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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휴면 협동조합 실패원인과
재기를 위한 선행과제
임

준

형

1)

최근 협동조합이 왜 휴면상태가 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패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패 원
인을 토대로 재기를 위한 선행과제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가와 조합원 사이에 입장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전문가는 실패 원인을 협동조
합 가치 중심의 원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반해, 현장 조합원들은 전반적으로 외부 지원 부족을 원인
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경영지원의 절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협동조합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동조합 가치가 왜곡된 경영치중 현상을 완화할 보완적 조치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와 조합원의 실패원인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문제해결의 핵
심이며 재기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휴면 협동조합, AHP, 재기 선행과제

Ⅰ. 서

론

1. 문제제기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 기업처럼 자본 중심의 이윤극대화 추구에 매몰되
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방식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2년여에 접어든 광주광역시 일반협동조합 설립 공식
집계는 493개로(8.11일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경
기도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이며 인구대비로 보면 십만 명 당 전국 평균이 14.5개
에 비해 2배를 상회하는 33개로 압도적 1위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상황을 보면
인구대비 설립 최다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개점휴업 조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파악을 위해 유선전화 통화 기준으
로 볼 때, 약 150개 정도(30%)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며(광주 중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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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선통화 추정치 기준) 이중에서도 수익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경우는 50여
개 내외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느 특정문제
이기 보다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
조합원 가입의 수동적 비자발성 등이 문제이며 그 외에도 정부에 대한 기대심
리, 사업 준비 부족, 수익모델 부재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출자금 제한이 없고
5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설립해 놓고 보자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준비 없는 결과는 ‘무늬만 협
동조합’인 휴면상태의 협동조합 양산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 중심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과 지
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기업방식이라는 매력으로 인하여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실현 방안으로 확산 중심적 정책을 지향하였다. 그러
나 협동방식에 의한 기업운영은 다수에게 생소한 것이었고 적응과 흡착을 위한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의욕과 명분은 있었지만 그 실행력에서 한
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은 학습효과라는 성과를 유인하였고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안착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초기의 이러한 실패는 오히려 성장통이며 협동방식의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발
적 대안경제인 풀뿌리 경제활동을 위한 협동조합 정신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
해 적극적인 간접지원에 나서야 하며, 휴면상태 협동조합의 재기를 위한 정책제
시가 있어야 한다. 휴면상태가 장기화되면 협동조합은 법적 테두리에 근거하여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에서의 사회적비용과 사회문
제는 적지 않은 대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산 이전에 휴면 협동조합
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왜 휴면상태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서 지속가능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부족해서
실패하게 되었는지 전문가와 현장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원인의 우선
순위를 도출한다. 그리고 주요 실패원인 중요도에 따라 재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도
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를 활용한다. 그 이유는 협
동조합은 데이터가 적고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이 분석법은 전문가나 실제 현
장에 종사하면서 느낀 조합원들의 판단에 근거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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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다고 볼 수 있다.

2. 전국 협동조합 현황과 광주 특징
1) 전국 설립 현황
<표 1>에서 8월 11일 기준 전국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전체 7,613개로
일반협동조합은 7,263개, 사회적협동조합 307개이며,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9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4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전국 협동조합 현황
2015.8.11일 기준(단위: 개)
전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7,613

7,263(95.4)

307(4.0)

39(0.5)

4(0.05)

자료) http://www.coop.go.kr
주) ( )는 비중으로 %임.

<표 2>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일반협동조합 설립 순위를 보면 1위 서울
(1,935개), 2위 경기(1,170개), 3위 광주(493개) 순이며, 인구 십만 명 당 설립
건수 전국 평균은 14.2개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33.4개)가 압도적 1위이며
2위 전북(25개), 3위 강원(23.3개) 순이다.
2) 광주 특징
(1) 설립 업종 측면
<표 3>은 설립 업종 현황으로 도소매업 분야가 107개(21.7%)로 가장 많고,
협회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88개(17.8%),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57개(11.6%), 교육 서비스업 51개(10.3%),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이 48개
(9.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설립 업종 추이는 광주의
산업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 수에 있어서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3대 생활형 서비스업)이 203개로 41.2%이며, 이 밖에도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대부분 소규모 영세자영업 구조이다. 따라서 광주 협동조
합 설립 업종 특징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경기침체와 영세성으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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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협동조합의 영세성 원인이 출자여력 문제 즉, 경제적 이유가 아닌 비자발
적이고 급조된 조합원 가입, 정부정책에 편승한 의타적 지원기대 심리, 일단 설
립해서 분위기나 추이를 보자는 의도 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의도
는 앞으로 광주의 사회적경제를 교란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왜냐면 이러
한 의도는 실패가 명확하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 이미지는 추락하여 지역사회에
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면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표 2>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일반협동조합 현황
2015.8.11일 기준(단위: 개)
광역자치단체

