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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회사(company)와 협동조합(cooperative)은 서로 다른 기업(enterprise) 형태이다. 기업이란 자본, 

금융, 노동, 지식, 시설의 결합체를 말하는데, 회사는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이용자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관계를 다르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회사와 협동조합은 운영과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

고, 주주나 조합원이 기업 활동의 결과로 얻는 이익의 성격도 다르다. 본 연구는 회사와 협동조합의 

법률관계의 다름을 지분의 개념에 적용하여 검토해보았다. 협동조합에서는 비분할 자본과 이익 없

는 분배 원칙에 따라 기업재산 전체에 대한 관념상의 몫으로서 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출자

가액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치 않기에 출자금은 조직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

원 지분의 원천이자 기준은 협동조합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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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ny and a cooperative are sub-categories of enterprise. Enterprise is a combina-

tion of capital, finance, labor, knowledge, and facilities. A company is an enterprise that 

forms a legal relationship based on capitalist aspects. On the other hand, a cooperative 

is an enterprise based on patronage aspect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legal relations between companies and cooperatives in the concept of shares. As a 

result, the study discovered that cooperatives don’t have property equity and equity 

stake because of the rule of non-distribution capital and the principle of disinterested 

distribution, In addition, since the proportion of voting rights to investment are not 

recognized, contribution does not play an organizational role in cooperatives, so it can 

be said that the cooperative patronage is the source of a cooperative member’s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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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흔히들 협동조합은 회사(company)와 구성 원리가 다르다고 말한다. 협동조합도 회사처럼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란 점에서 기업(enterprise)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협동조

합과 회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업형태가 다르고, 경제적 행동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많

은 문헌들에서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구성 원리의 차이가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 개별 협

동조합법 등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점도 있다. 

이 연구는 협동조합과 회사의 많은 차이점들 중 협동조합 이용과 조합원 지분에 초점을 맞추

어 차이점을 검토하고, 협동조합 법제에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협동조

합 이용이 지분의 성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의 정의, 본질, 원리에 대한 연구와 저술들은 매우 많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협동조

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이하 ICA)이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

성에 관한 선언」(이하 ‘정체성 선언’)과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선언의 배경문서」(이하 ‘배경

문서’), 2015년 발표한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안내서」(이하 ‘안내서’) 등 ICA가 발표한 협동

조합 정체성과 그 해석에 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법률적 적용에서는 주로 유럽

의 협동조합법 학자들이 발표한 국제 협동조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공통원칙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일찍이 2003년 유럽연합 내 2개 국 이상에

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을 위하여 「유럽협동조합법(Council Regulation on the Statute for 

an European Cooperative Society)」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의 공통의 협

동조합 준거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ICA가 2013년 「협동조

합 10년을 향한 청사진」에서 제기한 협동조합 특성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발맞

추어, 2013년 유럽협동조합법연구모임(Study Group on European Cooperative Law, 

SGECOL)을 결성하고 유럽연합 차원의 협동조합법을 위한 공통원칙을 연구하여 「유럽협동조

합법 공통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이하 ‘PECOL’)을 발간하였다

(박광동･김형미･Ya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2019: 43). 여기에서 공통원칙으

로 다듬은 법률 규정들은 유럽연합 내 각국의 협동조합법을 개정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은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

제와도 적극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별도로 깊게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주로 협동조

합과 회사와의 차이를 연구하는 문헌들에서 부분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다루는 연구들이 많다. 

협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탐구하기 위해서 먼저 협동조합 정체성을 비롯해 회사와의 차이점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정체성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도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할 텐데 이 연구의 중심 주제는 아니어서 필요 부분만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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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기업이란 용어는 엄밀한 개념이라기보다 일상용어에 가깝다. 기업은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칭하는 말로서 회사와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철송(2018: 43)

은 기업이란 자본, 금융, 노동, 지식, 시설 등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PECOL

의 저자 중 한 사람인 Meira(2017: 418)는 기업이란 영리추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경제적 목

적을 추구하는 사람, 자본, 시설의 조직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철송(2018: 43)은 덧붙여 회사

는 기업의 실체에서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부각하여 법률관계를 구성한 것이고, 자본주의적 

규범을 수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여 회사를 기업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철송의 회사 개념을 변형하여 협동조합에 빗대어 본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적 결합의 측

면을 부각하여 법률관계를 구성한 것이고, 자조와 연대의 규범을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조합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이용

자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smann(1996: 40)은 이러한 맥락에서 회사를 투자자 소유 기업, 협동조합을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고 표현했고, Birchall(2011: 15)도 동일한 관점에서 회사를 투자자소유비즈니스, 협

동조합을 조합원소유비즈니스라고 설명하였다. 

협동조합이 회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 관점에서도 명확하다. 「상법」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 형태의 회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 5가지 형태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상

법」 이외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특수법인들도 존재하기는 하지

만, 이들은 구성 원리가 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근거 법률들은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능

을 할 뿐 법적 원리에 있어서는 「상법」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송호영, 2015: 30). 반면 협

동조합은 경우가 다르다. 협동조합은 회사와 다른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법제 역시 회사와 다른 협동조합 고유의 법적 원리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고유의 법적 원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간략히 조망해보고자 한다.

1. 협동조합의 법률적 정의와 목적

협동조합 법인의 성격을 논할 때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목적은 법적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확정하거나 유형(type)을 분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Cracogna, Fici, Henrÿ, EURICSE, 2013: 19; Fajardo, Fici, Henrÿ, Hiez, 

Meira, Müenker, Snaith, 2017: 366). 

1995년 ICA가 정체성 선언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협동조합을 정

의하였는데, 그 중 1987년 미국 농무부(USDA)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용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

는 기업이다.” 임영선(2014: 67)은 이 정의는 이용자가 소유한다는 소유의 측면, 이용자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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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는 운영의 측면,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분배의 측면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

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ICA가 오랜 논의를 통해 협동조합을 

기술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

적인 결사체이다.”(ICA, 1995). ICA의 정의와 원칙들은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93

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권고」에 포함되었다. 국제기구의 권고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CA 정체성 선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고, 세계 각국이 협동조합

법에 ICA 정의와 원칙을 언급하고 있어 점차 설득력 있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Cracogna et al., 2013: 5).

