군의 성장을 분석
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예, 신동준 외, 2005), 협동조합의 경우 공시
대상기업이 적어17)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득이 이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에 고용된 피고용인의 수는 제외하
였다.
협동조합의 설립 수를 종속변수로 추정한 단순회귀모형의 형태는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은 광역조례와 기초조례의 각각 독립된 효과,
지자체 단체장의 정당, 사업체수, 자영업자 수 등의 효과를 추정한 여러
모형의 회귀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이 중 Model 1의 상관계수 R2값
은 0.7782 값을 가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약 78%
정도 설명하여, 모형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 기초
조례채택(law_ba)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조례채택(law_w) 설명변수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나머지 사업체
수(business),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정당(politics) 등 유의수준 0.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협동조합의 설립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Model 1의 독립변수 중 사업체수 대신 경제·사회적 변수
로 인구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Model 2에서도 기초조례채택
(law_ba)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는 조합원의 수가 200인 이상이 협동조합 또는 직전 연도의 결산
보고서상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
내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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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조례채택(law_w),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정당(politics), 인구수(pop)
등 3개 설명변수는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협동조
합의 설립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의 상
관계수 R2값은 0.689 값을 가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약 68.9% 정도 설명하여, 모형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의
사업체수를 경제적 요인의 대표변수로 설정한 Model 1보다는 설명력이
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로 기초 및 광역조례채택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을 동일하게 선정하되, 사업체수 대신 자영업자 수를 고려하였다.
Model 3에서도 기초조례채택(law_ba)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광역조례채택(law_w),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정당(politics), 자영업자 수(selfemployed) 등 3개 설명변수는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협동조합의 설립 수와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el 3의 R2값은 0.6890로 나타나서
Model 1에 비해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는 독립변수로 기초 및 광역조례채택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을 동일하게 선정하고, 사업체수와 자영업자 수를 동시에 포함하
여 고려하였다. Model 4에서도 기초조례채택(law_ba)와 자영업자 수
(selfemployed)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조례
채택(law_w)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나머지 사업체수(business), 광역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politics) 등 2개 설명변수는 유의수준 0.001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의 R2값은 0.7808로 나타
나서 Model 1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체수와 자영업
자수 두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
업자 수와 사업체수를 동시에 고려할 때 이들 변수들간에 높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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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심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높은 R2 값은 설명변수의 추가로 인해 커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Model 4는 타 모델에 비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Model 1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모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은 협동조합 관
련 광역조례가 채택된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진보적인
경우, 사업체가 많이 집적한 지역에서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
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을 구성하는 설명변수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
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첫번째는 자치구 수준에서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에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 서구의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고민에서 탄생·성장하였으나, 한국의 협동조합
은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환경에서 생성되어 타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희소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자연발
생적인 환경에서 생존·도태하는 민간조직에 비해,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
리 사회경제적 조직의 성장은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상대
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법에 의한 정부지
원이 없을 경우 재정이 열악하고 조직의 성숙도가 낮은 비영리 사회경제
적 조직은 생태계 내에서 장기간 생존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최유진(2017)은 지방조례의 채택은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조직
체 중 하나인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협
동조합이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와 연결되어 설립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협동조합의 변화와 발전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
다(박승옥, 2012). 이에 유의미한 설명변수인 지자체의 협동조합 관련 조
례의 채택은 해당지역의 협동조합 설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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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협동조합 설립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의 정치적 성
향이다. 퍼트남(2000, 2010)은 종교 집회와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결사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협동조합
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
시켜 정치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고(Brady et al, 1995; Jacobs &
Skocpol, 2005).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정치
권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에서도 결사체 참여는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이숙종· 유희정, 2010; 박바름, 2012; 도묘연, 2017). 국내에
서도 최근 산업 생태계나 자본주의 생태계,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관점
혹은 섹터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는데, 협동조합
이나 공제회, 결사체, 재단 등 행위자가 만드는 대안적 경제 질서에 주목
하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담론, 공공영역에서 시민단체, 비정부단
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직능단체, 동아리들이 가지는
여론형성능력이나 현장지식의 수월성에 주목하는 이른바 결사체민주주의
담론(associational democracy),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의 성장과 그들이 정부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신하는 제3자