설립 현황

인구

십만 명 당 설립 건수

서울특별시

1,935( 1)

10,103,233

19.2( 5)

부산광역시

393( 5)

3,519,401

11.2(13)

대구광역시

308( 7)

2,493,264

12.4(12)

인천광역시

212(14)

2,902,608

7.3(17)

광주광역시

493( 3)

1,475,884

33.4( 1)

대전광역시

283(10)

1,531,809

18.5( 6)

울산광역시

151(15)

1,166,377

12.9(10)

경기도

1,171( 2)

12,357,830

9.5(15)

강원도

360( 6)

1,544,442

23.3( 3)

충청북도

247(13)

1,578,933

15.6( 8)

충청남도

256(11)

2,062,273

12.4(11)

전라북도

467( 4)

1,871,560

25.0( 2)

전라남도

297( 9)

1,905,780

15.6( 9)

경상북도

298( 8)

2,700,794

11.0(14)

경상남도

254(12)

3,350257

7.6(16)

제주특별자치도

108(16)

607,346

17.8( 7)

세종특별자치시

30(17)

156,125

19.2( 4)

총계

7,263

51,327,916

자료) 통계청
주) 1. 인구는 2014년 12월 말 기준 2. ( )는 순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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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주 설립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2015.8.11일 기준(단위: 개)
산업분류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 활동
건설업

설립 수
1( 0.2)
10( 2.0)

산업분류

설립 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8( 1.6)

숙박 음식점업

8( 1.6)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광업

-

운수업

2( 0.4)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 0.8)
2( 0.4)

교육 서비스업

51(10.3)

57(11.6)

국제 및 외국기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

제조업

48( 9.7)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8( 3.7)

농업 임업 어업
도매 소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48( 9.7)
107(21.7)
31( 6.3)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
원업
협회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계

10( 2.0)
88(17.8)
493

주 1) ( )는 비중으로 %
2)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의한 분류임.