한편 PECOL에서 Hiez(2017: 10-11)는 ICA의 정의는 법률적 정의로 곧바로 쓰이기는 어

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법률적 정의에서는 실정법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규범적 요소

들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ICA의 정의는 협동조합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을 기술하지만, 법률적 정의는 그것에 기반하여 협동조합 조직과 사업에 적용될 다양한 규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수(2001: 32) 역시 협동조합 원칙이 협동조합법

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강희원(2013: 721-729)은 ICA의 정의를 법률적 개념으로 재해석하

여 정의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첫째, 사람들의 자치결사라는 점, 둘째, 공

통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와 열망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셋째, 합동으로 소유

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강희원은 현대적 의미에서 결사라는 것은 국가

로부터의 자립 즉 자치를 당연히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치결사’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인 ‘사단’이나 ‘조합’ 또는 ‘상사회사’를 포함하는 단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다. 다만 ‘사람들의 결사’라는 점에서 자본결합체인 주식회사는 배제된다. 합동으로 소유된 기

업이라는 점에서 조합이나 합명회사 등과 유사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와 관

련되는 각 국의 법률적 개념들을 검토하여 사단적 속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서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요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 편성된 사단인 법인”이라는 법률적 

정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자는 강희원의 정의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라는 문구는 ‘영리를 궁극적인 목적

으로 하지 않고’라고 부연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리라는 의미가 재산을 증가시키는 금

전적 혹은 물질적 이익이라고 할 때,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에 나오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 영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Fajardo et al., 2017: 168). 그러나 이 말이 협동조합이 

회사와 동일한 영리추구 기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회사는 자본 투자에 따른 영리 추구를 최

고의 목적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구성한 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영리 추구가 최고의 목적이 

아닐뿐더러, 사업 방식, 잉여금의 분배 등 여러 측면에서 회사와 다른 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

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법률적 개념에서 협동조합이 기업인지 결사체인지, 조합에 가까운지 사단에 가까운지 등 협

동조합 법인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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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전형수(2001: 32-36)는 경제적 의미에서 협동조합을 다른 회사 형태와 구분하고 특징짓는 

것으로 다음 4가지 요소를 뽑았다. 첫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일한 경제적 욕망을 충족하고

자 결합된 인적 단체이면서, 둘째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연대적 자조에 바탕을 두고 공동의 

필요를 충족할 것, 셋째 이를 위한 수단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일 것, 넷째 이 기업의 목적은 

조합원의 경제적 촉진일 것 등이다. 이 4가지 요소는 명칭, 법적･제도적 틀이 어떠하든 간에 

협동조합의 본질적 요소로서 법적 정의를 규정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첫째 요소인 인적 

단체와 셋째 요소인 기업은 협동조합의 양면성으로 일컬어지는 결사체이면서 사업체인 속성

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의 법적 정의를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법률적 요소로서 인적 단체에서의 자조, 유동적인 조합원 수, 공동의 기

업경영, 조합원 촉진이라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있다. 결사체와 사업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 협동조합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수가 제한되지 않는 회사이며 공동의 사업경영

으로 조합원의 경제 혹은 영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 협동조합법에서

는 ‘…특별한 형태의 회사이며, 자본과 조합원 수는 유동적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에 해당하는 특정한 경제적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기업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전형수는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이 본질임을 

들어 자본회사보다 인적회사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면서 조합원들의 자조, 유동적인 조합원 

수, 공동의 기업경영, 조합원 촉진이라는 법률적 요소를 지닌 법인으로 보고 있다. 

임영선(2014: 67-68)은 ICA의 협동조합 정의에서 핵심요소는 ‘사업체’로 파악하고, ‘결사

체’는 다만 조직의 속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개인의 자발성, 결사체에서 개인의 참여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희원(2013: 723)이 지적했듯이 현대적 의미의 결사는 이미 그 

속성으로 자발성, 자치, 인적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때 결사체의 속성을 지닌 사업체로

서 협동조합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현철 등(2012: 33-35)은 협동조합을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

고 있다. 단체는 결합의 강도와 속성에 따라 조합과 사단으로 구별된다. 조합은 인적결합의 강

도가 약하여 개인 인격의 특성이 더 강한 상태를 말하고, 사단은 인적결합의 강도가 강하여 

개인 인격의 특성보다 단체적 속성이 더 강한 상태를 말한다. 합명회사는 그 본질을 조합으로 

보는데 반하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탈퇴와 상관없이 단체의 속성이 지속되고 정관과 기

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단체원리에 입각하고 있어 사단이라고 본다. 한편 주식회사와 유사

하게 유한책임과 자본금 등 물적 요소를 지니지만, 인적평등에 기반한 인적결합의 특성을 유

지하는 등 주식회사와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협동조합은 사단적 성질을 지니

되 인적 사단과 물적 사단의 중간적 형태를 지닌다고 결론짓고 있다. 

연구자는 협동조합 법인의 속성을 이러한 중간적 형태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모호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단체가 사단으로 분류되는지, 조

합으로 분류되는지는 양자택일적 태도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 단체가 직면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사단법의 규범이 적절할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조합법의 규범이 더 어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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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유연한 적용을 통해 단체뿐만 아니라 보호가치가 있는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 하는 태도가 법인에 관한 규범을 정할 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송호영, 2015: 76). 

PECOL에서 Meira(2017: 416-418)는 협동조합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기업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협동조합을 민법상 사단 및 회사와 비교하고 있다. 민법상 사단과 비교하여 협동조

합은 목적 사업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자본금을 가진다는 차이점을 가지며, 회사에 대해서

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투자 이익 최대화가 아닌 경제적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

르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 혜택이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문화적･사회적 혜택을 추구할 때도 

항상 존재한다. 왜냐하면 문화적･사회적 목적 또한 비용과 가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방식으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체로서 특수한 형태의 

상호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사실 결사체라는 표현은 자연인 이외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조직체를 통칭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은 인적결사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고, 인적 결합 없이 일정한 재산만으로 구성된 것은 재산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면 기업 역시 사람들의 결합체라는 측면에서 기업은 추구하는 목적이 민법상 사단과 다를 뿐 

인적결사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송호영, 2015: 25). 

기업도 결국 결사체의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사단이면서 합동으로 설립한 기

업은 협동조합만 있는 것은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 주체

를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자연인들이 권리 주체가 되어 공동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는 「민･상법」상의 조합 형태(조합, 익명조합, 합자조합)가 될 것이고, 법인이 권리 주

체가 되어 수행하는 경우는 「상법」상 회사 형태(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개별법 상의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이 형태들 중 「민･상

법」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니기에 제외한다면, 사단이면서 합동으로 설립한 기업은 협동조합과 

회사들이 있다.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는 인적결사체임에도 자본적 결합을 중심으로 법률관계

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인적회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은 인적 결합의 요소를 가지면서 합동으로 설립한 사업

체의 성격을 협동조합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회사들은 역시 영리를 목적

으로 한다는 점, 전형수(2001: 33)가 말한 자조, 유동적인 조합원 수, 조합원 촉진 등 협동조

합의 법률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ECOL에서 Münkner(2017: 278)는 협동조합을 파트너십(partnership)과 물적 회사의 하

이브리드 사업형태라고 하면서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동일성 

원칙을 지니고 있다는 점, 둘째, 고유한 잉여금 처분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써 이용실적

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제한된 이자만을 지급하며, 기업 재산의 일

부는 비분할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잉여금의 일부는 조합원이 승인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는 것이다. 셋째,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를 금지하는 것인데 민법상 사단처럼 전체 잔여재산

을 분배 금지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지분은 분배하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분

배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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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파트너십과 물적 회사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파트너십과 물

적 회사는 모두 투자자 중심의 법률관계로 구성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Münkner가 말한 협동조합 고유의 3가지 특성은 이용자적 결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특성들을 협동조

합 이용과 조합원 지분의 개념에 적용하여 검토해 보겠다. 

