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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무엇이고, 왜 지금 
한국 사회에 중요한가? 

 

 협동조합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협동조합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은 어떤 것인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과 
협동조합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의 서로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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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개념의 발전 

 프랑스 사회학자 앙리 데로쉬(Henri Desroche) 

• 1970년 초반 이후 오늘과 같은 의미로 사용 

• ‘사회적 경제의 기업’ 

 1980년 프랑스 사회당정부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개념 규정 

•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공제조합(mutuals), 
생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associations)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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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개념의 발전 

 1990년대 벨기에 

•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 중시라는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유럽공동체(EC) 

• 공동이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경제의 
일부로, 중요한 경제행위자가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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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개념의 발전 

 캐나다 퀘벡주 

• 벨기에 원칙에 더해서 참여와  책임의 원칙을 추가한 
개념 

 2000년대 이후 

• 라틴아메리카 국가 

• OECD, ILO 등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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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조직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재단 

 마이크로크레딧 

 공정무역 

 지역화폐 

 사회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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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arce, J. (2003)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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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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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ter, Kim(2007) Social Enterprise Typology, http://virtueventures.com/se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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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경제의 구성 

전통적 사회적 경제 전통적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로운 사회적 경제 

민간단체 

새로운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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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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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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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대명(2007), 한국시민사회와 NGO, Vol.5,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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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경제의 발전 역사 

 전통적 사회적 경제 등장(19세기 후반–1945년) 

 전통적 사회적 경제 전환기(1945년-1961년) 

 전통적 사회적 경제 재조직화(1960년대) 

 전통적 사회적 경제 공고화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 
등장(1970-80년대) 

 민주화와 전통적 사회적 경제 개혁,새로운 사회적 
경제 발전(1987년-1997년) 

 시장의 압력과 사회적 기업 등장(1997년- 현재)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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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경제의 특징 

 국가의 주도적 역할 

 왜곡된 커뮤니티영역(근린영역: 가족, 친지, 이웃 
등)의 영향력 

 근대적 시민사회의 빠른 성장 

 시장의 과잉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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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경제의 과제 

 사회적 경제 개념 수용 

 사회적 경제 주체의 조직화 

 국가, 시장, 그리고 커뮤니티영역의 재조직화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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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업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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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세계협동조합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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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업 

co-operativ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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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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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New Lanark 

Scotland 

Robert 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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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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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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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dale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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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치데일의 혁신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은 소비를 
조직화 

 

조직화된 소비를 바탕으로 생산을 조직화 

 

이전 실패 경험을 학습하여 운영원리 
명확화 

• 현금거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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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치데일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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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치데일 

http://www.youtube.com/watch?v=KYPe5xJAm5w


협동조합 가치 

28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공정, 

연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윤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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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원칙 

1 

2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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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소유 

조합원 지배 

조합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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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조합원 출자, 지분소유, 지분처분 가능(자유롭게 
탈퇴 시 출자금 반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 

 소유물에 대한 처분 권한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 

 지분에 따른 분할청구 불가능,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 

 

 이용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조합원-출자배당요구 

 출자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조합원-단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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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소유기업 

MOB 

투자자소유기업 

I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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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본을 고용한다.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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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자조 

서로 돕는다 

스스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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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Business) 

 

결사체(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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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두 측면: 사업체와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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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r-Erik Lindström (2009) Good cooperative practice with special focus on the development in Finland, FARMERS’ COOPERATION IN 

LATVIA AND OTHER COUNTRIES, 29.10.2009. Riga, Latvia, Hotel Xcel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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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과 역량을 조직하여, 수익을 

얻고 비즈니스를 지속하는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가? 

기업의 여러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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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비교 

롯데백화점과 옥션 

이마트와 자연드림(iCOOP) 

우리은행과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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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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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조합원소유, 

지배, 이익 

비즈니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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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모델 

어떻게 수익을 창출 하는가 

수익모델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가치와 

원칙, 그리고 조합원기반 비즈니스이라는 

특성을 지켜야 한다. 

수익을 매출에서 창출하는지, 아니면 다른 

원천을 찾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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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모델 

판매가와 매출원가의 차이, 마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협동조합이 추구 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가치와 원칙이 기업의 적정 마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를 생각해야 한다. 

시장, 산업 평균 마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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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모델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얼마나 쓰는가 

인건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급여와 최저급여의 차이 

적절한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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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업과 다른 유형의 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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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목적 조합원의 요구 충족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사회서비
스) 

사회적 가치 창
출 

투자자(주주)를 
위한 경제 가치 
창출 

소유 조합원 조합원 기업 형태에 다
라서 다름(투자
자, 지역사회 등) 

투자자(주주) 

통제 1인1표 1인1표 기업 형태에 다
라 다름 

1주1표 

혜택 조합원 조합원과 지역사회 
등 

목표하는 대상 
사회집단 

투자자 

재무 조합원 출자, 유보금 조합원 출자, 유보금 정부지원, 기부금 
등 다양 

주식, 유보금 

동기 자조, 자기책임 자조, 자기책임, 사
회책무 

이타심 이기심, 사익 

배당 조합원 배당 가능 조합원 배당 금지 배당 가능 주주 배당 

청산  정관에 따라 처분 국고 귀속 기업형태에 따라 
다양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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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

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 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영
리) 

인가(비
영리) 

인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결

합 
물적․인적결

합 
인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
무법인 등 

(美) 벤처, 컨
설팅, 전문서
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회

사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
교단체등 

삼성전자(주) 
등 

세무법인 하
나 등 

(美) Dream

Works Ani

mation L.L.

C 

법무법인 율
촌 등 

미래에셋 P
EF 등 

< 영 리 법 인 > < 비 영 리 법 인 > 

< 사 회 적 기 업 > (고용부 인증기업) 

상법상 회사ㆍ민법상 사단법인ㆍ협동조합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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