2) 설립 유형 측면
설립 유형을 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246개(49.9%)로 가장 많고, 다중이해관
계자협동조합이 170개(34.5%), 직원협동조합 57개(11.6%), 소비자협동조합 20
개(4.1%)이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사업의 규모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중이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
결해보려는 의도가 설립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 정신이나 가치가 전
제되지 않은 이러한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단순한 동업은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단순
히 개인적인 이익추구의 방식이라면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선진 협동조합
이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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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와 지속가능 요인
1. 선행연구(2012-2015)
선행연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은 자
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의 전환점이 된 새로운 협동조합시대가 개막
한 의미 있는 해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고 2012년 1월 26일 공포됨으로써 기존 8개 협동조합개별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걸림돌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 협동조합 원리와 방법을 연구 보급하고, 협동조합 사업을
선도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제시한 원칙은 협동조합이 나아가야할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 7대원칙 제정을 통
하여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은 1844년 협동조합 선구자 격
인 로치데일협동조합이 채택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
범이며 협동조합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
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
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가 그것이다.1)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
합이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협동문화 인식을 위
한 교육의 중요성과 편향되지 않는 정치,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2)
국내 협동조합 성공을 위한 과제나 지속가능 요인에 대한 연구로 이호중 외
(2013)는 협동조합 전략연구에서 괴산 불정농협 사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략
으로 조합원간 학습, 조합 내 외부 신뢰기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호(2013)는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가 협동조합센터 운영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문
컨설팅인력의 양성,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을 제
시하고 있다. 이종현(2014)은 협동조합 성공의 초기조건으로 주체들 사이의 신
뢰와 협동의 헌신의 자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착과정의 시행착오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체들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신명호 외(20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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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협동조합이 서로 순환, 교류하면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가치공유와 주
체 간 지속적 관계 유지를 함으로써 유효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남
승연(2014)은 협동조합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하
고 주민 대상 홍보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원칙과 간접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강
화 및 정책 방향 공유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종익(2012)은 한국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체제 구축, 협동조합 지원 금융체제 구축, 협
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보경(2013)은
협동조합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로는 협동조합 주체 역량, 협동조합 간
의 연대를 통한 사업기반 확장, 협동조합을 위한 사업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협
동조합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
다. 이금노(2012)는 협동조합과 유사한 기존 조직체와의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
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형미(2015)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의 서평을 통하여
협동조합 성공 생태계 요소는 제도와 정책, 협동조합 섹터의 연대 역량으로 평
가하고 있다. 염찬희(2014)는 캐나다 서스캐처원지역 사례를 통해서 협동조합들
이 다른 주체들과 연대해서 새로운 협동조합, 새로운 사회운동 조직의 설립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발달시키는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
드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복태 외(2013)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법 제도의 개선, 협동조합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컨설팅 및 전문 인
력 파견 등 체계적 지원체계, 공공서비스 시장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2. 지속가능 요인 및 내용
앞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을 위한 요인들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내부적 지속가능 요인으로는 교육 및 학
습이다.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기 위한 경쟁우위는 조합원간
가치를 공유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 실천하며 얻어져야 한다. 협동조합 제5원
칙도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 및 학습은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
해서도 협동조합의 장점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여기서 교육과 학습의 기
본적 목적은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이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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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의 개념이 아닌 사람중심의 결사체로의 인식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조직적
이고 전문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도 협동조합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 요인이
다. 다음으로는 주체들의 역량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요소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주체들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에는 신뢰와 헌신의 협
동의지는 물론 기업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협동조합 원칙에서도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원칙
부터 4원칙에서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원칙은 조합원의 자
발적이고 개방적인 의지 역량을 의미하고 제2원칙은 조합원의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민주적 참여를 통한 관리 역량이며 제3원칙은 조합원의
자본 조달, 배당, 적립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자금운용 역량이며 제4원
칙은 조합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정부의존 경영을 지양하는 자율적 역량을 의미한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먼저, 네트워크 작동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소
규모이기 때문에 큰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 협력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결속도 중요하다. 이러한 네트
워크는 필요성에 의해 단순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협동조합 생태계 확장의 요인으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전문 컨설팅 양성 및 파견 문제이다. 일반기업
과 다른 협동조합 특성은 사업운영에 이중고의 어려움이 따른다.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 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반기업과 차이
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업방식 초기단
계에 지원 가능한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과 파견을 통하여 지원체계 구축이 필
요하다. 세 번째는 홍보 요인으로 협동조합 주체 이외의 지역주민 대상으로 협
동조합 개념과 가치 홍보, 간접지원 정책 홍보, 사업홍보, 조합원모집 홍보 등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지원 금융 및 자금조달이다. 협동조합을 위한 금
융체제 구축은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며, 세계적인 성공 협동조
합 이면에는 협동조합은행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증거이다. 협동조합이 사업체라
는 점에서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금융 요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은 협
동조합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지원이나 지속가능을 위한 정책 개발 뿐 아니라 사
업지원 체계,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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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행연구를 통한 지속가능 요인
영역

요인
교육 및 학습

내
부
적
요
인

주체들의 역량(조합
원 간 신뢰와 협동
의 헌신적 자세)

연구자

협동조합 7원칙

(스테파노 자마니 외 2012), (이
호중 외, 이상호, 임준형 2013),
(이종현, 남승연 2014)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
합원 제도

(문보경, 이호중 외 2013), (이
종현 2014)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장종익, 이금노, 2012), (이호
네트워크( 조합간,
지역사회)

외
부
적
요
인

중 외, 이상호, 신명호 외, 문보
경, 김복태 외 2013), (남승연,
염찬희 2014), (김형미 2015)

전문컨설팅 양성 및
파견

(이상호, 김복태 외 2013)

홍보

(이상호, 임준형 2013), (남승연
2014)

지원 금융 및 자금
조달

(장종익 2012), (문보경 2013)

제도 및 정책(사업
지원체계, 공공서비

(스테파노 자마니 외 2012), (장
종익 2012), (김복태 외 2013),

스 확대 등)

(김형미 2015)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요인들 중에서 연구자가 중첩되지 않은 요인은 배제하였음.