2. 협동조합 이용

이용자 중심의 법률관계를 구성하고자 하면 우선 설립 목적이 영리 목적의 회사와 달라지게 

된다. 이용자 중심의 기업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독특한 사업방식의 모델을 진화시켜왔다. 이용자적 결합

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법인의 사원(社員)들이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용자의 지위라는 것이 법인에서 사원의 지위로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

를 가지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검토하기 앞서 이용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담긴 사회사상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1) 자조와 연대의 결합

Henri Deroche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기원을 중세 시대에서부터 비롯된 공

동체, 결사단, 동업조합 등에서 찾았다. 이러한 중세 조직들에서 인간 개발과 연대의 사상의 

맹아들이 등장하여 근대까지 이어졌다(Jeantet, 2019: 16). 상호부조 형태의 기원을 찾자면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Kropotkin(1902: 273-274)은 일찍이 상호성을 인간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보았고 도덕

의 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Polany(1944: 187-200)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상호성을, 개인의 경

제 행위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리라

고 설명하였다. Nowak(2011: 54-64)은 상호성을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협력하고, 사회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것 역시 상호성을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 것이다. 즉 상호성은 인류가 행한 사회적 협력의 한 속성으로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어온 것이다. Jeantet(2019: 18-19)는 이러한 상호성은 근대에 접어들

어 사람 중심의 사상, 자본주의에 맞서는 저항정신과 더불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태동하는 데 주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Zamagni(2009: 28-33)는 상호성

은 단순한 등가교환 이상의 것으로서, 익명성이 사라지는 교환으로 협동조합의 본질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장종익(2017: 52)은 이처럼 상호성은 회사 제도와 차별화되는 협동조합의 중요

한 속성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기에 상호성은 사회적 협력의 한 속성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만의 전유물

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상호성이 발현되는 모습을 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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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념 짓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근대 태동 초기부터 자조를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삼았다. ICA(1995)는 「협동

조합 정체성에 관한 선언의 배경문서」(이하 ‘배경문서’)에서 자조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완전한 개인의 발전

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강희원(2013: 711)은 이 자조와 상호부조의 결합이 협동조합에 독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결합을 상호자조(mutual self-help)라고 하면서 ICA의 역사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

다. 상호자조라는 개념은 1921년 ICA 제10회 대회에서 ICA의 정관 제1조 조직의 목적과 제8

조 회원 자격을 정하는데 사용되었고, Fauquet(1934)는 자조와 상호부조 두 가지 원리를 무

시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파괴하고, 명칭만이 협동조합인 것과 혼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상호자조 개념은 1992년 Böök이 ICA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협동조합의 본질적

인 가치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그 보고서에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들을 검토하면서 평등

과 공평, 자발성과 상호자조, 경제적･사회적 인간 해방 등 세 가지를 본질적 가치로 들었다(강

희원, 2013: 712-713). 

상호자조의 개념은 정체성 선언 이후 20년이 지나고 2015년 ICA가 발간한 「협동조합 원칙

에 대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안내서는 상호자조의 가치는 협동조

합에 독특한 것이며, 이것은 자조하는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부분의 합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ICA, 2017: 187). 

한편 전형수(2001: 32)는 연대적 자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협동조합을 

특징짓는 4가지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Fici(2017: 24) 역시 협동조합에서 상호성의 개념

은 정체성 선언에서 자조와 연대의 가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자조와 연대의 통일체로서 

상호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상호자조와 연대적 자조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까? 

배경문서는 연대의 의미에 대해 협동조합 운동에서 오래되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 가치라고 

평가하면서, 연대는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면서 상호책임을 가지고 결합

된 조직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조와 연대의 결합이란 사람들이 자조를 위해 단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안내서가 말하는 자조하는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부

분의 합 그 이상의 것을 이룬다는 상호자조의 의미와 동일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자조는 항상 연대와 결합한 상호자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협동조

합에서 발현된 상호성의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조와 연대의 결합은 사업형태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표현된다. 장종익(2019: 

70)은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상호성, 민주주의, 연대를 들면서 상호성의 모습을 협

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통해 조합원들이 자기책임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의 

사업을 조합원 자신들이 이용하는 사업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회사법에서 법인과 

사원의 거래는 자기거래라고 하여 제한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사원들이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업형태의 독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용자 중심

의 기업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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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의 개념과 동일성 원칙

이용자 중심의 법률관계라고 할 때 우선 이용과 이용자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이용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외국의 실무와 학계에서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Fici(2017: 40-41)는 이를 협동조합 거래(cooperative transactions)

라고 부르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상호적 관계(mutual relationship)라고 부르고, 스페인권에서

는 협동조합 활동(cooperative activity)이라고도 쓰는데 주로 협동조합 행동(cooperative 

acts)을 많이 사용하며, 독일에서는 내부 시장(internal market)에서의 목적 거래, 영어권에서

는 협동조합 거래(cooperative transaction)라고 부르는 등 나라별로 상이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Hansmann(1996: 35)은 patr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 

이용자라는 의미 이외에도 거래자, 이해관계자, 후원자 등으로 번역된다. patron은 기업과 거

래하는 모든 사람, 즉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원료, 노동, 자본 또는 

다른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 등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Hansmann에게서는 출자자와 이용자 모두 명시적으로 동일하게 patron으로 간

주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이용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률에서도 적

지 않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일단 이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용이

란 우선 조합원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동조합 법인과 조합원과의 거

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거래 형태는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협동조합 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혹은 이용하는 형태이고, 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협동조합 법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이며, 노

동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협동조합 법인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이것은 형태상의 분류이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특정한 거래 형

태만 협동조합 이용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 법인과 조합원과의 거

래는 협동조합 이용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협동조

합 법인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것,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이 자신을 고용한 협동조합 

법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 등은 협동조합 이용이라 부르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 설립으로 목적했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편익을 충족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Fici(2013: 23)는 협동조합의 목적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조합원 권익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정체성 선언에

서는 전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후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목적을 실현

하는 방법을 빼놓고는 상호자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이용이다. 이 목적과 방법 두 요소를 결합하여 

말해보면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이 협동조합 이용을 통해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익 향

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ici(2013: 23-24)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협동조합 이용으로 인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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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 자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회사의 경우에 사원

들은 생산과정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갖는다. 회사는 사원들의 출자를 자본화하고 계

약을 통해 노동력과 기술, 원재료를 취득하여 생산과정에서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한 후, 시장

에서 일정 수량 이상을 판매에 성공하였을 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회사의 사원들은 그렇

게 발생한 이익에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지만 생산과정의 내용 자체에는 직접적 이해관

계가 없다. 단지 생산과정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렇

기 때문에 회사의 사원들은 생산과정 자체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갖는다고 말한다. 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소비자 혹은 노동력･지식이나 원재료 공급자로서 생산과정 자체에서 직

접 편익을 취득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라는 이용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상품･용역 그 자체

(소비자로서의 편익), 또는 상품･용역 제공의 댓가(사업자로서의 편익),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

(노동자로서의 편익) 등이 조합원 권익 향상의 수단이다. 그에 반해 회사의 사원들은 상품･용

역, 대금, 임금이 아닌 배당 등의 투자수익 취득이 영리추구의 수단이 된다. 

