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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2021년 3월 개최된 제341차 회의에서 이사회(Governing Body)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및 사회연대경제

(SSE)와 관련된 사항을 제110차 국제노동총회(2022년) 일반토의(General Discussion) 의제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

다1. 

2. 상기 결정은 ILO가 처음으로 SSE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록 SSE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 정책적 중요성과 가시성은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부각되었다.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

의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

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건실한 사회적경제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였다. 일의 미래를 위한 세계노동기구 100주년 선언

(ILO Centenary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Work, 2019)도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적 고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서 SSE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글로벌 행동 촉구(global call to action for a human-centred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2021)는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일자리중심의 회복에 있어서 SSE의 역

할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정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SSE가 창출하

는 부가가치와 SSE의 역할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최근 채택된 3가지의 국제노동기준은 SSE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권고(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o. 193)는 균형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강력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여타 사회적, 비정부부문도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비공식경제의 공식화 전환에 관한 권고(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No. 204)는 협동조합과 SSE 단위를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면

서도 동시에 그들이 비공식경제에서도 운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평화와 회복력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권고(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Peace and Resilience Recommendation, 2017, No. 205)는 

복구를 실현하고 회복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기타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인식하였다. 

4. SSE를 건실하게 만드는 것은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빈곤 증가, 불평등 심화, 국가 내부 및 국가간 디지털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2.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목소리

가 높아지는 가운데 SSE는 포용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회복력을 촉진하는 기업모델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3. SSE 

단위는 경제적으로 존속 가능하면서 정당한 이윤추구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

리를 우선시하는 SSE의 가치와 원칙을 따르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4

1 ILO, 제341차 이사회 회의록,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GB.341/PV, 2021, para. 50.

2 ILO,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글로벌 행동 촉구, 2021, para. 3.

3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자로 기능하는 제도단위이다. 기업이라 함은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한다.” 
참고: United Nations et al.,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2009, para. 5.1.

4 ILO, 지속 가능한 기업의 진흥에 관한 결론(Conclusion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enterprises), 국제노동기구 제96차 총회, 제네바, 
2007. 본 결론에서 기업이라 함은 명시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칭한다.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812283.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806092.pdf
https://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docs/sna2008.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0939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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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이래 ILO는 주요방침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 가장 발달된 SSE의 형태인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5. 

ILO 헌장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 노동자, 농업종사자 및 협동조합원 국제

기구 등 승인된 비정부간 국제기구들과 바람직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LO와 국제협동조합연

맹(ICA) 사이의 공식적 관계는 1919년에 이미 수립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1947년부터 국제노동기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권고 제193호는 21세기에 협동조합 정책과 법률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6. ILO는 UN내부에서 SSE에 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1971년, ILO는 협동조합발전위원회(COPAC)를 공동으로 설립

하였다. COPAC는 협동조합의 진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엔산하기관 및 협동조합기구가 참여하는 파트너십

이다. 2013년, COPAC는 17개 유엔산하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시민사회기구와 

연구기관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UN기구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를 공동 설립하였다. 이러한 다자간 

플랫폼에서 ILO의 주도적 역할을 감안할 때, 일반토의(General Discussion)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SSE의 역할에 관한 다자간 체계 전반에서 일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7. SSE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SSE의 정의, 성과측정, 규모, 영향력, 한계 그리고 잠재력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다. SSE는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쓰는 동안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유지하고 그 구성원과 사용자 그리고 공동체

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얻게 되었다6. 일반토의는 UN의 기금, 프로그램 또는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진 SSE의 성장 잠재력에 관한 최초의 고위급 논쟁이다. SSE를 촉진하는 ILO의 역할은 그 헌장

에서 비롯된다. 이는 또한 인류와 지구에 공헌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SSE와 ILO의 사회정의원칙, 그리고 양질의 일자

리 의제(Decent Work Agenda)간 연관성을 반영한다. 1994년 필라델피아 선언(Declaration of Philadelphia)에서 

명시한 ILO의 본질적 책무는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과 평등한 기

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안녕과 정신적 발전을 모두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7”는 기본적 목표에 입각하여 경제 및 금

융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8. 제341차 ILO 이사회(2021년 3월)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일반토의를 통하여 ILO에게 추가적인 지침이 되는 결론

(Conclusion)과 결의(Resolution)를 도출할 수 있다. 

예상되는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Ÿ 관련 원칙과 가치 등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용어의 보편적 정의를 마련한다; 

Ÿ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직면하는 전환(transitions)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의 

관리 및 촉진에 대한 SSE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Ÿ 국내 SSE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회원국에게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Ÿ 개발협력을 통한 활동 등 전세계적 SSE 진흥방안에 관한 지침을 사무국에게 제공한다; 

Ÿ 또한, 사무국이 SSE를 대표하거나 SSE 진흥에 관여하는 각종 기관, 기구 및 단체와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 및 

유지하도록 장려한다8. 

5 David Hiez,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입법 가이드 (SSE International Forum, 2021).

6 OECD, “사회적경제와 코로나19 위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할”,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2020.

7 필라델피아 선언(Declaration of Philadelphia), Part II(a).

https://0679b3bd-b025-4970-a646-062ffcfdb491.usrfiles.com/ugd/0679b3_26fef4ad7db346379f0c1ae2659661bd.pdf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social-economy-and-the-covid-19-crisis-current-and-future-roles-f904b89f/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62:0::NO:62:P62_LIST_ENTRIE_ID:2453907: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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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Ÿ 제1장은 전세계 SSE 개황을 설명하고 SSE 단위의 특징을 기술하며 향후 논의를 위한 용어정의를 제안한다. 또한, 

지역별 SSE현황을 소개한다. 

Ÿ 제2장은 양질의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2030 

Agenda)에서 정의된 글로벌 발전 우선순위에 대한 SSE의 기여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Ÿ 제3장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ILO의 노사정 3자(tripartite constituents)와 SSE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다. 

Ÿ 제4장은 역사적 배경, 현행 프로그램, 개발협력정책과 파트너십 그리고 역량개발활동에 초점을 두고 SSE에 관한 사

무국의 업무를 소개한다.

Ÿ 제5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SSE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특

히, 제5장은 SSE에게 우호적인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SSE와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사이의 연관성

을 논의하며, 향후 사무국의 SSE 업무 추진방향을 제안한다9.

8 ILO, 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제: 차기총회의 의제, GB.341/INS/3/1(Rev.2), 2021, Appendix I, para. 8.

9 ILO 사무국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명칭, 상호, 간행물 또는 예시를 특정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명칭, 상호, 간행물 
또는 예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본 보고서에 명시된 실증적 근거는 주로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얻은 것이다. 사무국은 웹사이트 링크 등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그러한 정보를 검증해야 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7716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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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세계 SSE 현황

사회연대경제
10. “사회연대경제(약칭 “SSE”)”는 광범위한 종류의 제도단위를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다10. UNTFSSE의 활동 그리고 

일의 미래를 위한 세계노동기구 100주년 선언(2019),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글로벌 행동 촉구(2021)와 같은 ILO 선언을 통하여 UN내부에서 SSE라는 용어에 관한 인

식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용어는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SSE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타 용어

에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제3부문(third sector)”,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비영리부문

(non-profit sector)”,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대안경제(alternative economy)” 그리고 ”대중경제

(popular economy)”가 있다11. 

11. 서로 다른 용어들은 전통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용어는 맥락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와 혼용되거나 의미와 함

의 측면에서 그 범위가 다를 수도 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통과 현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의적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SSE”를 사용한다. 

12. 2000년 이후, 20개국 이상에서 SSE 법률이 채택되었다. SSE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에는 볼리비아, 카보베

르데, 카메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지부티,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온두라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루마

니아, 세네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니지,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가 있다. 브라질, 도미니카, 한국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현재 SSE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엔트레리오스, 멘도사, 리오 네그로), 벨기에 

(브뤼셀, 왈롱), 브라질(미나스 제라이스), 캐나다(퀘벡) 및 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국가들은 지방정부차원

에서 SSE 법률을 도입하였다. 칠레, 말리, 니카라과 등 다수의 국가에서 SSE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법률에 따

라 설치되어 있다. 

13. “사회연대경제”를 적절하게 정의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즉, 주체, 활동, 원칙 및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SSE에 관한 공통된 이해는 SSE 입법 및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SSE의 가치와 원

칙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SSE 하위조직에 관해서는 아직도 보편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

록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다양한 세계 각국의 SSE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용어가 정의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국제적 발전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SSE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는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SSE 통계작성을 어렵게 만든다. 

14. 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의 법률에 반영된 것과 같이 SSE를 일반적인 경제의 하위체계와 구분하는 일련의 가

치(value)는 아래와 같은 5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12. 

10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란 “식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주체
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를 의미한다. 제도단위에는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정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
체 등이 있다. 참고: United Nations et al., para. 4.2.

11 Frank Moulaert, Oana Ailenei, “사회적경제, 제3부문 및 연대 관계: 개념정리”, Urban Studies 42, No. 11 (2005): 2037–2053.

12 사무국은 국내법에 명시적으로 SSE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엔트레리오스), 카보베르데, 온두라스, 멕시코, 포르투갈 및 베네수엘라의 SSE 법률을 

https://ssc.wisc.edu/~wright/Social%20Economy%20PDFs/Social%20Economy%20Theory/Moulaert%20Ailenei%202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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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류와 지구를 위한 배려(Care for people and planet): 온전한 인간개발(integral human development), 공동

체의 수요 충족(the satisfaction of community needs),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생태문화(eco-

logical culture)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Ÿ 평등주의(Egalitarianism): 정의(just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 평등(equality), 공평(equity), 공정(fairness) 

및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Ÿ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연대(solidarity), 공제(mutual aid), 협력(cooperation), 사회적 통합(social cohe-

sion) 및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Ÿ 청렴(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정직(honesty), 신뢰(trust), 책임(accountability) 및 공동 의무(shared 

responsibility).

Ÿ 자치(Self-governance): 자주경영(self-management), 자유(freedom), 민주주의(democracy), 참여(participation) 

및 보충(subsidiarity).

15. 일련의 SSE 원칙은 SSE 가치를 실현한다. 특정한 SSE 가치나 원칙이 SSE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련의 

SSE 가치와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SSE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5가지 SSE 원칙은 최근 SSE관련 입법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3. 

Ÿ 사회적 또는 공적 목적(Social or public purpose): SSE 단위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그 구성원, 또는 그러

한 구성원이 일하거나 살고 있는 공동체, 또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화

적, 경제적 및/또는 환경적 목적을 지향할 수 있다. 내부의 결속 그리고 사회와의 결속을 증진함으로써 SSE 단위는 

그 구성원, 사용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general interest)을 조화하려 노력한다. 일부 국가의 법률에

서는 이러한 원칙을 일컬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은 이윤에 우선한다(primacy of people and social purpose 

over profit)”고 표현한다. 

Ÿ 이윤분배의 금지 또는 제한(Prohibition or limitation of profit distribution): 성과물(이윤 또는 잉여)을 창출

하는 SSE 단위는 그러한 성과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14. 이윤배분이 금지된다면 이윤의 창출과 배분도 

크게 제한된다. 잉여는 자본투자가 아니라 근로, 용역, 사용 또는 후원과 같은 구성원의 활동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SSE 단위를 매각, 전환 또는 해산할 경우, 많은 구성원들은 잔여 수입(earnings)이나 자산(assets)을 SSE와 비슷

한 제약이 있는 단위로 이전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일컬어 “사람과 

노동은 자본에 우선한다(primacy of people and work over capital)”고 표현한다

Ÿ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Democratic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SSE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은 민주적이고 

참여에 기반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책입안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

검토하여 SSE 가치를 선정하였다.

13 이러한 SSE 원칙은 아르헨티나(엔트레리오스, 멘도사), 벨기에(왈롱),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카메론, 캐나다(퀘벡), 캄보디아, 지부티,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온두라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네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니지,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의 SSE 법률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다.

14 협동조합에서 잉여(surplus)는 그 구성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반면, 이윤(profit)은 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참고: Hagen Henrÿ, 
Guidelines for Cooperative Legislation: Third revised edition (ILO, 2012).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1955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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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선출된 대표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통제(control)를 가능하게 한다. SSE 단위에서 각 구

성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갖는다. SSE 단위의 수평, 수직구조도 민주적으로 구성된다. 

Ÿ 자발적 협력(Voluntary cooperation): SSE 단위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나 강요에 의하지 않으며 오직 개인의 선

택에 따른다. 구성원과 사용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위협이 없이 오직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SSE 단위에 가입 및 잔류한다. SSE 단위는 다른 SSE 단위와 사이에서 수직, 수

평구조를 만들고, 그러한 단위와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상호지원 할 수 있다. 

Ÿ 자율성과 독립성(Autonomy and independence): SSE 단위는 자치적으로 활동한다. SSE 단위는 정부당국 및 

SSE가 아닌 기타 주체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다른 

SSE 단위 또는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경우, SSE 단위는 SSE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거래조건(terms)으로 계약을 맺거나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 

16.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국내법이 주요하게 다루는 SSE 활동이다. 일부 국내법은 소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도 한다. 

자산축적에 관한 SSE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축적을 제한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SSE 활동은 국제표준산

업분류(제4차 개정15)의 각 섹션에 속한다. 

17. SSE의 주체는 일련의 SSE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제도단위이다. 국내법과 국제적 정의에는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민간단체(associations), 재단(foundations), 자조집단(self-help groups) 및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등 다양한 SSE 조직형태가 명시되어 있다

Ÿ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을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16. 

Ÿ 공제조합은 집단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인들에 의하여 조직된다. 공제조합은 정기

적으로 공동기금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적 또는 물적 리스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구별된다17. 

Ÿ 민간단체(결사체)는 원칙적으로 가계 또는 공동체를 위한 비상업적 서비스(non-market service)의 생산에 종사하

는 법인이며 자발적 기여를 주된 자원으로 한다. 공동체기반 또는 풀뿌리단체는 그 구성원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

회 혹은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18. 

Ÿ 재단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기부 받은 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활용하여 다른 조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이다19. 

Ÿ 자조집단은 개인차원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같이 상호지원(mutual support)의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비슷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지 

15 UN, 국제표준산업 분류(ISIC), Rev.4, 2008.

16 ILO, 권고 제193호.

17 UN et al., para. 23.22.

18 UN et al., para. 2.17(e) and 23.19(g).

19 UN et al., para. 23.19(f).

https://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m/seriesm_4rev4e.pdf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R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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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과 구별된다20.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조집단이 비공식경제부문에 존재한다. 

Ÿ 사회적기업은 시장 수단을 활용하지만, 사회적 약자(장애인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과 교육훈련, 특정한 사회적 가치

가 있는 제품의 생산 또는 여타의 방식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같이 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단위이

다21. 

18. 각종 SSE 법률에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SSE가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에히도와 코뮤니다데스22, 노

동자조직(workers’ organizations), 예비협동조합(pre-cooperatives), 통합기업(insertion enterprises), 특수고용센

터(special employment centres),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eratives), 지역산림어업조합(community for-

estry and fishery associations), 생산자농민조직(producers’ and peasants’ organizations), 경제적 이익집단

(economic interest groups), 대중경제단위(popular economic units), 미소금융단체(microfinance associa-

tions), 이타적 목표를 지향하는 문화, 여가 및 지역개발단체, 그리고 커뮤니티 및 자주경영 하위부문 등이 있다. SSE

에 관한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SSE 가치와 원칙을 따르는 한, 다른 형태의 조직도 SSE로 간주한다. 

19. SSE는 전통적인 2분법을 초월한다. SSE는 공식 및 비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시장 및 비-시장 생산자와 단위를 포함

한다. 예컨대, 시장 생산자(market producer)에는 협동조합, 공제 및 사회적기업이 있고, 비시장 생산자(non-mar-

ket producer)에는 민간단체와 재단이 있다. SSE 단위는 2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SSE 단위는 조직이자 기업이다. 

특정한 목적 아래에 조직된 인적 집단으로서 SSE 단위는 조직(organization)의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재화와 용역의 

생산자로서 기업(enterprise)이기도 하다. 일부 문서에서는 예컨대, SSE기업을 시장단위로 SSE조직을 비-시장단위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보다 더욱 협소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SSE에서 비공식경제단위(informal economy unit)를 배제하고 있으나, 권고 제204호는 SSE 단위가 비공식경제에

서도 운영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 SSE가 민간부문의 일부인지 아니면 공공 및 민간부문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제의 하위단위인지 대하여 논란이 분분

하다. 그러나, ILO 3자논의에서 말하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은 이 용어에 대한 상반된 2가지 해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23. 첫째, 민간부문은 정부의 일부도 아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 제도단위를 포괄한다. 둘째, 민

간부문은 공공부문 밖에 있는 것으로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투자된 자본을 기준으로 이를 배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을 포괄한다. 첫번째 의미에서 민간부문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부문과 구별되고 그와 섞일 수도 없는 SSE

를 포함한다. 두번째 의미에서 SSE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모두와 구별된다. 

21. SSE 정책과 법률 전반에 걸쳐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SSE 정의(안)은 단 하나의 용어(즉, “SSE”); 일련의 가치에

서 파생된 일련의 원칙; 그리고 다양한 조직형태를 그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논의를 위한 정의(안)의 

기초도 제공한다. 

20 UN et al., para. 23.24.

21 UN, 비영리 및 관련단체, 자원봉사의 위성계정, 2018.

22 멕시코에서 에히도(ejido)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제도 하에 공동으로 경작되는 토지이며 코뮤니다데스 (comunidades)는 토지의 공동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조합이다.

23 ILO, 협동조합진흥위원회 보고서, 제90차 총회 회의록, 2002 (기록 제23호).

http://ccss.jhu.edu/wp-content/uploads/downloads/2018/12/UN_TSE_HB_FNL_web.pdf
https://www.ilo.org/public/libdoc/ilo/P/09616/09616(2002-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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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의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안)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는 자발적 협력,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이윤배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또는 공적 목적의 제도단위를 포괄한다. SSE 단위는 협동조합, 민간단체, 공제

조합,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집단 그리고 공식, 비공식경제에서 SSE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기타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22. 정의(안)은 기존 SSE 정책과 법률에서 도출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SSE 정책 및 통계에 관한 개념연구를 

참고하였다24. 따라서, 적용은 용이할 것이다. 본 정의(안)은 전세계 SSE 단위의 다양성 그리고 SSE 정책, 법률 및 

통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다양성에 따라 유연하고 또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3. 본 정의(안)은 다양한 차원에서 SSE에 관한 정책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SSE에 관한 통계적 프레임워크를 추가로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데이터수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지역/국가 또는 상황/맥락에서 SSE의 범위(scope), 규모(size) 및 영향력(impact)을 측정, 비교함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이 있다: SSE 그 자체의 복잡성(complexity); SSE에 관한 보편적 정의의 부재(lack of a uni-

versal definition); 그리고 SSE 측정을 위한 방법론 미개발(underdevelopment of methodologies)25. 일부 형태의 

조직(주로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SSE 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SSE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26. 일반적으로 각국 통계청은 SSE를 경제의 하위단위로 보아 

이를 측정 및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구성요소들은 통계상에서 별도의 표제(separate heading)로 표시된다. 포르투

갈 및 스페인과 같은 일부국가는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SSE 단위에 대하여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개발

하였다. 

24. 협동조합 측정에 관한 최근 지침을 기반으로 SSE 측정에 관한 개념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제19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는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작성 강

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27. 그 이후, ILO는 COPAC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지침(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cooperatives)을 작성하였고, 이는 2018년 제20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28. 협동조합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조화되며 표준화된 통계 데이터세트를 개발하기 위해 사무국은 일부 국가에서 본 지침을 테스트 

및 보완하고 있다29. 2021년, UNTFSSE는 최신동향(state of the art)30; 맵핑연습(mapping exercises)31; 그리고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policy recommendations and directors for future research)32을 중심으로 SSE 통

24 Bénédicte Fonteneau et al., 사회연대경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공동의 길, Reader for the ILO Academy on SSE (ILO 국제훈련센터, 2011); Peter 
Utting,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공공정책: 7개국 사례연구 (ILO 국제훈련센터, 2017); Bénédicte Fonteneau, Ignace Pollet,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금융의 
일의 미래에 대한 기여 (ILO, 2019); Marie J. Bouchard, Gabriel Salathé-Beaulieu, 사회연대경제 통계작성: The State of the Art (UNTFSSE, 2021); 
UN, 비영리 및 관련단체와 자원봉사의 위성계정, 2018.

25 UNRISD, “사회연대경제의 규모와 영향력 측정”, Issue Brief No. 09, 2018년 8월.

26 Bouchard, Salathé-Beaulieu, 11.

27 ILO, 협동조합 통계작성 증진에 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further work on statistics of cooperatives), 제19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 2013.

28 ILO,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0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 제네바, 2018.

29 주요 대상국: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한국, 튀르키예, 탄자니아. 참고: ILO, “사회연대경제 지식기반 강화”.

30 Bouchard, Salathé-Beaulieu.

31 Coline Compère, Barbara Sak, Jérôme Schoenmaeckers, SSE 맵핑 연습, (UNTFSSE, 2021).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instructionalmaterial/wcms_166301.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582778.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documents/publication/wcms_739377.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documents/publication/wcms_739377.pdf
https://knowledgehub.unsse.org/wp-content/uploads/2021/08/WP-2021-SSE-Stats-Bouchard-Salathe-Beaulieu.pdf
https://cdn.unrisd.org/assets/library/briefs/pdf-files/ib9-measurement-sse.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genericdocument/wcms_553641.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stat/documents/meetingdocument/wcms_648558.pdf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projects/WCMS_817001/lang--en/index.htm
https://knowledgehub.unsse.org/wp-content/uploads/2021/08/WP-2021-SSE-Stats-Compere-et-a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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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3건을 내 놓았다. 

지역별 현황
25. 본 섹션에서는 지역별 SSE 현황을 점검한다. SSE에 관한 용어(terminology)의 사용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를 논하

고 각 지역의 SSE 공공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SSE가 지역 경제나 정치적 조직에서 어떻게 다루

어지는지 탐색한다. 

아프리카
26. SSE 원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난 수백 년간 적용되어 왔다. SSE라는 개념 그 자체는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불어권 북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에서부터 점차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조집단, 민간단체, 

공제조합 및 그와 유사한 회원기반의 조직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러한 것들의 기원은 

동부,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 인류애), 동아프리카의 우모자(umoja, 연합), 그리고 케냐의 하람베

(harambee, 공동체 자조) 정신이 깃든 것 등 전통적인 시스템, 구조 그리고 관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33.

27. 다양한 전통적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식민지 시기를 거쳐 살아남았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상호급부조직 및 농촌지역

과 비공식경제부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상호간에 자조를 진흥

하는 비공식적 SSE 단위의 도입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34. 순회저축신용조합(RoSCA)과 같은 회원기반의 사

회적 금융기관이 아프리카대륙 전체에 널리 퍼져 있으나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상조회(burial societies)

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소액보험(microinsurance)이 통용되고 있다35.

28. 공식적인 협동조합은 20세기 초반 식민지 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탈식민화 

시기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시기(1980년대 및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은 크게 약화되었고 

그 결과, 국가가 후원하는 협동조합 구조가 쇠퇴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일련의 정치, 입법, 사회 및 경제

개혁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협동조합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29. 사회적기업은 남부, 동부 및 북부 아프리카에서 확대되고 있다36.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

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튀니지 및 우간다에서 사회적기업은 2030년에 약 

550만개의 직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나이지리아(120만개)이고 가장 적

은 곳은 르완다(4,000개)이다. 이들 국가에서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 시스템과 정책환경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성

장을 위한 기여도 측면에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37. 

32 Rafael Chaves-Avila,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작성.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UNTFSSE, 2021).

33 Carlo Borzaga, Giulia Galera, 아프리카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잠재력: 기초 보고서, (유럽의회, 2014).

34 Nicholas Awortwi, “사회보호는 풀뿌리의 현실이다: 아프리카의 공동체 기반 사회보호 행위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책 사례”, Development Policy Review 
36, Issue S2 (2018): O897–O913.

35 ILO, 빈곤층 보호: 소액보험개요 II, 2012, 218.

36 Angela Hoyos, Diego F. Angel-Urdinol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 평가”, Development Policy Review 37 (2019): O213–O229.

https://knowledgehub.unsse.org/wp-content/uploads/2021/08/WP-2021-SSE-Stats-Chaves-Avila.pdf
https://www.euricse.eu/wp-content/uploads/2015/03/EXPO-DEVE_ET2014433787_EN.pdf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dpr.12364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1757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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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SE 진흥을 위한 공공정책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5개국(카보베르데, 카메룬, 지부티, 세네갈 및 

튀니지)은 최근 SSE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반면, 2개국(모로코, 남아공)은 현재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

크를 개발하는 중이다38. ILO의 지원과 3자간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어 2020년 통과된 튀니지의 SSE법률은 

SSE에 대한 기준 프레임워크와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2020년, 카메룬은 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을 수립하였다. 말리는 지난 2014년에 

SSE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for the Promotion of SSE)과 그 시행계획을 채택하였고 2017년에는 

사회연대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re for the Promotion of the SSE)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4-2023 세네갈발전계획(Plan for an Emerging Senegal 2014–23)은 SSE를 공식경제로

의 전환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31. 아프리카지역 4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Ÿ 튀니지의 SSE는 358개의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 3,000개의 생산자단체(producers’ associa-

tion), 48개의 상호부조조직(mutual benefit organization), 289개의 미소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 

및 약 21,000개의 기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튀니지 국내총생산의 1%, 그리고 국내노동력의 약 0.6%에 해

당한다39. 2020년 기준, 튀니지의 사회적기업은 약 33,000개로 추산된다40.

Ÿ ILO가 카메룬의 SSE 단위 39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흔한 조직형태는 공동목적집단(58%), 협동조합

(25%) 그리고 민간단체(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수와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와 

57%였다. SSE 단위는 주로 작물생산(56%), 동물생산(22%) 및 제조(18%)와 같은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41. 

Ÿ 협동조합을 제외한 케냐의 사회적기업 수는 2016년에 약 3,2444개로 추산되었다42. 저축신용조합(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 organization)은 4백만명 이상의 케냐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

과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43. 주요 농산물(커피, 사탕수수, 제충국 및 우유)의 마케팅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8.9%에서 2019년 22.2%로 증가하였다44. 2019년, 케냐에는 21,000개(2015년 17,500개)의 협

동조합이 있었고 소속된 조합원은 1,400만명, 일자리는 555,000개였다. 

Ÿ 2019년, 남아공에는 약 160,000개의 협동조합과 48,000개의 비영리단체 그리고 24,0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있었다45. 남아공 전국스토크벨협회(National Stokvel Association of South Africa)는 1천 1백만명의 회원과 

37 Emily Barran et al., 아프리카의 일자리 창출동력으로서 사회적기업: 2020-2030 아프리카 12개국 사회적기업의 고용기회제공 잠재력에 관한 연구 
(Siemens-Stiftung, 2020).

38 2019년, 남아공 정부는 ILO의 기술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한 녹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사무국이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을 때,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ILO, “남아공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을 위한 핵심 단계”.

39 Akram Belhaj Rhouma,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공공정책과 일의 미래에서 그 역할: 튀니지 사례연구 (ILO, 2019).

40 Barran et al.

41 ILO, 카메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수공업부(MINP MEESA),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단위의 필요성 평가 및 우선순위 (ILO, 2021).

42 영국문화원, 케냐의 사회적 기업 현황, 2017.

43 금융포용동맹(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케냐 SACCO를 통한 농업부문 금융수요의 충족, 2017.

44 케냐통계청, 2020년 경제조사, 2020.

45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남아공 사회적경제 측정, 2019.

https://www.siemens-stiftung.org/wp-content/uploads/2020/10/studie-socialenterprisesasjobcreatorsinafrica-part1-siemensstiftung.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740732.pdf
https://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31862.pdf
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state_of_social_enterprise_in_kenya_british_council_final.pdf
https://www.afi-global.org/wp-content/uploads/publications/2017-11/AFI_sme_SASRA_AW_ISBN_digital.pdf
https://s3-eu-west-1.amazonaws.com/s3.sourceafrica.net/documents/119905/KNBS-Economic-Survey-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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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0개의 스토크벨 그룹을 거느리고 있다46. 

32. SSE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조직 및 네트워크에 의해 지역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경로로 인식

되고 있다47.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면서 ILO의 지원을 받

아 역내 SSE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48. 제12차, 13차 및 14차 ILO 아프리카 지역회의(각각 2011년, 2015년 및 

2019년 개최)는 SSE 진흥을 촉구하였다49.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의 민간부문발전전략 

2013–2017(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2013–17)은 사회혁신, 창업 및 가치사슬개발의 촉진에 있어

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강조하였다50. 2010년 설립되었으며 25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African Network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는 자국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SSE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카메룬, 말리, 모로코, 세네갈 

그리고 튀니지 등이 국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미주
33. 미주지역의 SSE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관습은 근대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주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SSE 단위에는 생산자 협동조합(producer cooperatives), 

공정무역조직(fair trade), 윤리적 소비조직(ethical consumption), 비공식경제조직(informal economy), 원주민 조

직(indigenous peoples’ associations), 사회적 금융기관(social finance institutions) 그리고 낄롱부(quilombo)51

와 같은 기타 공동체 기반의 제도가 있다. 한편, 미주지역에서 SSE는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대중경제” 그리고 

“사회적 부문”으로 불려왔다52. 미주 전역에 걸쳐 수많은 SSE 단위들이 농업, 금융, 소매,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그

리고 건강보험 등 부문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4. 원주민들은 공동체 호혜주의 원칙(principles of community reciprocity)에 기초한 풀뿌리 경제조직화에 관한 지

식을 공유하고 있다53. 미주 원주민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 

원주민의 철학인 부엔 비비르(Buen Vivir 또는 Vivir Bien)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헌

법에 명시되었으며 호혜(reciprocity)와 연대(solidarity)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신이다54. 남미지역의 원주민 SSE 단

위는 부엔 비비르 철학에 따른 사회적 관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55. 이와 비슷한 공동체기반의 협력모델은 

46 스토크벨(stokvel)은 남아공의 RoSCA이다. 참고: 남아공 전국스토크벨협회, “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

47 ILO, 사회연대경제 행위자: 아프리카의 사회혁신 발전 추진, 출간예정.

48 아프리카 연합, “사회발전, 노동 및 고용에 관한 전문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STC- SDLE-2)”, 2017.

49 ILO의 아프리카 지역회의(African Regional Meeting)는 ‘2030 의제’와 아프리카 연합의 ‘의제 2063’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이행에 있어서 아프리카 
각국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을 한 자리에 모았다.

50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전환을 위한 지원. 민간부문발전전략, 2013-2017, 2013.

51 낄롱부(Quilombo)는 벨리즈,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수리남 등에서 노예제에 저항하던 아프리카계 이주민 후손들이 설립한 현대적 
농민공동체이다. 이들 국가에서 전통적 토지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는 국내법에 따라 인정받고 있다.

