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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

이철선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자

생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

법(‘12.12)이 시행 만 3년을 맞으면서  8,349개

(‘15.12) 협동조합이 설립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1인 1주의 의사

결정 하에 조합원 5인 이상이면 법인격이 주어지는 

기업모델로, 조합원 1,000인 이상 등의 설립조건을 

가진 농협 등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는 설립조건

에서 차별적임.  

  -    한국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외

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

소기업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소비

자 생협 등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존재함.  

■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기본법에 의한 협동

조합들이 일반 기업모델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어느 정

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법 제정 취지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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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공동체 복원을 기반으로, 자생적 복지와 고용창출을 위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3년간 한국사회에는 약 8,3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됨.   

-   본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 취지의 달성 
여부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   협동조합이 공동체 복원을 위한 조직의 수와 자생적인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활동 횟수 등 
양적 기반은 확보했지만, 평균 고용규모와 월 평균 매출액 규모가 작다는 단점이 존재함.  

-   향후, 자생적 복지와 고용창출 극대화 등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이 
연대사업을 기반으로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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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고에서는 201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2차 협

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와 전국사업체조사 등 일반기

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협동조합과 일반기업간의 

경쟁력 비교를 시도하였음.

  -    성과평가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자생적 복

지 및 고용창출 등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취지 달

성 정도와 기업모델로서 수익성 등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실시함.

  -    특히, 본고에서는 제2차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

으로 일반·사회적·연합회 등 기본법 상의 법적 

유형 외에  지역경제, 자생적 복지, 고용창출 등 

설립목적별 유형으로 재분석을 시도함.

2. 협동조합기본법 설립 취지에 대한
    성과평가

■  (지역 공동체 복원)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기업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다수의 공

동체가 새롭게 결성되었으며, 그 구성원들의 충성

도 역시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설립 형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 서비스, 

지역 내 고용창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된 경우가 전체 협동조합의 91.4%에 달

함(<표 1> 참조).

 -    ‘14. 12월 기준, 총 6,235개 협동조합이 설립·인가

되었으나, 법인격이 주어지는 법원 등기, 사업체 번

호가 등록된 협동조합은 2,957개이며 이 중 2,257

개가 제2차 실태조사에 응함.

 -    2,257개 협동조합 중 약 92.0%를 차지하는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설립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31.6%) 외에 복지서비스 확충과 고용창출을 추구

하는 경우가 약 68.4%에 달함.  

<표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별 재분류 및 설립형태

(단위 : 개)

구
분

사례수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설립 형태

일반 사회적

일반
협동
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
조합

연합회

신생
설립

기존
사업체
에서
전환

전체 2,257 2,078 165 13 1 2,064 193

지역경제 
활성화형

688 656 29 3 637 51

지역복지 
서비스형

840 739 93 7 1 758 82

고용
창출형

729 683 43 3 669 60

※ 주: 지역경제 활성화형은 지역 주택문제, 좋은 먹거리 생산·유통, 골목상권 

회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복지서비스형은 지역 환경보호, 

노인돌봄 확대, 지역보육, 아동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

로, 고용창출형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년, 은퇴자, 노인, 취약계층 고용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함. 

※  자료: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재분석함.

■  (조합원 수)  협동조합 당 평균 조합원 수는 47.3

명이고, 전체 조합원에서 지난 1년간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는 6.1%에 불과함(<표 2> 참조).

 -   지역복지 문제의 자생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복지 서비스형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평균 

67.0명으로 타 유형의 협동조합들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됨.

<표 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2014년 기준 조합원 수 및 2014년 조합원 변동 상황

 (단위: 개, 명, %)

구분 사례수

조합원 수 1년간 탈퇴 및 제명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중

전체 2,243 106,020 47.3 6,428 2.9 6.1

지역경제
활성화형

685 27,918 40.8 2,118 3.1 7.6

지역복지
서비스형

832 55,732 67 3,526 4.2 6.3

고용창출형 726 22,370 30.8 784 1.1 3.5

※ 자료: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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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적 복지) 낮은 정부사업 수행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서 협동조합의 약 1/2이 연

평균 약 28회의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을 자발적으

로 추진 중임. 

■  (재정지원 의존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응답한 

2,257개 협동조합 중 32.7%만이 재정지원 사업

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수입 중 정부사업 및 지원

금 등 재정지원 비중은 23.8% 정도임(<표 3> 참

조). 

 -    3개 유형 중 고용창출형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율이 

36.8%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재정 지원 비중이 가

장 높은 협동조합은 지역복지 서비스형으로 32.8%

이었음.   