전형수(1993: 87-88)는 협동조합의 구성형태와 조직 특성 및 목적에 비추어 조합원 권익 

향상은 조합원에 의해 협동조합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를 촉진위임이라 부르고 있다. 이 촉진

위임으로부터 협동조합 고유의 행위대상, 목적 및 방법이 도출된다고 말한다. 이것을 4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조합원 권익 향상의 방법으로 연대적 자조에 바탕을 두고, 둘

째 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적단체를 구성하며, 셋째 공동의 경영기구를 설치･운영한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립된 협동조합은 촉진위임을 받아 조합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은 연대적 자조에 기반한다는 자조 원칙, 조

합원들이 경영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자기관리 원칙, 자기관리 원칙에 따른 자기책임 원칙, 

인적단체로서 사원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 원칙 등의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촉진위임을 수행

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촉진위임과 불가분의 관계인 동일성 원칙

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일성 원칙은 협동조합 이용을 통해 조합원 권익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 조합원은 

법인의 사원이자 이용자라는 지위에 놓이므로 사원 집단과 이용자 집단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전형수(1993: 88)는 조합원의 이용은 촉진위임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동일

성 원칙과 촉진위임의 기능적 교환관계는 제도화된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목적지향적 개념

을 규명하는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Fici(2013)가 앞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서 목적과 

수단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천명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동조

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기업이라는 미국 농

무부의 정의와도 일맥상통 한다. 

PECOL의 저자들도 동일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Fici(2017: 38)는 이용자이면서 출자자라는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를 표현하는 다른 용어를 동일성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Münkner 

(2017: 267-268)는 동일성 원칙은 협동조합을 다른 종류의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고 말하고 있다. Münkner는 독일의 협동조합 법체계를 설명하면서 독일에서 특징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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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장(internal market)과 외부 시장(external marke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외부 시장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으로서 회사 등은 외부 시장에

서 경쟁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품이나 생산요소를 거래하고 영리를 추구한다. 반면 

협동조합의 주요한 사업은 법인 자신의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시장에서 발생한다. 내부 

시장은 간략히 말하자면 사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말한다(김종우 외, 2009: 33). 

쉽게 생각하면 어떤 단체가 구성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로부터 회비를 받

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 내부 시장의 특징은 이용자가 

아니면 출자자가 될 수 없고, 출자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될 수 없는 상호구속적인 동일성 원

칙이 작동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Münkner(2017: 268)는 이러한 내부 시장에서의 거래는 일반적인 외부 시장과 차이가 있

으므로 외부시장의 법 논리를 내부 시장에 적용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Meira(2017: 

419-420) 역시 협동조합 이용은 협동조합의 상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법인과 조합원과의 거래는 특수한 형태라서 기

존의 법적 카테고리로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측면들은 협동조합 이

용이 상행위로 규정되는지, 독점규제법의 적용 문제, 노동법과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존재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세세히 다루기는 어렵고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이용과 동일성 원칙이 조합원의 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협동조합 잉여금의 개념을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3) 협동조합 이용 메카니즘 - 이익 없는 분배 원칙(principle of disinterested distribution)

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은 일반적인 상행위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찬형(2015: 4-9)에 따르

면 상법의 대상이 되는 상기업은 영리 목적을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이 없는 협동

조합, 상호회사, 공공기관 등을 상기업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행위란 생산자와 소비

자의 사이에서 상품전환을 중개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조합원들의 노무를 이용하거나, 조합원들에게서 원

부재료를 조달받는 행위 자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목적 측면에서는 영리

가 아닌 조합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대상 측면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조합

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이용은 상행위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판례를 보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

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이하 생략).”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이 판례를 보면 상행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 이외 협동조합 이용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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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추가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적

으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 제한

된다는 의미이다. 일반 상기업은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

는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필요 충

족은 그 사업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조

합원들의 필요를 직접 충족시킬 수 없거나, 필요 충족에 부속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협동조

합이 펼칠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조합원인 농업협동조합에서 어업과 관련된 사업

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인쇄 노동자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조합원들의 필요 충족이라는 목적

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합원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할 때 조합원의 권익은 특정 조합원이나 

일부 조합원 집단의 권익이 아닌 조합원 모두의 권익을 말하는 것이다. 특정 조합원 집단의 

권익만을 위해 운영된다고 하면 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기적 집단에 가깝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협동조합의 목적을 부연설명 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최대의 봉사

를 목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최대의 봉사를 

해석하자면 협동조합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얻는 수익(revenue)과 비용(expenses)의 차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의 사업도 경제성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

에,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 비용 초과의 상태는 곧 파산을 의미하는데, 파산

은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이라는 4원칙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다(ICA, 2015: 133). 

한편 비용과 수익이 동일하다면 당장은 조합원에게 경영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조합원의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장점을 발전시키지 못해 미래 어

느 시점에 조합원이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경영상 조합원의 필요를 지속적

으로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만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상행위와 구분되는 협동조합 이용의 표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세 

번째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경영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자. 임영선

(2014: 81-86)은 이를 원가에 기반한 경영, 즉 ‘원가경영 원칙’(business at cost principle)

이라고 부르고 있다. 많은 협동조합 이론가들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조직구조에 대해 연구하면

서 협동조합 운영원리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가경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Staatz, 1987; 신기

엽, 2001, 2010). 임영선은 원가경영 원칙과 더불어 이용자 중심 경영, 조합원들의 공동행동 

등을 협동조합의 핵심적인 3가지 운영원리로 들고 있다. 이용자 중심 경영이란 이용자의 이용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동일성 원칙을 지키며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사업의 범위를 정하

는 것을 말하고, 공동행동이란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원의 집단적 

자구노력을 말한다. 이 3가지 운영원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맞물려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가경영을 실시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으로 이용배당과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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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배당 제한, 공동자본의 유보를 들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권익 향상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이용을 핵심적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조달, 생산, 유통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활동들은 영리회

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협동조합이

라면 제조 활동은 조합원들과 수행하지만 최종생산물은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

는 것이다. ‘조달-생산-유통’의 순환이 완료되어야 조합원 권익 향상이란 목적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노동자협동조합이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영리회사에서처럼 자본

가로서 투하 자본이 생산과정을 거쳐 유통을 통해 현금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의 노동력이 투하된 상품이 유통을 통해 현금화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이용을 통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협

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조성한 자본의 이윤 추구 기능은 1인1표의 원칙, 출자금 배당 제한, 

비분할 자본의 조성 등의 규범 등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순환과정에서 원가경영 원칙

이 작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급여의 명목으로 생산과정에서 직접 편익을 취하

였지만, 그들이 잉여로 생산한 상품의 시장 판매가 완료된 이후 전체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이용배당과 비분할 자본 적립 등을 통해 사후적 원가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도

식화해본다면 아래 그림과 같다. 