Ⅲ. AHP 분석 및 결과
1. 실패 요인 선정
휴면 협동조합이 왜 실패를 하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
기된 지속가능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실천되지 않았는지를 보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특성상 사업과 운동을 동시에 한다. 사업체로써 경
쟁력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하고, 사람 중심의 협력과 연대와 조합원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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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민주적 운영 방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문을 닫고 일반기업으
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치 중심이 아닌 경영 중심에 치
중하게 되면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과 다를 바 없으며 벌써 경쟁력을 상실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휴면 협동조합의 실패 원인을 보기 위하
여 경영요인은 배제하고 지속가능 요인 중심으로 실패요인을 선정하였다(<표
5> 참조).
<표 5>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 계층화
상위계층
내부적요인

하위계층
교육 및 학습
주체들의 역량
네트워크

실패요인

전문 컨설팅 양성 및 파견
외부적요인

홍보
지원 금융 및 자금 조달
제도 및 정책

2. AHP 분석 적용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에 기초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인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분석을 적용한다. AHP기법은 Saaty(1977)
가 개발한 방법으로 계량적 접근이 곤란한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김충실 등, 2004). AHP이론은 요인들
의 일대일 비교를 통해 하위방향으로의 분화 분석과 퍼지집합을 이루는 요인들
의 집단화를 통해 재구성된 상위방향으로의 종합적 관측을 가능하게 하며
(Triantaphyllouet et al., 1997) 또한 AHP가 하나의 집단에 의해 사용될 경우,
여러 사람들의 판단결과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집단적 판단의 평균치가
행렬 내에서 일대일 비교의 역수조건(reciprocal proper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하평균이 필요하다(Aczel and Saaty, 1983). AHP의 적용절차는 크게 의사결
정 문제를 계층화하고 계층별 분석을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구분되며, 대안들 간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다(Harker and Vargas, 1987).
AHP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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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나 조합원이
라 하더라도 설문 답변에 있어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기 때문에 Saaty and Kearns(1985)는 CR값이 20% 이하의 범위에는 일관성
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쌍대비교행렬의 일치성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가 사용된다.3) 본 논문의 적용
절차를 보면 먼저, 실패요인을 계층화하고 다음으로 요인들 간 쌍대비교를 통하
여 상위계층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Saaty와 Vargas가 사용한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4) 이어서 쌍대비교 후 얻은 행렬을 이용하여 상대적 가
중치(priority weight)를 추정하며 이를 통하여 최상위 계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계층에서 계산된 가중치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
게 해서 도출된 실패요인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무엇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설문은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을 설계한 설문지를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와
휴면 협동조합 조합원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직접조사와 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일관성비율이 0.2
이하인 전문가 7부, 조합원 1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합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같은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배제하였다.

3. AHP 분석 결과
휴면 협동조합의 실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위계층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
적 요인인데, 요인 간 쌍대비교 전문가 응답 결과를 기하 평균한 것은 <표 6>과
같으며 <그림 1>은 쌍대비교 행렬을 이용하여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를 구한
결과이다. 상위계층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 결과를 보면 전문가는 내부적 요인
(0.875), 외부적 요인(0.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 7>과 <그림 2>의 조합원
결과는 외부적 요인(0.800), 내부적 요인(0.200)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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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전문가는 내부적 요인이라고 판단한 반면 조합원은 외부적 요인이라는 상
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6> 실패요인 상위계층 쌍대비교 결과(전문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1

6.804

외부적 요인

0.147

1

<그림 1> 실패요인 상위계층 상대적 가중치(전문가)

<표 7> 실패요인 상위계층 쌍대비교 결과(조합원)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1

0.441

외부적 요인

2.268

1

<그림 2> 실패요인 상위계층 상대적 가중치(조합원)

내부적 요인의 하위계층은 교육 및 학습, 주체들의 역량인데, 요인 간 쌍대비
교 전문가 응답 결과를 기하 평균한 것은 <표 8>과 같으며 <그림 3>은 쌍대비
교 행렬을 이용하여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를 구한 결과이다. 하위계층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 결과를 보면 전문가는 교육 및 학습 요인(0.875), 주체들의 역량
요인(0.125) 순이며, <표 9>와 <그림 4>의 조합원 결과 또한 교육 및 학습 요인
(0.875), 주체들의 역량 요인(0.125) 순으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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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내부적 요인 하위계층 쌍대비교 결과(전문가)
교육 및 학습

주체들의 역량

교육 및 학습

1

6.804

주체들의 역량

0.147

1

<그림 3> 내부적 요인 하위계층 상대적 가중치(전문가)