■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제2차 실태조사에 참여한 

2,257개 협동조합 중 약 49.4%가 지역사회 재투

자 활동에 참여 중이며, 참여횟수는 총 31,118회, 

환산금액은 약 90억 원으로 추정됨(<표 4> 참조). 

 -    지역사회 재투자 세부 활동 중에는 자원봉사 등 노

동력 제공(27.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

산물품기부(19.5%), 공간제공(13.7%), 현금기부

(13.6%) 등의 순임. 

■  (고용창출) 일반협동조합은 2~4인 일반사업체 대

비,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또는 비

영리법인 대비 평균 고용규모에서 열세이나, 전체 

고용 인력의 약 27%가 근로취약 계층임(<표 5> 

참조).   

■  (타 법인 대비) 일반협동조합은 소상공인·영세자

영업자 대비 평균 임금근로자 수와 정규직 평균급

여 및 고용보험 가입률 등에서 우위이나, 2~4인 

일반 사업체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열세임.  

 -    한편, 정부지원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대비 고용규

모에서는 열세지만 정규직 월평균 급여와 보험가입

률 등에서는 경쟁력이 있음.   

<표 3> 협동조합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율과 총 수입액 중 정부 재정지원 비중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재정지원 사업 총수입액 중 재정지원 비중 추정

사례수 참여율 사례수 총수입
정부부문 총수입

대비합계 매출액 지원금

전체 2,257 32.7 1,694 404,373 96,224 59,459 36,765 23.8

지역경제 활성화형 688 33.6 509 152,179 27,645 16,846 10,799 18.2

지역복지 서비스형 840 28.5 623 94,128 30,879 15,247 15,632 32.8

고용창출형 729 36.8 562 158,065 37,699 27,365 10,334 23.9

※   자료: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재분석

<표 4>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2014년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현황

 (단위: 개, %, 만원, 회)

구분 사례수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전체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조합원 수 대비 비중

전체 2,257 49.4 907,795 31,118 814.2 27.9

지역경제활성화형 688 42.2 222,570 7,674 767.5 26.5

지역복지서비스형 840 55.5 449,663 15,582 973.3 33.7

고용창출형 729 49.8 235,562 7,862 648.9 21.7

※ 자료: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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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협동조합의 평균 임금 근로자 현황 및 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임금 근로자 근로취약 계층

협동조합 수 합계 업체당 평균 신규채용 고용승계 합계 전체 대비 비중

전체 2,257 5,123 2.3 1.6 0.7 1,380 26.9

지역경제 활성화형 688 1,080 1.6 1.2 0.4 167 15.5

지역복지 서비스형 840 2,238 2.7 1.5 1.2 669 29.9

고용창출형 729 1,805 2.5 2.2 0.3 544 30.1

■  (취약계층 고용) 업체당 평균 2.3명 정도의 임금 

근로자를 고용 중이나, 임금 근로자 중 약 27%가 

장애인, 고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 취약계

층임(<표 6> 참조).    

 -  업체당 평균 2.3명의 임금 근로자 중 약 69.5%인 

1.6명이 신규채용으로 인한 고용창출임.      

<표 5>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간의 고용창출력 및 고용의 질 비교

 (단위: 개, 명, %)

구분 주요지표 협동조합 타 법인 비교 대상 및 출처

일반
협동조합

평균 임금근로자 수 1.7명
0.5명 - 소상공인 실태조사(‘13)

1.8명 - 전국사업체조사(‘13) : 2~4인

정규직 월 평균급여 145만원
143만원 -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187만원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4) : 5인 미만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93.20%
24.70% -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84.80%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4) : 5인 미만

직원교육률 41.40%
61.60% - 중소기업실태조사(‘12) : 제조업

79.00%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11) : 99인 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평균 임금근로자수 10.0명
25.3명 - 사회적기업실태조사(‘12)

14.7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정규직 월 평균급여 153만원
150만원 - 사회적기업 고용영향력 평가(‘12)

143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97.40%
61.70% - 사회적기업 전수조사 및 분석보고서(‘12)

91.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직원교육률 70.90%
92.00% - 사회적기업 전수조사 및 분석보고서(‘12)

89.9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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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모델로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평가

■  (수익성) 매출규모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보

다는 경쟁력을 가지나, 전국 2~4인 규모 사업체 

대비 열세이며 당기순이익 증대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연대사업 추진이 필요함.   

■  (월 평균 매출액)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전국 2~4

인 사업체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법인 대비 월 평균 매출액 규모에서 열세임.     