52 Marcelo Saguier, Zoe Brent, “남미 지역 거버넌스에서 사회연대경제”, Sage journals 17, Issue 3 (2017): 259–278.

53 Julio Álvarez Quispe, “사회연대경제의 맥락에서 바라본 호혜적 공동체 경제: 볼리비아의 사례”, Otra Economía 6, No. 11 (2012): 159–170.

54 부엔 비비르(“좋은 삶”) 철학은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55 Antonio Luis Hidalgo-Capitán, Ana Patricia Cubillo-Guevara, “라틴아메리카의 좋은 삶 철학(부엔 비비르) 해체와 계보. 좋은 삶과 다양한 지적 원천 

https://nasasa.co.za/
https://au.int/en/newsevents/20170424/second-session-specialised-technical-committee-social-development-labour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olicy-Documents/2013-2017_-_Private_Sector_Development_Strategy.pdf
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1468018116686921
https://www.revistaotraeconomia.org/index.php/otraeconomia/article/view/otra.2012.611.0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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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원주민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레인디어호수 키누사오-피셔협동조합(Kinoosao Fishers’ 

Co-op on Reindeer Lake)은 1945년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SSE 단위 중에 하나이다. 1950년대

부터 1990년대까지 캐나다의 원주민 협동조합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2012년, 캐나다협동조합협회(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는 총 123개의 원주민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56. 

35. 미주 각 지역의 SSE는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영어를 사용하는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신용조합(credit 

union)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카리브 신용조합연맹(Caribbe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은 역내에서 금

융 및 비-금융협동조합의 최상위 조직이다. 비공식경제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은 안데스 일대

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넝마주이네트워

크(Latin American and Caribbean Waste Pickers’ Network, Red LACRE)가 이러한 두 지역에서 태동되었

다57. 영세 자작농과 농업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무역협회와 농업협동조합은 특히 중미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6. 미주지역의 각국 정부는 SSE정책 도입범위를 확대하면서 SSE를 공공정책 프레임워크로 주류화하고 있다. 5개 국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58 및 우루과이)와 1개 지방정부(캐나다 퀘벡)는 SSE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뿐

만 아니라, 브라질과 도미니카 공화국도 SSE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제정된 라틴아메리카 협동조합기본법

(Framework Law for Cooperatives in Latin America)은 역내 각국의 협동조합법률 입안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

고 있다. 2020년, 콜롬비아는 SSE 정책과 프로그램의 공식화 및 시행을 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문간 사회연대

경제 부문위원회(Committee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ector)를 설치하였다. 코스타리카는 

2021-2025년도 SSE 공공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사회연대경제회의소(National Chamber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CANAESS)를 설치하였다. 

37. 미주지역 5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Ÿ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촌 전력망의 80% 이상이 협동조합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을 이용하

는 인구는 7백만명에 이른다. 공제조합은 250만명 이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7,000개의 공제조합이 민

간의료서비스의 40%를 제공하고 있다59. 

Ÿ 2019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5,812개의 비-금융협동조합이 있고 이들은 105,000명을 고용하며 연간 493억 캐

나다 달러(미화 약 407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였다60. 특히, 퀘벡주에는 11,000개의 SSE 단위가 있으며 이들은 

220,000명을 고용하고 478억 캐나다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61. 

(Buen Vivir). The (Triune) Good Living and its Diverse Intellectual Wellsprings)”,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라틴아메리카의 교훈,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eries No. 9 (Graduate Institute Publications, Brill-Nijhoff, 2017): 23–50.

56 캐나다협동조합지원기구(Co-operatives First), “캐나다 원주민 공동체의 협동조합현황”, 2016.

57 Red LACRE, “Quiénes Somos”.

58 멕시코 헌법 제25조는 SSE의 경제적 활동 확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59 Silvina Lais Puzino, “아르헨티나의 사회적경제”, Anuario Iberoamericano de la Economía Social, No. 3 (CIRIEC, 2018): 19–28.

60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협동조합, 2019”, 2021년 3월 3일.

61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사회적경제의 발견”.

https://cooperativesfirst.com/wp-content/uploads/2016/10/CoopsInAboriginalCommunities2012_FINAL_lowrez.pdf
https://www.redrecicladores.net/somos/
http://www.oibescoop.org/wp-content/uploads/Anuario-OIBESCOOP-2019-def.pdf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21022-eng.htm
https://chantier.qc.ca/discover-social-economy/?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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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코스타리카에는 통합개발단체(2,850)와 연대단체(1,467)를 중심으로 6,600개 이상의 SSE 단위가 있다62. 2012

년 전국 협동조합 센서스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국민 중 21%가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금

융, 보험, 상업, 산업 및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63. 

Ÿ 자메이카에는 50여개의 신용조합이 있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39개 농업협동조합 중 어느 한

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64. 

Ÿ 멕시코의 SSE는 15,000개의 협동조합과 8백만개의 계열사, 100개의 조합과 8개의 연맹 등 1천 2백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61,000개의 SSE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65. 

38. SSE는 미주지역의 각종 기구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는 “사회적 생산을 위한 기업과 협동조합”의 진흥을 추구한다. 2001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민주주의 등에 대한 SSE의 기여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66. 2019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ICA의 미주지역 대표기관인 

ICA-Americas와 협약을 체결하고 역내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궁극적 목표 아래에서 협동조합모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 및 추진하기로 합의하였

다67. 2020년,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ICA의 지역조직인 미주협동조합(Cooperatives of 

the Americas)과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CLAC는 멕시코 국립 사회적경제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ocial Economy)과 같은 정부산하 사회적경제 개발기구와 공동행사를 추진하면서 역

내 SSE의 미래를 모색해왔다68. 

39. 다수의 미주지역 네트워크가 SSE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사회연대경제진흥 대

륙간네트워크(RIPESS LAC)69 및 라틴아메리카 사회연대경제 연구자 네트워크(RILESS)가 SSE에 관한 지식생산과 

공유에 기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SSE 운동단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이베로-아

메리카 고용 및 사회연대경제 관측소(OIBESCOOP)는 역내 SSE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라틴아메

리카의 협동조합 운동단체들은 ICA의 지역대표기구인 미주협동조합(구 ICA–Americas)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양성

평등-무역 네트워크(International Gender and Trade Network) 및 경제전환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여성 네트워크

(Latin American Network of Women Transforming the Economy)는 돌봄경제(care economy)와 페미니스트 

경제학(feminist economics)의 관점에서 SSE 연구에 기여해 왔다.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산

62 코스타리카 노동사회보장부,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공공정책 2021-2025.

63 INFOCOOP, IV 전국 협동조합 센서스, 2012.

64 자메이카 협동조합 친목단체부, “협동조합의 발전: 자메이카의 협동조합 운동”, 2020.

65 Juan José Rojas Herrera et al., “멕시코 사회적경제 개황”, 이베로-아메리카 사회적경제 연감, No. 3 (CIRIEC, 2018): 109–119.

66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산하에는 SSE를 전담하는 2개의 기관간 포럼이 있다: 남미공동시장 협동조합 전문회의 및 가족농업 전문회의. 이러한 포럼은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2030 의제(2030 Agenda)의 추진현황과 남미공동시장 전략적 사회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67 미주기구, “미주기구와 국제협동조합연맹 협업”, 2019년 9월 30일.

68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 “새로운 미래 건설: 지속 가능한 회복과 평등의 사회연대경제”, 2021년 6월 9일.

69 총 13개국이 RIPESS LAC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https://www.mtss.go.cr/elministerio/despacho/politica_ESS.pdf
https://www.infocoop.go.cr/sites/default/files/2020-01/censo_cooperativo_cr2012.pdf
https://dcfs.gov.jm/Developmentofco-op.html
https://dcfs.gov.jm/Developmentofco-op.html
http://www.oibescoop.org/wp-content/uploads/Anuario-OIBESCOOP-2019-def.pdf
https://www.oas.org/en/media_center/photonews.asp?sCodigo=FNE-97623
https://www.cepal.org/es/eventos/conversatorio-virtual-construir-un-nuevo-futuro-la-economia-social-solidaria-la-recuper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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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정무역, 영세생산자 및 노동자 네트워크(CLAC)는 역내 24개국에 900개 이상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70.

아랍
40. 아랍지역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 혹은 사회연대경제에서 파생된 용어는 다소 낯선 것이다. 아랍어에서 시민사회조

직을 정의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어휘는 이슬람 사회복지단체를 의미하는 “자미야트(jam`iyat)”이며, 여기에는 빈

곤층에게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기반의 자조 및 자선단체가 포함된다71.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계

층과의 연대는 아랍지역, 그 중에서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41. 아랍지역에는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이 널리 퍼져 있다. “연대”를 의미하는 타카풀(Takaful)은 협동조합 보험

모델로써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을 촉진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본 모델에서 회원은 공동기금(common pool)

을 납부하고 리스크(risk)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공유된다. 타카풀은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14년, 이슬람은행 및 타카풀에 대한 GCC회원국의 기여총액은 89억 달러를 넘어섰다72.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세계 타카풀 기금의 71%를 기여하고 있으며(37%), 비록 아랍국가는 아니지만 이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34%)73.

42. 공식적인 협동조합인 ‘타우니아트(ta`awuniyat)’는 1900년대에 주로 식민지 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아랍지역의 

협동조합은 국가의 지배를 받거나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종교공동체, 가족 혹은 부족을 기반으로 조직

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랍지역에는 약 30,000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농업(59%)이며 소비재 소매업

(30%), 그리고 주택(6%)이 그 뒤를 잇고 있다74. 최근에는 소비자 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 설립 등을 통

하여 여성과 청년사이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3. 지난 10여년간 아랍지역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창업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역내 정책당국은 청년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75.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마다 서로 다른 법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등록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속하

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76.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아쇼카재단(Ashoka)은 지난 15년간 

아랍지역에서 110개 이상의 창업자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3백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77. 

44. 최근 몇 년간 여러 아랍국가들이 SSE 정책과 법률 도입에 착수하였다. 권고 제193호에 따라 그리고 ILO의 지원 하

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및 요르단 등 다수의 아랍지역 국가들이 협동조합에 관한 

70 CLAC, 2020년도 연보, 2021.

71 Hüseyin Polat, “아랍세계의 협동조합: 지역발전을 위한 타당성의 재확인”, 아랍지역 협동조합에 관한 지식공유 워크숍 자료집, ILO 아랍지역사무소, 2010.

72 이슬람금융위원회, 세계은행,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을 위한 타카풀 산업의 가치제안 실현, 2017.

73 Hussain Qadri, M. Ishaq Bhatti, 이슬람 금융과 은행의 성장: 혁신, 거버넌스, 리스크 완화, (Routledge, 2021).

74 유엔 서아시아 사회경제위원회, “사회정의를 위한 도구로서 사회연대경제”, Policy Brief: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Process, Issue No. 4, 2014.

75 2020년도 국제노동기구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랍지역의 청년실업률 추정치는 23%로 세계평균인 13.8%를 크게 웃돈다.

76 예컨대, 비정부기구, 민간기업, 협동조합 또는 독립법인체, 혹은 2가지 이상의 형태가 결합된 조직이 있다. 

77 Ashoka, 변화의 15년: 아랍세계의 아쇼카, 2019.

http://clac-comerciojusto.org/wp-content/uploads/2021/10/Memoria-Anual-2020.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rabstates/---ro-beirut/documents/meetingdocument/wcms_210753.pdf
https://www.ifsb.org/download.php?id=4429&lang=English&pg=/sec03.php
https://archive.unescwa.org/sites/www.unescwa.org/files/publications/files/social-solidarity-economy-tool-social-justice-english.pdf
https://www.ashoka.org/sites/default/files/atoms/files/15_years_of_change_-_ashoka_in_the_arab_worl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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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추진 중이다. 레바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적 기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78. 

45. 아랍지역 3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Ÿ 2018년 기준, 요르단에는 총 1,592개의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고 총 조합원은 142,000명이며79 약 20,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80. 사회적기업은 대부분이 비영리단체 산하에 등록되어 있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교육훈련과 취

업기회를 통하여 이민자 및 난민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81. 

Ÿ 쿠웨이트에서는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목적으로 1962년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2018

년에 이르러 약 3,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70여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쿠웨이트 식음료시장의 65%를 점유하였

다82. 이러한 소비자협동조합은 순수익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GCC 회원국과 여타 아랍국가에도 이

와 유사한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Ÿ 2019년 기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는 866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다(요르단강 서안지구 677개; 가자지구 189개). 

총 조합원 수는 54,000명 규모이다83. 2005년 설립된 저축신용협동조합연맹(Union of Cooperative 

Associations for Saving and Credit)은 154개의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비롯한 224개 지역을 담당하는 12개의 

저축신용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조합원은 5,281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85%

였다84.

46. SSE 진흥을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가 지역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20개 아랍국가로 구성된 유엔 서아시아 사회경

제위원회(ESCWA)는 지난 2014년 SSE 그리고 역내에서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도구로써 SSE의 잠재력 인정을 촉

구하였다85. 2017년 3월, 아랍경제통합위원회(Council of Arab Economic Unity)는 SSE 관련 세미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회원국에게 SSE를 각국의 개발전략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권고하

였다86. 2017년 8월, 아랍연맹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Arab League)는 아랍지역 

국가들의 불안정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잠재적 메커니즘으로서 SSE를 처음으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78 UNTFSSE,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정부간 문서화 맵핑, 2018.

79 요르단 통계청, 2018년도 통계연보, 2019.

80 요르단 국가여성위원회(Jordanian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2016년도 요르단 협동조합 현황, 구조 및 입법 프레임워크, 
2016.

81 Oxfam, MEDUP! 요르단의 사회적기업 연구, 2018.

82 Oxford Business Group, “전통적인 소매시장은 약간의 성장을 보이는 반면, 쿠웨이트의 전자상거래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83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국가 협동조합 전략: 개혁과 발전 2021–23, 2020.

84 저축신용협동조합연맹(Union of Cooperative Associations for Saving and Credit), “저축신용협동조합연맹의 역사”.

85 유엔 서아시아 사회경제위원회, “사회정의를 위한 도구로서 사회연대경제”.

86 UNTFSSE,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정부간 문서화 맵핑.

https://knowledgehub.unsse.org/wp-content/uploads/2020/11/2018-EN-Mapping-of-Intergovernmental-Documentation-on-Social-and-Solidarity-Economy-UNTFSSE.pdf
http://dosweb.dos.gov.jo/databank/yearbook/YearBook_2018.pdf
https://www.eda.admin.ch/dam/countries/countries-content/jordan/en/Gender-Study-Jordan-english.pdf
https://o4my.org/wp-content/uploads/2021/03/Jordan-Country-Study_compressed.pdf
https://oxfordbusinessgroup.com/overview/ready-shop-traditional-and-online-retail-segments-show-positive-upwards-trends-coming-year
https://www.ucasc.ps/en/page/history-associations-union
https://knowledgehub.unsse.org/wp-content/uploads/2020/11/2018-EN-Mapping-of-Intergovernmental-Documentation-on-Social-and-Solidarity-Economy-UNTFS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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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47.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SSE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둔 연대, 호혜,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하여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문화와 전통에는 예컨대, 호혜를 뜻하는 중국의 ‘후이(hui), 모두의 행복을 뜻하는 인도

의 ‘사르보다야(sarvodaya), 협동노동을 뜻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고통 로용(gotong royong)’ 그리고 품앗

이와 협동노동을 뜻하는 일본의 ‘유이(yui)’와 ‘모야이(moyai)’가 있다87. “사회연대경제”란 용어는 아태지역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SSE의 경제적 분파는 비정부 단체 또는 제3부문 조직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존재한다. 

48.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 문화권에 깊이 뿌리를 내린 호혜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은 사회적경제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고 이후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가속화

하였다. 아태지역의 SSE는 협동조합, 민간단체, 공동체 자조집단 및 공제조합의 형태를 취하며 매우 오랜 역사를 갖

고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표와 소득창출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그리고 비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88. 

49.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은 SSE의 근간이다. 대략적으로 아태지역에는 약 5억명이 협동조합

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계 협동조합 회원의 46%에 달한다89. 이전의 계획경제시스템 아래에서 협동조합은 역

사적으로 집단화 정책(collectivization policy)과 연관되어 있었다. 일부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받기도 했다. 협동조합 및 기타 경제단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과 통제는 권고 제193호에 명시된 지침에 따른 협동조

합 정책 및 법률의 도입에 발맞추어 2000년대 이후에 대폭 축소되었다. 

50.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은 지난 20년간 추진력을 얻고 있다. 각국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에는 2백만개90, 인도네

시아에는 342,000개91, 일본에는 205,000개 그리고 한국에는 2,7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피지, 파키스탄, 솔로

몬제도, 베트남 등 여타 국가에도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 일부국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예컨대, 한국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사회

적기업가에게 전문서비스, 기술지원, 임대료 보조금 및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책적 조치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청사진(Social Enterprise Blueprint for 2015–18)을 발표하였다. 

태국정부는 2010년에 사회적기업 사무소(Social Enterprise Office)를 개소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인센

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을 제정하였다.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는 국가전략계획에서 사회적기업을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 중이다92. 

87 일본의 ‘yui’와 ‘moyai’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Morio Onda, “일본의 상호부조 네트워크와 사회 변혁”,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72, No. 3 (2013): 531–564.

88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강화 프로젝트”에 따라 6개국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하여 ILO는 SSE와 연관된 특징을 공유하거나 잠재적으로 SSE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형태를 파악함으로써 SSE의 다양성과 진화하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89 유엔경제사회국, 협동조합 경제의 규모와 범위 측정: 2014년도 글로벌 협동조합 센서스, 2014.

90 Usha Ganesh et al., 인도의 사회적 기업 개황: 포용적 미래를 위한 혁신 (Bertelsmann Stiftung, 2018).

91 ILO, 아시아각국의 사회연대경제 개황: 중국, ILO brief: Strengthening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olicy in Asia, 2021.

92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임팩트투자 정책, 2017.

https://www.jstor.org/stable/23526051?seq=1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projects/sse-asia/lang--en/index.htm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2014/coopsegm/grace.pdf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Projekte/7_Deutschland_und_Asien/Study_The_Indian_Social_Enterprise_Landscape_2018.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25116.pdf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d8files/event-documents/EESCAPFSD%284%29INF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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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4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Ÿ 2020년 기준, 중국의 협동조합은 약 30,000개였다. 이 중에서 60% 이상이 저장성(8,030), 베이징(6,395) 그리

고 광동성(4,704)에 소재하였다. 같은 해, 도시지역의 협동조합은 약 690,0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93.

Ÿ 1984–85년도에 316,000개(조합원 1억 4,200만명)였던 인도의 협동조합은 2016–17년도에 854,000개(조합원 2

억 9,000만명)로 증가하였다94. 2000년대 초반, 공동산림관리집단(joint forest management group)은 약

84,000개에 이르렀고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은 840만 가구였다95. 총 44,000개의 노동계약협동조합(labour

contracting cooperatives)이 27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3억 1천 8백만달러 규모의 노동집약

적 건설산업과 임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96. 여성을 위주로 3천만명 이상의 인도인이 220만개의 자조집단

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480,000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153개의 집단형 사회적기업(collective so-

cial enterprise)이 자영여성협회(SEWA)에 가입되어 있었다97.

Ÿ 일본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591개 소비자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약 10,000개에 달하는 민간단체와 재

단은 전국 또는 지역(현급) 차원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SSE에 속하는 50,000개 이상의 비영리기업이 직업

기술교육과 취업,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 과학, 문화, 예술,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활동 중이

다98.

Ÿ 뉴질랜드에서 상위 30개 SSE 단위(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협회)의 총 매출은 423억 뉴질랜드 달러(미화 약 305

억 달러)이고 회원수는 140만명이며 약 48,500명을 고용하고 있다99.

52. 다수의 역내 조직과 네트워크가 SSE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ASEAN 공동체가 촉진 및 지원해야 할 행동영역이 명시된 ‘2025 사회문화공

동체 청사진(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을 채택하였다100.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8개 회원국101에 걸쳐 매년 80개의 사회적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개발프로그램(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rogramme)을 개시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분석, 인식재고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

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2012년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였다. 2011년

출범한 아시아연대경제이사회(Asian Solidarity Economy Council)는 아시아 21개국에 산재한 18개의 국가 및 대륙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다.

93 중국 통계청, 중국통계연감, 2021.

94 인도전국협동조합연맹(National Cooperative Union of India), 인도협동조합운동. 통계자료: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 2018년, 2018.

95 Bina Agarwal, “숫자의 힘: 임업기관의 젠더, 연대 그리고 집단 역동성”, 사회연대경제: Beyond the Fringe, ed. Peter Utting (London: Zed Books, 
2015).

96 인도 전국노동협동조합연합(National Labour Cooperatives Federation of India Limited), “About NLCF”.

97 SEWA 기업지원시스템, “여성 소유의 집단기업”.

98 ILO, 아시아각국의 사회연대경제 개황: 일본, ILO brief: Strengthening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olicy in Asia, 2022.

99 ICA-아시아태평양, “태평양 도서국가 협동조합 발전에 관한 제2차 ICA-AP 회의” 2020년 2월 26일.

100 ASEAN 사무국, 2025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16.

101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http://www.stats.gov.cn/tjsj/ndsj/2021/indexeh.htm
https://ncui.coop/hindi/main-images/Statistical_Profile_2018.pdf
https://www.unrisd.org/80256B3C005BCCF9/(httpPublications)/89748F9EB30DE128C1257E0E004889D4
http://www.labcofed.org/about.php
https://sewaess.carrd.co/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22171.pdf
https://www.ica.coop/en/newsroom/news/second-ica-ap-meeting-development-cooperatives-pacific-islands
https://www.asean.org/wp-content/uploads/2012/05/8.-March-2016-ASCC-Blueprint-2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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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아시아
53. 유럽지역 SSE의 역사적 뿌리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계와 노동조건 해결을 요구하던 산업혁명시기로 거슬러 올라간

다. 19세기 중반부터 자조, 협력 그리고 상호부조에 기반한 조직이 일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는 1834년에 보석세공인협회가 처음 설립되었다. 1842년 설립된 직물공회사(Compañía Fabril de Tejedores)는

스페인 최초의 생산자 협동조합이었다. 영국에서는 로치데일 면직물공장 노동자들이 결성한 로치데일 협동조합

(Rochdale Pioneers)에 의하여 1844년에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독일의 경우, 술체-델리치

(Schulze-Delitzsch) 그리고 라이파이젠(Raiffeisen)이 각각 1848년과 1849년에 농민과 수공업자를 위한 금융협동

조합을 설립하였다102.

54.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이

란 용어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103. “사회연대경제”란 용어는 남유럽국가(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

인) 그리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통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는 “비영리 부문(non-profit sector)”, “제3부문(third sector)”, “사

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과 같은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 들어서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와 같은 용어의 사용빈도가 크게 늘고 있다104. 영국

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55. 유럽전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SSE에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기업과 재단이 있

다. 2016년을 기준으로 EU를 구성하는 28개 회원국에는 280만개 이상의 SSE 단위가 있었다. 유럽 전체를 놓고 볼

때, SSE는 농업, 금융, 에너지 그리고 소매업 부문에서 중요한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급직과 무급직을 모두 포

함하여 SSE는 1,910만명 이상의 인력과 8,28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 550

만명에 상응한다. 유럽협동조합연합(Cooperatives Europe)에는 33개국 8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조합원 규모는

총 1억 4,100만명이고 여기에 소속된 176,000개의 협동조합기업은 47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105.

56. 일부국가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근 10년 사이

에 16개 EU 회원국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고 11개국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였다106.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태동하였다107. 예컨대,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민사회조직이 사회적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통합하고자 하는 국제개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108. 2008년 이후, 러시아에

102 2016년, 독일의 협동조합은 UNESCO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03 José Luis Monzón, Rafael Chaves,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 발전동향 (유럽경제사회위원회, 2017).

104 Monzón, Chaves.

105 유럽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을 통한 사람중심의 유럽”.

106 Carlo Borzaga et al., 유럽의 사회적 기업과 그 생태계: 비교분석 보고서 (유럽집행위원회, 2020).

107 Zvi Lerman, David Sedik, “CIS와 조지아의 협동조합: 입법 개요,” FAO 유럽-중앙아시아사무소 Policy Studies on Rural Transition No. 2014–2, 
2014.

108 Charles Buxton, Mehrigiul Ablezova, Anara Moldosheva, 개발도구 혹은 시민사회행위자? 키르기스스탄의 사회적 기업”, INTRAC Praxis Series 
Paper No. 8, 2019.

https://www.eesc.europa.eu/sites/default/files/files/qe-04-17-875-en-n.pdf
https://coopseurope.coop/sites/default/files/2.%20ONLINE_190207_coopseurope_flyer.pdf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4985a489-73ed-11ea-a07e-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123378057
https://www.fao.org/3/au857e/au857e.pdf
https://www.intrac.org/wpcms/wp-content/uploads/2019/07/Praxis-Series-8.-Development-tool-or-civil-society-actor-Understanding-social-enterprise-in-Kyrgyzst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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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109. 

57.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4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Ÿ 2018년, 키르기스스탄의 148개 제도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리조직은 37%, 사회적기업은 32%,

민간사업체는 17%, 자조집단과 ‘자마트(jamaat)’라는 전통적인 공동체집단은 9%, 그리고 협동조합이 4%를 차지하

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사회복지(12%), 교육(11%) 그리고 소매(11%)였다110. 2021년,

농산물 서비스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250여개 협동조합을 모아 키르기스스탄 협동조합연맹(Cooperatives Union

of Kyrgyzstan)이 결성되었다.

Ÿ 2009년도를 기준으로 러시아연방에는 1,500개의 농업신용협동조합(조합원 143,000명), 183개의 신용협동조합(조

합원 431,000명), 70개의 주택협동조합(조합원 20,000명), 3,000개의 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 480만명), 그리고

40,000개의 원예협동조합(조합원 2,700만명)이 있었다111. 2020년도, 러시아연방의 협동조합은 50,000개를 넘어

섰다112.

Ÿ 스위스에는 8,559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는 국내 총 고용의 5.3%, 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한다113. 스위스의

불어 사용지역에서 SSE는 5,000명의 노동자와 12,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거느리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약

17,000개의 SSE 단위가 400,000명 이상의 회원과 일반고객에게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114.

Ÿ 튀르키예에는 53,000개 이상의 협동조합, 약 105,000개의 민간단체, 그리고 4,800개에 달하는 재단이 있으며 여

기에 소속된 회원은 1,600만명에 이른다115. 약 1,776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공동체재단, 여성협동

조합 및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영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116.

58. SSE는 유럽의 다양한 기구/조직에서 수용되고 있다. 2019년, 유럽의회 확대집행부(Conference of Presidents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의회 의원 8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2019–2024년도 사회적경제기구(Social

Economy Intergroup)” 재설치 안건을 승인하였다117.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가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118. 2015년 채택된 룩셈부르크 선언(Luxembourg Declaration)에 명시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포괄적 생태계 로드맵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같은 해에 모니터링 위원회가 설치되었

다119. 2017년, 8개국 정부대표단은 남-동유럽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에 관한 류블랴나 선언(Ljubljana

109 Yury E. Blagov, Yulia N. Aray, “러시아 사회적 기업의 등장”, Social Enterprise Journal 15, No. 2 (2019): 158–178.

110 Buxton, Ablezova, Moldosheva.

111 ILO, 러시아 협동조합 부문 및 러시아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ILO 권고 제193호의 이행, Analytical report, 2009.

112 러시아연방 통계청, “부처간 통합통계정보시스템”, 2020.

113 Idée Coopérative, “스위스의 협동조합: 현재와 미래의 성공모델,” Genossenschaftsmonitor 2020”, 2020.

114 Sophie Swaton, “불어권 스위스의 사회연대경제,” REISO Revue d’information sociale, 2015.

115 Hüseyin Polat,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서 튀르키예의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과제 (CIRIEC, 2016).

116 Duygu Uygur, Barbara Franchini, 유럽의 사회적 기업과 그 생태계: 튀르키예 (유럽연합, 2019).

117 유럽 사회적경제기구, “유럽의회 사회적경제기구.”

118 유럽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결실을 맺은 것은 지난 2003년 통과된 “유럽협동조합협회에 관한 법률(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이며 동 법률은 최소 1개 회원국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https://www.proquest.com/docview/2228623197?accountid=27578&parentSessionId=Kyivlv8XhhLU475nq%2FbpE1siKhkGKtgi0fHT1Cjiei0%3D&parentSessionId=dl5zIsxk4SHgZNvy4DZ1uUUiWgFigK60JR4bT5SNjGo%3D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urope/---ro-geneva/---sro-moscow/documents/publication/wcms_249167.pdf
https://fedstat.ru/
https://genossenschaftsmonitor.ch/wp-content/uploads/2020/02/Genossenschaften-in-der-Schweiz-ein-Erfolgsmodell-der-Gegenwart-und-Zukunft-Genossenschaftsmonitor-2020.pdf
https://www.reiso.org/articles/themes/travail/399-l-economie-sociale-et-solidaire-en-suisse-romande
https://mundiconvenius.pt/eventos/2015/ciriec2015/resources/files/CIRIEC%202015%20%20ABSTRACTS.pdf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lxor1v9n0AhVQ6qQKHamkCxsQFnoECAoQAQ&url=https%3A%2F%2Fec.europa.eu%2Fsocial%2FBlobServlet%3FdocId%3D21734%26langId%3Den&usg=AOvVaw0P-2M7PHnATibcWHfuRJX3
https://ec.europa.eu/growth/sectors/social-economy/cooperatives/european-cooperative-society_en
https://ec.europa.eu/growth/sectors/social-economy/cooperatives/european-cooperative-society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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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부터 2024까지 SSE에 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자문하는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전문가그룹(GECES)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개시된 

사회적 사업 이니셔티브(Social Business Initiative)와 2016년 채택된 스타트-업 & 스케일-업 이니셔티브(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를 토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에 사회적경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을 발표하였다120. 

59. EU에는 SSE를 대표하고 SSE의 발전을 지원하는 여러 지역조직과 네트워크가 있다. 2015년, 고용, 사회정책, 보건의

료 및 소비자 위원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는 SSE를 유럽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진흥에 관한 결론(conclusions on promoting the social

economy)을 채택하였다. SSE 진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다양성 유럽 그룹(Diversity Europe

Group)121이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산하에 설치되었다122. SSE 진흥

을 위한 기타 지역조직과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유럽 사회적경제기구(Social Economy Europe); 사회연대경제진

흥 대륙간네트워크-유럽(RIPESS–Europe); 유클리드 네트워크(Euclid Network); 디에시스 네트워크(Diesis

Network). 그 밖에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와 같은 연구기관도 있다. 사회적기업연구자 국제네트워

크(EM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와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경제에 관한 국제연구정보센터

(CIRIEC)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119 룩셈부르크 선언 –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포괄적 생태계 로드맵.