<표 9> 내부적 요인 하위계층 쌍대비교 결과(조합원)
교육 및 학습

주체들의 역량

교육 및 학습

1

1.913

주체들의 역량

0.523

1

<그림 4> 내부적 요인 하위계층 상대적 가중치(조합원)

외부적 요인의 하위계층 요인 간 쌍대비교 전문가 응답 결과를 기하 평균한
것은 <표 10>과 같으며 <그림 5>는 쌍대비교 행렬을 이용하여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를 구한 결과이다. 하위계층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 결과를 보면 전문가
는 네트워크(0.308), 지원 금융 및 자금조달(0.233), 홍보(0.197), 전문 컨설팅
양성 및 파견(0.165), 제도 및 정책(0.097) 순이며, <표 11>과 <그림 6>의 조합
원 결과는 전문 컨설팅 양성 및 파견(0.427), 지원 금융 및 자금조달(0.275), 홍
보(0.134), 네트워크(0.092), 제도 및 정책(0.07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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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외부적 요인 하위계층 쌍대비교 결과(전문가)
네트워크

전문 컨설팅
양성(파견)

홍보

지원금융 및
자금조달

제도 및 정책

네트워크

1

6.804

6.257

0.776

4.718

전문 컨설팅
양성(파견)

0.147

1

0.693

4.718

4.217

홍보

0.160

1.442

1

3

0.237

지원 금융
및 자금조달

1.290

0.212

0.333

1

0.212

제도 및 정책

0.212

0.281

4.217

4.718

1

<그림 5> 외부적 요인 하위계층 상대적 가중치(전문가)
<표 11> 외부적 요인 하위계층 쌍대비교 결과(조합원)
네트워크

전문 컨설팅
양성(파견)

홍보

지원금융 및
자금조달

제도 및 정책

네트워크

1

0.121

0.212

0.174

0.195

전문 컨설팅
양성(파견)

7.399

1

6.257

1.710

5.593

홍보

4.718

0.179

1

0.523

4.718

지원 금융
및 자금조달

5.739

0.585

1.913

1

3.979

제도 및 정책

5.130

0.179

0.212

0.251

1

<그림 6> 외부적 요인 하위계층 상대적 가중치(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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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면 협동조합 전체 실패요인별 최종 가중치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이어
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상위계층 요인과 상위계층을 구성하는 세부요인 간 상
대적 가중치를 곱함으로써 전체 요인에 대한 최종 가중치를 볼 수 있다. <표
12>와 <그림 7>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 중 가장 큰 원인
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실패요인은 교육 및 학습 부족(62.3%)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주체들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부재가 8.9%로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원 금융 및 자금조달 문제가 6.7%, 홍보부족 5.7%, 전문 컨
설팅 양성 및 파견 부재가 4.7%, 마지막으로 제도 및 정책 미비는 2.8%로 실패
원인으로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12>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의 최종 가중치 및 우선 순위(전문가)
상위계층

가중치

내부적
요인

0.875

외부적
요인

0.125

하위계층

가중치

최종가중치

순위

교육 및 학습

0.875

0.623

1

주체들의 역량

0.125

0.089

2

네트워크

0.308

0.089

2

전문 컨설팅 양성 및 파견

0.165

0.047

6

홍보

0.197

0.057

5

지원 금융 및 자금 조달

0.233

0.067

4

제도 및 정책

0.097

0.028

7

<그림 7> 전문가 판단의 실패요인 순위(가중치)

<표 13>과 <그림 8>은 조합원이 판단하는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실패요인은 전문 컨설팅 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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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부재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금융 및 자금조달 문제가
24.5%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홍보부족 11.9%, 교육 및 학습 부족 9.5%, 네
트워크 부재 8.9%, 제도 및 정책 미비는 6.4%, 마지막으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이 1.4%로 실패원인으로는 가장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13>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의 최종 가중치 및 우선 순위(조합원)
상위계층

가중치

내부적
요인

0.200

외부적
요인

하위계층

가중치

최종가중치

순위

교육 및 학습

0.875

0.095

4

주체들의 역량

0.125

0.014

7

네트워크

0.092

0.082

5

전문 컨설팅 양성 및 파견

0.427

0.381

1

홍보

0.134

0.119

3

지원 금융 및 자금 조달

0.275

0.245

2

제도 및 정책

0.071

0.064

6

0.800

<그림 8> 조합원 판단의 실패요인 순위(가중치)