 -   단, 일반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대

비 월 평균 매출액에서 우월한 것으로 파악되어, 법 

제정 취지인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서는 긍정적임. 

■  (당기순이익)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전체 

8.9%로, 전산업 평균 일반기업의 3.3%1)보다 높

으며, 연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4%p 높게 나타남.  

 -   연대사업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비해 

총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함.

 -   설립목적별 유형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형(6.6%), 

지역복지 서비스형(3.3%)보다는 고용창출형

(14.3%)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안정성)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을 포함한 자산규

모 측면에서는 타 법인 대비 열세이나, 부채비율에

서는 우위인 것으로 파악됨(<표 9> 참조).   

1) 한국은행(2014),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 

<표 7>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의 월 평균 매출액 비교

 (단위: 만원)

구분 협동조합 타 법인 사업자 비교대상 및 출처

일반 
협동조합

1,682만원

877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3)

1,068만원 -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2,247만원 - 창업기업 실태조사(‘13) : 5인 미만

2,036만원 - 통계청 경제총조사(‘10) : 2~4인

사회적
협동조합

2,904만원
6,904만원 - 사회적기업실태조사(‘12)

6,870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  자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자료, 비교 대상은 각 출처를 참조

<표 8> 협동조합 당 평균 손익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례수
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 대비

당기순 이익률총수익 매출액 영업외 수입

전체 1,694 238.7 214 24.7 219.5 19.2 8.9

설립
목적별

지역경제 활성화형 509 298.9 274.1 24.8 280.1 18.8 6.6

지역복지 서비스형 623 151 123.5 27.5 147.5 3.5 3.3

고용창출형 562 281.2 259.8 21.4 244.2 37 14.3

연대
사업

없는 경우 893 238 218.5 19.5 222.8 15.2 6.9

있는 경우 801 239.4 209 30.4 215.7 23.7 11.0

※ 주: 1,694개 협동조합 중 적자는 32.3%(547개), BEP(당시순이익=0)는 18.9%(321개), 흑자는 48.8%(826개)임.   

※ 자료: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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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규모) 일반협동조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의 창업기업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기

업이나 비영리법인 대비 자본규모에서 열세임.     

 -   단,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에서 소상

공인의 약 1/3에 불과하나, 매출액 규모에서는 2배 

이상으로 매출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부채비율) 전 산업 일반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134%2)인 점을 고려하면, 협동조합의 부채비율은 

40%대에 불과해  일반기업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 협동조합의 평균 부채비율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례수
자산 자기자본 타인자본

부채 비율
총계 현금 현물 금융 개인

전체 2,198 57.4 32.3 8.3 10.1 6.6 41.1

설립

지역경제 활성화형 672 59.2 35.3 6.9 7.8 8.9 39.6

지역복지 서비스형 816 53.3 30 7 10.7 5.5 43.8

고용창출형 710 60.4 32 11.2 11.5 5.7 39.8

연대
없는 경우 1,242 51.6 29.2 7.8 10 4.5 39.2

있는 경우 956 64.9 36.3 9.1 10.2 9.3 43.0

※   주: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   자료: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재분석함.

<표 9>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의 평균 자산 현황 비교

 (단위: 만원)

구분 협동조합 협동조합 타 법인 사업자 비교대상 및 출처

일반
협동
조합

업체당 평균 자산 5,577만원
16,626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3)

16,364만원 - 창업기업 실태조사(‘13) : 5인 미만

업체당 평균 자본 3,929만원
11,318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3)

8,804만원 - 창업기업 실태조사(‘13) : 5인 미만

업체당 평균 부채 1,648만원
5,308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3)

7,559만원 - 창업기업 실태조사(‘13) : 5인 미만

업체당 현금투자금 3,049만원
7,257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13)

21,804만원 - 창업기업 실태조사(‘13) : 전체

사회적
협동
조합

업체당 평균 자산 8,187만원
51,504만원 - 사회적기업실태조사(‘12)

54,400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업체당 평균 자본 6,034만원
21,118만원 - 사회적기업실태조사(‘12)

16,678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비영리법인

업체당 평균 부채 2,153만원
30,386만원 - 사회적기업실태조사(‘12)

37,722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업체당 현금투자금 5,669만원
13,751만원 - 사회적기업실태조사(12)

11,351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  자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자료, 비교 대상은 각 출처를 참조

2) 한국은행(2014),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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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 타 법인 대비 기업생존율과 이직률이 양

호한 가운데, 1·2차 실태조사에서의 동일응답한 

협동조합들은 매출액 및 조합원 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지속성) 3년 기업 생존율의 경우, 협동조합은 일

반 타법인 대비 우위이며, 근로자의 ‘14년도 이직

률에서도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타 비교 사업체 대

비 우위인 것으로 파악됨.     