회사 : M → C → P → C ’→ M’ : M이 주도적 역할

                ↑              이익(profit)은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귀속

                p (부차적 역할)

협동조합 : p → P → p’ → M : p가 주도적 역할 

              ↑             잉여금(surplus)은 이용실적환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귀속

              M (부차적 역할) 

M : 화폐, C : 자본, P : 생산과정 p : 생산요소

<그림 1> 회사와 협동조합의 순환과정 비교

위 그림에서 회사의 이익(profit)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의 이익은 잉여금(surplus)이란 용어

를 사용하였고, 배당(dividend)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용실적환급(patronage refund)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기태(2016: 61-62)는 원가경영이란 협동조합이 최적 생산규모를 정할 때 협동조합 기업 

자체의 이윤 극대화 지점이 아닌 조합원 최고 소득점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 이러한 원가경영을 하는 조직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수수료의 성격, 둘째, 사업이 확장될 경우 자본 확충이 필

요한데 일종의 추가 출자금을 거출하는 취지에서, 셋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전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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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낮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등 예측 실패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사전에 이윤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이란 용어 대신 계획의 

차질로 남은 금액이라는 의미의 잉여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ECOL의 저자들 역시 조합원이라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필요 충족의 목적을 갖는 협동

조합 특유의 사업방식으로 발생한 비용 대비 수익의 초과분을 잉여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과 구별하였다(Fajardo 

et al., 2017: 278). 즉 협동조합 잉여금(cooperative surplus)이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과 

이용에 참여한 댓가로 협동조합이 받아야 할 양을 초과하여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게 지불한 

금액을 말한다(Fajardo et al., 2017: 424). 

「협동조합 기본법」을 살펴보면 잉여금이란 용어가 제16조(정관),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

의적립금),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등에 쓰이고 있지만, 그 정의는 나오지 않

는다. 대신 「상법」에는 그 정의가 나오는데 제287조의37 유한책임회사 잉여금의 분배 조항에

서 잉여금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라고 하고 있다. 순자

산에서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란 의미에서 회계상으로는 회사와 협동조합 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각 조직의 맥락에 따라 다른 법률효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guiar(2019: 3-4)는 협동조합 잉여금의 개념은 협동조합 이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잉여금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서비스에 

드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발생한다(Meira, 2012: 105). 이러한 잉여금은 바람직한 것이라기

보다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부정확하게 추정한 탓에 또는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보수적으

로 책정한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에게 반환되어야 조합원 권익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듯 원리상 조합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이기에 협동조합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부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에게 권리가 있는 돈을 돌

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refu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이

용량에 비례하여 환급하기 때문에 배당이 아닌 이용실적환급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PECOL의 저자 중 Meira(2017: 424-429)는 잉여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협동조합 잉여금이란 조합원 권익 향상이라는 협동조합의 상호적 목적에 의해 발생한 

개념이다. 그래서 잉여금의 원천은 협동조합 이용이고, 이용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적 결합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할 때 인적 결합의 목적을 투자가 아닌 이용으로 

정하였다면, 결합의 결과 역시 투자와 이용이라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을 비롯한 여러 규범들은 이러한 이용의 결과, 즉 잉여금에 대해 세세하

게 규정하고 있다. 

Meira(2017: 424-429)는 설명하기를 우선 잉여금은 원리상 조합원들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권리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한다.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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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대해 의결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을 비롯한 개별법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잉여금에 대한 

권리는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으

로 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이는 이용실적환급이 총회 결정에 의해 연기

되거나 포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회사의 경우에 총회에서 배당의결이 있지 않는 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용실적환급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Meira(2017: 427-429)는 이 사유에 대해 첫째, 자금 확보 등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사

유가 있을 때, 두 번째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에 합치하는 이유, 즉 조합원이 승인한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함을 들고 있다. 

안내서(2015: 98)에 따르면 협동조합 제3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에 대한 것으로 첫째, 

자본의 일부는 공동재산으로 하고, 둘째, 출자금에 대한 보상은 제한된 이자율로 지급하며, 셋

째 조합원 혜택은 협동조합 이용 실적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분할 자본 조성은 

자본의 일부는 공동재산화한다는 규범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청산 시에도 조합원 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재산은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다른 협동조

합 등에 귀속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청산 시에 분배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비분할 자본 조성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59조). 다른 개별법에서도 비슷

하게 정하고 있는데, 농협 등은 「표준정관례」에서 조합원 지분의 범위를 정하면서, 조합원 지

분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재산은 비분할 자본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2015: 99)는 청산 시 비분할 적립금이 분배되지 않도록 잔여재산의 분배 제한을 장

려하고 있으며, PECOL 역시 그러한 규범을 따르고 있다. 주의할 점은 안내서에서 말하는 잔

여재산의 분배 제한이란 출자금과 기존에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정해진 적립금은 제외한 

재산을 분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청산 시점에 순자산 중 출자금의 명목가액과 분

할 가능한 적립금만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귀

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익 없는 분배 원칙(principle of disinterested distribution)

이라고 부른다(Fajardo et al., 2017: 43, 93-94).

Aguiar(2019: 5-6)는 비분할 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이는 조합

원들이 받을 편익의 일부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포기의 

이유는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편익을 포기하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비분

할 적립금의 경제적 성격은 법인이 당연히 소유하는 이익(profit)이 아닌 조합원들이 자신의 

경제적 편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협동조합 내부에 적

립된 적립금은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잉여금을 협동조합 내부로 이전하여 자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guiar는 회사에서 자본화의 주요 방법이 출자 혹은 주식인수이듯이, 비분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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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형성은 협동조합에 고유한 자본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회사에서 투자금 

납입이 과세대상이 안 되듯이, 비분할 자본으로 조성하는 적립금은 협동조합에 고유한 자본화 

방식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Ⅲ. 협동조합 이용과 지분

이용자적 결합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할 때 조합원 권익 향상이라는 목적과 그것을 달

성하는 방법으로서 협동조합 이용은 동일성 원칙을 통해 이용자 집단과 법인의 사원 집단이 

일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현상은 이용 중심 기업인 협동조합에 고유한 것으로서 협동

조합을 다른 종류의 기업과 구별하는 중요한 표지이다. 또한 Münkner(2017: 267-268)의 독

일식 구분에 따르면 협동조합 이용은 내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협동조합의 전체 

사업은 내부 시장과 외부시장을 오가며 수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조합원 권익 향상

은 원가경영 원칙과 이에 수반되는 이익 없는 분배 원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규범들이 조합원 지위 혹은 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는 힘으로 사권(私權)에는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등이 있다(박상기, 2008: 29). 사원이란 인적결사체의 구성원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인적회사에서는 사원이란 용어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란 용어

로,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란 용어로 사용된다. 한편 실정법에서 사원권에 대한 내용을 찾

아보면 「민법」의 법인편에서는 사원권이란 용어로 사용되고(「민법」 제56조), 조합편에서는 지

분이란 용어로 사용된다(「민법」 제714, 719조). 「상법」에서는 조합과 인적회사들의 경우 지분

이란 용어로, 주식회사에는 주주권이란 용어로 사용된다(「상법」 제542조의6).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권이란 용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지분이란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 26, 27, 55조). 따러서 지분이란 인적회사나 협동조합의 

사원권을 뜻하는 법률상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인적결사체의 사원이 되는 것은 출자를 한다고 해서 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자 이전에 

해당 결사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후 정해진 절

차에 의해 결사체의 승인을 받아야 사원이 된다. 인적회사에서라면 이후 사원 지위에 따른 권

리와 함께 출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출자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박상근(2007: 9-16)은 사원이 된 자는 사원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권리와 

의무는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분에 대해서는 통상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

는 사원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사 재산에 대해 사원이 가지는 관념상의 몫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의미는 첫째 의미인 사원 지위의 경제적 속성으로 보기도 한다. 회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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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사원의 몫이란 사원이 퇴사하거나 회사가 해산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가액

을 말한다. 이 몫은 회사 재산의 가치가 변화하면 함께 변동하고, 손익분배에 따라 변동된다. 