정부(third party government)에 주목하는 담론(Salamon, 1994) 등이 있
다(미우라히로키; 한주희, 2013). 협동조합의 설립 자율성, 운영에서의 민
주성이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강조되는 조직으로 경제성을 추구하고 일부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18). 상호의존이론에 의하면 협동조합과
정부와의 협력관계(partnership)를 강조하고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
며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도 역시 커질 것으로 가정한다(Sokolowski,
18)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앙조직이 분산되어 민주적 소유수준이 높고 조합원의
이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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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Nissan, Castano and cArrasco, 2012: Salamon and Anheier, 1988;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2000). 정부조직의 의사결정의 관료제
의 영향을 신속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발적 시민 조직은 공동체 문제인
지와 해결에 정부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때문에 정부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협
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의 대표 형태 중 하나로 조합원 공동출자에 따른 공
동소유와 이익의 공동분배를 강조하면서, 영리활동을 부차적으로 보고, 사
회적 목표 설정과 기업운영에 대한 공동책임을 기업 운영의 중요한 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기업형태로 정의된다(정문수, 2016). 특히, 진보성향의 높
은 지역의 경우 비영리섹터, 제3섹터의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의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발적 시민조직은 주요 경제
행위자로서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공동체 문제인지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진보적 정치성향은 협동
조합의 설립 활성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소속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보다 진보적인 경우, 협동조합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고 지자체의 조례채택 등 제도적으로
장치가 빨리 마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설립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경제적 요
인과 관련된 것이다. 고전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산업과 노동력을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나 분화 등이 지역경제의 활성
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에 의
하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의 인종, 경제력, 종교,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다르다면 주민의 수요 역시 다양하고 이질적(heterogeneous)이게 되
고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
기 어렵게 된다(Pevcin, 2011). 따라서 이질적인 상황에서 공공재 공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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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만족하지 않는 주민들은 비영리 기구나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공
공재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다(Nissan, Castano and
Carrasco, 2012; Carunana and Ewing 2002;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 2000). 이에 지역의 이질성, 다시 말해 주민 구성의 다양성이 커
질수록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도가 커지게 되고(최유진, 2017)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사회경제적조직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 간의 협력
과 협동을 통해 창업이 유발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근본 활동 방향
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할 가능성
이 크고, 인근 지역에 협동조합의 창업이 많아지면 인접한 지역 역시 이
를 모방하여 사회적 기업가의 협동조합 창업이 활발해진다(황정윤·조희진,
2016)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밀도의존(density dependency)이론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밀도는 특정 시점에서 어떤 조직군에 속해 있는 조직
들의 수를 의미한다. 밀도의존이론을 비롯한 조직생태학 이론의 연구방법
은 조직군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그 분석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여러 조직군들의 밀도 증감 양
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군에서 형성 또는 새롭게 진입한 조직의 ‘정
당화’와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과정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조
직군내 조직들의 생성과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장현주, 2013). 아울러 조직의 생성율 또는 진입율에 대한 또 다른
이론으로 생성율 의존(rate dependency) 이론(Delacroix & Carroll, 1983)
이 있는데, 생성율 의존은 과거에 생성율이 높아 조직의 형성이 활발했다
면 잠재적인 창업가들이 과거의 높은 생성율을 조직 형성의 적기라는 환
경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아 조직을 더욱 적극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결국
더 많은 조직들이 조직군 내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Hann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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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an, 1989). 조직생태학에서 제안하는 밀도의존 효과와 설립률 의존
효과는 유의미하며, 후자의 경우 이번 달의 설립조합의 수는 지난달에 설
립된 조합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한신갑, 2016)
또한 조직형태로서의 협동조합의 사회의 다른 조직 및 제도와의 연결망
속에서 존재한다(더스반, 2015). 조직구성원들간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협
동조합은 그 조직구성원과 관련된 거래자, 지역공동체, 국가와 직간접적으
로 연결되면서 복합적, 중층적 연결망의 구조를 띤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
런 맥락에서 협동조합의 한 수준에서의 관계망이 다른 수준에서의 관계망
의 구조 및 특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복합체’로 파악할 수
있다(Porter, 1980, DiMaggion and Powell, 1983; Abbott, 1988; White,
1992; Wasserman and Faust, 1994, 한신갑, 2016).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구나 사업체 수가 많아 경제적 여건이
활성화된 지역은 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구와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조직구성원과 관련된
거래자,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국가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보다 복
합적, 중층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고(정문기, 전준희, 최문형, 2015),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은 그렇
지 않은 지역에 비해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협동조합의 창업과 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 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 기존 업체와 비즈니스맨들이 협업을 통한 경
쟁력 제고를 위해 하는 창업이다. 협동조합은 이윤 이외에도 사람과 지역
사회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잉여금도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새로운 사업
의 확장,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한다. 이에 협동조합 잉여금은 지역사회
의 재원으로 환원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즉
협동조합이 지역자본의 생성과 축적,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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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생태계의 활력 증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정
문기, 전준희, 최문형, 2015)고 할 수 있다.