12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람 중심의 경제건설: 사회적경제 행동계획, 2021.

121 유럽경제사회위원회, “Diversity Europe Group.”

122 위원회의 최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고한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 “2015-2020년도 사회적경제부문 활동보고서”, 2020.

https://www.eesc.europa.eu/sites/default/files/resources/docs/eesc-2016-00324-00-00-tcd-tra-en.pdf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1DC0778&from=EN
https://www.eesc.europa.eu/en/members-groups/groups/diversity-europe-group
https://www.eesc.europa.eu/sites/default/files/files/qe-03-20-559-en-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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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60. 제2장에서는 ILO ‘양질의 일자리 의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2030 의제’에 대한 SSE의 기여를 평가하고 SSE 단위와

그 수직구조 사례를 알아본다.

61. 다수의 국제적 SSE조직이 자체적으로 SSE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전세계 상호보험 및 협동조합보험

부문의 보험료 수입은 30% 증가하였다. 이 기간, 상호보험 및 협동조합보험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07년

24%에서 2017년 26.7%로 증가하였다123.

Ÿ 2017년도 기준, 전세계의 협동조합은 약 290만개, 여기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약 12억으로 추산된다124. 156개국

에서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2억 7,940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취

업인구의 약 9.5%에 해당한다125. 약 2,720만명(협동조합 상근직원 1,600만명 포함)이 협동조합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110만명은 조합원이다. 주로 자영생산자 겸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간접고용인원은 약 2

억 5,220만명이며, 그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Ÿ 세계신용협동조합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협회산

하의 저축신용조합(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s)은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 신용조합 회원 중에

서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서 9.6%로 늘어났고 회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신용조합의 보유자산

은 0.9조 달러에서 2.6조달러로 증가하였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118개국 신용조합 조합원 수는 3억 7,500만명

을 넘어섰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신용조합 회원은 무려 29%나 증가하였다126.

Ÿ 2019년, 상위 300대 협동조합과 상호보험조합의 총 매출액은 22억달러를 기록하였다127.

Ÿ 2014년을 기준으로 창업초기에 사회적기업 활동을 추진한 기업은 한국 0.3%, 페루 10.1% 등 38개국 평균 3.2%

였다128.

123 ICMIF, 글로벌 상호보험시장(Global Mutual Market Share 10), 2019.

124 국제산업서비스협동조합조직(CICOPA), 협동조합과 고용. Second Global Report, 2017.

125 CICOPA.

126 세계신용협동조합협의회, 2019년 통계집, 2020.

127 EURICSE, ICA, 세계협동조합모니터, 2021.

128 사회적기업을 금전적 가치보다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장생산자로 해석하는 글로벌기업모니터(GEM)는 31개국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참고: Niels Bosma et al., 글로벌기업모니터: 특별보고서 – 사회적 기업가정신, 2015.

https://www.icmif.org/wp-content/uploads/2020/11/MMS-ENG-1.pdf
https://www.cicopa.coop/wp-content/uploads/2018/01/Cooperatives-and-Employment-Second-Global-Report-2017.pdf
https://www.woccu.org/documents/2019_Statistical_Report
https://monitor.coop/sites/default/files/2022-01/WCM_2021_0.pdf
https://www.gemconsortium.org/file/open?fileId=4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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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소득창출
62. SSE 단위는 직접 및 간접 고용을 창출한다. 우선, SSE 단위는 그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한 일

자리는 식품 및 주택, 아동 및 노인 돌봄,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SE 단위가 다양한 부문에 제공하는 재화

와 용역을 통하여 창출 및 유지된다. SSE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SSE 단위는 청년일자리 등 고용창출과 창업을 뒷받침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범위까지 2030 의제의 목표

2(기아종식),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목표 9(산업, 혁신 및 인프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129.

63. SSE 단위는 공급망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면화 마케팅시스템의 경우, 325,000명의 면

화 생산자는 3대 민관 면화가공기업을 대신하여 조합원이 수확한 면화를 수집 및 계량하는 12,000개의 면화생산자

그룹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전국면화농민연맹(National Cotton Farmers’ Union)은 부르키나파소 면화협회

(Inter-professional Cotton Association of Burkina Faso)에서 생산자들을 대표하고 있다130. 최근 몇 년간, 생산

자와 소비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협동조합간 직거래 채널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채널이 확장된다면 공정하고 효

과적인 무역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케냐의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이 만든 제품은 덴마크의 소비자 협동

조합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토고의 협동조합이 생산한 유기농 파인애플이 이탈리아의 소비자 협동조합

매대에 진열되고 있다.

64. 공급망에 대한 SSE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자칫하면 SSE 단위는 생산성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일부 공급망 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 가용한 자원과 역량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는 SSE 단위는 기

존 공급망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SSE 단위는 각자의 활동을 다각화하고 프로세스와 제품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SSE 단위는 교육훈련, 기술,

노하우, 프로세스 및 장비의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131. 최근 ILO가 카메룬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SSE 단위의 운

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음과 같았다: 금융서비스 이용제한(76%), 높은 투입비용(75%), 인프라 이용 제한

(52%). SSE 단위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부족과 고가의 자문서비스 비용이었

다132.

65. SSE 단위는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케일-업(scale up)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프랜차이즈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수평적 성장(horizontal growth)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SSE 단위는 지방정부, 연구기관, 협동조합은행 및 SSE 교육훈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 금융부터

정책옹호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단계 및 3단계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수직적 성장(vertical growth)을

시도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와 스페인의 바스크는 우수한 SSE 전략을 차용하여 적용함으

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133. SSE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 노동자, 사용

129 ILO는 ‘고용정책(추가)에 관한 권고 1984(No. 169)’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ara. 
16(i)). 또한, ILO 권고는 특히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나 민간단체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ara. 30).

130 Burkinabe Textile Fibre Company (SOFITEX).

131 ILO, “가치사슬개발보고서 2: 가치사슬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기업협회의 역할”, 2012.

132 ILO, MINP MEESA.

133 UNRISD, “사회연대경제의 규모와 영향력 측정”, 2018.

https://www.sofitex.b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ifp_seed/documents/publication/wcms_182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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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다가서고 이에 대응해야만 SSE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66. SSE 단위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

97차 ILO 총회(2008)에서 채택된 빈곤완화를 위한 농촌 고용촉진에 관한 결론(conclusions on promoting rural

employment for poverty reduction)을 통해 인정되었다134. 또한, 농촌 노동자조직에 관한 권고(1975년, 제149

호)는 농촌 노동자조직 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SSE 단위는 농촌경제를 생산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농촌경제의 기

간을 이루는 농-식품부문 등 농촌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농촌지역의 사용자 및 노동자조직, 협동조합 그리고 생산자단체는 농촌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고 생계

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자신들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률, 정책 및 전략의 수립과 이행 등 농

촌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보장하기도 한다.

67. 전세계적으로 SSE와 연관된 사회적 금융기관(social finance institution)은 창업 또는 필수적인 생산수단 취득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에는 세계 곳곳에서 자생하는 순회

저축신용조합(RoSCA)135, 신용조합(credit union), 마을은행(village bank) 그리고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등이 있다. 2021년, 신용조합은 미국에서 315,000명 이상을 고용하였으며, 일자리 수는 2016과 2021년 사

이에 연평균 2.5% 증가하였다136. 파푸아뉴기니 교직원공제회(Teachers Savings and Loan Society Limited)는

교육부 소속의 교사와 공무원 47,000명에게 예금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총 16개

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137.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SSE 단위는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최신 디지털기술을 수용하였다. 예컨대, 필리핀의 금융협동조합단체는 결제플랫폼 “KAYA”를 도입하였다138.

68. SSE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금조달방식이다. 일부 SSE 단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

기도 한다. 예컨대, 이러한 방식에는 기부금, 보조금, 정부의 저금리 대출, 대안화폐, 회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통한

자본조달, 그리고 잉여자본의 재투자 등이 있다139. 그러나,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을 통한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으로서 겪는 일반적인 난관일 뿐만 아니라 SSE 단위가 여타의 제도단위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리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소규모 SSE 단위는 여신이력, 전통적 형태의 담보 그리고 복잡한 대출신청절차를 수

행하기 위한 관리적 노하우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140. SSE의 거버넌스 구조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이해관

계자(즉, 노동자, 고객 및 자원봉사자)의 필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여신 또는 대출에 접근함에 있어서 SSE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일반기업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141. 이윤배분을 금

지하거나 제한하는 원칙 때문에 SSE는 전통적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예컨대, 협동조합은 그

134 ILO, 농촌고용위원회 보고서, 제97차 총회 회의록, 2008 (기록 제15호).

135 Chama (스와힐리어권 동아프리카), Tontines (서아프리카), Tandas (남미), Kameti (파키스탄), Partnerhand (서인도제도), Cundinas (멕시코), Ayuuto 
(소말리아), Hui (중국), Gam’eya (중동), Kye (한국), Tanomoshiko (일본), Pandeiros (브라질).

136 IBISWorld, “미국의 신용조합: 2002년-2027년 고용통계”, 2021년 10월 23일.

137 ILO, “1972년부터 교직원대상 예대서비스 제공,” Spotlight Interviews with Cooperators, 2016.

138 필리핀 협동조합교육훈련센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raining Centers for Cooperatives of the Philippines), “결제서비스”.

139 Caitlin McMullin, 혁신적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 퀘벡 사례연구 (ILO, 2021).

140 Utting.

141 McMullin.

https://www.ilo.org/public/libdoc/ilo/P/09616/09616(2008-97).pdf
https://www.ibisworld.com/industry-statistics/employment/credit-unions-united-states/
https://www.natcco.coop/service-article/payment-services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299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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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상, 지분투자를 받기 어렵다142. 또한, 전통적인 은행 메커니즘에 의존할 경우, 예컨대, 민주적 거버넌스와 이

익배분 제한 등 SSE의 가치와 방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양한 부문에서 SSE 단위가 활동을 확대 및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69. SSE 단위는 회원과 공동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수입과 생계개선을 도모한다. 많은 국가에서 노점상단체,

공정무역조직 그리고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협동조합은 시장접근을 촉진하는 핵심 행위자 역할을 수행한다. 71개국에서

약 190만명의 농민과 노동자가 1,880개의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조직(Fairtrade certified producer organization)에

가입되어 있다143. 에콰도르에서 농촌공동체 치즈컨소시엄재단(Funconquerucom)은 4개주에 소재한 30개 이상의 치

즈제조공장을 하나로 묶었다. 재단은 1,200여개 영세농가가 매일 생산하는 치즈와 버터 3톤을 전국의 마을상점, 식당

그리고 슈퍼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치즈생산과 관련된 기술, 위생관리 및 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144. 멕시코 모렐로스 그린마켓은 매월 직거래장터를 열어 200여 농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상품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45. 남아공의 벨라벨라공유재산협회

(Bela Bela Communal Property Association)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을 제공한다146. 스페인에서 SSE 단위는 55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소외계층과 같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여타의 기관단위보다 더욱 우수한 고용안정성을 제공한다147. 미국의 Project HOME은

필라델피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조직으로서 만성적인 노숙자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과 취업기회를 제공

한다. Social Enterprise는 수공예품 제작과 온라인서점 운영을 통하여 Project HOME의 참가자를 지원하고 기술습득

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148.

70. SSE 단위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가 협동조합(entrepreneurs’ cooperatives) 또는 협동조합 컨소시엄(cooperative

consortia)이라고도 불리는 공유서비스 협동조합(shared-service cooperatives)에 적용된다. 즉, 원료조달, 운반,

가공 및 마케팅과 같은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조직을 통하여 영세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매출을 늘릴 수 있다. SSE 단위가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는 영세 생산자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다149. 기업가 협동조합은 여러 서유럽 국가에서 지난 150여년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북미지역의 전문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동, 청소년, 위기가정, 이민자

및 난민에게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6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컨소

시엄 Copernico를 구성하였다. Copernico는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76%는 여성이고 18%는 취

약계층에 속한다150. 한편, 공유서비스 협동조합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남미지역에서 아직 미미하다151.

14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람중심의 경제건설: 사회적경제를 위한 행동계획, 2021.

143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공정한 미래 2020-2021 연차보고서, 2021.

144 FUNCONQUERUCOM – 농촌공동체 치즈컨소시엄재단

145 모렐로스 그린마켓 (Mercado Verde Morelos)

146 벨라벨라공유재산협회(Bela Bela Communal Property Association), “About Bela Bela CPA.”

147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 (CEPES), 스페인 사회적경제 가치와 원칙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2019.

148 Project Home.

149 ILO,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성, GB.341/POL/2, 202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1DC0778&from=EN
https://files.fairtrade.net/publications/Fairtrade-International-Annual-Report-2020-2021.pdf
https://www.salineritotqb.com/en_US/page/nosotros
https://biodiversidad.morelos.gob.mx/mercado-verde/intro
http://belabelacpa.com/about/
https://www.cepes.es/files/publicaciones/118.pdf
https://www.projecthome.org/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769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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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SSE는 노동자소유기업(worker-owned enterprise)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경영권이

노동자에게 있거나 노동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소유 및 통제된다. 또한, 서비스와 소매업, 그리고 교육과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152. 노동자협동조합은 자본을 소유하고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동등

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사직 피선거권을 갖는 노동자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되는 노동자소유기업을 말한다. 2020년

을 기준으로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총연맹(CGSCOP)은 서비스, 건설 및 산업부문 위주의 3,611개 협동조합과

67,200명의 노동자를 산하에 두고 있다. 같은 해, 노동자협동조합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6% 증가했다153. 노

동자협동조합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도 많다. 일본에서 노동

자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법(Workers’ Cooperative Act)이 제정된 2020년 이전에도 25년간 존재해왔다154. 미

국의 돌봄서비스협동조합(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은 뉴욕에 소재한 노동자 소유의 돌봄서비스 협동

조합으로서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600명 이상의 저소득층 및 실직 여성에게 재택간호서비스

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뉴욕의 민간돌봄서비스업체는 매출의 약 60%를 급여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지만 CHCA는 매출의 82%를 노동자에게 할당한다155. 그러한 노동자소유기업은 특히 비공식경제부

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를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72. 기업의 소유권을 노동자에게 전환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 경영 실패를 원인으로 그러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156. 올바른 정책, 자금지원, 교육훈련 그리고 법률자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방식에 익숙한 직원이 오히려 새로운 승

계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및 미국(미

국령 푸에르토리코 포함)에서 노동자로의 소유권 전환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내부역량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이러한 전환에 실패한 사례도 무수히 많다. 노동자 소유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필

요한 정책과 자금지원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도 많다. 소유권 전환을 위한 규정과 재정여력을 갖춘다면 위기 상황

에서도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150 ILO,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Spotlight Interviews with Cooperators, 2017년 4월 4일.

151 Nicole Göler von Ravensburg, 특정 기업 클러스터 형태로서 기업가 협동조합의 경제성과 기타 편익 (ILO, 2011).

152 위스콘신대학교 협동조합센터(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 “노동자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53 CGSCOP, “주요 지표”.

154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연맹(Japan Workers’ Co-operative Union).

155 Carlo Borzaga, Gianluca Salvatori, Riccardo Bodini, 사회연대경제와 일의 미래(ILO 국제훈련센터, 2017).

156 Simel Esim, Waltteri Katajamaki,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재발견,” IUSLabour 1, 2017.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news/WCMS_549865/lang--en/index.htm
https://www.ilo.org/public/libdoc/ilo/2011/111B09_364_engl.pdf
https://uwcc.wisc.edu/about-co-ops/types-of-co-ops/
https://www.les-scop.coop/chiffres-cles
https://jwcu.coop/en/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573160.pdf
https://www.upf.edu/documents/3885005/8337152/Esim_x_Katajamaki_editado.pdf/765a2a29-7899-5fbf-373b-20dea87cc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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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호와 사회서비스의 제공
73. 세계 곳곳에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대한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157. 2021년 6월, 총회는 ILO 기준에 따라 생에 전반

에 걸쳐 포괄적이고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

tection)의 실현을 촉구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의 적절한 사회보호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요구한다158. 또한, 총회는

적절한 사회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할 국가의 일차적 책임과 보장격차를 줄이고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

의 전환을 촉진하는 추가적 노력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159. SSE 단위는 사회보호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

원할 수 있다. SSE 단위는 건강보험 및 돌봄서비스 등 사회보호 제공을 통하여 2030 의제의 목표 1(빈곤종식), 목표

3(건강과 웰빙), 그리고 목표 10(불평등 완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74. SSE 단위는 구성원의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함으로써 국가 사회보호시스템에서 소기의 역할을 한다. SSE

단위, 특히 협동조합은 예컨대, 인식 제고, 공동등록 캠페인, 또는 공동협약을 통해서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

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농민 협동조합은 코스타리카 사회보장기금(Costa Rican Social Security Fund)과 단체

협약보험을 체결하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징수 및 납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

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160. 협동조합은 디지털노동플랫폼 사용

자 등, 예술가 혹은 택시기사와 같은 여타 부문 자영업자의 공적 사회보장제도(public social security schemes)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161.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법적 인식도를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보장을 강화하며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162. 필리핀에서는 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을 국가건강보험 (PhilHealth)에 등록하고 보험료를 징수함

으로써 보장수준향상에 일조하였다163.

75. 국가별 여건에 따라 SSE 단위는 사회보호시스템에 추가로 통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캠페인, 제휴활동 및 보험금징

수와 같은 국가사회보호시스템의 일반관리기능(administrative functions)을 특정 인구집단을 담당하는 SSE 단위에

게 위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은 특정인구집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를 협동조합

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공동체기반의 조직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반대로, 공제조합은 국가 사회보호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은 경우, 광범위한 위험분산을 허용하지 않고 역선택에 취약하기 때문에 범위확장에 있어서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

었다. 다양한 여건에서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벨기에의 사회건강보험은 공제조합을 통하여 제

공된다. 프랑스 국가건강보험은 직군 및 부문별 공제조합에게 고객응대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다164. 세네갈에서는

157 ILO, 플래그십 보고서: 세계 사회적 보호 보고서 2020-2022: 갈림길에 선 사회적 보호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 2021

158 ILO, 사회보호(사회보장) 2차 논의에 관한 결의 및 결론, 제109차 총회, 제네바, 2021.

159 총회는 “노동계의 발전에 발맞춰 포괄적이고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보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구”하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그러한 보호
를 제공하는 것이 회원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한 100주년 선언을 상기하였다.

160 ILO, FAO,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보호확대: 식량농업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의 접근법에 관한 관점, 2021.

161 ILO, 비공식경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확대: 해외사례로부터의 교훈, 2021.

162 Fabio Durán Valverde et al,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독립 노동자로 확대하는 혁신: 브라질,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필리핀, 프랑스 
및 우루과이의 사례, ILO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Paper No. 42, 2013.

163 ILO, 사회건강보호 확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진전 가속화, 2021.

164 Émilie Sauvignet, “프랑스 보건시스템 재정: 의무건강보험의 역할과 구조”, Discussion Paper No.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817572.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806099.pdf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id=57189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id=55728
https://www.ilo.org/public/libdoc/ilo/2013/113B09_285_engl.pdf
https://www.ilo.org/public/libdoc/ilo/2013/113B09_285_engl.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documents/publication/wcms_831137.pdf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69031/EIP_HSF_DP.F_0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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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험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계획이 공제조합 그리고 독립 노동자를 위하여 신설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

현된다165. 

76. SSE 단위는 일부 국가에서 사회보호시스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사회 및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보건의료, 보육, 장기요양 및 주택

등의 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는 사회보호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그러한 서비스

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다. 국제의료협동조합기구(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ve Organization)는 76개국

3,300여개 의료협동조합이 약 1억 가구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중에서 상당한 조

합들이 국가 사회보건보호시스템에 따른 서비스사업자로 통합되었다166.

77.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호시스템으로 점차 통합됨에 따라167 SSE 단위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SSE 단위는 취약한 청년,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돌봄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 취약계층

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한 SSE 단위도 있다. 또한, SSE 단위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 수혜자,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168. 이탈리아 볼로냐의 경우, 아동,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85%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169. 중국(홍콩), 한국, 싱가포르 및 일본에는 장기요양과 노인주택문제를 해결하는

SSE 단위가 있다170. 스페인에서 SSE는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제공을 제외한다

면 점유율은 59.3%까지 늘어난다171.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따른 간병

및 기타 서비스의 30% 이상이 사회적기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다172.

78. SSE 단위는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숙자 및 주거취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호시스템

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회보호시스템은 노숙 및 주거취약의 원인이 되는 일부 리스크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SSE 단위는 빈곤을 줄이고 적절한 주택, 사회보조 및 주거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다173.

농촌지역의 공동체기반 주택건축조합과 도시지역의 주택조합은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SSE 단위에 속한

다174. 예컨대, 이집트에서는 2,320개의 주택조합이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전체 주택의 약 1/3과 연계되어

있다175. 멕시코의 ÉCHALE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주택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동체 통합발전에 기여하고 있다176. 한국에

165 ILO, 글로벌 사회보호체계 점검 및 분석: 세네갈의 사회보호체계 점검 및 국가사회보호전략 이행을 위한 지원, 2021.

166 UN총회, 사회발전과 협동조합: 사무총장 보고서, A/74/206, 2019.

167 2021년 6월, 총회는 “사회보호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저렴한 양질의 아동보육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에 투자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ILO, 사회보호(사회보장) 2차 논의에 관한 결의 및 결론, 2021.

168 Lenore Matthew et al., 협동조합을 통한 돌봄제공 1: 조사 및 인터뷰 결과 (ILO, 2016).

169 Open Learn, “이탈리아는 어떻게 협동조합을 재창조하는가?”, 2월 6일.

170 Lenore Matthew, 협동조합을 통한 돌봄제공 2: 문헌검토와 사례연구 (ILO, 2017).

171 CEPES, 2019.

172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ECE지역 여성의 경제력과 돌봄 경제: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기 경제사회정책의 영향, UNECE Policy brief on Gender No. 1, 
2020.

173 ILO, “노숙자를 방지하고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호시스템”, ILO brief: Social Protection Spotlight, 2020.

174 ILO 노동자의 주택에 관한 권고(1961, 제115호)는 주택건축조합, 협동조합 및 그와 유사한 비영리주택협회 및 기타 주거관련 민간단체와 같은 SSE 단위가 
노동자의 주거개선에 기여함을 인정하였다.

175 국제협동조합연맹 주택분과(Co-operative Housing International), “About Egypt.”

https://socialprotection-pfm.org/wp-content/uploads/2021/04/WEB-Revue-globale-du-systeme-de-protection-sociale.pdf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824213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806099.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457286.pdf
https://www.open.edu/openlearn/money-business/business-strategy-studies/how-italy-reinventing-the-co-op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546178.pdf
https://unece.org/sites/default/files/2021-01/PBrief_Care%20Economy_Covid%20response_08012021_1.pdf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id=55705
https://www.housinginternational.coop/co-ops/egypt-cooperative-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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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빈민지역주민들로부터 시작된 177개의 주거복지 자활기업이 주거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177. 남아공의 Hustlenomics는 혁신적인 자금조달과 소유권 모델을 통하여 양질의 견고한 주택

을 건축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여성과 청년에게 기술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178. 

일터에서의 권리
79.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노동기준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일터에서의 권리와 관련하

여 SSE 단위는 국제노동기준의 진흥, 발전 및 적용을 통하여 2030 의제의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목

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1998년 채택된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

언(Declaration on Fundamentals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회원국은 관련협

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특히, 모든 사용

자와 노동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년, 제87호) 그리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년, 제98호)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결사의 자유

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SSE 정책과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SSE 단

위는 일반적인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179. 또한, 안전하

고 건강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180.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보건안전(OSH) 법률을 따르고 노사관계, 제3자와

의 민사 및 상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관련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SSE 단위는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그리고 산

업보건안전요건의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감독(labour inspection)을 받아야한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소유기업의 고용관계는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다. 스페인의 경우, 협동조합법(1999)은 산업보건안전 규정이 작업장,

노동자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81.

80. 일부 국제노동기준은 SSE 또는 SSE 산하조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SSE나 SSE 단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제노동기준 목록은 부록을 참고한다. 비록 ILO가 SSE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협동조합(개도

국) 권고(1966년, 제127호182)를 대체하는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권고(2002년, 제193호)의 핵심은 결국 협동조합

이다. 권고 제193호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협동조합의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촉구하였다. 권고 제193호가 채택된 이후, 약 117개국이 권고의 지침

에 따라 자국의 협동조합 정책과 법률을 개정하였다183.

176 ÉCHALE.

177 Fonteneau, Pollet,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금융의 일의 미래에 대한 기여 (ILO, 2019).

178 Hustlenomics.

179 ILO, 사람의 얼굴을 한 세계화: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ILO 선언(2008)에 입각한 노동권 기본협약에 관한 조사, 협약 및 권고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ILC.101/III/1B, 2012, para. 53.

180 산업보건안전협약, 1981 (No. 155).

181 스페인 정부, 협동조합에 관한 1999년 7월 16일자 법률 제27/1999호.

182 권고 제127호는 2016년에 기준검토실무단의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183 2002년부터 2013년사이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총 108개국이 권고 제193호를 반영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도 총 9개국(쿠바, 핀란드, 기아
나,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니카라과)이 동참하였다.

https://echale.mx/en/
https://www.hustlenomics.co.za/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74846.pdf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155
https://www.boe.es/boe/dias/1999/07/17/pdfs/A27027-27062.pdf
https://www.ilo.org/gb/decisions/GB328-decision/WCMS_534437/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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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SSE 단위는 그 구성원 및 제3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촉진할 수 있다. SSE 단위는 소속 회원들에

게 그러한 기준을 알리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경우, SSE 단위는 국가차원의 협약비준을 지지하고 협약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ILO가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년, 제169호)을 채택하고 24개국의 비준을 받은 이후, 각국 정부의 원주민 통합

계획은 SSE를 그 목표 중 하나로 반영하였고 다수의 SSE 조직이 정부의 원주민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여하였다. 가사

노동자 자조조직, 단체 및 협동조합은 ILO의 가사노동자협약(2011년, 제189호)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전국가사노동자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Domestic Employees)과 서비스산업노동자센터 협동조합

(Service Workers Centre Cooperative)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발과 채택을 공동으로 지지

하였고, 협약 제189호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카리브 지역의 여러 가사노동자조직과 연대해 왔다184.

82. SSE 단위는 회원간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준수를 촉진하고 공동체와 연대하며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체 행위자와 함께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SSE 단위는 회원, 고객,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운영과정에서의 차별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SSE 단위는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비공식경제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소

득을 증진하는 등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83.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SSE 단위는 노동을 위한 이주가 빈번한 경우에 노동권에 관한 홍보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SSE 단위는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강제노동 피해자가 소득창

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영국의 소매협동조합연맹, Co-op UK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

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Co-op UK는 강제노동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사회서비스 그리고 기술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185.

84. SSE 단위는 소득변동성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아동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SSE 단위는 아동교육,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 아동노동감시위원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노동

의 예방과 근절을 진전시킬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농업 협동조합에 가입된 농가의 아동노동 비율이 여타 농가에 비

하여 1/3정도 낮다186.

85. SSE 단위 내부의 일자리 질(job quality)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decent work deficit)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187, SSE 단위 내부에서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산업보건안전규정에 따른 적절한 근무여건, 고용상태, 근로시간, 보상

그리고 사회보호혜택 등 응당 누릴 수 있는 보호를 박탈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권고 제193호는 국가정책이 “모든

사회적기업에게 노동법을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위장고용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장 협동조합(pseudo cooperatives)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각종

184 ILO, 협동조합을 통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사노동자의 권리증진, 2018.

185 영국소매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과 노예노동퇴치, 2017.

186 ILO, 2025년까지 아동노동 철폐: 정책 및 프로그램 검토, 2018.

187 고용관계권고(2006, 제198호)에 따른 정의.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626009.pdf
https://assets.ctfassets.net/5ywmq66472jr/6mNGRZTS5GGwC4awI2wuy4/031f3bb92b2130c03880e543a8b39108/co-op-modern-slavery-report-2017.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ipec/documents/publication/wcms_653987.pdf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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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준수되도록 보장하려면 근로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도 고용실태조사에서 협약 및 권고 이행에 관한 전

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는 노동법 적

용을 회피하면서 세금감면이나 사회보장혜택과 같은 협동조합의 편익만 누릴 목적으로 설립되는 “위장 협동조합”을 

차단하기 위해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188. 

86. 노동자 보호조치는 노동자 그 자신이 구성원이기도 한 노동자소유기업에서 특히 필수적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및 우

루과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를 조직 관계(organizational relationship)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89. 1995년 ILO 전문가회의는 조합원 겸 소유자인 노동

자가 협동조합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에 따른 특정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190.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 내 고용관계를 “협동조합 업무”로 인정하는 제3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191. 이러한 관계설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노동자-조합원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의 확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된다.

양성 평등
87. 맥락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SSE 내부에서는 젠더 이슈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리더십 역할에서 여

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여성 소유의 SSE 단위도 늘어나고 있다. 2030 의제의 목표 5(양성평

등) 달성을 향한 활동 등 SSE의 양성평등 강화조치는 크게 2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임원직 등 SSE 단위에

서 여성의 참여 강화; 저평가된 경제부문 또는 여성의 참여가 월등한 직군(예컨대, 돌봄경제)에서 SSE 단위 개발.

2019년,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부문에서 ICMIF 회원사 사장의 1/4과 ICMIF 이사회 임원의 20%가 여성이었다. 이

같은 고위직 여성의 수치는 보험업계 평균인 10명당 1명보다 높았다192. 스페인의 경우, SSE 단위에서 남녀간 임금격

차는 여타 제도단위 보다 협소한데 이는 SSE에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두드러지기 때문이었다193. 영국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47%가 여성이었고 여성임원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은 83%였다194.

88. SSE는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가시적 편익을 제공한다. SSE는 주택과 금융 그리고 각종 돌봄 서비스 부문에서 여성들

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여성은 SSE 단위를 통하여 정부당국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SSE 단위의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는 여성이 의사결정과 권력

분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SE 단위에 참여하는 여성은 차별, 폭력(성폭력), 그리고 괴롭힘(성희롱)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88 ILO, 사람의 얼굴을 한 세계화: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ILO 선언(2008)에 입각한 노동권 기본협약에 관한 조사, 협약 및 권고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ILC.99/III/1B, 2010, para. 465.

189 스페인 협동조합에 관한 1999년 7월 16일자 법률 제27/1999호의 제80(1)조 및 우루과이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제18407/2008호의 제99조.

190 ILO, 협동조합 법률전문가회의: 최종보고서, 1995.

191 Deolinda Meira, André Almeida Martins, Tiago Pimenta Fernandes, “포르투갈 노동자협동조합의 법적 체계: 최근동향,” CIRIEC – España. Revista 
jurídica de economía social y cooperativa 30 (2017).