그러므로 지분은 평상시에는 관념으로만 존재하며, 사원이 퇴사하거나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난다. 

송재일(2011: 191-192)은 조합원 지위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총칭을 

의미하며 이는 사법관계에서 존재하는 사권(私權)이며, 단체의 구성원이 갖는 사원권이라고 말

하고 있다. 사원권은 크게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공익권에는 의결권, 선거

권, 피선거권, 총회소집권, 임원에 대한 유지청구권, 임원 해임 요구권, 알 권리 등이 있고, 자

익권에는 사업이용권, 잉여금 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분이란 용어를 조합, 인적회사, 협동조합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각 기업들의 법

률관계는 서로 구별된다. 우선 상기업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은 인적회사로서 형식은 법인

이지만 본질은 조합으로 본다(강현철 외, 2012: 36; 이철송, 2018: 83).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회사의 기초에 물적 회사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유한회사는 물적 회사의 기초에 인적회사 요

소를 가미한 것으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로 본다(이철송, 2018: 83; 정찬형, 2015: 429).

협동조합은 사원평등의 원리, 정관자치의 강조, 지분 양도의 제한 등 인적회사와 많은 공통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물적 회사의 속성인 자본금과 기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

합원들은 유한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지분환급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리를 궁극적 목

적으로 하지 않기에 상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상인 자격이 없으며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는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기업들과 구별된다. 이렇듯 복합적인 협동조합의 법

률적 속성들은 회사에서 파생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협동조합의 구성 원리와 규

범들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에서의 이용 의무

회사의 경우 사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출자 의무와 충실 의무가 있다고 한다(박상근, 2007: 

16). 사원은 입사 후 사원 지위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한다. 협동조합 

조합원 역시 정관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를 걸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1조). 그러나 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 의무와 더불어 이용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앞 절에

서 설명하였듯이 협동조합 이용은 목적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과 

운영 성과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용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의 출자 의무는 정관의 작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협동조합 이용 의무 역시 법과 

정관에 이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이용 의

무가 마치 강제 구매나 근로 제공과 같은 형태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

합원들의 이용이 없다면 협동조합이 경제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점, 협동조합의 설립과 가

입시 조합원은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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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문화는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지가 문제인데, 조합원

들이 자치적으로 정관에서 이용해야 할 최소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조합원은 

스스로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러한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을 강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는 최소한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상의 이용은 조합원 교육이나 협동조합의 효율적 사

업 수행에 의해서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조합원에게 부여된 출자 의무와 이용 의무는 동일성 원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조합원 지위에 기초한 두 가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용자의 지

위에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여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과 인적회사나 주식회사의 사원 혹은 주

주가 자신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인적회사나 주식회사의 사원 

혹은 주주는 우연적인 관계에서 자신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다. 이용에 있어

서 그들은 시장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 중의 한 명일 뿐 회사와 가지는 법률관계는 없다. 따

라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급할 때 소비자 보호법, 노동관계법, 독점금지법 

등 사회 일반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에 규율될 뿐이다.

반면 협동조합 조합원은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의 관계에 기반하여 협동조합을 이용한다. 

이 행위는 협동조합 법인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며, 내부시장에서 이

루어지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인적회사나 주식회사의 사원이나 주주들이 회사 법인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는 오히려 특수관계인으로 규제받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사

업형태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Hansmann(1996: 35-40)은 흔히 소유권을 자본의 투자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주식회사 형태가 다수여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일 뿐

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소유권이 주어질 수 있는 많은 거래 관계 

중 하나일 뿐이며 기업의 소유는 자본 투자와 반드시 연결될 필요는 없다. 기업이 토지, 건물, 

장비 같은 생산요소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듯이 금전적 자본 역시 전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ansmann은 회사는 금전적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이

용자들이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특수한 종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약간 바꾸어 써보자면 투자자를 중심으로 놓고 법률관계를 구성할 경우엔 출자가액 

기준으로 의결권과 이익을 배분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놓고 법률관계를 

구성할 경우엔 인적 평등에 기초하여 의결권을 배분하고, 이용량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환급하

는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nsmann(1996: 35-40)은 이용량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환급하는 것을 두고 이용에 비례

하여 소유권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소유권을 잔여통제권과 잔여이익수취권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의결권과 손익분배의 기준을 이용량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용량에 따라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이 증감하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Hansmann이 경제학적 개념으로 정의한 소유권이란 용어를 법률 용어인 지분이란 용어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지분은 이용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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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첨언하자면, 투자자 중심의 법률관계와 대비되는 이용자 중심

의 법률관계라는 맥락에서 볼 때 회사의 생산요소 중 하나인 사원들의 출자는 자본금으로서 

타인 자본과 구별되어 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다르게 취급되듯이, 협동조합에 생산요소를 공

급하는 협동조합 이용 역시 타인들의 협동조합 거래 형태와 구별하여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조합원들은 이용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기 때문에 이용은 조합원

의 권리인 측면도 갖는다. 협동조합 이용을 조합원의 권리란 측면에서 보면 법문에 적혀 있는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권리는 추상적 권리이다. 조합원이 사업이용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경우 현실화된다(박지순･장종익･이병준, 2012: 95). 이용의 권리라고 

할 때 조합원이 거래 계약을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

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거래 요구에 모두 응할 수는 없다. 사

업장의 물리적 제약이라던가, 품절 상태이거나, 판매 부진 등 경영상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조합원보다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대우 원칙이 필요해진다(Fajardo et al., 2017: 40).

2. 지분의 원천이자 기준으로서 협동조합 이용

앞에서 지분은 2가지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사원의 지위를 가리키는 첫 번째 의

미의 지분은 회사와 협동조합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기업재산에 대한 관념상의 몫을 나

타내는 두 번째 의미의 지분은 회사와 협동조합에 있어 원천과 속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박상근(2007: 17-19)은 인적회사에서 출자금이 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지분의 경제적 의미를 회사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몫이라고 할 때 

정관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각 사원의 지분은 출자가액 총액에 대한 각 사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른다. 이는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할 때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으

면 출자가액 비율로 한다거나, 제724조 잔여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고 정한 데

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출자금이 회사재산에 대한 각 사원의 관념상 몫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에만 출자금은 지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즉 출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 

전체에 대해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본인의 몫을 계산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것일 뿐 사원의 것은 아니지만, 퇴사를 하거나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관념상의 몫은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출자가액이 항상 지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이나 정관에 다르게 정했다면 출자금과 지분의 관계는 변하게 된다. 박상근은 인적회사의 경

우 정관의 정함에 따라 회사 사원의 지분 중 재산권적 요소는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예를 들어 회사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갖지 않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였다면 

그 법인의 사원들은 출자가액의 대소와 상관없이 회사재산에 대한 관념상의 몫을 상상할 수 

없다. 박상근은 출자금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사항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손익배분과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경우이다. 사원이 출자하게 되면 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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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가액 이외 회사재산 전체에 대한 몫이 생긴다. 그러나 잉여금의 분배 기준을 출자가액과 