Ⅳ. 결

론

1.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의 상위계층 분석 결과를 보면 전문가와 조합원이 상
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는 실패원인이 내부적 원인에 있다고 본 반
면 조합원은 외부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합원들이 실패
의 원인을 내부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협동조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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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정체성의 중요성 보다는 각종 지원에 대한 의타적 기대심리를 반영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협동의 목
적을 위해 행동(acting)해야 하며,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Zamagni, 2005)5) 이러한 조합원의 외부문제로의 책임전가는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부적 요인의 하위계층 분석 결과는 주체들의 역량 문제보다는 교육이나 학
습 부족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나 조합원이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조합원들이 교육이나 학습 필요성은 알면서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아직도 협동조합 정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비교우위는 사람중심의 결사체라는 조합원 간 가치공유
와 꾸준한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학습이 부족하였으며 지역주민에 대
해서도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적 요인의 하위계층 분석 결과는 전문가와 조합원의 입장 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네트워크 부재 문제를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보는 반면 조
합원은 네트워크 보다는 전문 컨설팅 양성과 파견이라는 외부 지원이 없었던 것
을 실패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합원의 지원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협동조합은 소규모와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간 협동, 지
역사회와의 결속 등 동반자적 협동조합 생태계 확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
부 의존적 경향이 실패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사업홍보, 조합원모집 홍보 등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조합원 모두 실패 원인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어 제도 및 정책 미비
가 가장 미미한 실패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패요인에서 최종 가중치를 통한 실패 우선순위에서도 전문가와 조합
원의 판단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는 교육과 학습 미비가 가장 큰
실패요인이고 이어 주체들의 역량 부족, 네트워크 부재 순인데 반해 조합원은
전문 컨설팅 양성 및 파견 부재가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어 자금조
달 어려움,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실패 원인을 종합하면 교육과
학습이 미비하여 주체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못했고, 소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
고 지역사회와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은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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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과 파견이 되지 않았고,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았으며
홍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차이의 존재 즉, 전문가는 실패원인을 협동조합 가치 중심의 원칙
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반해 현장 조합원들은 전반적으로 외부 지원 부족을 원
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경영지원의 절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협동조합 정책 방향성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가치가
왜곡된 경영치중 현상을 완화할 보완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와 조합원이 판단하는 실패원인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문제해
결의 핵심이며 전문가와 조합원 간 판단을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재기를 위한 출
발점이라고 보여 진다.

2. 재기를 위한 선행과제
협동조합이 기업으로서 성과를 위해 협동조합 정신과 가치를 망각하고 자본
주의 기업의 조직형태와 경영전략을 그대로 수용해버린다면 그건 이미 협동조
합이 아니며 자본주의 기업과 하등 차이가 없는 정체성 상실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Stiglitz, 1994).6) 협동조합은 사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중고의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어려운 기업방식이며, 가치
중심과 사업 중심의 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유일한 차별성과 경쟁
력은 사람중심의 민주적 기업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협동조합 가치이다.
따라서 시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 청산은 해산 신고 등기, 청산 총회 등기 등 많은 절차를 거쳐
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면 협동조합이 방치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지역 서민경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협동조합
은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영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역경
제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자체는 물론 중간지원기관,
시민사회는 더 이상 도외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협동조합도 휴면 탈피를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기를 위
한 선행과제를 제언한다.