192 스위스재보험연구소(Swiss Re Institute), “보험/재보험산업에서 젠더 다양성: 지속 가능한 미래”, 2021년 2월 11일.

193 CEPES, 2019.

194 영국 사회적기업협의회(SEUK), “2021년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23390.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74846.pdf
https://www.impo.com.uy/bases/leyes/18407-2008
https://www.ilo.org/public/libdoc/ilo/1996/96B09_89_engl.pdf
https://www.swissre.com/institute/research/topics-and-risk-dialogues/society-and-politics/expertise-publication-gender-diversity-re-insurance-industry.html
https://www.socialenterprise.org.uk/state-of-social-enterprise-reports/no-going-back-state-of-social-enterprise-survey-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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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여성에 의하여 그리고 여성을 위해 설립된 SSE 단위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을 극

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식품가공업, 수공업 및 돌봄 서비스사업

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셜 아울렛(social outlet)을 만들고 있다. 인도에서는

14개주 180만여명의 비공식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자영여성협회(SEWA)가 수공업, 낙농업, 농업, 가사노동, 건설 및

폐기물재활용 부문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건의료, 보육, 보험 및 금융서

비스 등을 제공하는 여타의 집단기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SEWA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 중에서 약 80%가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였다195.

90. 평등과 공평의 가치를 그 근간으로 내세우더라도 SSE 단위는 관련법률, 사회적 규범 혹은 역사적 불평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자산, 교육 및 기술훈련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은 조직을 설립, 확장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resource)과 시장(market)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196. 비록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SSE 단위에 참여하더라도 여성은 지배적인 수직, 수평적 성별분업이 재생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기

구에 참여하거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기 어렵다197.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은 SSE의 수직구조 및 기타 지원구조와

의 연계성이 남성보다 취약하다198.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약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과도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SE는 양성평등 감사(participatory gender auditing) 또는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과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정부는 리더십, 관리, 재무계획 및 마케팅 등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프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SSE 내부에서 여성의 권한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약자우대정책은

기업의 차원을 넘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전반에도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민권과 정

치적 권리를 강화하는 사회정책은 정책 프로세스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199.

195 ILO, 비공식경제부문의 여성노동자간 협력증진: The SEWA way, 2018.

196 UNTFSSE,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UN기구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SSE) 보고서, 2014.

197 Simel Esim, 페미니스트 경제학 핸드북 中 “협동조합”, ed. Günseli Berik & Ebru Kongar (Routledge: London, 2021), 486–494.

198 Eva Majurin, 동아프리카 협동조합의 여성 근무방식: 케냐, 탄자니아 및 우간다 사례연구 (ILO, 2012).

199 ILO, 아시아각국의 사회연대경제 개황: 인도네시아, ILO brief: Strengthening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olicy in Asia, 2021.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633752.pdf
https://knowledgehub.unsse.org/wp-content/uploads/2020/11/2014-EN-Social-and-Solidarity-Economy-and-the-Challenge-of-Sustainable-Development-UNTFSSE-Position-Paper.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735776.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159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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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91. 일부 국가에서 SSE의 수직구조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에 참여한다. SSE 단위, 특히 그 규모가 크거나 연

맹체에 해당하는 단위는 사용자(employer)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스위스의 사례처럼 노조와 단체교섭을 추진

할 수도 있다200. 니제르의 경우, 협동조합은 국가 사회적 대화 위원회(National Social Dialogue Committee)에서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세네갈에서는 세네갈 전국상공업자연맹(National Union of

Traders and Manufacturers of Senegal)이 사회적 대화 고등평의회(High Council for Social Dialogue) 위원으

로 활동한다. 남아공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South Africa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는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리의 경제사회문화위원회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사례처럼 SSE 단위를 “기타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여 2차 또는 3자간

협약에서 SSE 단위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

92. SSE 단위는 지역통합공동체와 같은 국가간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럽의 은행부문 사회적 대화 플랫폼에

서 유럽협동조합은행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Co-operative Banks)는 3대 사용자 단체에 속한다. 보험부문

에서는 유럽상호보험사-보험협동조합협회(Association of Mutual Insurers and Insurance Cooperatives in

Europe)가 3대 사용자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함께 구성한 실무

그룹 외에도 자선단체, 협동조합, 재단, 공제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각종 SSE 단위 대표자가 참여하는 3번째 실무그

룹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상거래협회(Cross Border Traders Association)는 소규모 국경간 거래사업자를 대표 및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회원기반의 조직이다. 동 협회는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국가 40,000여 회원사를 대리하여 무

역장벽완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및 각국정부를 상대로 무역조건을 협상

한다201.

공식경제로의 전환
93. 비공식 자영 노동자(informal own-account worker)는 SSE 단위를 조직하여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

다.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는 “비공식경제부문의 노동자는 스스로

를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및 공동체기반의 조직과 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202.

SSE 단위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공식화 및 성장에 기여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포용을 촉진함

으로써 2030 의제의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목표 10(불평등 완화)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94. 비공식 자영 노동자는 SSE 수직구조를 통하여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

Ÿ 지방차원에서 볼 때, 수공업자, 택시기사, 영세 자작농 또는 노점상으로 구성된 SSE 단위는 수직구조를 통하여 결집

200 Migros, Groupe Migros의 단체노동협약, 2019–22.

201 잠비아 국제상거래협회(Cross Border Traders Association of Zambia).

202 ILO,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2019.

https://www.secsuisse.ch/fileadmin/national/doc/Sozialpartnerschaft-GAV/20190101_CCT_Migros_2019_2022.pdf
http://www.cbtazambia.com/about/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cabinet/documents/publication/wcms_6624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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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뉴욕시 노동자협동조합 네트워크(New York City Network of Worker 

Cooperatives)가 조합원 대부분이 비공식 자영 노동자인 노동자협동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네트워크는 노

동자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확보하고 지자체 및 주정부 차원에서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입법을 뒷받

침하기도 한다203. 

Ÿ 국가차원에서 SSE의 수직구조는 비공식경제부문 노동자의 상위조직(umbrella organization)이 된다. 약 300,000

명의 노점상을 대표하는 373개 노동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및 공동체기반 조직으로 구성된 인도 전국노점상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treet Vendors of India)는 노점상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 도시 노점상에 관한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on Urban Street Vendors) 입안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204.

Ÿ 또 다른 사례로서 아르헨티나 비공식경제노동자연맹(Confederation of Informal Economy Workers)은 의류산업

노동자, 오토바이 배달원, 노점상, 수공업자, 영세농, 벽돌공, 및 회생기업의 노동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의 상위조직

이다205. 동 연맹은 정부에게 비공식경제 행위자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회원을 위한 상호보험

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다206.

Ÿ 지역차원에서 SSE 수직구조는 지역기구에서 그 구성원을 대표하고 그들을 위한 지식, 학습 플랫폼을 만든다.

HomeNet South Asia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내 노동자(home-based worker)간 연대를 도모하고 그들을 대표

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207.

Ÿ 국제적 차원에서 비공식 노동자조직은 그 구성원에게 가장 시급한 쟁점을 제기한다. StreetNet International은 50

개국 600,000명 이상의 비공식 노점상을 대표하는 글로벌 조직으로서 조합원의 목소리와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그들

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208.

95. SSE 단위는 기업의 활동을 결집하고 그들의 교섭력을 높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호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비공식경제 단위(informal economy unit)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209. SSE를 기반으로 비공식경제 기업은 경제

적 자립도(economic viability)와 회복력(resilience)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생산량 확대 및 제품 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 SSE 단위를 조직하거나

SSE 단위에 참여함으로써 비공식경제 행위자는 금융, 정보, 원료, 기술, 각종 지원서비스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

보할 수 있다. SSE 단위는 등록과정을 보조하고 권리와 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식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구

성원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210. 한편, SSE 단위가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SSE 단위 자체는 공식

경제부문에 속하게 되지만 그 노동자는 여전히 비공식경제부문에 남겨질 수도 있다.

203 뉴욕시 노동자협동조합 네트워크, “History and Mission”.

204 인도 전국노점상협회.

205 CTEP, “Nosotros”. “회생기업(empresas recuperadas)”이란 개념은 본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속에서 유래한 것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북미지역 
일부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6 ILO, 비공식경제 노동자의 노동조합결성: 노조 가이드라인, 2019.

207 HomeNet South Asia.

208 StreetNet International.

209 Fonteneau, Pollet.

210 ILO, 비공식경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확대: 해외사례로부터의 교훈, 2021

https://nycworker.coop/history/
https://nasvinet.org/about-nasvi/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actrav/documents/publication/wcms_711040.pdf
https://hnsa.org.in/
https://streetnet.org.za/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RessourcePDF.action?id=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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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코로나-19의 여파는 20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중반, 코로나-19가 비공식 노동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공식 노동자는 여

전히 일할 능력(ability to work)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 노동자의 수입은 코로나-19 이전보

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211. 감염병 대유행이 유발한 공중보건과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비공식경제부문의

여성 노동자는 무급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져야만 했다212. 남아시아지역의 경우,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대

규모 봉쇄조치, 이동제한, 구매주문 취소, 원자재와 종자가격 인상, 그리고 돌봄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일할 능력을 상

실하게 되었다. 위기에 직면한 비공식 노동자 SSE 단위는 그 구성원에게 구제조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예방적 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인도에서는 비

공식경제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SSE 단위가 회원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과 관련된 일련

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위기예방과 복구, 평화와 회복력 증진
97. 역사적으로 SSE 단위는 분쟁과 재난에 의한 위기의 예방과 복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경제금융위기, 빈부격차, 강제이주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등 복합적 위기에 직

면해 있다. 다양한 조직형태를 취하는 SSE도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지만 오히려 위기를 예방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SSE 단위는 회복력을 구축하고 감염병과 싸우며 안전한 이주를 촉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결속

을 증진함으로써 2030 의제의 목표 1(빈곤종식), 목표 3(건강과 웰빙),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0

(불평등 완화), 목표 13(기후행동), 및 목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ILO의 평화와 회복

력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권고(2017년, 제205호)는 복구와 회복력 강화에 있어서 SSE의 역할을 인

식하였다.

98. 코로나-19가 불러온 여파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SSE 단위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비록 낙후된 여건에서 활동한

까닭에 감염병 대유행의 충격을 더 많이 받기도 했지만 SSE 단위는 여타의 조직단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영국에서 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일반기업보다 4배나 낮았고 2020-2021년 사이에

는 해산된 것보다 2배나 많은 협동조합이 신설되었다213. 감염병이 휩쓰는 상황에서 SSE 단위는 그 구성원에게 필수

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방정부 및 사회적 파트너와 연계해 주었다. 금융협동조합은 영세사

업자,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및 연대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여 조합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

였다. 다수의 SSE 단위들은 개인보호장구, 사회적 돌봄과 같은 지역의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변경하기도 했다214. 80,000명의 노동자와 약 100여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스페인의 Mondragon

Corporation은 소속 조합원 그리고 조합간 임시로 재배치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의 연대기금(solidarity re-

serve fund)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실직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215.

211 Sarah Orleans Reed et al., 비공식 노동자의 끝나지 않은 위기 – 전세계 노동자를 위한 포용적 회복의 필요성, COVID-19 Crisis and the Informal 
Economy: Policy Insights No. 8 (WIEGO, 2021).

212 ILO, WIEGO, 비공식경제 노동자 자녀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협동조합, 2018.

213 영국소매협동조합연맹, Co-op economy 2021. 영국 협동조합부문 보고서, 2021.

214 ILO, 고용정책협약(1964년, 제122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 2020년 채택, 2021년 제109차 총회 발행.

https://www.wiego.org/sites/default/files/resources/file/Policy%20Insights%20No%208%20for%20web_0.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626682.pdf
https://www.uk.coop/sites/default/files/2021-06/Economy%202021_0.pdf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P13100_COMMENT_ID,P11110_COUNTRY_ID,P11110_COUNTRY_NAME,P11110_COMMENT_YEAR:406455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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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SSE 단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착화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구집단은 수용국(host country)에서 자신들만의 SSE 단위를 구성하기도 한다. 사회적 협동조

합과 같은 일부 SSE 단위는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SSE 단위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주요 업무로 추가하

였다. 요르단의 다목적 농업협동조합(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은 시리아난민의 취업허가 취득을 돕고

난민들과 함께 교육훈련 및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다문화 건강보험중개인 협동조합(Multicultural Health

Brokers Cooperative)은 캐나다(앨버타)에 소재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이민자와 난민출신자 75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동 조합은 매년 2,000여명의 이민자와 난민이 모자보건, 영유아 발달지원, 다문화 보육서비스,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지원, 취약계층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16.

100. SSE 단위는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며 그 구성원은 물론 더 넓은 공동체를 지원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217. 2007–2008년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이후, 저축신용조합(financial 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 협

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그리고 신용조합(credit union)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서 성장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218.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은 투기성 거래

(speculative transaction)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다219. 금

융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금융협동조합은 필요에 따라 잉여

를 창출할 수 있으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다. 조합은 잉여금(surplus)을 준비금

(reserves)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건실하다. 동시에, 금융협동조합은 연례배당(dividends)을 실시하거나

제품가격 합리화를 통하여 잉여를 조합원에게 환원한다. 또한, 조합은 주식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단순히 시대로 지불

함으로써 관리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220. 당면한 위기 속에서 SSE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특히 사회서비스의 제공 측

면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시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SSE 단위는 여전히 정부

의 중장기 위기극복전략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101. SSE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에 대처하고 복구와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재로서 그 관련성과 역량 그리고

자격을 입증하였다.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는 2015-2030년 센다이 재난

위험경감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맥락에서 협동조합과 상호보험사를 통하여 재난

위험경감 및 회복력을 위한 7대 실용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221.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SSE 단위는 연대를 위한 행동(act of solidarity)의 일환으로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재건활동에 기여한다. 2004년 남아

시아 대지진과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한 직후, 인도 타밀나두의 어촌마을에서는 500개 이상의 여성 자조집단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러한 자조집단들은 복구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고용시장과 가족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215 UN총회, 사회발전과 협동조합: 사무총장 보고서, A/76/209 (2021).

216 다문화 건강보험중개인 협동조합.

217 Adrien Billiet et al., “협동조합 모델의 회복력: 협동조합은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Briefings Entrepreneurial Finance 30, Issue 2 
(2021): 99–108.

218 Johnston Birchall, 경기침체기의 회복력: 금융 협동조합의 힘(ILO, 2013).

219 Johnston Birchall, Lou Hammond Ketilson, 협동조합의 회복력: 위기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ILO, 2009).

220 Birchall, 경기침체기의 회복력: 금융협동조합의 힘.

221 ICMIF, UNDDR, 보호에서 예방으로: 재난위험경감에서 협동조합과 상호보험의 역할, 2020.

https://undocs.org/A/76/209
http://mchb.org/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1002/jsc.2393
http://www.ilo.ch/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207768.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108416.pdf
https://www.undrr.org/publication/protection-prevention-role-cooperative-and-mutual-insurance-d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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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개선되었으며 공개석상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졌다222. 2020년, 호주공제조합재

단(Australian Mutuals Foundation)은 산불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세계 공제조합에서 답지하

는 기부금을 수령하였다223. 정부는 SSE 단위를 재난대비계획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02. SSE 단위는 난민과 수용국 선주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개발파트너와 협력한다. SSE는 자조, 상호주의,

그리고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의 가치를 기반으로 집단행동을 통하여 각종 실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난민과

수용국 지역사회 선주민의 필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SSE 단위는 사회서비스, 대출서비스, 고용,

소득창출과 지식교환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한, SSE 단위는 네트워킹, 연대와 신뢰구축, 문제해결, 집단행동, 여성

에 대한 권한부여, 화해와 문화 감수성 개발과 같은 사회적 역량과 평화구축에 기여한다. 2015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구호시설 220개소와 임시주거시설 170동을 구축하고 1,8000명의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이민자에게 필

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24. ILO의 지원 하에 요르단의 협동조합은 난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수용국 선주민을 대상

으로 농업부문 경력지도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보건안전 여건개선을 지원하였다225. ‘발전을 위한 구매

(Purchase for Progress)’사업을 통하여 세계식량계획(WFP)은 20여개국 협동조합과 생산자단체로부터 난민에게 공

급할 긴급구호식량을 조달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강제이주의 맥락에서 SSE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아직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와 비교, 협력하여 강제이주가 발생한 상황에서

SSE 단위가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103. SSE는 분쟁에 민감하고 평화적인 복구와 재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분쟁 이후 상황에서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SE 단위는 평화적 공존, 사회적 결속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레바논, 모잠비크, 네팔, 북마케도니아, 르완다, 스리랑카, 동티모르와 같은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이주민과 전투원 출신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가와 주택을 재건하며 난민과 귀환자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

게 만들고 화해를 촉진하며 전쟁으로 인하여 훼손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분쟁 종식 후 재건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226. 콜롬비아에서는 SSE 단위가 전투원 출신자의 사회복귀와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구와 발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SSE 메커니즘은 발칸반도(1990년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과 중

미지역(1990년-1995년), 그리고 남아공(1995년-2000년)에서도 전직 전투원의 재정착을 위해 활용된 바 있다. 내전

(1983년-2009년) 발발 이전부터 협동조합이 활동해 온 스리랑카 북부지역에서는 조합원 결속을 통해 소득증대 측면

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협동조합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제약에 도전할 수 있었다.

222 Grant Larson et al., “쓰나미 복구과정에서 자조집단의 역할,” Sage journals 58, Issue 5 (2015): 732–742.

223 호주 협동조합-공제조합협의회, “Community resilience and recovery”.

224 ILO, 강제이주에 대한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응 맵핑, 2020.

225 ILO, “요르단, ILO의 지원 하에 협동조합운동을 위한 국가전략 발표,” 2021년 7월 3일.

226 ILO, 강제이주에 대한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응 맵핑, 2020.

https://journals.sagepub.com/toc/iswb/58/5
https://bccm.coop/campaign/community-resilience-and-recovery/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dg_p/documents/publication/wcms_742930.pdf
https://www.ilo.org/beirut/media-centre/news/WCMS_810226/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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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104. SSE 단위는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업무 플랫폼(digital work platform)은 기업과 고객을

종업원에게 연결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형시키고 일의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227. 플랫폼 기업과

유사한 플랫폼 협동조합은 웹사이트,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또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따르거나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과 구별된다. 예컨대,

택시기사협동조합은 호출서비스회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미국 덴버

에서 설립된 그린택시협동조합(Green Taxi Cooperative)은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에 의하여 소유 및 운영되

는 스마트폰 택시호출서비스를 제공한다228.

105. SSE 단위는 디지털 서비스시장의 노동자, 생산자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Cataki’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넝마주이(waste picker)와 폐기물배출자(waste generator)를 무료로 연결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에 Cataki는 넝마주이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캠

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229. 체코의 비영리 사회적기업 Czechitas는 적정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디

지털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공유서비스 플랫폼 협동조합 DENIC는 1,670만개의 도메인 네임(“.de”)을 보

유하고 있고 디지털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230 미국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을 조정하는 비영리 공익단

체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독일을 대표한다. 인도에서 직공-수공업자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과 소비자

를 연결하는 사회적기업 GoCoop은 인도 최초의 온라인 수공예품 쇼핑몰을 열었다231. 인도의 또 다른 사회적기업,

Vrutti는 수요와 가격예측, 소비자 직거래 연결, 그리고 신용대출, 유통 및 물류부문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통하여 사업

기획을 보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26,000명의 영세 자작농을 지원하고 있

다232.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
106. SSE 단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233.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

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은 전환과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였

다. 또한, 동 지침은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 속에서 정부가 협동조합의 공공조달프로세스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 공

식화(formalization)를 위한 효과적 도구로써 협동조합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34. SSE는 2030 의제의

목표 7(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2

227 Anita Gurumurthy et al.,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경제에서 노동자조직 및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 2021.

228 Green Taxi Coop.

229 Luciana Bruno, 존엄을 줍다: 브라질의 재활용폐기물수거인 (Institute for the Cooperative Digital Economy, 2020).

230 DENIC, “인터넷과 협동조합 – 공생방안”

231 GoCoop.

232 Gurumurthy et al.

233 Valérie Boiten, 사회연대조직은 순환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는가? (UNTFSSE, 2019).

234 ILO,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 2015.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09250.pdf
https://ia601700.us.archive.org/18/items/luciana-bruno-single-web/Luciana%20Bruno_single_web.pdf
https://www.denic.de/en/about-denic/denic-as-a-cooperative/
https://gocoop.com/
https://knowledgehub.unsse.org/wp-content/uploads/2019/06/164_Boiten_Closing-the-Loop_En.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4328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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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행동), 목표 14(해양 생태계 보존) 및 목표 15(육상 생태계 보존) 달성에 기여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원효율화, 도시와 정주지의 포용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 가능한 생산

과 소비, 기후행동의 이행, 그리고 해양 및 육상생물 보호를 위한 행동 등 SSE 단위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기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20%가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해결을 핵심임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약 1/3(35%)은 기후변화 또는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관에 반영하였고, 

또 다른 1/3(32%)도 이를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거나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35. 

107. 농업, 주택, 에너지부문에서 활동하는 SSE 단위는 환경친화적 경영방식을 취하면서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있다. SSE

단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농작물에 대한 상호보험 가입, 관개시설과 수원지 관리기법의 개선, 재생가능한 천연

단열재 사용, 그리고 내건성 작물(drought-resistant crops)을 이용한 품종 다각화 등이 있다. 케냐 덩가어민협동조

합(Dunga Fishermen Cooperative Society)은 양식장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천 마리의 치어를 사육한 후, 이를 호

수에 방류함으로써 남획과 기후변화로 고갈된 어족자원을 보충하고 있다236. 국제사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는 SSE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 계획과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

108. SSE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부문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서는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SSE 단위는 수년간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유통에도 관여해왔다237. 유럽 재생에너지협동조합

REScoop.eu은 협동조합처럼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25만 가구가 소속된 1,900여개 에너지협동조합을 대

표한다238. SSE 단위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녹색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영세 자작농 및 농업노동자 25,000세대로 구성된 브라질 최초의 바

이오 디젤 협동조합 COOPERBIO는 피마자, 자트로파, 해바라기 및 기타 식물 등 각종 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

오 디젤과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합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

활을 장려하며 환경과 수자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도 펼친다239.

109. 위험한 노동환경, 빈약한 협상력, 그리고 발언권 및 대표성 결여와 같은 비공식경제 부문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남미와 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넝마주이 SSE 단위가 결성되었다240. 공식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이 부

재한 상황에서 넝마주이는 쓰레기 수거, 분리 및 재활용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매립폐기물을 감량함으로써 지방,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중보건보호, 위생상태개선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

콜롬비아의 보고타 재활용협동조합(Cooperative Association of Recyclers of Bogotá)은 1,800명의 넝마주이를

대표하는 17개 협동조합조직을 대표하여 지자체,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여성 넝마주이와

고물상 3,000명으로 구성된 인도의 고형폐기물수집처리협동조합(Solid Waste Collection Handling)은 뿌네 시정부

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SSE 단위들이 넝마주이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산업보건안전

235 영국 사회적기업협의회(SEUK), 2021.

236 COPAC, 세상을 바꾸다: 협동조합 2030 – SDG 목표 14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2019.

237 ILO, 협동조합을 통한 청정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2013.

238 REScoop.eu.

239 ILO, 협동조합을 통한 청정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2013.

240 ILO, “넝마주이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조직” (brief), 2019.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713990.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233199.pdf
https://www.rescoop.eu/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233199.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715845.pdf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제2장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47

측면에서의 위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요원하다. 

110. 최근 들어 SSE 단위는 전기전자폐기물 관리부문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전세계 1인당 전기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지

난 2010년 기준 5kg에서 2019년 기준 7.3kg으로 늘어났다241. 전기전자폐기물 가치사슬의 행위자는 주로 비공식경

제에 속한다. 전기전자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글로벌대화포럼(2019 ILO Global Dialogue

Forum on Decent Work in the Manage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은 협동조합과 기타 SSE

단위가 전기전자폐기물 관리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정하였다. 동 부문의 SSE 단위는 비공식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들이 존재를 부각시켰으며 공식적인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였다242. 미국의 사회적기업

RecycleForce는 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RecycleForce는 6,500만 파운드의 전기전자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하였고 수천명의

출소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243.

111. 많은 SSE 단위가 공정무역, 연대구매 및 공동공급과 관련된 식품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SSE 단위들은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공정한 노동관

례를 촉진하는 지속 가능하며 더욱 평등한 농식품시스템을 육성해 왔다244. 예컨대, 7,50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포르투갈의 Re-Food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굶주림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241 Ian Tiseo, 2010-2019년 전세계 1인당 전자폐기물 배출량(kg/인), 2021.

242 ILO, 전기전자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글로벌대화포럼의 합의점, GDFEEW/2019/7, 2019.

243 Recycle Force.

244 ILO,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보고서(2019) 핵심쟁점에 관한 의견” (brief), 2019.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sector/documents/meetingdocument/wcms_685681.pdf
https://recycleforce.org/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7058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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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LO 노사정과의 관계

112. 제3장에서는 ILO의 노사정(정부, 노동자, 사용자)과 SSE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는 SSE를 진흥하려면 정부,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사회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요구된다.

정부
113. SSE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245.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이 SSE를 인정하고 있다. 볼리비아(“사

회공동체경제”), 에콰도르(“사회연대경제” 및 “대중연대경제”), 그리고 멕시코(“사회적 부문”)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

한다. 그 밖에도 많은 국가의 헌법에 다양한 SSE의 형태가 언급되어 있다. 예컨대, 60개국 이상에서 헌법이 협동조

합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246.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급 정부차원에서 SSE 법률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멕시코는 연

방정부차원에서 SSE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련법률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SSE 법률은 그 세부내역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법률은 기본법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반적 의무와

원칙이 명시된 약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카보베르데, 카메룬, 포르투갈, 우루과이의 법률이 이와 같

다. 프랑스(98개 조항), 온두라스(70개 조항)와 같이 조항을 더욱 세분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 SSE의 정

의(definition)는 가치와 원칙에서부터 법적 형태 및 특정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근거를 기반

으로 한다. 대부분의 법률조문은 SSE 원칙과 조직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SSE의 가치를 명시하거나

SSE에게 금지된 경제활동을 지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일부 SSE 법률은 SSE 단위나 구체적인 조직형태

를 식별하는 방법을 명시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SSE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변화하

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SSE의 특정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항 등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4. SSE 법률의 제정에 이어 SSE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되거나 기존에 있던 기관의 기능이

강화되기도 한다. 다만, 그러한 주무기관의 지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벨기에(플랜더스), 카메룬, 룩셈부르크,

모로코, 니카라과, 세네갈 및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는 SSE 주무부처를 신설하였다247. 그 밖에도 이러한 기관은

장관급부처(멕시코), 차관급부처(코스타리카), 중앙정부차원의 사무국(프랑스, 한국) 또는 범정부위원회(콜롬비아) 형식

을 취하고 있다. SSE 관련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다수의 부처가 각자에게 할당된 SSE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조직형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무부처는 SSE관련 규정, 조정 및 육성과 연

계된 다수의 사업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248.

245 Hiez.

246 Ifigenia Douvitsa, “헌법과 협동조합: 개요”, International Journal of Cooperative Law 1, No. 1 (2018): 128–147.

247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주무부처는 노동관련 업무와 더불어 SSE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248 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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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정부는 SSE 육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정책영역에 걸쳐 일관성과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SSE

단위는 다양한 산업과 제도부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특정 기능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역사

적으로 SSE에 속하는 조직을 전담하는 정부의 기능은 주로 기술부처에 배정되었다. 예컨대, 협동조합은 농업과 농촌

개발을 전담하는 부처의 관리감독 하에 놓이곤 했다. 사실, 협동조합은 그 활동부문(예컨대, 농업, 금융, 산업 또는 주

택)에 따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재정경제부 소관이 될 수 있는 반면 민간단체는 내무부

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무기관 배정기준은 SSE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효

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업무가 분산되고 SSE 전체를 육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

다249. 따라서, 브라질(브라질연대경제포럼), 칠레(사회연대경제 민관자문위원회), 지부티(국가 사회연대경제 진흥위원

회), 프랑스(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협의회), 한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네갈(미소금융-연대기반경제부 특임장

관), 및 스페인(스페인사회경제협의회)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SSE 조정기관을 설치하였다250. 이러한 기관 중에서

일부는 SSE 단위에게 역량개발 및 인큐베이션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SSE 정책과

개입을 조정하며 정부와 SSE 사이를 중재한다. SSE의 부문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 중앙정부차원의 업무분장 구조는

캐나다(퀘벡, 몬트리올) 및 프랑스(프로방스 알프-코트다쥐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반영

되어 있다251.

노동자조직
116.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조직과 SSE 단위는 가치와 원칙,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구조 측면에서

유사하다.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조직과 협동조합조직의 기원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격변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SSE와

관련하여 노동자조직의 최우선 순위는 SSE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조직은 SSE

와 함께 소속회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며,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와 생산자에게도 접촉을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위조직 아래에서 노동조합과 SSE 활동을 결합하기도 한다. 예컨대, 인도의 SEWA는 스스로를 노

동운동,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의 결합체라고 소개한다252. 기실, SEWA는 노동조합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섬

유노동자단체의 여성 분과였다. SEWA는 노조를 통해서 농촌 및 비공식경제부문 조합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협동조합

및 기타 집단형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생계를 개선한다253. 당초 SSE 단위로 설립되었지만 이후에 완전한 노동조합으

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가사노동자가 여성노동력의 16%를 차지하는 자메이카에서는 노동자의 가사관리, 협

상기법 및 갈등조정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자메이카 가사도우미협회(Jamaican Household Workers Association)

가 결성되었다. 2013년, 동 협회는 1,6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었으며, 최저임금자문위원

회에서 가사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254.

249 ILO, 아시아각국의 사회연대경제 개황: 정책환경, ILO brief: Strengthening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olicy in Asia, 2022.

250 Marguerite Mendell, Béatrice Alain, “공공정책 공동수립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Beyond the Fringe (Zed 
Books: London, 2015), 166–182.

251 Mendell, Alain.

252 SEWA, “Introduction”.

253 ILO, 여성노동자간 협력증진, 2018.

254 ILO, “협력을 통한 고립탈피: 가사노동자협동조합” (brief), 2014.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34832.pdf
https://www.sewa.org/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633752.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3072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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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노동자조직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소매, 주택, 미소금융, 상호보험, 교육훈련 및 고용유지와 같은 분야에서 SSE 단위

를 설립하였다.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Ÿ 브라질의 UNISOL Brasil은 전국단위 노동자 총연맹인, 중앙단일노조(Single Confederation of Workers)의 활발

한 참여로 운영되는 각종 단체, 협동조합 및 기타 SSE 단위의 상위조직이다. UNISOL Brasil은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는 넝마주이/폐기물재활용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SSE 단위를 지원한다. 또한, 노동자의 경영권인수와 사회적

기업 설립을 자문하기도 한다. 중앙단일노조는 제도적 대화에 기여하고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Ÿ 캐나다 퀘벡에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기업의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퀘벡에는 소유자의 은퇴 혹은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50개 이상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있다. 예컨대, 퀘

벡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파산했을 때, 방송국 직원 13명은 노조의 지원 하에 방송국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하였

으며 2007년에 이윽고 경영권 100%를 확보하고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255.