별개로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출자금은 출자가액을 의미할 뿐 그 이상의 지분

에 대한 권리를 갖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둘째, 사원의 권리와 의무의 기준이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각 사원의 의결권의 크기를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정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출

자금은 사원지위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을 사원평등

에 기반하여 1인1표로 정할 경우 출자금의 대소는 거버넌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혐동조합에서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이지만, 출자만

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현철 등(2012: 32)은 출자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용권을 획득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이용 권리가 출자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출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PECOL(2017: 78)의 Fajardo, Meira 등은 

조합원 지위는 정관으로 정한 가입 자격과 절차에 의해 주어지며, 출자금 납입만으로는 조합

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의무를 받아

들여야 하고, 기관이 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관에서 가입이 승인되면 조

합원 지위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발생된다. 여기에서 출자의무와 이용의무는 순차적으로 발생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입이 승인되기 전에 정관에 명시된 조합원의 의무를 받

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자의무와 이용의무는 조합원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발생하

는 의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Fajardo와 Meira(2017: 75-82)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의무 중 특히 이용 의

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용 의무는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

수적인 의무라면 출자 의무는 조건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에 

대한 협동조합의 제3원칙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반드시 조합원의 출자를 요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해석한다. 제3원칙의 내용은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

주적으로 통제하는 것,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 자산으로 하는 것,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제한된 배당만을 받는 것, 

잉여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것 등 이다. Fajardo와 Meira는 제3원칙은 자본(capital)과 자산

(asset)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내서(2015: 83-85)에서도 제3원칙에

서 사용된 자본은 회계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제3원칙에서 자본은 사실 기계, 시설, 토지, 노무 등 생산수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서 출자는 원리상 수단적 성격으로 협동조합의 경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Hansmann이 말했듯이 이러한 기계, 시설, 토지 등 자산은 기

업의 소유자가 시장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다. PECOL의 저자들은 협동조합법에서 최저 

자본금의 제한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단지 주식회사에서처럼 설립의 용이성을 위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 없는 협동조합 설립의 가능성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금 없이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출자 의무 없이 이용 의무만 부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ici(2013: 36), Münk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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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98)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중성 및 조합원의 가

입과 탈퇴에 따른 자본의 가변성이라는 협동조합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출자 의무 또한 필

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Fajardo와 Meira(2017: 74)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분의 원천은 협동조합 이용이라

고 말하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출자는 수단적 성격이고, 조합원 권리와 의무의 기

준도 아니기 때문에 자익권의 경제적 원천은 협동조합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공익권

은 인적평등의 원리에 기반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두년(2002: 459) 역시 협동조합의 기본 구조는 조합원의 사원 관계와 이용 관계로 구성

된다고 하면서, 조합원은 이용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

은 앞 절에서 말한 협동조합 잉여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을 잉여금이라고 하는 회계적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지

만, 협동조합 잉여금은 이익과는 다르게 투자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협동조합 이용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취한 편익 이외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합원 편익을 말한다. 회사와 달리 협

동조합의 조합원은 상품의 소비자 혹은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되어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편익을 취득한다. 협동조합 역시 경영의 결과에 따라 재산이 증감되는데, 재산이 증가할 경우 

원가경영 원칙에 따라 이용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잉여금을 환급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조합원 

편익 최대화를 달성하고, 잉여금 중 일부는 비분할 적립금으로, 다른 부분은 분할 가능한 적립

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부분만이 탈퇴나 청산 시에 분배받을 수 있고 이때의 지분율도 이용실

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협동조합 이용을 통해서 지분을 취

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조합원 지분의 경제적 속성에 대한 규범 고찰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의 기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이것은 금융자원 조달에 있어서 협

동조합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

도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는 중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규범들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은 권리의무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Fici(2013; 35)는 협동조합

에서 출자금은 조직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협동조합에서 의결권은 사원의 인

적평등에 기반해 두수주의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고, 출자에 비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출자금은 손익분배나 잉여금 분배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처럼 출자를 이

행했다고 하여 출자가액 비율에 근거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관념상의 몫을 계산할 수 없다. 협

동조합에서도 출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긴 하지만 제한적이다. 안내서(2017; 82)에서는 노동

과 사람이 자본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사람과 노동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사상

을 토대로 협동조합 구조가 설계되었다고 말하면서, 용어도 출자금에 대한 배당(dividend)이



동일성 원칙과 협동조합 조합원 지분에 대한 탐색적 연구  73

라는 용어 대신 이자(intere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Hansmann의 이론에서 특정 생산

요소의 이용자가 소유자가 되면 다른 생산요소는 시장계약에 의해서 조달하는데, 자본에 대해

서도 역시 그러하다. 자본이 아닌 생산요소의 소유자가 이용자가 되면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시장계약에 의해서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을 필요조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협동조합에서 자본은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하기는 하지만 마치 시장계약에 의해 조달하는 것

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잉여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무조건적 권리는 아니다. 조합원

들은 다만 잉여금 배분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협동조합 원칙은 

잉여금의 배분 목적을 비분할 자본의 조성, 이용에 비례한 조합원 편익 부여, 조합원이 승인한 

여타 활동의 지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안내서, 2015: 78). 이용실적에 따라 잉여금을 환급하

는 것은 원가경영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것을 포기하고 비분할 적립금이나 분할 가능

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Aguiar가 말했듯이 회사의 출자를 통한 자본화 방식에 대응하

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자본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제3원칙은 재산의 일정 부분은 비분할 자본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비분할 자본

은 청산 시에도 비분할 적립금 분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실효화된다. PECOL에서는 이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조합원 이용과 비조합원 이용을 구분하여 

비조합원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비분할 적립금에 적립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로 비조합원과도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비조합원과

의 거래는 다르게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자산의 재평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도 모두 비분할 

적립금에 적립하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거

래로만 한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청산 시에 이익 없는 분배 원칙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익 없는 분배 원칙이란 청산 시에 이렇게 분할 가능한 적립금으로 조성된 적립

금과 출자금만 조합원에게 분배되고, 그 외의 자산은 비분할 자본으로서 다른 협동조합 혹은 

연합회 등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범들을 지키는 경우 사실상 협동조합 조합원에

게는 탈퇴나 청산 시에 지분환급청구권에 따른 출자금과 분할 가능한 적립금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회사와 같이 회사재산 전체에 대한 몫으로서의 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설명하였듯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지분이란 기업의 재산 전체

에 대한 몫이 아니고, 본인의 출자가액과 분할 가능한 적립금에서의 몫이라고 하면 여러 의문

이 들 수 있다. 