정문기(2015)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강조한 제3섹
터의 자치적 사회부문의 역할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용 없는 경제
성장’에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국가실패·시장 실패의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며, 미래
에도 그 역할은 점차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장원봉, 2008; 주성수,
2010)을 강조한다. 즉 일자리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 정부 주도의 대
규모 프로젝트나 대기업 중심의 기존 담론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절
히 대응하기 힘든 한계가 존재하므로, 미래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는 중앙이 지방과 동반자로서,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목적)의 조화
를 이루며, 정부-시장과 더불어 제3섹터 또는 협동조합이 협력하는 것을
중요한 방안으로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미래의 한국 사회에
서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의 추동은 중앙 정부 일변도의 성장 주도정책이
아닌 지방이 주요한 파트너로서 창의적인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정문
기, 전준희, 최문형, 2015).
< 표 20 > 협동조합 설립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모형들(Reg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11.904 -2.95 -9.546 -2.38 -5.759 -1.27
사업체수
***
(business) 0.003 14.68 기초조례
채택
1.9233 0.36 -2.035 -0.36 1.602 0.28
(law_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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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4
계수 t값
-12.642 -3.03
0.004*** 4.98
2.093

0.39

광역조례
채택 12.668** 3.37 20.189*** 4.58 18.148*** 3.77 11.640** 3.00
(law_w)
광역단체장
소속정당 26.459*** 7.31 25.278*** 6.13 26.281*** 5.66 26.149*** 7.18
(politics)
인구수
- 0.000*** 16.13 (pop)
자영업자수
(selfemploy - 0.008*** 13.17 -0.002 -1.10
ed)
관측치
229
F
68.44
71.29
56.39
56.78
Prob > F
0.000
0.000
0.000
0.000
R2
0.778
0.689
0.723
0.781
비고
다중공선성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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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제1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2년 협동조합 기본
법을 통해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본 토양이 전국적으로 동일하
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역별 차이가 있는
지, 그 격차가 크다면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전국적인 동일한 법적 제도적 요건 형성에
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 사회경제적조직의 성장은 지역의
정치·행정적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률에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240개(24.6%)로 가장 많고, 경기도 2,329개(17.7%), 전북 847(6.4%), 광주
711개(5.4%), 강원 706개(5.3%)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에서 5% 미만
을 차지하고 있는 저성장 지역은 경북, 대구, 대전, 경남, 충남, 충북, 인
천, 울산. 제주, 세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공간적 분포를 인
구 규모에 따라 표준화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협동조합 설립수를 인
구 만명당 개수로 인구규모에 따라 표준화해 본 결과, 광주, 전북, 강원,
대전 순으로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경남, 인천 등은 설
립이 저조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 수로는 설립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 경기도의 경우 인구 규모로 표준화한 결과, 서울은
인구 만명당 3.3개로 중성장 지역으로, 경기는 1.8개로 저성장 지역으로
다운그레이드된 반면, 저성장지역이던 세종 및 충청권역과 대구, 경북, 제
주도 지역은 인구규모로 표준화한 결과 중성장 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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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규모에 따라 표준화한 협동조합의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대도시와 지방, 광역권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협동조합 설립의 인적 물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볼 때, 우선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도소
매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2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교육 서비스업, 14.7% 농업·어업 및 임업 9.7%, 제조업 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7%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누적 설립율
은 도매 및 소매업과 농업, 어업 및 임업의 경우 업종군의 성장 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은 누적 설립율이 선형의 형태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는 사
업체수, 광역조례채택 여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정당 등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조합의 설립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
동조합의 설립은 협동조합 관련 광역조례가 채택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의 소속정당이 진보적인 경우, 사업체가 많이 집적한 지역 등 정치적 여
건이 성숙하고, 경제적 여건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보다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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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시사점과 향후 연구
협동조합은 회사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가 동시에 활용·운용되는 기업
모델로, 협동조합 싸이트(www.co.go.kr)에 따르면 기본법 제정 6년만인
2018년 4월말 현재 1만 3천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기본법 제정 만 5년이 지난 현재 지역별 협동조합의 분포는 인구, 사업체
수, 정치성향, 관련 조례 채택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시민의 욕구도 보다 다양하므로,
기존의 시장이나 정부로도 충족되기 어려운 또 다른 영역에서의 수요가
존재하고, 이런 욕구해결을 위해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 비영리부문이나
협동조합이 보다 잘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진
보적일수록 정부와 협동조합 간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조직이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장하
거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비용을 감당하려는 경향
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필요에 의해 협동조합이 활성
화된 유럽국가와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나 기관장의 정치적 성향과 관심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어느 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법 제
정 이후 양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
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안착
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의 조례 채