Ÿ 콜롬비아에서 가사서비스노동자조합(Union of Domestic Service Workers)은 기존의 중개업소를 대체하기 위한

노동자소유기업으로서 청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였다256. 동 조합은 300명 이상의 돌봄

및 가사노동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권과 자부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고객층을 구축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Ÿ 에스와티니에서는 전국교원노동조합이 조합원과 수신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조합을 설립하였다257.

Ÿ 인도 자르칸트의 부족민 여성들은 가사노동자조직 Nirmala Niketan을 설립하였다. 동 조직은 전국비공식경제노동

자위원회(National Campaign Committee for Unorganized Sector Workers) 및 그 파트너의 지원을 받는

다258.

Ÿ 이탈리아의 경우, 협동조합, 기업 및 노동법에 의하여 추진된 노동자회생기업(worker-recovered enterprise), 그

리고 그러한 기업회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은 노동자조직, 국가 및 협동조합운동간 협업을 통하여 촉진된 자금조

달구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259.

Ÿ 일본에서는 1950년대 노동조합이 노동자중심의 소비자협동조합, 노동금고260, 노동자보험협동조합 및 노동자주택

조합과 같은 노동자복지단체를 설립하였고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존속하고 있다261.

Ÿ 영국의 경우, 노조, 협동조합 및 학계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노동조합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노

동자에 의하여 소유 및 통제되는 협동조합, 이른바 “노조협동조합(union co-op)” 모델을 개발하였다262.

255 ILO,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보존: 세계각국의 경험과 전략 개관, 2014.

256 ILO, 아프리카 및 남미 주요국의 비공식 경제 노동자 조직화: 노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파트너십의 잠재력, Policy brief, 출간예정.

257 SNAT CO-OP, “We’re SNAT Co-op: 교원의 경제적 문제해결.”

258 Nirmala Niketan.

259 EURICSE, 이탈리아의 기업회생제도와 Marcora 법률, 2017.

260 Akira Kurimoto, Takashi Koseki, “노동금고 – 일본 노동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통한 포용적 사회구축 노력 70년,” Social Finance Working Paper 
No. 76 (ILO, 2019).

261 Akira Kurimoto,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헐적 협력체에서 연대기반경제의 건설자로,”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ed. Roelants et al. 
(Routledge: London, 2019), chapter 9.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dialogue/---actrav/documents/publication/wcms_312039.pdf
http://www.snatco-ops.co.sz/
http://nirmana.org/KNOW1.php
https://www.euricse.eu/wp-content/uploads/2017/03/15_17-Rapporto-Vieta-Depedri-Carrano-1.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documents/publication/wcms_6957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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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노동자조직과 비공식경제의 SSE간 파트너십은 미시, 중간 및 거시적 수준에 걸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파트

너십에는 개별적인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미시적 수준), 집단적 정체성과 지식의 구축, 그리고 소유권공유와 상호부조

에 대한 약속(중간 수준)이 포함된다. 더욱 광범위한 권리와 사회정의 운동에 뿌리를 둔 SSE 단위는 노동자의 힘, 존

재감 그리고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연합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고, 이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지지

와 대화(거시적 수준)의 결과물로서 권리신장과 사회적 보호확대를 이끌어냈다. 2011년, 국제노동조합연맹 아프리카지

역기구(ITUC–Africa) 총회는 비공식경제의 조직화에 있어서 SSE와 노동조합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비공식경제의 조직화 및 연대기반경제의 진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263. 토고의 비공

식경제노동자 상호사회보호제도(Mutual Social Protection Scheme for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는 회

원에게 1차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에 노동조합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토고 목

재건설노동자연맹(FTBC–Togo)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성이 42%를 차지하는 총 1,231명의 회원간 상호부조와 연대

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비영리 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양가족을 포함한 총 수혜자는 4,269명에 달한

다264.

119. 노동자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SE 단위와 동맹을 맺기도 한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노동조합과 SSE 단

위가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성장을 도모하였다265. 가나의 경우, 신노동법(Labour Act of

2003)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나노동조합총회(Ghana Trades Union Congress)가 정규직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비

정규직과 임시직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2003년, 동 총회는 건강보험

제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과 임시직노동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266. 가나농업노동자조합

(General Agricultural Workers’ Union of Ghana)은 영세 자작농을 조직화하고 그들이 국가사회보호제도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조합, 비공식경제 조직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협약 제189호 및 협약

제190호(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2019년)와 같은 국제노동기준의 비준과 적용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의 의

제를 중심으로 연합을 구성하기도 한다.

262 Alex Bird et al.,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선언 (Union Co-ops UK, 2020).

263 LO/FTF Council, 비공식경제의 공식화를 위한 길: ITUC-아프리카지역기구 및 아프리카 노동조합의 경험과 관점, 2015.

264 WIEGO, 비공식경제내부에서의 사회적 보호: 나이지리아, 우간다, 토고의 사례, “비공식경제 여성-청년노동자의 경제적 포용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험” 
연구프로젝트 종합보고서, 2021.

265 Yvon Poirier, “노동조합과 연대경제: 퀘벡의 경험,” Solidarity Economy I: Building Alternatives for the People and the Planet, eds. Emily 
Kawano et all, (Center for Popular Economics: Amherst MA, USA, 2010).

266 Christine Bonner, Dave Spooner, “비공식경제의 조직화: 노동조합의 과제,”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ciety IPG 2/2011 (2011): 87–105.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4388603_union-coopsuk_A_Manifesto_for_Decent_Work_A_Manifesto_for_Decent_Work_Introduction_-A_Manifesto_for_union_co-ops
https://www.ulandssekretariatet.dk/wp-content/uploads/2020/04/pavingtheway_loftf_english_version.pdf
https://base.socioeco.org/docs/quebec-unions-solidarity-economy-1.pdf
https://library.fes.de/pdf-files/ipg/2011-2/08_a_bonn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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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조직
120. SSE 단위와 SSE의 수직구조는 기존의 사용자조직에 합류할 수 있다. 스페인 협동조합 Mondragon Group의 슈퍼

마켓 체인점 Eroski는 범유럽 사용자조직인 EuroCommerce 산하의 대형유통업체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arge Distribution Companies)에 가입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소매협동조합연맹 Suomen

Osuuskauppojen Keskuskunta와 영국의 Co-operative Group도 EuroCommerce 산하의 국내 소매업단체에 가

입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2014년부터 2개 소비자협동조합(Coop 및 Migros)이 소매업부문협회를 통하여 스위스사

용자연맹(Confederation of Swiss Employers)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121. 사용자조직은 SSE를 위한 구조를 개발하고 SSE 단위와 그 수직 및 수평구조에 서비스를 확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세네갈의 전국사용자위원회(National Employers’ Council)는 가치제안, 협상력 및 회원의 이익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타 위원회와 공동으로 젠더, 직업다양성 및 SSE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9년, 세네갈과 모로코의

사용자조직은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SSE를 정부간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조직된 창업제도의 대안이자 포용적 모델로

인식하였다. 동 회의의 목적은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는 활동을 통하여 SSE를 진흥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SSE에서

파생된 재화와 용역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

122. SSE 단위는 자체적인 사용자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다. 사용자조직에 해당하는 SSE 수직조직의 사례가 다수 있다.

예컨대, 2012년 호주에서 설립된 협동조합-공제조합협의회(Business Council of Co-operatives and Mutuals)는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동조합, 공제

조합 및 신용조합을 하나로 묶었다. 캐나다 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and Mutuals Canada)는 7,000여개의

중소 및 대형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진흥하기 위한 회원중심의 단체로 결성되었다. 사용자조직도 SSE 가치와 원칙 중

에서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권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와 원칙을 의제에 반영하는

사용자조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조직에는 독일 상업협동조합사용자협의회(ZGV), 스페인 사회적경제

기업연합(CEPES), 스웨덴 협동조합사용자협회(Fremia), 그리고 베트남상공회의소에 이어 베트남에서 2번째로 큰 규

모의 사용자조직인 베트남 협동조합연합회(Viet Nam Cooperative Alliance) 등이 있다.

123. SSE의 수직 및 수평구조는 여타 사용자조직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도 SSE를 대표할 수 있다. 예컨대, 각국 협동조

합 대표단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민간부문의 핵심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G20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비즈니스 대화의 각종 실무그룹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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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무국의 SSE 활동

124. 제4장은 ILO사무국의 SSE 활동을 소개한다. 역사적 배경 외에도 SSE와 관련된 현행 프로그램, 개발협력정책과 파트

너십 그리고 역량개발활동 등을 다룬다.

역사적 배경
125. 국제노동기구의 SSE에 관한 활동을 담당하는 ILO 협동조합분과(Cooperatives Unit)는 1920년 제3차 총회에서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 협동조합분과의 업무범위, 규모, 명칭 그리고 ILO 내부에서의 위치는 변화

하는 현실과 접근방식에 따라 변모해 왔다. 2016년에 1개 직위가 타 분과로 이전되면서 현재 협동조합분과는 전문직

위 3개(P5 1인, P4 2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에서 ‘협동조합’과 ‘협력’이란 어휘를 꾸준히 사용해 왔

다267. 협동조합분과는 당초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60

년대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독립을 이루자, 협동조합분과는 야심 찬 개발협력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유엔개발계획과

양자원조사업의 지원 하에 본 프로그램은 1960년대 말까지 사무국에서 3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되었고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268. 1990년대, 사회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바

뀌면서 협동조합개발에 할당된 예산도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권고 제193호는 빈곤완화와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협

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촉발하였다. ILO의 문서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269. 2008년,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ILO 선언이 채택된 후, SSE와 관련된 사무국

의 지원과 자문을 구하는 요청이 늘어났다. 그 이전에도 비록 SS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ILO는 다양한 사회

연대경제단위를 육성해왔다.

126. 수년에 걸쳐 ILO는 SSE 단위와 공동으로 혹은 SSE 단위를 통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설계 및 추진해왔다. 그 대

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Ÿ 곡물은행, 소규모 관개, 성인지적 금융 및 미소금융, 토지관리 및 면화마케팅 등 지역공동체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하

여 사하라지역 농민의 자급자족을 증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풀뿌리 조직 및 협력지원 이니셔티브

(ACOPAM) 프로그램 (1978–99).

Ÿ 선진국과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12개국)의 협동조합간 무역을 촉진하는 협동조합조직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된

COOPTRADE (1982–84).

Ÿ 협동조합과 기타 자조단체를 통하여 원주민과 부족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소득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천연자연을

보호하는 협동조합 및 기타 자조단체를 통한 원주민 및 부족민 공동체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간 프로그램

(INDISCO) (1993–2007).

267 ILO, “ILO 협동조합분과의 명칭변경 100년사”

268 창립 50주년이었던 지난 1969년, ILO 협동조합 프로그램은 전세계 70여개국에 120명 이상의 국제 전문가를 보유하였다.

269 ILO,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1922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news/WCMS_754469/lang--en/index.htm
https://www.ilo.org/public/libdoc/ilo/P/09601/09601(192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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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호급부조직 및 공동체기반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비공식경제부문의 노동자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집단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배제와 빈곤퇴치를 위한 전략과 도구(STEP) 프로그램 (1998

–2013).

Ÿ 아프리카지역의 비공식경제 노동자로 구성된 SSE 단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과 노동조합간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협동조합 공동행동을 통한 비공식경제 노동자의 빈곤완화(SYNDICOOP) 이니셔티브

(2002–06).

Ÿ 거버넌스, 효율성 및 성과개선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지역 9개국에서 운

영되는 아프리카협동조합 (CoopAfrica) (2007–11).

127. 지난 50년간 협동조합 진흥을 향한 ILO의 접근법은 회원국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협동조합

은 발전을 위한 핵심행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ILO는 직접적으로 개도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니셔티브를 다수

추진하였다. 그 이후, 약 15년간 사무국은 대규모 지역간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로 중간 또는 거시적 수준에서 협동조합

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권고 제193호가 채택된 이후 20년간, 협동조합과 SSE 단위는

실행파트너로서 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형태로 인식되었다.

128. 지난 10년간, 사무국은 아래와 같은 각종 개발협력프로그램을 통해 SSE에 관한 회원국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Ÿ 알제리에서 ILO는 SSE 단위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SSE 단위에게 필요한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제공함으로

SSE를 통한 청년계층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과 취업을 증진하였다(2016–2018).

Ÿ ILO는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착취를 방지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모범사례를 정착시키기 위

해 이탈리아에서 Dignità in Campo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2018–2020).

Ÿ ILO는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체계 개발 그리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권한강화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초

점을 두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SSE 육성사업에 기여하였다(2019–2020).

Ÿ 사무국은 SSE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남아공의 ILO 이해관계자를 지원하였다270.

Ÿ 튀니지에서 ILO는 SSE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다. 튀니지에서 추진한 ILO의 첫번째 SSE

사업은 2016년에 시작되었고 SSE에 관한 기본정책수립을 지원하였다271. 후속 사업은 SSE를 통한 청년고용과 농

촌여성창업에 초점을 두었다.

270 “남아공 사회적경제정책개발 프로젝트(2017-2021)”는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정부와 남아공 국가경제개발부의 지원을 받았다.

271 튀니지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메커니즘 진흥(PROMESS)” 사업은 네덜란드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개발협력프로젝트(2016-2020)였다.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projects/WCMS_501549/lang--en/index.htm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projects/WCMS_532871/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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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프로그램
129. 사무국은 법률과 정책자문에서부터 연구와 통계 그리고 교육훈련과 역량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SSE관련 영역에서

ILO 구성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사무국은 요르단, 남아공, 스리랑카, 탄자니아, 튀니지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

역 등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및 다양한 SSE 정책과 전략을 설계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불가리아, 가나, 그리스, 세르비

아, 탄자니아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SSE 단위 또는 그 형태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무국은 SSE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람을 우선하는 일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고 자립 가능한 대안으로서 SSE 단위를 발전시킨다; 양질의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서 SSE 수직구조와 지원기관에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는

분석, 정책 및 행동에서 SSE의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130. 사무국의 SSE 활동범위는 목표집단, 구현방식, 지리적 범위, 기간 및 규모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

층적 접근법을 취한다. SSE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사무국은 ILO 구성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한다. 거시적 수준

에서 사무국의 목표는 SSE가 번창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 그리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간 수준에서 사

무국은 역량강화 그리고 자금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지원 등 SSE 지원기관과 제도를 구축 및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사무국은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풀뿌리 차원에서 SSE 단위를 육성 및 강화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31. SSE 단위를 각종 사업에 반영함에 있어서 ILO는 “One ILO” 접근법을 취한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Ÿ 현재 사무국은 벨기에(플랜더스 지방정부),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SSE관련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72.

Ÿ 다수의 ILO 사업과 프로그램이 SSE 단위와 협업하고 있다. 예컨대, 협동조합 및 생산자조직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

전을 지원하고(스리랑카), 기업형 농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며(에티오피아, 모로코), 청년고용을 증진하고(캄

보디아, 라오스),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세네갈). ILO는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의 일환으

로서 SSE 단위의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273.

Ÿ 사무국은 다수의 연구사업을 통하여 SSE에 관한 지식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일련의 보고서와 브리핑을

통해 농촌경제, 비공식경제, 돌봄경제 및 플랫폼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여성의 경제적 권한강화, 일의 미래,

위기대응, 공급망, 녹색의제, 협동조합 및 지속가능발전 통계 등의 분야에서 SSE 단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274.

Ÿ 사무국은 SSE 단위에 해당하는 소액보험사업자 등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SSE 육성에 있어서 사

회적 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272 ILO,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

273 ILO, “비공식경제 프로젝트”.

274 ILO, “협동조합 간행물과 도구”.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projects/lang--en/nextRow--0/index.htm
https://www.ilo.org/global/topics/employment-promotion/informal-economy/projects/lang--en/index.htm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publications/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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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무국이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프로그램은 SSE 단위가 ‘ILO 양질의 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한 사무국의 개발협력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준다.

Ÿ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및 세계은행(World Bank)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추진되는 PROSPECTS 프로그램275은 네덜

란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본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수단, 우간다) 및 아랍(이

라크, 요르단, 레바논)지역에서 난민과 수용국 주민의 생계기회 확대를 통하여 난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Ÿ 네덜란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ILO가 추진하는 아프리카 공급망의 아동노동 근절 가속화(ACCEL Africa) 프로

젝트276의 핵심목표는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말라위, 말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및 우간다의 코코

아, 커피, 면화, 차, 금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협동조합과 기타 생산자조직을 강화

하고 아동노동근절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제고한다. 특히, 공급망의 하위단계에서 협동조합과 생산자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133. 사무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SSE 관련 구성원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활동을 조정하였다.

ILO는 구성원의 요구를 더욱 깊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요구평가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

였다. 또한, 진행 중인 ILO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기에 직면한 SSE 단위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하여 변화된 여건에 발맞추어 기존의 조사방법, 교재 및 진행방식을 각각 전화인터뷰, 멀티

미디어교재 및 온라인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 사무국은 구성원들이 대응과 복구조치 수립에 참고

할 수 있도록 SSE 단위의 위기대응 모범사례를 문서로 작성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SSE와 코로나-19에 관한 각종

웨비나 및 역량구축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였다.

개발협력정책과 파트너십
134. 다수의 ILO 개발파트너들이 SSE를 개발정책의 실행수단으로 인식하며 개발협력과정에서 SSE를 지원하고 있다. 캐

나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신용조합의 발전을 지원해 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에서 국가지원 및 자금조달과 금융 접근성을 2021–2030 중점영역으로 설정하였다277.

독일정부는 남미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농업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을 지원해왔다. SSE 단위는 일본 국제협력

기구(JICA)의 개발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35개국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협동조합육성프로그램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278.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는 각국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75 ILO, “수용국 공동체와 강제이주자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2019-2023

276 ILO, “아프리카 공급망의 아동노동 근절 가속화(ACCEL Africa)”.

27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람을 위한 경제건설: 사회적경제를 위한 행동계획, 2021.

278 USAID, “협동조합육성프로그램”.

https://www.ilo.org/global/programmes-and-projects/prospects/WCMS_725066/lang--en/index.htm
https://www.ilo.org/africa/technical-cooperation/accel-africa/lang--en/index.htm
https://www.usaid.gov/local-faith-and-transformative-partnerships/cooperative-developmen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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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ILO는 유엔내부에서 협동조합 진흥과 SSE 확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ILO는 유엔에서 SSE 단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여타의 유엔산하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SSE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교육

과학문화기구(UNESCO) 및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이 개별국가차원에서 활동하는 유엔산하기관의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유엔 국가별 팀(UN country team)차원에서 협업과 협력은 서로 다른 영역간 보완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고 SSE 발전을 가속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ILO, FAO, UNDP, UNIDO 및 WFP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왔다. 글로벌 차원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은 유엔의 관련결의에 따라 개발정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루고 전문가그룹의 회의를 조직하며 사회경제적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사무총장의 격년 보고서를 작성한다279.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는 SSE 및 지속

가능발전에 대한 SSE의 기여에 관한 학제간 연구와 정책분석을 담당한다280. 2013년 ILO가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는 지금까지 약 40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2017년부터 ILO가 주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는 유엔산하기구, 국제/지역 SSE 상위조직 그리고 연구센터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해왔다.

136. 사무국은 각종 SSE 수직구조와 양자간 파트너십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과 양해각서의 상대당사자

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경제에 관한 국제연구정보센터(CIRIEC) 등이 있다. 또

한, 사무국은 국제 사회적경제포럼(GSEF), 사회연대경제진흥 대륙간네트워크(RIPESS),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관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문가그룹(GECES),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세계화 조직화 네트

워크(WIEGO)와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ILO는 전세계의 국가별, 부문별 협동조합단체,

회원기반의 조직 및 SSE 상위조직과 소통하고 있다.

137. 사무국은 SSE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플랫폼기업, 사회혁신 그리고 노동자소유기업과 같은 영역에서 지식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연구원들은 사무국의 연구 및 학습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ILO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SSE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구기관에는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 루벤카톨릭대학교

일과 사회를 윈한 연구소(HIVA), 그리고 사회적기업연구자 국제네트워크(EM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은 협동조합 관련 전문대학(우간다, 영국) 및 종합대학(케냐, 탄자니아)과도 오랫동안

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다.

138. 사무국은 학술연구, 온라인플랫폼, 워크숍 및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간 SSE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ILO와 일본 소비자협동조합연맹(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은 아프리카 협동조합 지도자들을

10회에 걸쳐 일본으로 초청하는 연수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수생들은 SSE 단위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보

건과 돌봄서비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위주로 견학하였다281. 이탈리아에 소재한 ILO 국제훈련센터의 각 아카

데미도 농촌관광, 돌봄서비스, 및 이주민과 난민의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부문에서 SSE 모범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사업(예. 농촌고용, 청년고용, 양성평등, SSE)을 추진하였다. 사무국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

tion)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활동에서도 SSE와 각종 협력체계간 관계를 탐구하는 등 SSE 이슈를 다

루고 있다.

279 UN총회, 결의 제56/114호, 사회발전과 협동조합, A/RES/56/114 (2002).

280 UNRISD, “변화를 위한 대안경제”.

281 ILO, 일본소비자협동조합연맹, 일본과 아프리카 협동조합간 협력: ILO/JCCU 아프리카 협동조합지도자 연수사업 10년, 2021.

https://undocs.org/A/RES/56/114
https://www.unrisd.org/unrisd/website/projects.nsf/(httpProgrammeAreas)/1AC8B1FF5B5CEA69802586BF0058FCF0?OpenDocument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7966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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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
139. 사무국은 수년에 걸쳐 다국어로 역량개발도구,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

다282. 이러한 도구는 각국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특정부문(예. 광업, 어업)과 목표집단(예. 취약계층 청소년, 농촌지역

여성, 원주민, 난민)에 적합하게 개작되었다. 주요 도구, 교재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Ÿ 협동조합 관리자의 역량구축을 위해 사무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교육훈련 패키지, 협동조합관리자 교육훈련을 위한

교재와 기법(MATCOM);

Ÿ ILO 아카데미를 위해 2011년부터 튜린센터와 관계연구기관이 개발한 SSE에 관한 교재 6편;

Ÿ 튜린센터, 식량농업기구(FAO), 아그리테라(Agriterra) 및 기타 협동조합교육훈련기관과 협력 하에 2012년 배포된

농업협동조합 관리능력증진을 위한 My.COOP 교육훈련 패키지. 튜린센터는 연례 사이버 My.COOP 교육훈련과정

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존의 교재를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자가학습패키지(My.COOP Smart)로

변환하였다.

Ÿ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조합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기획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 최상위 금융협동조합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FAO와 ILO(튜린센터)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2017년 배포된 ApexFinCoop 교육훈련프로그램283;

Ÿ 2017년에 기획되어 2021년 디지털자가학습패키지로 제작된 사회적기업 창업과 개선(Start and Improve Your

Business for Social Entrepreneurs) 도구;

Ÿ P2P, 활동기반학습법을 활용하여 협동조합모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사무국이 배포한 Think.Coop 도구와 Start.Coop 도구;

Ÿ 2021년 배포되었으며 불어와 서반어로 번역되어 아프리카와 미주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

동조합의 인식개선도구284;

Ÿ 2022년 상반기에 사무국이 배포한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실용적 산업보건안전 도구 및 기존 협동조합의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패키지, Manage.Coop.

140. 2009년, 요하네스버그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아프리카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

(Plan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 Africa)’은

SSE 진흥을 위해 ILO 구성원과 핵심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사무국에 촉구하였다285. 그 이후, 튜린센터

는 12차례에 걸쳐 SSE에 관한 ILO 아카데미를 열었다286. 제11차 아카데미까지 총 517명의 여성과 569명의 남성이

282 사무국의 “역량개발도구(capacity development tools)”는 ILO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ILO의 3대 공식언어 및 기타 사용언어로 제공된다.

283 FAO, ILO, 튜린센터, “ApexFinCoop” (brief).

284 ILO, 아동노동 근절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현장 트레이너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1. 아동노동 근절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
원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1

285 ILO, 아프리카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행동계획, ILO 지역총회 “사회적경제 – 글로벌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응”, 2009.

286 ILO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이탈리아 튜린(2010), 캐나다 몬트리올(2011), 모로코 아가디르(2013), 브라질 캄피나스(2014), 남아공 요하네스버그(2015),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genericdocument/wcms_667602.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09264.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09263.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publication/wcms_809263.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africa/---ro-abidjan/documents/publication/wcms_166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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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으며, 그 중에는 일반노동자 65명, 사용자 28명 그리고 노동부처 공무원 67명이 있었다. 2021년 11월에 온

라인으로 진행된 제12차 아카데미에는 83개국에서 온 141명의 여성과 166명의 남성이 참석하였다287. 

141. 사무국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의 진흥을 위한 ILO 전략과 행동

2014-2019’에 관한 고위급 독립평가보고서는 협동조합과 SSE 육성을 위한 사무국의 활동이 “동 분야에 대한 국제

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과 자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예산 배정 시, 사무국 업무의 상당 부분이 여타 [프로그램 및 예산]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288. ILO 구성원이 SSE에 관한 사무국의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튜린센터와 공동

으로 협동조합에 중점을 둔 온라인 자가학습도구를 개발하였다.

멕시코 푸에블라(2015), 코스타리카 산호세(2016), 한국 서울 (2017), 룩셈부르크 시티(2017), 이탈리아 튜린(2019), 스페인 마드리드(2019), 포르투갈 리
스본(온라인) (2021)에서 개최되었다.

287 제12차 아카데미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환경을 배려하는 복구(recovery)에서 SSE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288 ILO, 지속 가능한 기업의 진흥을 위한 ILO 전략과 행동2014-2019 평가, 2020.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mas/---eval/documents/publication/wcms_757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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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양질의 일자리와 SSE: 과제, 기회 및 미래방향

142. SSE는 균형 있는 사회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SSE 가치와 원칙을 따르려면 노동

자의 권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 열망, 권리를 정책과 기업 관례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여건에서 SSE

를 육성해야만 사회정의의 당위성(imperative of social justice) 그리고 일의 미래에 있어서 사람중심의 접근법을

촉구한 ‘일의 미래를 위한 세계노동기구 100주년 선언(2019)’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SSE 가치, 원칙 그리고 관례

는 이러한 접근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장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 자기실현 그리고 정당한 이익공유를 보장하

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SSE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과제와 기회

그리고 미래방향을 살펴본다.

143. SSE를 둘러싼 모멘텀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물론 SSE가 직면하는 모든 문

제점이 SSE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SSE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은 정보, 자금, 시장, 기술, 인프라

및 조달기회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과 경영기법, 생산성 및 품질 수준이 낮은

편이고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관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SSE

에게만 한정된 과제도 있다. SSE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고 조합원/회원,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공동

체의 필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논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

및 민간기업과 SSE 사이의 연계성을 높일 경우에는 SSE 조직이나 SSE 기업이 그 핵심가치와 목표 중 일부를 이탈

할 수도 있다289. 외부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SSE 단위의 자율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악화될 수도 있

을 것이다.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에 SSE는 스케일-업 전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SSE 가치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SSE 단위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에게 그다지 큰 매력을 주지 않을 것이

다. 또한, SSE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미흡하다면 SSE 모델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SSE 단위와 그 파급효과에

관하여 적절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것도 연구, 정책 및 실무차원에서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

144. 노사정 3자의 참여 그리고 관계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조직/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SSE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변화하는 노동의 세계에서 SSE의 미래는 정부, 사회적 파트너, SSE 수직 및 수평구조 그리고 기타 개발파트너의

일치된 행동(concerted action)에 달려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의 미래를 추구하는 사용자조직과 노동자조직

은 전략적 선택지로서 SSE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사용자조직은 SSE 단위의 참여확대를 검토하고,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조직은 노동자조직 가입과 관련

하여 SSE 노동자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SSE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SSE 단위와 그 수직,

수평구조는 SSE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조직, 노동자조직, 정부기관 및 비정부단체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289 UNTFSSE,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64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제5장 양질의 일자리와 SSE: 과제, 기회 및 미래방향

SSE 발전환경 조성
145. 지속 가능한 SSE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SSE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려면 SSE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적 또는 공적 목적(social or public

purpose), 이윤분배의 금지 또는 제한(prohibition or limitation of profit distribution)과 같은 SSE 가치와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중요시하는 개발방식과 들어 맞는다. 이러한 목표는 적법

한 이윤추구 요구와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영리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SE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서 다른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희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기실, 지속 가능한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면 다른 모든 종류의 기업에게도 유리한 것이다290.

146.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SSE와 여타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정성이나 평등한 대우를 말한다. 그러나, 평등한 대우의

원칙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일부

국가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SSE 단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일반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SSE 단위는 불리한 정책과 법적 환

경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291. SSE 단위는 설립, 운영 및 확장에 장애가 되는 관료주

의나 규제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만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하게 모델이라는 선입견이

반영된 일련의 조치들도 SSE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권고 제193호 입안과정에서 거론된 공정한 경쟁의 장에 관한 노

사정의 입장은 SSE 전체에 적용된다. 정부는 SSE 단위의 성격과 기능에 걸맞고 SSE 가치와 원칙이 반영된 지원정

책과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유리한 정책환경이라면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로부터 SSE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SSE 원칙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SE 단위는 국내법과 관례에 따라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업이나 사회조직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47. SSE 가치와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SSE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SSE 진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다. 일부국가는 이를 헌법에 반영하여 SSE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SSE 법률을 제정할 때,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92. 첫째, 어느 수준의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중

앙정부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은 접근방식에서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은 전국적 시행

에 앞서 일종의 실험이 될 수 있겠지만 지자체별 격차에 의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기본법 또는 모든 SSE

조직형태를 상세하게 다루는 특별법 등 법률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SSE 조직형태에 관한 현행법률에 명시

된 원칙을 정리한 기본법은 향후 제정되는 각종 법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가치, 원칙, 조직형태 및/또는 경제

활동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SSE를 정의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SSE 단위 또는 특정한 SSE 조직형태

를 식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290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평화와 정치적 안정; 굿 거버넌스; 사회적 대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기업가적 문화; 건전하고 안정적인 미시경제정책; 무역
과 지속적인 경제통합; 친화적 법률 및 규제 환경; 법치와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금융서비스 접근성; 물리적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교육, 훈련 및 평생학
습;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포용; 적절한 사회적 보호; 환경 스튜어드십. 