 -   2012~2014년까지 법인격을 부여받은 4,309개 협

동조합 중 폐업신고를 한 협동조합은 327개로 협

동조합 전체 3년 기업생존율은 92.4%임(<표 11> 

참조). 

■  (경쟁력 강화) 1·2차 실태조사에 응답한 303개 

협동조합을 분석한 결과, 복지사업 운영율과 업체

당 평균 조합원 수 및 협동조합 당 매출액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모두 성장한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재정지원 의존도와 관련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미참여율과, 조합원수 10인 미만 협동조합 비

중은 1차 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실태조사 시, 1억 6,514만에 불과하던 목표매

출액이 2차 실태조사에서는 4억 2,255만원(실적)

으로 증가함.

<표 11> 협동조합 대비 타 법인 사업자의 3년 기업 생존율과 근로자 이직률 비교

 (단위: %)

구분 협동조합 협동조합 타 법인 사업자 비교대상 및 출처

일반
협동
조합

3년 기업생존율 93.10%
66.30% - 소상공인 실태조사(‘13)

51.70%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13) : 2인 이상 사업장

이직률(‘14) 4.80%
12.00% - 중소기업 실태조사(‘14) : 5인 미만

22.3%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11) : 99인 이하

사회적
협동
조합

3년 기업생존율 99.20% 93.0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4) : 사회적기업

이직률(‘14) 9.10%
11.4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사회적기업

8.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섹터기관 실태조사(‘13) : 비영리법인

※  자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자료, 비교 대상은 각 출처를 참조함.

<표 12> 제1·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동일응답 협동조합 사업현황

 (단위: 명, %, 만원)

구분 　주요지표
동일응답자 303개 협동조합 기준

1차 조사 2차 조사 증감

사업
현황

복지사업 운영률(%) 33.2 44.9 11.7

정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미참여율(%) 72.3 59.1 △13.2 

업체당 평균 조합원 수(명) 38.9 51.2 12.3

- 10인 미만 협동조합 비중(%) 38.9 35 △ 3.9

협동조합당 매출액(만원):목표액(‘13), 실적(‘15) 16,514 42,255 25,741

※  자료: 기획재정부(2013), 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2015),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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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  (종합평가)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협동조

합은 일반기업 대비 평균 고용창출규모가 적을 뿐 

자생적 복지실현과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안착

하는 데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성) 낮은 부채비율 등 안정성 측면과 

높은 기업생존율 및 매출규모 증가 등 성장성 

측면에서 기업모델로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낮

은 매출액 규모가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됨.

 ○   (법 제정 취지)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공동체 결성 측면과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 등

에서 양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업체당 고용규모

가 작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  (향후과제) 자생적 복지와 고용창출 등 법 제정 취

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대사업을 통해 규모화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제2차 협동

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창업컨설팅) 기존의 중간지원기관에서 행했던 

설립지원 컨설팅 외에, 매출 창출 등 기업모델

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대적인 창

업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말 기준 6,235개 협동조합 중 법인격을 

부여받고 사업 중인 협동조합은 2,957개로 절

반 정도의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

는 상황임.

 ○  (중간지원기관) 급속히 증가하는 협동조합 설립 

수에 비해 설립신고 컨설팅을 담당하는 중간지

원기관 수가 매우 부족하므로 연합회 등 지역기

반 중간지원기관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2015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에 설립신고 및 인

가된 협동조합 수는 8,349개에 이르지만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은 16개에 불과함.

 ○  (연대 사업 촉진) 연대 사업 촉진을 위해 협동조

합 간 거래시장 도입 및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

조합간의 연합회 결성을 허용해야 함.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간 

사업구축과 원재료 구매 및 완제품 판매, 구인 

등 인력조달을 위한 협동조합 간 거래시장 시스

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들을 상

대적으로 규모가 큰 생협들과의 연대사업 촉진

을 위해 기본법과 개별법 협동조합간의 연합회 

결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함. 

 ○  (출자금 제도) 협동조합의 타인자본 중 금융대

출 대비 개인 차입금 비중이 6:4 정도로 높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투자조합원 제도란 프랑스의 협동조합 자기자본 

조달제도인 협동조합 증권과 같이 의사결정권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 수익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