택 등 법제도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킹 형성, 판로지원 등 협동조합 지원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방향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현장 중심, 지자체 정부 주도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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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나 연구방법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본법 시행 이후 인가(수리)받은 협동조합만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설립 이후 소멸된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
지 못하고 있다. 본래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순 성장과 도태현황에 대해
각 시기별로 소멸되는 협동조합 수를 연구에 포함해야 하지만, 현재 협동
조합의 소멸에 관한 자료는 생산·관리되지 않아 부득이 제외한 한계가 있
다. 둘째, 종속변수의 선택에 있어 협동조합의 설립 수와 인구 규모로 표
준화된 협동조합의 수를 사용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즉 지역
별 차이를 분석할 경우, 표준화된 설립수를 사용한 반면, 영향 요인을 찾
기 위해서는 표준화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설립수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회귀분석시 표준화된 협동조합의 수로 종속변수를 채택하고, 설명변
수도 역시 표준화된 사업체 수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회귀모형을 추정할
때,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설
명변수의 채택에 있어 지자체 조례나 정책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한 것 역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
다. 이는 지자체의 조례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세부내용에 있
어 지자체 특성을 담고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채택여부로만 단순화
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협동조합이 가지는 본래 가치는 자립
자주자생이라는 기본 가치와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리가 실현되는 운영원
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근본 원칙과 가치를
지향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갖추고 있는지, 지
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역량 등 내부적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살
펴보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근거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인구나 사업체 수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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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
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 외부요인과, 조직역량, 운영
원리 등 내부요인을 대표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협동조합 수가 다년간
축적되고 여러 자료가 다양하게 축적되면 이들 변수간 관계를 보다 풍부
하게 다각적으로 활용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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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Regional Status and
Growth Process of Cooperative in Korea
Oh, Hyun Kyung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after 5 years or more, even though the basic soil that
cooperative associations could be rooted in nationwide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Basic Law
in 2012, If the gap is large, we try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it.
First of all, despite the nationwide establishment of the same leg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growth of nonprofit socio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is affected by local political,
administrativ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is a difference.
Second,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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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s standardize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ize in the
metropolitan area, non-capital region, Youngnam and Honam,
metropolitan and provincial regions, Trust, etc., affect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In terms of
cooperatives by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trade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wholesale and retail trade, followed by education
services,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manufacturing, arts, sports,
appear. Third,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number of
cooperative associations were found to be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the adoption of the wide area ordinances, and the
political party affiliation of the municipalities. This is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is more established in the areas where
the regional ordinances related to the cooperatives are adopted, where
the political parties belonging to the head of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s are progressive, the areas where the business is
concentrated, etc. are mature and the economic conditions are active. It
can be assumed that it occurs act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like the European countries where
cooperatives are activated by their own needs,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and the political tendencies and interests of the head of the
agency are important factors for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cooperatives. This suggests that cooperative support activit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institu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adoption of local ordinances at local level, formation of networking, and
support for cooperatives are still importan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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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hould be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and fortify it.
keywords : Cooperative, regional status of cooperative, growth
process of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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