291 UNTFSSE,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292 Hi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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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SSE를 진흥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입각하여 ‘유리한 정책’을 채택 및 시행해야 한다. 유리한

정책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Ÿ 정부일자리정책, 사회정책 및 거시경제, 재정 및 산업정책을 통합하여 SSE 단위의 고용을 촉진한다;

Ÿ 국가의 교육훈련시스템 중 적절한 차원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SSE 가치, 원칙 및 관례에 관한

교육훈련을 촉진한다;

Ÿ 고용촉진, 또는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사회, 공공정책 결과물을 도출하는

SSE 단위의 활동을 위해 세제혜택, 대출, 보조금, 공공사업 및 특별조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보장과 같은 지원대책

을 마련한다;

Ÿ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공공조달 등을 통하여 SSE 단위의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Ÿ SSE 단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SSE 단위가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및 기

타 형식의 지원을 제공한다;

Ÿ SSE의 일부인 금융서비스사업체의 입지를 굳힌 상태에서 포용적 금융부문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에 대한 SSE 단위의 접근성을 증진한다;

Ÿ 취약계층과 특별한 도움이 요구되는 집단 등 SSE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성원과 노동자가 사회보호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SSE 단위를 지원한다;

Ÿ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국내 노동법률과 규정에 따른 보호와 관련하여 SSE의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처우를 보장하고, 노동법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관련법률에 따른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SSE를 악

용하지 않게 한다;

Ÿ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SSE 내부에서 산업보건안전을 증진하는 조치의 도입을 촉진한다;

Ÿ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예방과 보호 등 SSE 단위 내부 그리고 일터에서 양성평등을 증

진한다;

Ÿ 비공식경제 노동자가 공식경제의 SSE 단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비공식경제 노동자와 경제단위의 공식경제로의 전

환을 촉진한다;

Ÿ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SSE 단위를 파트너이자 이행수단으로서 평화, 위기예방, 복구 및 회복력 구축을 위한

전략에 통합한다:

- SSE 단위가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하여 광범위한 사회참여를 통한 이익추구와 리스크 및 과

제해결을 유도한다;

- SSE 단위가 순환경제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 지속가능발전정책의 공식화 및 이행의 관점에서 SSE에 관한 정보 전파를 촉진하고 국가차원의 SSE에 관한 통

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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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SSE 추진과제
149. 일반논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SSE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하에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SSE의

기여를 증진하기 위해 사무국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Ÿ 관련된 ILO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SSE의 접근법을 통합함으로써 SSE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Ÿ 양질의 일자리 국가별 프로그램(Decent Work Country Programmes)을 통한 것 등 ILO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자문서비스, 연구, 역량개발 및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SSE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

원한다;

Ÿ ILO 프로그램과 예산의 결과물, 성과 및 지표 등에 SSE를 추가로 반영하고 SSE 진흥에 관한 사무국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한다;

Ÿ 강제노동철폐, 아동노동근절, 강제이주금지, 여성의 경제적 권한강화, 취약계층의 포용, 청년고용촉진, 사회적 보호

시스템 확장, 공식경제로의 전환, 위기대응 및 회복력 등에 관한 ILO 개발협력사업을 통하여 SSE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

Ÿ 양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 및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의제와 관련된 사항 등 코로

나-19 위기로부터 사람 중심의 회복을 향한 ILO의 접근법에 SSE를 통합한다;

Ÿ 협동조합 통계생산을 위해 기 완료된 활동을 근거로 비교 가능하고 조화된 SSE 데이터를 수집 및 편찬하고, SSE

통계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Ÿ 튜린센터와 함께 사무국의 SSE 역량개발전략을 확대하고 SSE 연구기관 및 훈련센터와 더불어 글로벌 SSE 역량개

발네트워크를 구축한다;

Ÿ 유엔 내부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 추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협동조합발전위원회(COPAC) 및

유엔기구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를 통한 활동 등 SSE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적 정의를 주류화 한다;

Ÿ 각 차원의 기획 및 이행과정에서 SS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엔 국가별 팀과 협력한다;

Ÿ ILO 구성원과의 긴밀한 조정 및 협력 속에서 유엔산하기구, SSE 네트워크 및 SSE 연구기관과 SSE관련 파트너십

을 유지, 강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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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국제노동기준에 언급된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형태

문서 SSE 또는 SSE 단위의 역할

협약 (Conventions)

사회정책(본토外 지역)에 관한 
협약 (1947년, 제82호)

생산자 및 소비자 조합: 농업생산자의 생산능력증진 및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생산비용 및 유통비용 
절감 (Art. 8(e))

신용협동조합: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임금 노동자와 자영 생산자 보호 (Art. 17(2))

사회정책(기본 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 (1962년, 제117호)

생산자 및 소비자 조합: 농업생산자의 생산능력증진 및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생산비용 및 유통비용 
절감 (Art. 4(e))

신용협동조합: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임금 노동자와 자영 생산자 보호 (Art. 13(2))

고용촉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88년, 제168호)

협동조합: 생산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고용형태의 창출 및 촉진 (전문)

권고 (Recommendations)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1944년, 제67호)

공제조합: 추가적인 보험급여의 제공 (Para. 27(2))

직업재활(장애인)에 관한 권고 
(1955년, 제99호)

협동조합 또는 그와 유사한 기업: 장애인 고용 (Para. 31(d))

이주노동자(저개발국가)의 
보호에 관한 권고 
(1955년, 제100호)

협동으로 운영되는 축산농장, 양어장, 원예농장 및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소매점: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게 각종 소비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공급 (Para. 42(a) 및 43(a) 
- (b))

신용협동조합: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 (Para. 49(b))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권고 
(1957년, 제104호)

신용협동시스템: 농민의 부채해소에 기여 (Para. 7)

협동적 생산, 공급 및 마케팅: 전통적 토지 공동소유와 공동이용 방식 및 전통적 사회서비스와 
상호부조체계에 현대적 방법론을 적용 (Para. 8)

협동조합: 수공업 및 농촌산업 진흥에 기여 (Para. 22(c))

노동자의 주택에 관한 권고 
(1961년, 제115호)

주택건설 협동조합: 노동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주택 건설 (Para. 5 및 13(2)(b))

협동조합, 비영리주택단체 및 기타 주택조합: 노동자를 위한 주택 공급 (Para. 12(1) 및 14)

협동조합: 노동자의 주택 건설 및 자금조달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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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SSE 또는 SSE 단위의 역할

고용정책에 관한 권고 
(1964년, 제122호)

수공업 및 영세산업협동조합: 기술적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보호조치 또는 특혜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창출 (Para. 26(b))

생산 및 마케팅 부문의 협동조직: 농촌지역의 생산적 고용 촉진 (Para. 27(4))

직업훈련(어민)에 관한 권고 
(1966년, 제126호)

어선 공동구매 및 공동이용을 위한 협동조합: 어민 후계자를 위한 취업알선 (Para. 7(d))

소작인 및 물납 소작인에 관한 
권고 
(1968년, 제132호)

생산협동조합,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케팅협동조합 및 구매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기관: 소작, 물납 소작인 및 그와 유사한 농업노동자의 웰빙 증진 (Para. 21)

신용협동조합: 저비용 신용제공 (Para. 22(3)(a))

농촌 노동자조직에 관한 권고 
(1975년, 제149호)

협동조합: 회원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노동자조직의 역량 확보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상호의존성 강화 (Para. 16(d))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권고 
(1983년, 제168호)

장애인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제공 (Para. 11(e) and (f))

가내공업 또는 농업, 수공업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협동조합: 농촌지역의 직업재활 (Para. 21(d))

고용정책(추가)에 관한 권고 
(1984년, 제169호)

노동자협동조합: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Para. 16(i))

소규모 협동조합 및 민간단체: 개인적 곤란을 겪는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고용기회제공 (Para. 30)

가내근로에 관한 권고 
(1996년, 제184호)

협동조합: 가내노동자의 조직 (Para. 29(c))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권고 (1998년, 제189호)

협동조합 이니셔티브: 사회보호시스템에 관한 잠재적 보완조치 (Para. 7(3)(b))

상호보증단체: 중소기업에게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여신제공 (Para. 14(3))

생산 및 서비스 협동조합: 중소기업간 경험교류 및 자원과 위험 공유 (Para. 16(3))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권고 
(2002년, 제193호)

협동조합: 소득창출,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고용 제공, 교육과 훈련, 저축과 투자, 사회경제적 웰빙 증진,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 협동조합 등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립 
가능하고 고유한 경제부문의 발굴과 확대 (Para. 4)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기타 사회적 비정부 부문: 균형사회 달성에 기여 (Para. 6)

비공식경제의 공식화 전환에 
관한 권고 (2015년, 제204호)

협동조합 및 기타 SSE 단위: 공식경제로의 전환 촉진 (Para. 11(g))

평화와 회복력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권고 
(2017년, 제205호)