19

1) 협동조합 정체성과 컨설팅 병행교육 강화
자본주의 기업방식과 이기심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서는
교육과 학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재교육에는 협동조합 정체성 및 컨설팅을
병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육과 학습의
필요성은 조합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합원들이 가장 큰 실패요
인으로 판단하는 전문 컨설팅 필요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
의 가장 큰 비교우위는 조합원간 가치를 공유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 얻어져야
하며 협동조합 5원칙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교육 및 학습은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의 장점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
해야 한다. 여기서 재교육과 학습의 목표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
해하고 체득하는 것이며, 단순 동업의 개념이 아닌 사람중심의 결사체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특성을 감안한 조합원들의 조직적이고 전문
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네트워크 작동을 위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소규모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의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모화는 물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협동조합
간 협력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결속은 협
동조합의 생존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필요에 의한 단순한 관
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역할을 해야 한다. 앞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네트
워크 부재에 대해서 전문가와 조합원의 입장 차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들
이 개방성을 매개로 연대와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참여하는 것
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지역 내 협동체계로 연결이 되어야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 방법으로 클러스터가 유용하다. Alfred Marshall(1890)이
최초로 언급한 산업입지의 외연성은 클러스터의 기원이며, 1990년대 Porter에 의하
여 보편적 이론으로 인식되었다.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연계기업,
특정 분야의 연관기관 등이 유사성(commonalities), 보완성(complementarities)
등으로 연결된 집단을 지칭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7) 특히 클러스터 범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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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수직적인가 수평적인가, 기관형태를 취하는가 아닌가 등에 상관없이 ‘연
관성 강한’ 모든 형태의 기업, 산업, 기관은 동일 클러스터로 분류되며, 관계가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다”라고 클러스터 범위를 설정하
고 있다.8) 또한 클러스터가 경쟁우위를 보이는 지역의 공통적 특징으로서의 역할
을 강조하면서 특정지역의 경쟁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9) 선진 클러스터 사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에는 체계
적 작동이 잘되는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생태계 확장과 지
역 사회적경제 협동메커니즘을 위하여 클러스터는 유용한 활용 수단이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핵심은 잘 작동되는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 작동의 근간은 협동심이
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시민단체, 대
학, 연구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동조합 지역전문가 육성
일반기업과 다른 협동조합 특성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이다. 협동조합 기업방식
에 지원 가능한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과 파견을 통하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특히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과 파견 부재가 현장 조합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인식한 만큼 여기에 대한 지자체의 ‘협동조합 전문 인력 육성
조례’ 등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아카데미나 일반 교
육 등 육성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낼 수 없
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셜 미션에 동의하며 협동조합 특
성을 이해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즉,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과 영
리와 비영리의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
이다. 특히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개별적인 내부 인재육성 여력은 전혀 없으며
외부에서 영입하려해도 적정 전문 인력을 찾는 것도 어렵고 재정적 한계도 존재
한다. 개별 협동조합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명한 것은 협동조합 지역
전문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내 협동조합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관은 물론 현장
과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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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지역전문가 육성은 더 이상 미루
어서는 안 될 과제이다.
4) 지역사회와의 밀착을 위한 홍보 강화
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흡착은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지역주민 대상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조합원 모두 실패의
원인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동조합 가치 및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 이전에 다수 지역시민의 이해와 동의, 동
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성장 동력은 다수 지역민의 공감과
동참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과 연대의 힘이며 지역 주민과 공동체 의지가 있을
때 성공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협동조합 이해를 높이는 홍보가 꾸준
히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밖에 자금조달을 위한 공동노력과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개발로
휴면 협동조합 재기를 위한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협동조합 정책에서
행정적 성과 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교육,
인재육성, 홍보와 마케팅 판로 등 협동조합 스스로 하기 힘든 부분을 적극 지원
해야 한다. 협동조합들도 일반 기업들의 틈새시장보다는 공공성 있는 사회서비
스 영역의 비즈니스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

3. 제언
협동조합 운동은 우리지역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협동조합
형태로 돈을 모아 무늬만 협동조합이었던 단순 동업은 이미 실패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휴면 협동조합이 보여준 2년여의 결과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가치는 조
합원만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약자와 더
불어 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협동조합의 생존과 성장의 가치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합원, 이해관계자 등이 협동조합 정체성이나 가
치에 대하여 공유하고, 여기에 다수 지역 시민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선순환 구조가 우리지역에 협동조합이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이다. 협동조합
운동과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성과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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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원이
끊어지고 없더라도 묵묵히 협동조합 미래를 위해 깨어있는 협동조합이 늘어나
야 하고 협동조합 진보를 위해 서로 희생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는 협동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기의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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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ing Subjects for Rechallenge of Resting Cooperatives
in Gwangju
Jun-Hyeong Lim
Gwangju Cooperative research institute director

This study identified reasons for failures in resting cooperatives, aiming to
develop strategies for their revival based on the reasons for their failures and
suggest policies to prevent future failures.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experts and cooperative members.
That is, expert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failure through a
value-oriented approach while cooperative members desperately expected active
support from management. In this respect, focus should be given to the policies
of cooperatives. Howev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 complementary
measure to mitigate distorted manager centric phenomenon should be developed.
Therefore, the key to a solution, and a starting point for cooperative rechallenge,
is in how to reduce differences in positions that influence the reasons fo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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