이선신(2017: 12-13)은 지분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총체이면서 조

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라고 말하면서, 탈퇴조합원

의 환불지분의 범위를 규정한 농협의 정관규정이 농협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둘러싼 

주장들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법에 따르면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농협법 제86조), 농협 「표준

정관례」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정관례 제28조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

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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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관례 제28조는 조합원의 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선 

납입출자액을 지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조합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

었을 때에는 감액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둘째, 회전출자금이 있고, 셋째, 사업준비금이 

있는데 이는 임의적립금의 하나로서 법정적립금과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이월금을 적립 후 남

은 잉여금이 있을 때 100분의 2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조합원 지분의 범

위가 확정됨으로써 그 외의 재산은 비분할 자본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의 

입장은 법이 지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정관에서 지분의 범위

를 이렇게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4.12.24. 선고 73

다1653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해 법의 취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환불의 범위를 축소하였다는 

주장, 조합의 전체 자산에 대하여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율을 확정함이 없이 그 환불액을 

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 헌법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민법의 지분권에 관한 규

정의 위배 내지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주장 등이 있어 면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럼 이 주장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민법」의 법문상에는 지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소유 중 물건의 공유에 관한 규정(민법 제262, 263, 265, 266, 267, 270조)

과 합유지분에 대한 규정(동법 제273조), 그리고 조합에 관한 규정(동법 제714, 719조) 등에 

나오는 문언들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학문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사원권의 경제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이때 지분이란 기업재산 전체에 

대한 사원의 몫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회사의 경우라면 출자가액 비율을 근거로 각 사원의 

몫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자가액은 항상 지분율 산정의 근거의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이나 정관으로 출자가액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711조). 협동조합은 출자에 대한 수

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협동조합 이용을 통한 조합원 편익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이용실적비율을 지분율 산정의 근거로 사용하고, 출자가액은 단지 액면금액으로 존재할 

뿐이다. 국제법상 법원(法源)으로 기능하는 ICA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은 재산 중 일부분은 비

분할 자산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잉여금은 비분할 적립금과 

분할 가능한 적립금으로 구분되고, 조합원 지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분할 가능한 적립금

뿐이다. 비분할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은 협동조합 이용에서 발생한 잉여금 중 일정 

비율과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재산의 증가액 등이 있다. 

여기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란 협동조합이 원재료 조달, 생산, 유통과 판매 등의 과정에서 

시장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면 제품이나 서비

스의 이용 등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이용 형태에서 비조합원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재산의 증가액을 조합

원 지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은 자신의 권익향상을 위한 수단이면서 조합원의 의무에 기반해 있다. 반면 비조합원과 

협동조합의 거래는 상호적 거래가 아니며, 회사와 고객 간의 상거래와 동일한 법률관계로 취

급된다. 거래의 본질이 다르므로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이익의 처리도 다르게 하는 것인

데, 협동조합은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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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조합원은 아직 아니지만 자신의 필요를 협

동조합을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

익은 협동조합 자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거나,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것은 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만큼 직접적인 상호성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이 거래

한 결과는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이 커뮤니티의 이해 충족까지 확장

하는 지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역시 상호성의 원리는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Fajardo et 

al., 2017: 420). 그러나 비조합원 거래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올려 조합원에게 분배하겠다

는 목표를 가진 협동조합이 있다면 이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

적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장종익, 2019: 71). 

따라서 기업재산 전체에 대한 사원의 몫이란 지분의 정의는 협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원 지분의 범위는 이익 없는 분배 원칙에 따라 출자가액과 분할 

가능한 적립금만 해당될 뿐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생각해보면 농협의 「표준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은 협동조합 원칙이나 PECOL의 해석과 어긋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잉여금의 적립방법에 관해서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적립금

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

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동법 제50조 제1

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2항)고만 규정하

고 있을 뿐 적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는 다른 개별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분할 가능한 적립금의 적립방법과 잉여금을 이월할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

이 필요하다고 본다. 

PECOL에서 Fajardo와 Meira(2017: 83-87)는 정관으로 임의적립금을 두거나 총회에서 잉

여금을 이월하는 결의를 할 경우 두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임의적립금의 성격이 비분할인지, 분할 가능한 적립금인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법률

에서 정하는 비분할 적립금은 법정적립금만 있는 것이고 임의적립금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농협법 등의 사례를 보면 비분할 적립금, 분할 가능한 적립금 등의 용어를 법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지분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비분할 적립금과 분할 가능한 적립

금을 구분하고 있다. 조합원 지분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적립금만 분할 가능한 적립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잉여금을 이월할 경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잉여금을 이월할 때 

이월하는 잉여금 중 조합원 지분의 범위에 포함될 잉여금의 비율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하는 둘째 사항 때문에 그렇다. 

둘째, 조합원 지분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적립금에 적립할 경우 지분율이 매년 계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협동조합에서 잉여금의 분배는 이용실적에 비례하는데, 문호개방의 원

칙에 따라 매년 조합원 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이 분할 가능한 적립금 중 자신의 몫을 계산할 때 그동안 누적된 해당 적립금 전체에 

대하여 탈퇴년도 당시만의 이용실적 비율로만 계산하여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이다. Fajardo와 Meira는 임의적립금을 비분할로 할 것인지, 분할 가능한 적립금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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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조합원 집단의지에 의해 결정되고, 분할 가능한 적립금은 조합원 각자의 개별 계정

(individual account)에 기반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 지분의 범위에 포

함되는 적립금에 적립하거나 분할 가능한 성격으로 이월할 경우, 그해 조합원들의 기여도에 

의해 개인별로 지분이 계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농협 「표준정관례」의 조항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준비금은 조합원 지분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의적립금인

데, 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계산하여 가산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정관례 제28조 제3항), 계산 

방법은 그 회계연도의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정관례 제148조 제1항). 즉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이용

실적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협동조합은 이용자의 결합을 중심에 두고 법률관계를 구성한다. 조합원의 자격을 이용자에

게 준다는 것이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협동조합 이용이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분할 자본을 조성하는 것, 특히 비조합원 거래로

부터 얻은 수익은 모두 비분할자본에 적립할 것과 청산 시에는 조합원 지분 이외의 잔여재산

은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다른 협동조합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장려된다. 이것을 이익 없

는 분배원칙(principle of disinterested distribution)이라고 부른다(Fajardo et al., 2017: 

43, 93-94). 이러한 규범들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제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규범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정관례」로서만 있을 뿐이다.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지분의 범위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들이 협동조합법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범들을 지킬 경우 조합원에게 납입 출자금과 환급받기 전의 이용실적환급액 이외 

재산적 의미의 지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본인이 조합원 자격을 위해 목적하였던 이용

의 편익만을 얻을 것인데, 따라서 조합원은 이용에 의해 지분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자신의 사회적 목적과 원칙에 의해 다른 협동조합, 커뮤니티를 이해관계

자로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ICA, 1995). 

그래서 해외의 협동조합들의 경우 상호기금,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금 등을 적립하는 나라들

이 많고 법제화하는 사례도 있다(Polo-garribo, Sanchez-capos, 2018: 148).

협동조합에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자본은 주식회사에 비해 

작고, 느리게 쌓이게 되지만, 비분할 자본과 이익 없는 분배원칙에 의해 세대 간, 협동조합 간 

자본 형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자본은 영리 추구의 성격이 아닌 조

합원과 시민들의 자조와 연대의 성격을 지닌 자본이 된다. 

이상으로 협동조합의 지분에 대해 논의해봤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만으로 지분의 개념을 

탐색한 연구인데, 연구자의 지식의 깊이가 깊지 않고 문헌 고찰만으로 진행되어 타당성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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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후 많은 연구와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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