협동조합 및 기타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복구 추진 및 회복력 구축을 위하여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기회 제공 (Para.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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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SE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SSE의 정의, 성과측정, 규모, 영향력, 한계 그리고 잠재력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SSE는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쓰는 동안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유지하고 그 구성원과 사용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얻게 되었다. 일반토의는 UN의 기금, 프로그램 또는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진 SSE의 성장 잠재력에 관한 최초의 고위급 논쟁이다. SSE를 촉진하는 ILO의 역할은 그 헌장에서 비롯된다. 이는 또한 인류와 지구에 공헌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SSE와 ILO의 사회정의원칙,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간 연관성을 반영한다. 1994년 필라델피아 선언(Declaration of Philadelphia)에서 명시한 ILO의 본질적 책무는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과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안녕과 정신적 발전을 모두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기본적 목표에 입각하여 경제 및 금융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8. 제341차 ILO 이사회(2021년 3월)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일반토의를 통하여 ILO에게 추가적인 지침이 되는 결론(Conclusion)과 결의(Resolution)를 도출할 수 있다. 예상되는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9.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사회연대경제(약칭 “SSE”)”는 광범위한 종류의 제도단위를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다. UNTFSSE의 활동 그리고 일의 미래를 위한 세계노동기구 100주년 선언(2019),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글로벌 행동 촉구(2021)와 같은 ILO 선언을 통하여 UN내부에서 SSE라는 용어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용어는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SSE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타 용어에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제3부문(third sector)”,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대안경제(alternative economy)” 그리고 ”대중경제(popular economy)”가 있다. 
	11. 서로 다른 용어들은 전통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용어는 맥락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와 혼용되거나 의미와 함의 측면에서 그 범위가 다를 수도 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통과 현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의적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SSE”를 사용한다. 
	12. 2000년 이후, 20개국 이상에서 SSE 법률이 채택되었다. SSE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에는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카메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지부티,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온두라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네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니지,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가 있다. 브라질, 도미니카, 한국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현재 SSE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엔트레리오스, 멘도사, 리오 네그로), 벨기에 (브뤼셀, 왈롱), 브라질(미나스 제라이스), 캐나다(퀘벡) 및 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국가들은 지방정부차원에서 SSE 법률을 도입하였다. 칠레, 말리, 니카라과 등 다수의 국가에서 SSE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13. “사회연대경제”를 적절하게 정의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즉, 주체, 활동, 원칙 및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SSE에 관한 공통된 이해는 SSE 입법 및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SSE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SSE 하위조직에 관해서는 아직도 보편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록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다양한 세계 각국의 SSE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용어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적 발전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SSE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는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SSE 통계작성을 어렵게 만든다. 
	14. 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의 법률에 반영된 것과 같이 SSE를 일반적인 경제의 하위체계와 구분하는 일련의 가치(value)는 아래와 같은 5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15. 일련의 SSE 원칙은 SSE 가치를 실현한다. 특정한 SSE 가치나 원칙이 SSE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련의 SSE 가치와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SSE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5가지 SSE 원칙은 최근 SSE관련 입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6.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국내법이 주요하게 다루는 SSE 활동이다. 일부 국내법은 소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도 한다. 자산축적에 관한 SSE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축적을 제한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SSE 활동은 국제표준산업분류(제4차 개정)의 각 섹션에 속한다. 
	17. SSE의 주체는 일련의 SSE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제도단위이다. 국내법과 국제적 정의에는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민간단체(associations), 재단(foundations), 자조집단(self-help groups) 및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등 다양한 SSE 조직형태가 명시되어 있다
	18. 각종 SSE 법률에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SSE가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에히도와 코뮤니다데스, 노동자조직(workers’ organizations), 예비협동조합(pre-cooperatives), 통합기업(insertion enterprises), 특수고용센터(special employment centres),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eratives), 지역산림어업조합(community forestry and fishery associations), 생산자농민조직(producers’ and peasants’ organizations), 경제적 이익집단(economic interest groups), 대중경제단위(popular economic units), 미소금융단체(microfinance associations), 이타적 목표를 지향하는 문화, 여가 및 지역개발단체, 그리고 커뮤니티 및 자주경영 하위부문 등이 있다. SSE에 관한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SSE 가치와 원칙을 따르는 한, 다른 형태의 조직도 SSE로 간주한다. 
	19. SSE는 전통적인 2분법을 초월한다. SSE는 공식 및 비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시장 및 비-시장 생산자와 단위를 포함한다. 예컨대, 시장 생산자(market producer)에는 협동조합, 공제 및 사회적기업이 있고, 비시장 생산자(non-market producer)에는 민간단체와 재단이 있다. SSE 단위는 2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SSE 단위는 조직이자 기업이다. 특정한 목적 아래에 조직된 인적 집단으로서 SSE 단위는 조직(organization)의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재화와 용역의 생산자로서 기업(enterprise)이기도 하다. 일부 문서에서는 예컨대, SSE기업을 시장단위로 SSE조직을 비-시장단위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보다 더욱 협소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SSE에서 비공식경제단위(informal economy unit)를 배제하고 있으나, 권고 제204호는 SSE 단위가 비공식경제에서도 운영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 SSE가 민간부문의 일부인지 아니면 공공 및 민간부문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제의 하위단위인지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ILO 3자논의에서 말하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은 이 용어에 대한 상반된 2가지 해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간부문은 정부의 일부도 아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 제도단위를 포괄한다. 둘째, 민간부문은 공공부문 밖에 있는 것으로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투자된 자본을 기준으로 이를 배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을 포괄한다. 첫번째 의미에서 민간부문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부문과 구별되고 그와 섞일 수도 없는 SSE를 포함한다. 두번째 의미에서 SSE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모두와 구별된다. 
	21. SSE 정책과 법률 전반에 걸쳐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SSE 정의(안)은 단 하나의 용어(즉, “SSE”); 일련의 가치에서 파생된 일련의 원칙; 그리고 다양한 조직형태를 그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논의를 위한 정의(안)의 기초도 제공한다. 
	22. 정의(안)은 기존 SSE 정책과 법률에서 도출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SSE 정책 및 통계에 관한 개념연구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적용은 용이할 것이다. 본 정의(안)은 전세계 SSE 단위의 다양성 그리고 SSE 정책, 법률 및 통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다양성에 따라 유연하고 또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3. 본 정의(안)은 다양한 차원에서 SSE에 관한 정책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SSE에 관한 통계적 프레임워크를 추가로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데이터수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지역/국가 또는 상황/맥락에서 SSE의 범위(scope), 규모(size) 및 영향력(impact)을 측정, 비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이 있다: SSE 그 자체의 복잡성(complexity); SSE에 관한 보편적 정의의 부재(lack of a universal definition); 그리고 SSE 측정을 위한 방법론 미개발(underdevelopment of methodologies). 일부 형태의 조직(주로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SSE 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SSE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 통계청은 SSE를 경제의 하위단위로 보아 이를 측정 및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구성요소들은 통계상에서 별도의 표제(separate heading)로 표시된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과 같은 일부국가는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SSE 단위에 대하여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개발하였다. 
	24. 협동조합 측정에 관한 최근 지침을 기반으로 SSE 측정에 관한 개념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제19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는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작성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 ILO는 COPAC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지침(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cooperatives)을 작성하였고, 이는 2018년 제20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협동조합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조화되며 표준화된 통계 데이터세트를 개발하기 위해 사무국은 일부 국가에서 본 지침을 테스트 및 보완하고 있다. 2021년, UNTFSSE는 최신동향(state of the art); 맵핑연습(mapping exercises); 그리고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policy recommendations and directors for future research)을 중심으로 SSE 통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3건을 내 놓았다. 
	24. 협동조합 측정에 관한 최근 지침을 기반으로 SSE 측정에 관한 개념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제19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는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작성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 ILO는 COPAC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지침(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cooperatives)을 작성하였고, 이는 2018년 제20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협동조합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조화되며 표준화된 통계 데이터세트를 개발하기 위해 사무국은 일부 국가에서 본 지침을 테스트 및 보완하고 있다. 2021년, UNTFSSE는 최신동향(state of the art); 맵핑연습(mapping exercises); 그리고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policy recommendations and directors for future research)을 중심으로 SSE 통계에 관한 연구보고서 3건을 내 놓았다. 
	25. 본 섹션에서는 지역별 SSE 현황을 점검한다. SSE에 관한 용어(terminology)의 사용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를 논하고 각 지역의 SSE 공공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SSE가 지역 경제나 정치적 조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탐색한다. 
	26. SSE 원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난 수백 년간 적용되어 왔다. SSE라는 개념 그 자체는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불어권 북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에서부터 점차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조집단, 민간단체, 공제조합 및 그와 유사한 회원기반의 조직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러한 것들의 기원은 동부,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 인류애), 동아프리카의 우모자(umoja, 연합), 그리고 케냐의 하람베(harambee, 공동체 자조) 정신이 깃든 것 등 전통적인 시스템, 구조 그리고 관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7. 다양한 전통적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식민지 시기를 거쳐 살아남았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상호급부조직 및 농촌지역과 비공식경제부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상호간에 자조를 진흥하는 비공식적 SSE 단위의 도입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 순회저축신용조합(RoSCA)과 같은 회원기반의 사회적 금융기관이 아프리카대륙 전체에 널리 퍼져 있으나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상조회(burial societies)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소액보험(microinsurance)이 통용되고 있다.
	28. 공식적인 협동조합은 20세기 초반 식민지 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탈식민화 시기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시기(1980년대 및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은 크게 약화되었고 그 결과, 국가가 후원하는 협동조합 구조가 쇠퇴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일련의 정치, 입법, 사회 및 경제개혁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협동조합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29. 사회적기업은 남부, 동부 및 북부 아프리카에서 확대되고 있다.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튀니지 및 우간다에서 사회적기업은 2030년에 약 550만개의 직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나이지리아(120만개)이고 가장 적은 곳은 르완다(4,000개)이다. 이들 국가에서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 시스템과 정책환경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기여도 측면에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30. SSE 진흥을 위한 공공정책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5개국(카보베르데, 카메룬, 지부티, 세네갈 및 튀니지)은 최근 SSE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반면, 2개국(모로코, 남아공)은 현재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중이다. ILO의 지원과 3자간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어 2020년 통과된 튀니지의 SSE법률은 SSE에 대한 기준 프레임워크와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2020년, 카메룬은 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을 수립하였다. 말리는 지난 2014년에 SSE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for the Promotion of SSE)과 그 시행계획을 채택하였고 2017년에는 사회연대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re for the Promotion of the SSE)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4-2023 세네갈발전계획(Plan for an Emerging Senegal 2014–23)은 SSE를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31. 아프리카지역 4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32. SSE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조직 및 네트워크에 의해 지역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면서 ILO의 지원을 받아 역내 SSE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12차, 13차 및 14차 ILO 아프리카 지역회의(각각 2011년, 2015년 및 2019년 개최)는 SSE 진흥을 촉구하였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의 민간부문발전전략 2013–2017(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2013–17)은 사회혁신, 창업 및 가치사슬개발의 촉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2010년 설립되었으며 25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African Network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는 자국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SSE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카메룬, 말리, 모로코, 세네갈 그리고 튀니지 등이 국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33. 미주지역의 SSE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관습은 근대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주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SSE 단위에는 생산자 협동조합(producer cooperatives), 공정무역조직(fair trade), 윤리적 소비조직(ethical consumption), 비공식경제조직(informal economy), 원주민 조직(indigenous peoples’ associations), 사회적 금융기관(social finance institutions) 그리고 낄롱부(quilombo)와 같은 기타 공동체 기반의 제도가 있다. 한편, 미주지역에서 SSE는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대중경제” 그리고 “사회적 부문”으로 불려왔다. 미주 전역에 걸쳐 수많은 SSE 단위들이 농업, 금융, 소매,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그리고 건강보험 등 부문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4. 원주민들은 공동체 호혜주의 원칙(principles of community reciprocity)에 기초한 풀뿌리 경제조직화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주 원주민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 원주민의 철학인 부엔 비비르(Buen Vivir 또는 Vivir Bien)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호혜(reciprocity)와 연대(solidarity)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신이다. 남미지역의 원주민 SSE 단위는 부엔 비비르 철학에 따른 사회적 관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비슷한 공동체기반의 협력모델은 북미지역 원주민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레인디어호수 키누사오-피셔협동조합(Kinoosao Fishers’ Co-op on Reindeer Lake)은 1945년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SSE 단위 중에 하나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캐나다의 원주민 협동조합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2012년, 캐나다협동조합협회(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는 총 123개의 원주민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원주민들은 공동체 호혜주의 원칙(principles of community reciprocity)에 기초한 풀뿌리 경제조직화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주 원주민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 원주민의 철학인 부엔 비비르(Buen Vivir 또는 Vivir Bien)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호혜(reciprocity)와 연대(solidarity)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신이다. 남미지역의 원주민 SSE 단위는 부엔 비비르 철학에 따른 사회적 관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비슷한 공동체기반의 협력모델은 북미지역 원주민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레인디어호수 키누사오-피셔협동조합(Kinoosao Fishers’ Co-op on Reindeer Lake)은 1945년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SSE 단위 중에 하나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캐나다의 원주민 협동조합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2012년, 캐나다협동조합협회(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는 총 123개의 원주민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5. 미주 각 지역의 SSE는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영어를 사용하는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신용조합(credit union)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카리브 신용조합연맹(Caribbe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은 역내에서 금융 및 비-금융협동조합의 최상위 조직이다. 비공식경제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은 안데스 일대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넝마주이네트워크(Latin American and Caribbean Waste Pickers’ Network, Red LACRE)가 이러한 두 지역에서 태동되었다. 영세 자작농과 농업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무역협회와 농업협동조합은 특히 중미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6. 미주지역의 각국 정부는 SSE정책 도입범위를 확대하면서 SSE를 공공정책 프레임워크로 주류화하고 있다. 5개 국가(콜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및 우루과이)와 1개 지방정부(캐나다 퀘벡)는 SSE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도미니카 공화국도 SSE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제정된 라틴아메리카 협동조합기본법(Framework Law for Cooperatives in Latin America)은 역내 각국의 협동조합법률 입안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콜롬비아는 SSE 정책과 프로그램의 공식화 및 시행을 조정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문간 사회연대경제 부문위원회(Committee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ector)를 설치하였다. 코스타리카는 2021-2025년도 SSE 공공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사회연대경제회의소(National Chamber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CANAESS)를 설치하였다. 
	37. 미주지역 5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38. SSE는 미주지역의 각종 기구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는 “사회적 생산을 위한 기업과 협동조합”의 진흥을 추구한다. 2001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민주주의 등에 대한 SSE의 기여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19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ICA의 미주지역 대표기관인 ICA-Americas와 협약을 체결하고 역내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궁극적 목표 아래에서 협동조합모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 및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ICA의 지역조직인 미주협동조합(Cooperatives of the Americas)과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CLAC는 멕시코 국립 사회적경제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ocial Economy)과 같은 정부산하 사회적경제 개발기구와 공동행사를 추진하면서 역내 SSE의 미래를 모색해왔다. 
	39. 다수의 미주지역 네트워크가 SSE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사회연대경제진흥 대륙간네트워크(RIPESS LAC) 및 라틴아메리카 사회연대경제 연구자 네트워크(RILESS)가 SSE에 관한 지식생산과 공유에 기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SSE 운동단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이베로-아메리카 고용 및 사회연대경제 관측소(OIBESCOOP)는 역내 SSE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협동조합 운동단체들은 ICA의 지역대표기구인 미주협동조합(구 ICA–Americas)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양성평등-무역 네트워크(International Gender and Trade Network) 및 경제전환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여성 네트워크(Latin American Network of Women Transforming the Economy)는 돌봄경제(care economy)와 페미니스트 경제학(feminist economics)의 관점에서 SSE 연구에 기여해 왔다.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산하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정무역, 영세생산자 및 노동자 네트워크(CLAC)는 역내 24개국에 900개 이상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39. 다수의 미주지역 네트워크가 SSE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사회연대경제진흥 대륙간네트워크(RIPESS LAC) 및 라틴아메리카 사회연대경제 연구자 네트워크(RILESS)가 SSE에 관한 지식생산과 공유에 기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SSE 운동단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이베로-아메리카 고용 및 사회연대경제 관측소(OIBESCOOP)는 역내 SSE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협동조합 운동단체들은 ICA의 지역대표기구인 미주협동조합(구 ICA–Americas)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양성평등-무역 네트워크(International Gender and Trade Network) 및 경제전환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여성 네트워크(Latin American Network of Women Transforming the Economy)는 돌봄경제(care economy)와 페미니스트 경제학(feminist economics)의 관점에서 SSE 연구에 기여해 왔다.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산하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정무역, 영세생산자 및 노동자 네트워크(CLAC)는 역내 24개국에 900개 이상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40. 아랍지역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 혹은 사회연대경제에서 파생된 용어는 다소 낯선 것이다. 아랍어에서 시민사회조직을 정의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어휘는 이슬람 사회복지단체를 의미하는 “자미야트(jam`iyat)”이며, 여기에는 빈곤층에게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기반의 자조 및 자선단체가 포함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계층과의 연대는 아랍지역, 그 중에서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41. 아랍지역에는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이 널리 퍼져 있다. “연대”를 의미하는 타카풀(Takaful)은 협동조합 보험모델로써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을 촉진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본 모델에서 회원은 공동기금(common pool)을 납부하고 리스크(risk)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공유된다. 타카풀은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14년, 이슬람은행 및 타카풀에 대한 GCC회원국의 기여총액은 89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세계 타카풀 기금의 71%를 기여하고 있으며(37%), 비록 아랍국가는 아니지만 이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34%).
	42. 공식적인 협동조합인 ‘타우니아트(ta`awuniyat)’는 1900년대에 주로 식민지 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아랍지역의 협동조합은 국가의 지배를 받거나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종교공동체, 가족 혹은 부족을 기반으로 조직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랍지역에는 약 30,000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농업(59%)이며 소비재 소매업(30%), 그리고 주택(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 설립 등을 통하여 여성과 청년사이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3. 지난 10여년간 아랍지역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창업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역내 정책당국은 청년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마다 서로 다른 법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등록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속하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아쇼카재단(Ashoka)은 지난 15년간 아랍지역에서 110개 이상의 창업자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3백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44. 최근 몇 년간 여러 아랍국가들이 SSE 정책과 법률 도입에 착수하였다. 권고 제193호에 따라 그리고 ILO의 지원 하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및 요르단 등 다수의 아랍지역 국가들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추진 중이다. 레바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적 기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4. 최근 몇 년간 여러 아랍국가들이 SSE 정책과 법률 도입에 착수하였다. 권고 제193호에 따라 그리고 ILO의 지원 하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및 요르단 등 다수의 아랍지역 국가들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추진 중이다. 레바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적 기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5. 아랍지역 3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46. SSE 진흥을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가 지역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20개 아랍국가로 구성된 유엔 서아시아 사회경제위원회(ESCWA)는 지난 2014년 SSE 그리고 역내에서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도구로써 SSE의 잠재력 인정을 촉구하였다. 2017년 3월, 아랍경제통합위원회(Council of Arab Economic Unity)는 SSE 관련 세미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회원국에게 SSE를 각국의 개발전략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2017년 8월, 아랍연맹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Arab League)는 아랍지역 국가들의 불안정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잠재적 메커니즘으로서 SSE를 처음으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47.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SSE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둔 연대, 호혜,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문화와 전통에는 예컨대, 호혜를 뜻하는 중국의 ‘후이(hui), 모두의 행복을 뜻하는 인도의 ‘사르보다야(sarvodaya), 협동노동을 뜻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고통 로용(gotong royong)’ 그리고 품앗이와 협동노동을 뜻하는 일본의 ‘유이(yui)’와 ‘모야이(moyai)’가 있다. “사회연대경제”란 용어는 아태지역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SSE의 경제적 분파는 비정부 단체 또는 제3부문 조직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존재한다. 
	48.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 문화권에 깊이 뿌리를 내린 호혜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경제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고 이후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였다. 아태지역의 SSE는 협동조합, 민간단체, 공동체 자조집단 및 공제조합의 형태를 취하며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표와 소득창출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그리고 비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49.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은 SSE의 근간이다. 대략적으로 아태지역에는 약 5억명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계 협동조합 회원의 46%에 달한다. 이전의 계획경제시스템 아래에서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집단화 정책(collectivization policy)과 연관되어 있었다. 일부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받기도 했다. 협동조합 및 기타 경제단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과 통제는 권고 제193호에 명시된 지침에 따른 협동조합 정책 및 법률의 도입에 발맞추어 2000년대 이후에 대폭 축소되었다. 
	50.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은 지난 20년간 추진력을 얻고 있다. 각국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에는 2백만개, 인도네시아에는 342,000개, 일본에는 205,000개 그리고 한국에는 2,7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피지, 파키스탄, 솔로몬제도, 베트남 등 여타 국가에도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 일부국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예컨대, 한국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가에게 전문서비스, 기술지원, 임대료 보조금 및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책적 조치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청사진(Social Enterprise Blueprint for 2015–18)을 발표하였다. 태국정부는 2010년에 사회적기업 사무소(Social Enterprise Office)를 개소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인센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을 제정하였다.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는 국가전략계획에서 사회적기업을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 중이다. 
	5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4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52. 다수의 역내 조직과 네트워크가 SSE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ASEAN 공동체가 촉진 및 지원해야 할 행동영역이 명시된 ‘2025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을 채택하였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8개 회원국에 걸쳐 매년 80개의 사회적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개발프로그램(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rogramme)을 개시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분석, 인식재고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2012년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였다. 2011년 출범한 아시아연대경제이사회(Asian Solidarity Economy Council)는 아시아 21개국에 산재한 18개의 국가 및 대륙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다. 
	53. 유럽지역 SSE의 역사적 뿌리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계와 노동조건 해결을 요구하던 산업혁명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반부터 자조, 협력 그리고 상호부조에 기반한 조직이 일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834년에 보석세공인협회가 처음 설립되었다. 1842년 설립된 직물공회사(Compañía Fabril de Tejedores)는 스페인 최초의 생산자 협동조합이었다. 영국에서는 로치데일 면직물공장 노동자들이 결성한 로치데일 협동조합(Rochdale Pioneers)에 의하여 1844년에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독일의 경우, 술체-델리치(Schulze-Delitzsch) 그리고 라이파이젠(Raiffeisen)이 각각 1848년과 1849년에 농민과 수공업자를 위한 금융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54.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이란 용어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란 용어는 남유럽국가(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통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는 “비영리 부문(non-profit sector)”, “제3부문(third sector)”,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과 같은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 들어서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와 같은 용어의 사용빈도가 크게 늘고 있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55. 유럽전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SSE에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기업과 재단이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EU를 구성하는 28개 회원국에는 280만개 이상의 SSE 단위가 있었다. 유럽 전체를 놓고 볼 때, SSE는 농업, 금융, 에너지 그리고 소매업 부문에서 중요한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급직과 무급직을 모두 포함하여 SSE는 1,910만명 이상의 인력과 8,28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 550만명에 상응한다. 유럽협동조합연합(Cooperatives Europe)에는 33개국 8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조합원 규모는 총 1억 4,100만명이고 여기에 소속된 176,000개의 협동조합기업은 47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56. 일부국가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16개 EU 회원국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고 11개국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였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태동하였다. 예컨대,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민사회조직이 사회적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통합하고자 하는 국제개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8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6. 일부국가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16개 EU 회원국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고 11개국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였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태동하였다. 예컨대,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민사회조직이 사회적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통합하고자 하는 국제개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8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7.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4개국의 SSE 규모는 아래와 같다: 
	58. SSE는 유럽의 다양한 기구/조직에서 수용되고 있다. 2019년, 유럽의회 확대집행부(Conference of Presidents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의회 의원 8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2019–2024년도 사회적경제기구(Social Economy Intergroup)” 재설치 안건을 승인하였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가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채택된 룩셈부르크 선언(Luxembourg Declaration)에 명시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포괄적 생태계 로드맵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같은 해에 모니터링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7년, 8개국 정부대표단은 남-동유럽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에 관한 류블랴나 선언(Ljubljan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부터 2024까지 SSE에 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자문하는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전문가그룹(GECES)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개시된 사회적 사업 이니셔티브(Social Business Initiative)와 2016년 채택된 스타트-업 & 스케일-업 이니셔티브(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를 토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에 사회적경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을 발표하였다. 
	58. SSE는 유럽의 다양한 기구/조직에서 수용되고 있다. 2019년, 유럽의회 확대집행부(Conference of Presidents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의회 의원 8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2019–2024년도 사회적경제기구(Social Economy Intergroup)” 재설치 안건을 승인하였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가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채택된 룩셈부르크 선언(Luxembourg Declaration)에 명시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포괄적 생태계 로드맵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같은 해에 모니터링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7년, 8개국 정부대표단은 남-동유럽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에 관한 류블랴나 선언(Ljubljan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부터 2024까지 SSE에 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자문하는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전문가그룹(GECES)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개시된 사회적 사업 이니셔티브(Social Business Initiative)와 2016년 채택된 스타트-업 & 스케일-업 이니셔티브(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를 토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에 사회적경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을 발표하였다. 
	59. EU에는 SSE를 대표하고 SSE의 발전을 지원하는 여러 지역조직과 네트워크가 있다. 2015년, 고용, 사회정책, 보건의료 및 소비자 위원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는 SSE를 유럽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진흥에 관한 결론(conclusions on promoting the social economy)을 채택하였다. SSE 진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다양성 유럽 그룹(Diversity Europe Group)이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산하에 설치되었다. SSE 진흥을 위한 기타 지역조직과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유럽 사회적경제기구(Social Economy Europe); 사회연대경제진흥 대륙간네트워크-유럽(RIPESS–Europe); 유클리드 네트워크(Euclid Network); 디에시스 네트워크(Diesis Network). 그 밖에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와 같은 연구기관도 있다. 사회적기업연구자 국제네트워크(EM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와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경제에 관한 국제연구정보센터(CIRIEC)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60. 제2장에서는 ILO ‘양질의 일자리 의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2030 의제’에 대한 SSE의 기여를 평가하고 SSE 단위와 그 수직구조 사례를 알아본다. 
	61. 다수의 국제적 SSE조직이 자체적으로 SSE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2. SSE 단위는 직접 및 간접 고용을 창출한다. 우선, SSE 단위는 그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한 일자리는 식품 및 주택, 아동 및 노인 돌봄,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SE 단위가 다양한 부문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통하여 창출 및 유지된다. SSE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SSE 단위는 청년일자리 등 고용창출과 창업을 뒷받침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범위까지 2030 의제의 목표 2(기아종식),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목표 9(산업, 혁신 및 인프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63. SSE 단위는 공급망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면화 마케팅시스템의 경우, 325,000명의 면화 생산자는 3대 민관 면화가공기업을 대신하여 조합원이 수확한 면화를 수집 및 계량하는 12,000개의 면화생산자 그룹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전국면화농민연맹(National Cotton Farmers’ Union)은 부르키나파소 면화협회(Inter-professional Cotton Association of Burkina Faso)에서 생산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협동조합간 직거래 채널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채널이 확장된다면 공정하고 효과적인 무역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케냐의 커피 생산자 협동조합이 만든 제품은 덴마크의 소비자 협동조합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토고의 협동조합이 생산한 유기농 파인애플이 이탈리아의 소비자 협동조합 매대에 진열되고 있다. 
	64. 공급망에 대한 SSE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자칫하면 SSE 단위는 생산성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일부 공급망 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 가용한 자원과 역량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는 SSE 단위는 기존 공급망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SSE 단위는 각자의 활동을 다각화하고 프로세스와 제품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SSE 단위는 교육훈련, 기술, 노하우, 프로세스 및 장비의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최근 ILO가 카메룬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SSE 단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음과 같았다: 금융서비스 이용제한(76%), 높은 투입비용(75%), 인프라 이용 제한(52%). SSE 단위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부족과 고가의 자문서비스 비용이었다. 
	65. SSE 단위는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케일-업(scale up)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프랜차이즈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수평적 성장(horizontal growth)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SSE 단위는 지방정부, 연구기관, 협동조합은행 및 SSE 교육훈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 금융부터 정책옹호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단계 및 3단계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수직적 성장(vertical growth)을 시도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와 스페인의 바스크는 우수한 SSE 전략을 차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SSE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다가서고 이에 대응해야만 SSE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65. SSE 단위는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케일-업(scale up)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프랜차이즈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수평적 성장(horizontal growth)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SSE 단위는 지방정부, 연구기관, 협동조합은행 및 SSE 교육훈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 금융부터 정책옹호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단계 및 3단계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수직적 성장(vertical growth)을 시도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와 스페인의 바스크는 우수한 SSE 전략을 차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SSE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다가서고 이에 대응해야만 SSE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66. SSE 단위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97차 ILO 총회(2008)에서 채택된 빈곤완화를 위한 농촌 고용촉진에 관한 결론(conclusions on promoting rural employment for poverty reduction)을 통해 인정되었다. 또한, 농촌 노동자조직에 관한 권고(1975년, 제149호)는 농촌 노동자조직 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SSE 단위는 농촌경제를 생산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농촌경제의 기간을 이루는 농-식품부문 등 농촌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농촌지역의 사용자 및 노동자조직, 협동조합 그리고 생산자단체는 농촌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고 생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자신들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률, 정책 및 전략의 수립과 이행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보장하기도 한다. 
	67. 전세계적으로 SSE와 연관된 사회적 금융기관(social finance institution)은 창업 또는 필수적인 생산수단 취득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에는 세계 곳곳에서 자생하는 순회저축신용조합(RoSCA), 신용조합(credit union), 마을은행(village bank) 그리고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등이 있다. 2021년, 신용조합은 미국에서 315,000명 이상을 고용하였으며, 일자리 수는 2016과 2021년 사이에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파푸아뉴기니 교직원공제회(Teachers Savings and Loan Society Limited)는 교육부 소속의 교사와 공무원 47,000명에게 예금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에 걸쳐 총 16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SSE 단위는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신 디지털기술을 수용하였다. 예컨대, 필리핀의 금융협동조합단체는 결제플랫폼 “KAYA”를 도입하였다. 
	68. SSE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금조달방식이다. 일부 SSE 단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러한 방식에는 기부금, 보조금, 정부의 저금리 대출, 대안화폐, 회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통한 자본조달, 그리고 잉여자본의 재투자 등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을 통한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으로서 겪는 일반적인 난관일 뿐만 아니라 SSE 단위가 여타의 제도단위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소규모 SSE 단위는 여신이력, 전통적 형태의 담보 그리고 복잡한 대출신청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적 노하우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 SSE의 거버넌스 구조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이해관계자(즉, 노동자, 고객 및 자원봉사자)의 필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여신 또는 대출에 접근함에 있어서 SSE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일반기업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윤배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원칙 때문에 SSE는 전통적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예컨대, 협동조합은 그 소유구조상, 지분투자를 받기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은행 메커니즘에 의존할 경우, 예컨대, 민주적 거버넌스와 이익배분 제한 등 SSE의 가치와 방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양한 부문에서 SSE 단위가 활동을 확대 및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8. SSE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금조달방식이다. 일부 SSE 단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러한 방식에는 기부금, 보조금, 정부의 저금리 대출, 대안화폐, 회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통한 자본조달, 그리고 잉여자본의 재투자 등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을 통한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으로서 겪는 일반적인 난관일 뿐만 아니라 SSE 단위가 여타의 제도단위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소규모 SSE 단위는 여신이력, 전통적 형태의 담보 그리고 복잡한 대출신청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적 노하우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 SSE의 거버넌스 구조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이해관계자(즉, 노동자, 고객 및 자원봉사자)의 필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여신 또는 대출에 접근함에 있어서 SSE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일반기업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윤배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원칙 때문에 SSE는 전통적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예컨대, 협동조합은 그 소유구조상, 지분투자를 받기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은행 메커니즘에 의존할 경우, 예컨대, 민주적 거버넌스와 이익배분 제한 등 SSE의 가치와 방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양한 부문에서 SSE 단위가 활동을 확대 및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9. SSE 단위는 회원과 공동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수입과 생계개선을 도모한다. 많은 국가에서 노점상단체, 공정무역조직 그리고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협동조합은 시장접근을 촉진하는 핵심 행위자 역할을 수행한다. 71개국에서 약 190만명의 농민과 노동자가 1,880개의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조직(Fairtrade certified producer organization)에 가입되어 있다. 에콰도르에서 농촌공동체 치즈컨소시엄재단(Funconquerucom)은 4개주에 소재한 30개 이상의 치즈제조공장을 하나로 묶었다. 재단은 1,200여개 영세농가가 매일 생산하는 치즈와 버터 3톤을 전국의 마을상점, 식당 그리고 슈퍼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치즈생산과 관련된 기술, 위생관리 및 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 모렐로스 그린마켓은 매월 직거래장터를 열어 200여 농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상품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아공의 벨라벨라공유재산협회(Bela Bela Communal Property Association)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스페인에서 SSE 단위는 55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소외계층과 같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여타의 기관단위보다 더욱 우수한 고용안정성을 제공한다. 미국의 Project HOME은 필라델피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조직으로서 만성적인 노숙자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과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Social Enterprise는 수공예품 제작과 온라인서점 운영을 통하여 Project HOME의 참가자를 지원하고 기술습득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70. SSE 단위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가 협동조합(entrepreneurs’ cooperatives) 또는 협동조합 컨소시엄(cooperative consortia)이라고도 불리는 공유서비스 협동조합(shared-service cooperatives)에 적용된다. 즉, 원료조달, 운반, 가공 및 마케팅과 같은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조직을 통하여 영세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매출을 늘릴 수 있다. SSE 단위가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는 영세 생산자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다. 기업가 협동조합은 여러 서유럽 국가에서 지난 150여년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북미지역의 전문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동, 청소년, 위기가정, 이민자 및 난민에게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6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컨소시엄 Copernico를 구성하였다. Copernico는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76%는 여성이고 18%는 취약계층에 속한다. 한편, 공유서비스 협동조합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남미지역에서 아직 미미하다. 
	71. SSE는 노동자소유기업(worker-owned enterprise)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경영권이 노동자에게 있거나 노동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소유 및 통제된다. 또한, 서비스와 소매업, 그리고 교육과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자본을 소유하고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사직 피선거권을 갖는 노동자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되는 노동자소유기업을 말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총연맹(CGSCOP)은 서비스, 건설 및 산업부문 위주의 3,611개 협동조합과 67,200명의 노동자를 산하에 두고 있다. 같은 해, 노동자협동조합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6% 증가했다. 노동자협동조합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도 많다. 일본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법(Workers’ Cooperative Act)이 제정된 2020년 이전에도 25년간 존재해왔다. 미국의 돌봄서비스협동조합(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은 뉴욕에 소재한 노동자 소유의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으로서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600명 이상의 저소득층 및 실직 여성에게 재택간호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뉴욕의 민간돌봄서비스업체는 매출의 약 60%를 급여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지만 CHCA는 매출의 82%를 노동자에게 할당한다. 그러한 노동자소유기업은 특히 비공식경제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를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72. 기업의 소유권을 노동자에게 전환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 경영 실패를 원인으로 그러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 자금지원, 교육훈련 그리고 법률자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방식에 익숙한 직원이 오히려 새로운 승계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및 미국(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포함)에서 노동자로의 소유권 전환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내부역량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이러한 전환에 실패한 사례도 무수히 많다. 노동자 소유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지원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도 많다. 소유권 전환을 위한 규정과 재정여력을 갖춘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73. 세계 곳곳에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대한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21년 6월, 총회는 ILO 기준에 따라 생에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실현을 촉구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의 적절한 사회보호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요구한다. 또한, 총회는 적절한 사회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할 국가의 일차적 책임과 보장격차를 줄이고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추가적 노력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SSE 단위는 사회보호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SSE 단위는 건강보험 및 돌봄서비스 등 사회보호 제공을 통하여 2030 의제의 목표 1(빈곤종식), 목표 3(건강과 웰빙), 그리고 목표 10(불평등 완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74. SSE 단위는 구성원의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함으로써 국가 사회보호시스템에서 소기의 역할을 한다. SSE 단위, 특히 협동조합은 예컨대, 인식 제고, 공동등록 캠페인, 또는 공동협약을 통해서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농민 협동조합은 코스타리카 사회보장기금(Costa Rican Social Security Fund)과 단체협약보험을 체결하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징수 및 납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협동조합은 디지털노동플랫폼 사용자 등, 예술가 혹은 택시기사와 같은 여타 부문 자영업자의 공적 사회보장제도(public social security schemes)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법적 인식도를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보장을 강화하며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을 국가건강보험 (PhilHealth)에 등록하고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보장수준향상에 일조하였다. 
	75. 국가별 여건에 따라 SSE 단위는 사회보호시스템에 추가로 통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캠페인, 제휴활동 및 보험금징수와 같은 국가사회보호시스템의 일반관리기능(administrative functions)을 특정 인구집단을 담당하는 SSE 단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은 특정인구집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를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공동체기반의 조직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반대로, 공제조합은 국가 사회보호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은 경우, 광범위한 위험분산을 허용하지 않고 역선택에 취약하기 때문에 범위확장에 있어서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다양한 여건에서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벨기에의 사회건강보험은 공제조합을 통하여 제공된다. 프랑스 국가건강보험은 직군 및 부문별 공제조합에게 고객응대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보편적 건강보험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계획이 공제조합 그리고 독립 노동자를 위하여 신설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75. 국가별 여건에 따라 SSE 단위는 사회보호시스템에 추가로 통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캠페인, 제휴활동 및 보험금징수와 같은 국가사회보호시스템의 일반관리기능(administrative functions)을 특정 인구집단을 담당하는 SSE 단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은 특정인구집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를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공동체기반의 조직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반대로, 공제조합은 국가 사회보호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은 경우, 광범위한 위험분산을 허용하지 않고 역선택에 취약하기 때문에 범위확장에 있어서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다양한 여건에서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벨기에의 사회건강보험은 공제조합을 통하여 제공된다. 프랑스 국가건강보험은 직군 및 부문별 공제조합에게 고객응대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보편적 건강보험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계획이 공제조합 그리고 독립 노동자를 위하여 신설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76. SSE 단위는 일부 국가에서 사회보호시스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사회 및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보건의료, 보육, 장기요양 및 주택 등의 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는 사회보호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그러한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다. 국제의료협동조합기구(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ve Organization)는 76개국 3,300여개 의료협동조합이 약 1억 가구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중에서 상당한 조합들이 국가 사회보건보호시스템에 따른 서비스사업자로 통합되었다. 
	77.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호시스템으로 점차 통합됨에 따라 SSE 단위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SSE 단위는 취약한 청년,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돌봄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한 SSE 단위도 있다. 또한, SSE 단위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 수혜자,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경우, 아동,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85%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중국(홍콩), 한국, 싱가포르 및 일본에는 장기요양과 노인주택문제를 해결하는 SSE 단위가 있다. 스페인에서 SSE는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제공을 제외한다면 점유율은 59.3%까지 늘어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따른 간병 및 기타 서비스의 30% 이상이 사회적기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78. SSE 단위는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숙자 및 주거취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호시스템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회보호시스템은 노숙 및 주거취약의 원인이 되는 일부 리스크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SSE 단위는 빈곤을 줄이고 적절한 주택, 사회보조 및 주거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공동체기반 주택건축조합과 도시지역의 주택조합은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SSE 단위에 속한다. 예컨대, 이집트에서는 2,320개의 주택조합이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전체 주택의 약 1/3과 연계되어 있다. 멕시코의 ÉCHALE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주택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동체 통합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빈민지역주민들로부터 시작된 177개의 주거복지 자활기업이 주거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남아공의 Hustlenomics는 혁신적인 자금조달과 소유권 모델을 통하여 양질의 견고한 주택을 건축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여성과 청년에게 기술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78. SSE 단위는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숙자 및 주거취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호시스템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회보호시스템은 노숙 및 주거취약의 원인이 되는 일부 리스크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SSE 단위는 빈곤을 줄이고 적절한 주택, 사회보조 및 주거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공동체기반 주택건축조합과 도시지역의 주택조합은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SSE 단위에 속한다. 예컨대, 이집트에서는 2,320개의 주택조합이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전체 주택의 약 1/3과 연계되어 있다. 멕시코의 ÉCHALE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주택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동체 통합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빈민지역주민들로부터 시작된 177개의 주거복지 자활기업이 주거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남아공의 Hustlenomics는 혁신적인 자금조달과 소유권 모델을 통하여 양질의 견고한 주택을 건축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여성과 청년에게 기술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79.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노동기준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일터에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SSE 단위는 국제노동기준의 진흥, 발전 및 적용을 통하여 2030 의제의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목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1998년 채택된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s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회원국은 관련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특히,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년, 제87호) 그리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년, 제98호)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SSE 정책과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SSE 단위는 일반적인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보건안전(OSH) 법률을 따르고 노사관계, 제3자와의 민사 및 상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관련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SSE 단위는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그리고 산업보건안전요건의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감독(labour inspection)을 받아야한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노동자소유기업의 고용관계는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다. 스페인의 경우, 협동조합법(1999)은 산업보건안전 규정이 작업장, 노동자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80. 일부 국제노동기준은 SSE 또는 SSE 산하조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SSE나 SSE 단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제노동기준 목록은 부록을 참고한다. 비록 ILO가 SSE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협동조합(개도국) 권고(1966년, 제127호)를 대체하는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권고(2002년, 제193호)의 핵심은 결국 협동조합이다. 권고 제193호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협동조합의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촉구하였다. 권고 제193호가 채택된 이후, 약 117개국이 권고의 지침에 따라 자국의 협동조합 정책과 법률을 개정하였다. 
	81. SSE 단위는 그 구성원 및 제3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촉진할 수 있다. SSE 단위는 소속 회원들에게 그러한 기준을 알리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경우, SSE 단위는 국가차원의 협약비준을 지지하고 협약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ILO가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년, 제169호)을 채택하고 24개국의 비준을 받은 이후, 각국 정부의 원주민 통합계획은 SSE를 그 목표 중 하나로 반영하였고 다수의 SSE 조직이 정부의 원주민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여하였다. 가사노동자 자조조직, 단체 및 협동조합은 ILO의 가사노동자협약(2011년, 제189호)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전국가사노동자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Domestic Employees)과 서비스산업노동자센터 협동조합(Service Workers Centre Cooperative)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발과 채택을 공동으로 지지하였고, 협약 제189호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카리브 지역의 여러 가사노동자조직과 연대해 왔다.
	82. SSE 단위는 회원간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준수를 촉진하고 공동체와 연대하며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체 행위자와 함께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SSE 단위는 회원, 고객,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운영과정에서의 차별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SSE 단위는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비공식경제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진하는 등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83.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SSE 단위는 노동을 위한 이주가 빈번한 경우에 노동권에 관한 홍보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SE 단위는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강제노동 피해자가 소득창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영국의 소매협동조합연맹, Co-op UK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Co-op UK는 강제노동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사회서비스 그리고 기술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84. SSE 단위는 소득변동성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아동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SSE 단위는 아동교육,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 아동노동감시위원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노동의 예방과 근절을 진전시킬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농업 협동조합에 가입된 농가의 아동노동 비율이 여타 농가에 비하여 1/3정도 낮다.
	85. SSE 단위 내부의 일자리 질(job quality)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decent work deficit)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SSE 단위 내부에서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산업보건안전규정에 따른 적절한 근무여건, 고용상태, 근로시간, 보상 그리고 사회보호혜택 등 응당 누릴 수 있는 보호를 박탈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권고 제193호는 국가정책이 “모든 사회적기업에게 노동법을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위장고용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장 협동조합(pseudo cooperatives)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각종 규제가 준수되도록 보장하려면 근로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도 고용실태조사에서 협약 및 권고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는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세금감면이나 사회보장혜택과 같은 협동조합의 편익만 누릴 목적으로 설립되는 “위장 협동조합”을 차단하기 위해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85. SSE 단위 내부의 일자리 질(job quality)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decent work deficit)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SSE 단위 내부에서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산업보건안전규정에 따른 적절한 근무여건, 고용상태, 근로시간, 보상 그리고 사회보호혜택 등 응당 누릴 수 있는 보호를 박탈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권고 제193호는 국가정책이 “모든 사회적기업에게 노동법을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위장고용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장 협동조합(pseudo cooperatives)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각종 규제가 준수되도록 보장하려면 근로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도 고용실태조사에서 협약 및 권고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는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세금감면이나 사회보장혜택과 같은 협동조합의 편익만 누릴 목적으로 설립되는 “위장 협동조합”을 차단하기 위해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86. 노동자 보호조치는 노동자 그 자신이 구성원이기도 한 노동자소유기업에서 특히 필수적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및 우루과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를 조직 관계(organizational relationship)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ILO 전문가회의는 조합원 겸 소유자인 노동자가 협동조합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에 따른 특정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 내 고용관계를 “협동조합 업무”로 인정하는 제3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설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노동자-조합원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의 확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된다. 
	87. 맥락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SSE 내부에서는 젠더 이슈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리더십 역할에서 여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여성 소유의 SSE 단위도 늘어나고 있다. 2030 의제의 목표 5(양성평등) 달성을 향한 활동 등 SSE의 양성평등 강화조치는 크게 2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임원직 등 SSE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 강화; 저평가된 경제부문 또는 여성의 참여가 월등한 직군(예컨대, 돌봄경제)에서 SSE 단위 개발. 2019년,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부문에서 ICMIF 회원사 사장의 1/4과 ICMIF 이사회 임원의 20%가 여성이었다. 이 같은 고위직 여성의 수치는 보험업계 평균인 10명당 1명보다 높았다. 스페인의 경우, SSE 단위에서 남녀간 임금격차는 여타 제도단위 보다 협소한데 이는 SSE에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두드러지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자의 47%가 여성이었고 여성임원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은 83%였다. 
	88. SSE는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가시적 편익을 제공한다. SSE는 주택과 금융 그리고 각종 돌봄 서비스 부문에서 여성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여성은 SSE 단위를 통하여 정부당국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SSE 단위의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는 여성이 의사결정과 권력분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SE 단위에 참여하는 여성은 차별, 폭력(성폭력), 그리고 괴롭힘(성희롱)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89. 여성에 의하여 그리고 여성을 위해 설립된 SSE 단위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식품가공업, 수공업 및 돌봄 서비스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셜 아울렛(social outlet)을 만들고 있다. 인도에서는 14개주 180만여명의 비공식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자영여성협회(SEWA)가 수공업, 낙농업, 농업, 가사노동, 건설 및 폐기물재활용 부문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건의료, 보육, 보험 및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여타의 집단기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SEWA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 중에서 약 80%가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였다. 
	90. 평등과 공평의 가치를 그 근간으로 내세우더라도 SSE 단위는 관련법률, 사회적 규범 혹은 역사적 불평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자산, 교육 및 기술훈련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은 조직을 설립, 확장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resource)과 시장(market)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록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SSE 단위에 참여하더라도 여성은 지배적인 수직, 수평적 성별분업이 재생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거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은 SSE의 수직구조 및 기타 지원구조와의 연계성이 남성보다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약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과도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SE는 양성평등 감사(participatory gender auditing) 또는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과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정부는 리더십, 관리, 재무계획 및 마케팅 등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SSE 내부에서 여성의 권한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약자우대정책은 기업의 차원을 넘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전반에도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강화하는 사회정책은 정책 프로세스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91. 일부 국가에서 SSE의 수직구조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에 참여한다. SSE 단위, 특히 그 규모가 크거나 연맹체에 해당하는 단위는 사용자(employer)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스위스의 사례처럼 노조와 단체교섭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니제르의 경우, 협동조합은 국가 사회적 대화 위원회(National Social Dialogue Committee)에서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세네갈에서는 세네갈 전국상공업자연맹(National Union of Traders and Manufacturers of Senegal)이 사회적 대화 고등평의회(High Council for Social Dialogue) 위원으로 활동한다. 남아공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South Africa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는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리의 경제사회문화위원회(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사례처럼 SSE 단위를 “기타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여 2차 또는 3자간 협약에서 SSE 단위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 
	92. SSE 단위는 지역통합공동체와 같은 국가간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럽의 은행부문 사회적 대화 플랫폼에서 유럽협동조합은행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Co-operative Banks)는 3대 사용자 단체에 속한다. 보험부문에서는 유럽상호보험사-보험협동조합협회(Association of Mutual Insurers and Insurance Cooperatives in Europe)가 3대 사용자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함께 구성한 실무그룹 외에도 자선단체, 협동조합, 재단, 공제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각종 SSE 단위 대표자가 참여하는 3번째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상거래협회(Cross Border Traders Association)는 소규모 국경간 거래사업자를 대표 및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회원기반의 조직이다. 동 협회는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국가 40,000여 회원사를 대리하여 무역장벽완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및 각국정부를 상대로 무역조건을 협상한다. 
	93. 비공식 자영 노동자(informal own-account worker)는 SSE 단위를 조직하여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는 “비공식경제부문의 노동자는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및 공동체기반의 조직과 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SE 단위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공식화 및 성장에 기여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포용을 촉진함으로써 2030 의제의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목표 10(불평등 완화)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94. 비공식 자영 노동자는 SSE 수직구조를 통하여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 
	95. SSE 단위는 기업의 활동을 결집하고 그들의 교섭력을 높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호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비공식경제 단위(informal economy unit)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SSE를 기반으로 비공식경제 기업은 경제적 자립도(economic viability)와 회복력(resilience)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생산량 확대 및 제품 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 SSE 단위를 조직하거나 SSE 단위에 참여함으로써 비공식경제 행위자는 금융, 정보, 원료, 기술, 각종 지원서비스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SSE 단위는 등록과정을 보조하고 권리와 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식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구성원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SSE 단위가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SSE 단위 자체는 공식경제부문에 속하게 되지만 그 노동자는 여전히 비공식경제부문에 남겨질 수도 있다. 
	96. 코로나-19의 여파는 20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중반, 코로나-19가 비공식 노동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공식 노동자는 여전히 일할 능력(ability to work)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 노동자의 수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감염병 대유행이 유발한 공중보건과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비공식경제부문의 여성 노동자는 무급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져야만 했다. 남아시아지역의 경우,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대규모 봉쇄조치, 이동제한, 구매주문 취소, 원자재와 종자가격 인상, 그리고 돌봄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일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위기에 직면한 비공식 노동자 SSE 단위는 그 구성원에게 구제조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예방적 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인도에서는 비공식경제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SSE 단위가 회원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97. 역사적으로 SSE 단위는 분쟁과 재난에 의한 위기의 예방과 복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경제금융위기, 빈부격차, 강제이주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조직형태를 취하는 SSE도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지만 오히려 위기를 예방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SSE 단위는 회복력을 구축하고 감염병과 싸우며 안전한 이주를 촉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결속을 증진함으로써 2030 의제의 목표 1(빈곤종식), 목표 3(건강과 웰빙),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0(불평등 완화), 목표 13(기후행동), 및 목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ILO의 평화와 회복력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권고(2017년, 제205호)는 복구와 회복력 강화에 있어서 SSE의 역할을 인식하였다. 
	98. 코로나-19가 불러온 여파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SSE 단위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비록 낙후된 여건에서 활동한 까닭에 감염병 대유행의 충격을 더 많이 받기도 했지만 SSE 단위는 여타의 조직단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영국에서 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일반기업보다 4배나 낮았고 2020-2021년 사이에는 해산된 것보다 2배나 많은 협동조합이 신설되었다. 감염병이 휩쓰는 상황에서 SSE 단위는 그 구성원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방정부 및 사회적 파트너와 연계해 주었다. 금융협동조합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및 연대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여 조합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다수의 SSE 단위들은 개인보호장구, 사회적 돌봄과 같은 지역의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변경하기도 했다. 80,000명의 노동자와 약 100여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스페인의 Mondragon Corporation은 소속 조합원 그리고 조합간 임시로 재배치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의 연대기금(solidarity reserve fund)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실직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99.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SSE 단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착화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구집단은 수용국(host country)에서 자신들만의 SSE 단위를 구성하기도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일부 SSE 단위는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SSE 단위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다. 요르단의 다목적 농업협동조합(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은 시리아난민의 취업허가 취득을 돕고 난민들과 함께 교육훈련 및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다문화 건강보험중개인 협동조합(Multicultural Health Brokers Cooperative)은 캐나다(앨버타)에 소재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이민자와 난민출신자 7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합은 매년 2,000여명의 이민자와 난민이 모자보건, 영유아 발달지원, 다문화 보육서비스,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지원, 취약계층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0. SSE 단위는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며 그 구성원은 물론 더 넓은 공동체를 지원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이후, 저축신용조합(financial 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그리고 신용조합(credit union)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성장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은 투기성 거래(speculative transaction)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금융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금융협동조합은 필요에 따라 잉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다. 조합은 잉여금(surplus)을 준비금(reserves)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건실하다. 동시에, 금융협동조합은 연례배당(dividends)을 실시하거나 제품가격 합리화를 통하여 잉여를 조합원에게 환원한다. 또한, 조합은 주식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단순히 시대로 지불함으로써 관리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당면한 위기 속에서 SSE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특히 사회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시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SSE 단위는 여전히 정부의 중장기 위기극복전략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101. SSE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에 대처하고 복구와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재로서 그 관련성과 역량 그리고 자격을 입증하였다.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는 2015-2030년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맥락에서 협동조합과 상호보험사를 통하여 재난위험경감 및 회복력을 위한 7대 실용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SSE 단위는 연대를 위한 행동(act of solidarity)의 일환으로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재건활동에 기여한다.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과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한 직후, 인도 타밀나두의 어촌마을에서는 500개 이상의 여성 자조집단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러한 자조집단들은 복구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고용시장과 가족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개선되었으며 공개석상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졌다. 2020년, 호주공제조합재단(Australian Mutuals Foundation)은 산불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세계 공제조합에서 답지하는 기부금을 수령하였다. 정부는 SSE 단위를 재난대비계획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01. SSE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에 대처하고 복구와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재로서 그 관련성과 역량 그리고 자격을 입증하였다.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는 2015-2030년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맥락에서 협동조합과 상호보험사를 통하여 재난위험경감 및 회복력을 위한 7대 실용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SSE 단위는 연대를 위한 행동(act of solidarity)의 일환으로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재건활동에 기여한다.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과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한 직후, 인도 타밀나두의 어촌마을에서는 500개 이상의 여성 자조집단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러한 자조집단들은 복구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고용시장과 가족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개선되었으며 공개석상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졌다. 2020년, 호주공제조합재단(Australian Mutuals Foundation)은 산불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세계 공제조합에서 답지하는 기부금을 수령하였다. 정부는 SSE 단위를 재난대비계획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02. SSE 단위는 난민과 수용국 선주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개발파트너와 협력한다. SSE는 자조, 상호주의, 그리고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의 가치를 기반으로 집단행동을 통하여 각종 실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난민과 수용국 지역사회 선주민의 필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SSE 단위는 사회서비스, 대출서비스, 고용, 소득창출과 지식교환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한, SSE 단위는 네트워킹, 연대와 신뢰구축, 문제해결, 집단행동,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 화해와 문화 감수성 개발과 같은 사회적 역량과 평화구축에 기여한다. 2015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구호시설 220개소와 임시주거시설 170동을 구축하고 1,8000명의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이민자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ILO의 지원 하에 요르단의 협동조합은 난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수용국 선주민을 대상으로 농업부문 경력지도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보건안전 여건개선을 지원하였다. ‘발전을 위한 구매(Purchase for Progress)’사업을 통하여 세계식량계획(WFP)은 20여개국 협동조합과 생산자단체로부터 난민에게 공급할 긴급구호식량을 조달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강제이주의 맥락에서 SSE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아직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와 비교, 협력하여 강제이주가 발생한 상황에서 SSE 단위가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103. SSE는 분쟁에 민감하고 평화적인 복구와 재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분쟁 이후 상황에서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SE 단위는 평화적 공존, 사회적 결속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레바논, 모잠비크, 네팔, 북마케도니아, 르완다, 스리랑카, 동티모르와 같은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이주민과 전투원 출신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가와 주택을 재건하며 난민과 귀환자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화해를 촉진하며 전쟁으로 인하여 훼손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분쟁 종식 후 재건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콜롬비아에서는 SSE 단위가 전투원 출신자의 사회복귀와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구와 발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SSE 메커니즘은 발칸반도(1990년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과 중미지역(1990년-1995년), 그리고 남아공(1995년-2000년)에서도 전직 전투원의 재정착을 위해 활용된 바 있다. 내전(1983년-2009년) 발발 이전부터 협동조합이 활동해 온 스리랑카 북부지역에서는 조합원 결속을 통해 소득증대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협동조합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제약에 도전할 수 있었다. 
	104. SSE 단위는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업무 플랫폼(digital work platform)은 기업과 고객을 종업원에게 연결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형시키고 일의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플랫폼 기업과 유사한 플랫폼 협동조합은 웹사이트,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또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따르거나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과 구별된다. 예컨대, 택시기사협동조합은 호출서비스회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미국 덴버에서 설립된 그린택시협동조합(Green Taxi Cooperative)은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에 의하여 소유 및 운영되는 스마트폰 택시호출서비스를 제공한다. 
	105. SSE 단위는 디지털 서비스시장의 노동자, 생산자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Cataki’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넝마주이(waste picker)와 폐기물배출자(waste generator)를 무료로 연결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에 Cataki는 넝마주이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체코의 비영리 사회적기업 Czechitas는 적정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공유서비스 플랫폼 협동조합 DENIC는 1,670만개의 도메인 네임(“.de”)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에 기반을 두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을 조정하는 비영리 공익단체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독일을 대표한다. 인도에서 직공-수공업자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회적기업 GoCoop은 인도 최초의 온라인 수공예품 쇼핑몰을 열었다. 인도의 또 다른 사회적기업, Vrutti는 수요와 가격예측, 소비자 직거래 연결, 그리고 신용대출, 유통 및 물류부문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통하여 사업기획을 보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26,000명의 영세 자작농을 지원하고 있다. 
	106. SSE 단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은 전환과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동 지침은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 속에서 정부가 협동조합의 공공조달프로세스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 공식화(formalization)를 위한 효과적 도구로써 협동조합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SE는 2030 의제의 목표 7(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행동), 목표 14(해양 생태계 보존) 및 목표 15(육상 생태계 보존)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원효율화, 도시와 정주지의 포용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행동의 이행, 그리고 해양 및 육상생물 보호를 위한 행동 등 SSE 단위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기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20%가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해결을 핵심임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약 1/3(35%)은 기후변화 또는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관에 반영하였고, 또 다른 1/3(32%)도 이를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거나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6. SSE 단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은 전환과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동 지침은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 속에서 정부가 협동조합의 공공조달프로세스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 공식화(formalization)를 위한 효과적 도구로써 협동조합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SE는 2030 의제의 목표 7(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행동), 목표 14(해양 생태계 보존) 및 목표 15(육상 생태계 보존)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원효율화, 도시와 정주지의 포용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행동의 이행, 그리고 해양 및 육상생물 보호를 위한 행동 등 SSE 단위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기여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20%가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해결을 핵심임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약 1/3(35%)은 기후변화 또는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관에 반영하였고, 또 다른 1/3(32%)도 이를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거나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7. 농업, 주택, 에너지부문에서 활동하는 SSE 단위는 환경친화적 경영방식을 취하면서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있다. SSE 단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농작물에 대한 상호보험 가입, 관개시설과 수원지 관리기법의 개선, 재생가능한 천연 단열재 사용, 그리고 내건성 작물(drought-resistant crops)을 이용한 품종 다각화 등이 있다. 케냐 덩가어민협동조합(Dunga Fishermen Cooperative Society)은 양식장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천 마리의 치어를 사육한 후, 이를 호수에 방류함으로써 남획과 기후변화로 고갈된 어족자원을 보충하고 있다. 국제사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는 SSE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 계획과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 
	108. SSE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부문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서는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SSE 단위는 수년간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유통에도 관여해왔다. 유럽 재생에너지협동조합 REScoop.eu은 협동조합처럼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25만 가구가 소속된 1,900여개 에너지협동조합을 대표한다. SSE 단위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창출된 녹색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영세 자작농 및 농업노동자 25,000세대로 구성된 브라질 최초의 바이오 디젤 협동조합 COOPERBIO는 피마자, 자트로파, 해바라기 및 기타 식물 등 각종 바이오매스를 수거하여 바이오 디젤과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합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며 환경과 수자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도 펼친다. 
	109. 위험한 노동환경, 빈약한 협상력, 그리고 발언권 및 대표성 결여와 같은 비공식경제 부문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남미와 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넝마주이 SSE 단위가 결성되었다. 공식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넝마주이는 쓰레기 수거, 분리 및 재활용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매립폐기물을 감량함으로써 지방,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중보건보호, 위생상태개선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 콜롬비아의 보고타 재활용협동조합(Cooperative Association of Recyclers of Bogotá)은 1,800명의 넝마주이를 대표하는 17개 협동조합조직을 대표하여 지자체,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여성 넝마주이와 고물상 3,000명으로 구성된 인도의 고형폐기물수집처리협동조합(Solid Waste Collection Handling)은 뿌네 시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SSE 단위들이 넝마주이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산업보건안전 측면에서의 위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요원하다. 
	109. 위험한 노동환경, 빈약한 협상력, 그리고 발언권 및 대표성 결여와 같은 비공식경제 부문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남미와 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넝마주이 SSE 단위가 결성되었다. 공식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넝마주이는 쓰레기 수거, 분리 및 재활용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매립폐기물을 감량함으로써 지방,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중보건보호, 위생상태개선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 콜롬비아의 보고타 재활용협동조합(Cooperative Association of Recyclers of Bogotá)은 1,800명의 넝마주이를 대표하는 17개 협동조합조직을 대표하여 지자체,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여성 넝마주이와 고물상 3,000명으로 구성된 인도의 고형폐기물수집처리협동조합(Solid Waste Collection Handling)은 뿌네 시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SSE 단위들이 넝마주이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산업보건안전 측면에서의 위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요원하다. 
	110. 최근 들어 SSE 단위는 전기전자폐기물 관리부문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전세계 1인당 전기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0년 기준 5kg에서 2019년 기준 7.3kg으로 늘어났다. 전기전자폐기물 가치사슬의 행위자는 주로 비공식경제에 속한다. 전기전자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글로벌대화포럼(2019 ILO Global Dialogue Forum on Decent Work in the Manage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은 협동조합과 기타 SSE 단위가 전기전자폐기물 관리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정하였다. 동 부문의 SSE 단위는 비공식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들이 존재를 부각시켰으며 공식적인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였다. 미국의 사회적기업 RecycleForce는 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RecycleForce는 6,500만 파운드의 전기전자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하였고 수천명의 출소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 
	111. 많은 SSE 단위가 공정무역, 연대구매 및 공동공급과 관련된 식품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SSE 단위들은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공정한 노동관례를 촉진하는 지속 가능하며 더욱 평등한 농식품시스템을 육성해 왔다. 예컨대, 7,50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포르투갈의 Re-Food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굶주림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112. 제3장에서는 ILO의 노사정(정부, 노동자, 사용자)과 SSE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SSE를 진흥하려면 정부,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사회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요구된다. 
	113. SSE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이 SSE를 인정하고 있다. 볼리비아(“사회공동체경제”), 에콰도르(“사회연대경제” 및 “대중연대경제”), 그리고 멕시코(“사회적 부문”)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한다. 그 밖에도 많은 국가의 헌법에 다양한 SSE의 형태가 언급되어 있다. 예컨대, 60개국 이상에서 헌법이 협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급 정부차원에서 SSE 법률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멕시코는 연방정부차원에서 SSE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련법률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SSE 법률은 그 세부내역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법률은 기본법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반적 의무와 원칙이 명시된 약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카보베르데, 카메룬, 포르투갈, 우루과이의 법률이 이와 같다. 프랑스(98개 조항), 온두라스(70개 조항)와 같이 조항을 더욱 세분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 SSE의 정의(definition)는 가치와 원칙에서부터 법적 형태 및 특정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법률조문은 SSE 원칙과 조직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SSE의 가치를 명시하거나 SSE에게 금지된 경제활동을 지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일부 SSE 법률은 SSE 단위나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식별하는 방법을 명시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SSE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SSE의 특정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항 등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4. SSE 법률의 제정에 이어 SSE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되거나 기존에 있던 기관의 기능이 강화되기도 한다. 다만, 그러한 주무기관의 지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벨기에(플랜더스), 카메룬, 룩셈부르크, 모로코, 니카라과, 세네갈 및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는 SSE 주무부처를 신설하였다. 그 밖에도 이러한 기관은 장관급부처(멕시코), 차관급부처(코스타리카), 중앙정부차원의 사무국(프랑스, 한국) 또는 범정부위원회(콜롬비아) 형식을 취하고 있다. SSE 관련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다수의 부처가 각자에게 할당된 SSE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조직형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무부처는 SSE관련 규정, 조정 및 육성과 연계된 다수의 사업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115. 정부는 SSE 육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정책영역에 걸쳐 일관성과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SSE 단위는 다양한 산업과 제도부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특정 기능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역사적으로 SSE에 속하는 조직을 전담하는 정부의 기능은 주로 기술부처에 배정되었다. 예컨대, 협동조합은 농업과 농촌개발을 전담하는 부처의 관리감독 하에 놓이곤 했다. 사실, 협동조합은 그 활동부문(예컨대, 농업, 금융, 산업 또는 주택)에 따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재정경제부 소관이 될 수 있는 반면 민간단체는 내무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무기관 배정기준은 SSE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업무가 분산되고 SSE 전체를 육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브라질(브라질연대경제포럼), 칠레(사회연대경제 민관자문위원회), 지부티(국가 사회연대경제 진흥위원회), 프랑스(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협의회), 한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네갈(미소금융-연대기반경제부 특임장관), 및 스페인(스페인사회경제협의회)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SSE 조정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기관 중에서 일부는 SSE 단위에게 역량개발 및 인큐베이션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SSE 정책과 개입을 조정하며 정부와 SSE 사이를 중재한다. SSE의 부문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 중앙정부차원의 업무분장 구조는 캐나다(퀘벡, 몬트리올) 및 프랑스(프로방스 알프-코트다쥐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116.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조직과 SSE 단위는 가치와 원칙,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구조 측면에서 유사하다.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조직과 협동조합조직의 기원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격변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SSE와 관련하여 노동자조직의 최우선 순위는 SSE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조직은 SSE와 함께 소속회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며,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와 생산자에게도 접촉을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위조직 아래에서 노동조합과 SSE 활동을 결합하기도 한다. 예컨대, 인도의 SEWA는 스스로를 노동운동,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의 결합체라고 소개한다. 기실, SEWA는 노동조합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섬유노동자단체의 여성 분과였다. SEWA는 노조를 통해서 농촌 및 비공식경제부문 조합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협동조합 및 기타 집단형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생계를 개선한다. 당초 SSE 단위로 설립되었지만 이후에 완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가사노동자가 여성노동력의 16%를 차지하는 자메이카에서는 노동자의 가사관리, 협상기법 및 갈등조정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자메이카 가사도우미협회(Jamaican Household Workers Association)가 결성되었다. 2013년, 동 협회는 1,6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었으며, 최저임금자문위원회에서 가사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117. 노동자조직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소매, 주택, 미소금융, 상호보험, 교육훈련 및 고용유지와 같은 분야에서 SSE 단위를 설립하였다.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118. 노동자조직과 비공식경제의 SSE간 파트너십은 미시, 중간 및 거시적 수준에 걸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파트너십에는 개별적인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미시적 수준), 집단적 정체성과 지식의 구축, 그리고 소유권공유와 상호부조에 대한 약속(중간 수준)이 포함된다. 더욱 광범위한 권리와 사회정의 운동에 뿌리를 둔 SSE 단위는 노동자의 힘, 존재감 그리고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연합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고, 이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지지와 대화(거시적 수준)의 결과물로서 권리신장과 사회적 보호확대를 이끌어냈다. 2011년, 국제노동조합연맹 아프리카지역기구(ITUC–Africa) 총회는 비공식경제의 조직화에 있어서 SSE와 노동조합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비공식경제의 조직화 및 연대기반경제의 진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토고의 비공식경제노동자 상호사회보호제도(Mutual Social Protection Scheme for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는 회원에게 1차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에 노동조합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토고 목재건설노동자연맹(FTBC–Togo)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성이 42%를 차지하는 총 1,231명의 회원간 상호부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비영리 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양가족을 포함한 총 수혜자는 4,269명에 달한다. 
	119. 노동자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SE 단위와 동맹을 맺기도 한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노동조합과 SSE 단위가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성장을 도모하였다. 가나의 경우, 신노동법(Labour Act of 2003)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나노동조합총회(Ghana Trades Union Congress)가 정규직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임시직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2003년, 동 총회는 건강보험제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과 임시직노동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가나농업노동자조합(General Agricultural Workers’ Union of Ghana)은 영세 자작농을 조직화하고 그들이 국가사회보호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조합, 비공식경제 조직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협약 제189호 및 협약 제190호(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2019년)와 같은 국제노동기준의 비준과 적용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연합을 구성하기도 한다. 
	120. SSE 단위와 SSE의 수직구조는 기존의 사용자조직에 합류할 수 있다. 스페인 협동조합 Mondragon Group의 슈퍼마켓 체인점 Eroski는 범유럽 사용자조직인 EuroCommerce 산하의 대형유통업체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arge Distribution Companies)에 가입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소매협동조합연맹 Suomen Osuuskauppojen Keskuskunta와 영국의 Co-operative Group도 EuroCommerce 산하의 국내 소매업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스위스에서는 2014년부터 2개 소비자협동조합(Coop 및 Migros)이 소매업부문협회를 통하여 스위스사용자연맹(Confederation of Swiss Employers)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121. 사용자조직은 SSE를 위한 구조를 개발하고 SSE 단위와 그 수직 및 수평구조에 서비스를 확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세네갈의 전국사용자위원회(National Employers’ Council)는 가치제안, 협상력 및 회원의 이익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타 위원회와 공동으로 젠더, 직업다양성 및 SSE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9년, 세네갈과 모로코의 사용자조직은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SSE를 정부간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조직된 창업제도의 대안이자 포용적 모델로 인식하였다. 동 회의의 목적은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는 활동을 통하여 SSE를 진흥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SSE에서 파생된 재화와 용역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 
	122. SSE 단위는 자체적인 사용자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다. 사용자조직에 해당하는 SSE 수직조직의 사례가 다수 있다. 예컨대, 2012년 호주에서 설립된 협동조합-공제조합협의회(Business Council of Co-operatives and Mutuals)는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신용조합을 하나로 묶었다. 캐나다 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and Mutuals Canada)는 7,000여개의 중소 및 대형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진흥하기 위한 회원중심의 단체로 결성되었다. 사용자조직도 SSE 가치와 원칙 중에서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권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와 원칙을 의제에 반영하는 사용자조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조직에는 독일 상업협동조합사용자협의회(ZGV),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스웨덴 협동조합사용자협회(Fremia), 그리고 베트남상공회의소에 이어 베트남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사용자조직인 베트남 협동조합연합회(Viet Nam Cooperative Alliance) 등이 있다. 
	123. SSE의 수직 및 수평구조는 여타 사용자조직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도 SSE를 대표할 수 있다. 예컨대, 각국 협동조합 대표단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민간부문의 핵심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G20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비즈니스 대화의 각종 실무그룹에 참여하였다. 
	124. 제4장은 ILO사무국의 SSE 활동을 소개한다. 역사적 배경 외에도 SSE와 관련된 현행 프로그램, 개발협력정책과 파트너십 그리고 역량개발활동 등을 다룬다. 
	125. 국제노동기구의 SSE에 관한 활동을 담당하는 ILO 협동조합분과(Cooperatives Unit)는 1920년 제3차 총회에서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 협동조합분과의 업무범위, 규모, 명칭 그리고 ILO 내부에서의 위치는 변화하는 현실과 접근방식에 따라 변모해 왔다. 2016년에 1개 직위가 타 분과로 이전되면서 현재 협동조합분과는 전문직위 3개(P5 1인, P4 2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에서 ‘협동조합’과 ‘협력’이란 어휘를 꾸준히 사용해 왔다. 협동조합분과는 당초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독립을 이루자, 협동조합분과는 야심 찬 개발협력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유엔개발계획과 양자원조사업의 지원 하에 본 프로그램은 1960년대 말까지 사무국에서 3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되었고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1990년대, 사회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바뀌면서 협동조합개발에 할당된 예산도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권고 제193호는 빈곤완화와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촉발하였다. ILO의 문서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ILO 선언이 채택된 후, SSE와 관련된 사무국의 지원과 자문을 구하는 요청이 늘어났다. 그 이전에도 비록 SS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ILO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단위를 육성해왔다. 
	126. 수년에 걸쳐 ILO는 SSE 단위와 공동으로 혹은 SSE 단위를 통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설계 및 추진해왔다. 그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127. 지난 50년간 협동조합 진흥을 향한 ILO의 접근법은 회원국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협동조합은 발전을 위한 핵심행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ILO는 직접적으로 개도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니셔티브를 다수 추진하였다. 그 이후, 약 15년간 사무국은 대규모 지역간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로 중간 또는 거시적 수준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권고 제193호가 채택된 이후 20년간, 협동조합과 SSE 단위는 실행파트너로서 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형태로 인식되었다. 
	128. 지난 10년간, 사무국은 아래와 같은 각종 개발협력프로그램을 통해 SSE에 관한 회원국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129. 사무국은 법률과 정책자문에서부터 연구와 통계 그리고 교육훈련과 역량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SSE관련 영역에서 ILO 구성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사무국은 요르단, 남아공, 스리랑카, 탄자니아, 튀니지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등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및 다양한 SSE 정책과 전략을 설계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불가리아, 가나, 그리스, 세르비아, 탄자니아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SSE 단위 또는 그 형태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무국은 SSE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람을 우선하는 일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고 자립 가능한 대안으로서 SSE 단위를 발전시킨다; 양질의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서 SSE 수직구조와 지원기관에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는 분석, 정책 및 행동에서 SSE의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130. 사무국의 SSE 활동범위는 목표집단, 구현방식, 지리적 범위, 기간 및 규모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층적 접근법을 취한다. SSE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사무국은 ILO 구성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사무국의 목표는 SSE가 번창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 그리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간 수준에서 사무국은 역량강화 그리고 자금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지원 등 SSE 지원기관과 제도를 구축 및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사무국은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풀뿌리 차원에서 SSE 단위를 육성 및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31. SSE 단위를 각종 사업에 반영함에 있어서 ILO는 “One ILO” 접근법을 취한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2. 사무국이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프로그램은 SSE 단위가 ‘ILO 양질의 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한 사무국의 개발협력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준다. 
	133. 사무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SSE 관련 구성원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활동을 조정하였다. ILO는 구성원의 요구를 더욱 깊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요구평가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진행 중인 ILO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기에 직면한 SSE 단위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하여 변화된 여건에 발맞추어 기존의 조사방법, 교재 및 진행방식을 각각 전화인터뷰, 멀티미디어교재 및 온라인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 사무국은 구성원들이 대응과 복구조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SSE 단위의 위기대응 모범사례를 문서로 작성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SSE와 코로나-19에 관한 각종 웨비나 및 역량구축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였다. 
	134. 다수의 ILO 개발파트너들이 SSE를 개발정책의 실행수단으로 인식하며 개발협력과정에서 SSE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신용조합의 발전을 지원해 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에서 국가지원 및 자금조달과 금융 접근성을 2021–2030 중점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독일정부는 남미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농업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을 지원해왔다. SSE 단위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개발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35개국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협동조합육성프로그램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는 각국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135. ILO는 유엔내부에서 협동조합 진흥과 SSE 확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ILO는 유엔에서 SSE 단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여타의 유엔산하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SSE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및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이 개별국가차원에서 활동하는 유엔산하기관의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유엔 국가별 팀(UN country team)차원에서 협업과 협력은 서로 다른 영역간 보완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고 SSE 발전을 가속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ILO, FAO, UNDP, UNIDO 및 WFP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왔다. 글로벌 차원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은 유엔의 관련결의에 따라 개발정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루고 전문가그룹의 회의를 조직하며 사회경제적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사무총장의 격년 보고서를 작성한다.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는 SSE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SSE의 기여에 관한 학제간 연구와 정책분석을 담당한다. 2013년 ILO가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기구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는 지금까지 약 40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2017년부터 ILO가 주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는 유엔산하기구, 국제/지역 SSE 상위조직 그리고 연구센터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해왔다. 
	136. 사무국은 각종 SSE 수직구조와 양자간 파트너십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과 양해각서의 상대당사자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경제에 관한 국제연구정보센터(CIRIEC) 등이 있다. 또한, 사무국은 국제 사회적경제포럼(GSEF), 사회연대경제진흥 대륙간네트워크(RIPESS),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문가그룹(GECES),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세계화 조직화 네트워크(WIEGO)와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ILO는 전세계의 국가별, 부문별 협동조합단체, 회원기반의 조직 및 SSE 상위조직과 소통하고 있다. 
	137. 사무국은 SSE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플랫폼기업, 사회혁신 그리고 노동자소유기업과 같은 영역에서 지식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연구원들은 사무국의 연구 및 학습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ILO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SSE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구기관에는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 루벤카톨릭대학교 일과 사회를 윈한 연구소(HIVA), 그리고 사회적기업연구자 국제네트워크(EM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은 협동조합 관련 전문대학(우간다, 영국) 및 종합대학(케냐, 탄자니아)과도 오랫동안 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다. 
	138. 사무국은 학술연구, 온라인플랫폼, 워크숍 및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간 SSE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ILO와 일본 소비자협동조합연맹(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은 아프리카 협동조합 지도자들을 10회에 걸쳐 일본으로 초청하는 연수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수생들은 SSE 단위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보건과 돌봄서비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위주로 견학하였다. 이탈리아에 소재한 ILO 국제훈련센터의 각 아카데미도 농촌관광, 돌봄서비스, 및 이주민과 난민의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부문에서 SSE 모범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사업(예. 농촌고용, 청년고용, 양성평등, SSE)을 추진하였다. 사무국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활동에서도 SSE와 각종 협력체계간 관계를 탐구하는 등 SSE 이슈를 다루고 있다. 
	139. 사무국은 수년에 걸쳐 다국어로 역량개발도구,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다. 이러한 도구는 각국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특정부문(예. 광업, 어업)과 목표집단(예. 취약계층 청소년, 농촌지역 여성, 원주민, 난민)에 적합하게 개작되었다. 주요 도구, 교재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40. 2009년, 요하네스버그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아프리카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Plan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 Africa)’은 SSE 진흥을 위해 ILO 구성원과 핵심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사무국에 촉구하였다. 그 이후, 튜린센터는 12차례에 걸쳐 SSE에 관한 ILO 아카데미를 열었다. 제11차 아카데미까지 총 517명의 여성과 569명의 남성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는 일반노동자 65명, 사용자 28명 그리고 노동부처 공무원 67명이 있었다. 2021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2차 아카데미에는 83개국에서 온 141명의 여성과 166명의 남성이 참석하였다. 
	140. 2009년, 요하네스버그 ILO 지역총회에서 채택된 ‘아프리카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Plan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 Africa)’은 SSE 진흥을 위해 ILO 구성원과 핵심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사무국에 촉구하였다. 그 이후, 튜린센터는 12차례에 걸쳐 SSE에 관한 ILO 아카데미를 열었다. 제11차 아카데미까지 총 517명의 여성과 569명의 남성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는 일반노동자 65명, 사용자 28명 그리고 노동부처 공무원 67명이 있었다. 2021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2차 아카데미에는 83개국에서 온 141명의 여성과 166명의 남성이 참석하였다. 
	141. 사무국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의 진흥을 위한 ILO 전략과 행동2014-2019’에 관한 고위급 독립평가보고서는 협동조합과 SSE 육성을 위한 사무국의 활동이 “동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과 자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예산 배정 시, 사무국 업무의 상당 부분이 여타 [프로그램 및 예산]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LO 구성원이 SSE에 관한 사무국의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튜린센터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에 중점을 둔 온라인 자가학습도구를 개발하였다. 
	142. SSE는 균형 있는 사회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SSE 가치와 원칙을 따르려면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 열망, 권리를 정책과 기업 관례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여건에서 SSE를 육성해야만 사회정의의 당위성(imperative of social justice) 그리고 일의 미래에 있어서 사람중심의 접근법을 촉구한 ‘일의 미래를 위한 세계노동기구 100주년 선언(2019)’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SSE 가치, 원칙 그리고 관례는 이러한 접근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장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 자기실현 그리고 정당한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SSE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과제와 기회 그리고 미래방향을 살펴본다. 
	143. SSE를 둘러싼 모멘텀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물론 SSE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점이 SSE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SSE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은 정보, 자금, 시장, 기술, 인프라 및 조달기회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과 경영기법, 생산성 및 품질 수준이 낮은 편이고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관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SSE에게만 한정된 과제도 있다. SSE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고 조합원/회원,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논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 및 민간기업과 SSE 사이의 연계성을 높일 경우에는 SSE 조직이나 SSE 기업이 그 핵심가치와 목표 중 일부를 이탈할 수도 있다. 외부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SSE 단위의 자율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에 SSE는 스케일-업 전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SSE 가치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SSE 단위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에게 그다지 큰 매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SSE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미흡하다면 SSE 모델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SSE 단위와 그 파급효과에 관하여 적절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것도 연구, 정책 및 실무차원에서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 
	144. 노사정 3자의 참여 그리고 관계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조직/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SSE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변화하는 노동의 세계에서 SSE의 미래는 정부, 사회적 파트너, SSE 수직 및 수평구조 그리고 기타 개발파트너의 일치된 행동(concerted action)에 달려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의 미래를 추구하는 사용자조직과 노동자조직은 전략적 선택지로서 SSE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사용자조직은 SSE 단위의 참여확대를 검토하고,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조직은 노동자조직 가입과 관련하여 SSE 노동자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SSE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SSE 단위와 그 수직, 수평구조는 SSE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조직, 노동자조직, 정부기관 및 비정부단체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145. 지속 가능한 SSE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SSE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SSE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적 또는 공적 목적(social or public purpose), 이윤분배의 금지 또는 제한(prohibition or limitation of profit distribution)과 같은 SSE 가치와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중요시하는 개발방식과 들어 맞는다. 이러한 목표는 적법한 이윤추구 요구와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영리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SE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희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기실, 지속 가능한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다른 모든 종류의 기업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146.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SSE와 여타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정성이나 평등한 대우를 말한다. 그러나, 평등한 대우의 원칙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일부국가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SSE 단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일반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SSE 단위는 불리한 정책과 법적 환경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SSE 단위는 설립, 운영 및 확장에 장애가 되는 관료주의나 규제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만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하게 모델이라는 선입견이 반영된 일련의 조치들도 SSE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권고 제193호 입안과정에서 거론된 공정한 경쟁의 장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은 SSE 전체에 적용된다. 정부는 SSE 단위의 성격과 기능에 걸맞고 SSE 가치와 원칙이 반영된 지원정책과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유리한 정책환경이라면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로부터 SSE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SSE 원칙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SE 단위는 국내법과 관례에 따라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업이나 사회조직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47. SSE 가치와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SSE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SSE 진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일부국가는 이를 헌법에 반영하여 SSE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SSE 법률을 제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느 수준의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은 접근방식에서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은 전국적 시행에 앞서 일종의 실험이 될 수 있겠지만 지자체별 격차에 의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기본법 또는 모든 SSE 조직형태를 상세하게 다루는 특별법 등 법률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SSE 조직형태에 관한 현행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정리한 기본법은 향후 제정되는 각종 법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가치, 원칙, 조직형태 및/또는 경제활동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SSE를 정의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SSE 단위 또는 특정한 SSE 조직형태를 식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148. SSE를 진흥하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입각하여 ‘유리한 정책’을 채택 및 시행해야 한다. 유리한 정책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49. 일반논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SSE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하에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SSE의 기여를 증진하기 위해 사무국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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