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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개정경과

□ 법 제정 배경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게 됨

-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08년 금융위기시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

** '09년 UN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 각국의 협동조합 관련 입법 현황 >

▪ 기본법 체제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태국 등
▪ 기본법 + 개별법 한국(기본법 제정 후), 프랑스, 러시아
▪ 개별법만 존재 한국(기본법 제정 전),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 민법, 상법 형태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뉴질랜드등
▪ 기타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ㅇ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제한

- ‘협동조합 ’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 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 다수

* 출자자와 이용자의 일치, 1인 1표의 사업운영, 사업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

** 전국적으로 약 4천여 개의 협동조합 지향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협동
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를 발족하여 입법청원(‘11. 10월)

  

<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
ㅇ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농식품부), 엽연초조합(기재부),

산림조합(산림청)
- 2차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청)
- 3차 산업 : 신용협동조합(금융위)․새마을금고(행안부)
ㅇ 소비자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ㅇ 사회양극화 확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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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개정 경과

ㅇ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로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11.10.12, 기재위)

ㅇ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11.12.29) 및 국무회의 의결(’12.1.17)

ㅇ 협동조합기본법 공포(‘12.1.26) 및 시행(’12.12.1)

ㅇ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4.1.21)

ㅇ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7.22)

ㅇ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14.12.30) 및 시행(’15.7.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5.7.1)

ㅇ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16.3.2)

※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뒤편의 「참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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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1 1 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16.3.2)16.3.2)16.3.2) 내용 내용 내용

□ 연합회에 국가나 시·도명칭 사용 허용

ㅇ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협동조합 등기 항목에 임원(이사장 제외) 주소 제외

ㅇ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재 항목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주소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 연장 및 기한 내 미등기 사회적협동

조합에 대한 제재 완화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

ㅇ 설립등기 기한 내 미등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기존에는 ‘인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제재를 완화

□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연장

ㅇ 출자금 변경 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능한 비영리법인 확대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 민법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의결요건 완화

ㅇ 민법 및 기타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에서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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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222 「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15.7.1)15.7.1)15.7.1) 내용 내용 내용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

ㅇ 협동조합의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ㅇ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협동조합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ㅇ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심의회 개최 주기 원칙을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

□ 비조합원(비회원)의 사업의 이용 허용 

ㅇ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

ㅇ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조합원(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비회원)도 사업을 이용 가능

* 연합회에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

ㅇ 2012.12.1.일 이전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 한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기한을 2015.11.30일까지 1년 더 연장

(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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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참고 3참고 3 「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14.1.21)14.1.21)14.1.21) 내용 내용 내용

□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 금지

ㅇ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지자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오해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선거관련 규정 

ㅇ 범죄구성․형벌 부과 시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하여야 하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삭제(죄형 법정주의 위반)

□ 정치적 중립성 강화 

ㅇ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또는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 신설

□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ㅇ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가능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신고 및 등기 등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조항 신설

□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허용

ㅇ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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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동조합 개요

가가가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기본법 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하고 있음

ㅇ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ㅇ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ㅇ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ㅇ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협동조합기본법 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등”

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등”

으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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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 특징특징특징

ㅇ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ICA 홈페이지 : www.ica.coop)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
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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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ㅇ 경제주체별 효과

-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함

-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축산 농가는 다른 우유업체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농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원유를 납품

-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 가능

ㅇ 경제적 효과

-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ㅇ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

시스템 보완

-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ㅇ 기타

-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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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 다른 조직과의 비교 다른 조직과의 비교

□ 협동조합은 상법 상 “회사”, 민법 상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과 사업목적⋅설립 및 운영 방식⋅책임⋅

범위⋅규모⋅성격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 협동조합과 「상법」상 회사

ㅇ 상법 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

-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

ㅇ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

한다는 점에서 상법 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ㅇ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 상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 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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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 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과의 관계

ㅇ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

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① 독립된 조직형태일 것 ②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지역사회 공헌형 중 하나에 부합할 것 ④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⑤ 정관에 법정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등

ㅇ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ㅇ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법 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임

사업 근거 주무부처 사업내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위탁사업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에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행정자치부
▪도농 소득․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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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1 1 1 「협동조합」과 「회사」의 차이「협동조합」과 「회사」의 차이「협동조합」과 「회사」의 차이

협동조합 (조합법) 주식회사 (상법)

목 적
△자주ㆍ자립ㆍ자치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상생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회사)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설립목적
운영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투기목적의 행위 금지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금지
△다른 협동조합등과 상호협력, 공동사업

△영리 목적

공직선거 △특정정당 지지 금지 △없음(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1주 1표(주식회사)
* 1좌 1표(유한회사)

제명
△일정기간동안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제명 가능

△없음

사업

△아래 사업을 반드시 포함(일반)
- 조합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등
- 협동조합간 협동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에 기여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권익증진
-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22개 행위로 구분(상법제46조)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등

운영의
공개

△경영공시자료 게재(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개(주식회사)

적립금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법정적립금
으로 적립

△없음

배 당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주총 결정사항

잔여재산
처리

△해산시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
재산은 연합회 등 귀속(사회적협동조합)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없음(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자금조달
금융사업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출자금 한도내에서)

△다양한 금융사업
(단 금융업법 적용)

출자방식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 없음 △채권, 유상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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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2 2 2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

구분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민법상
사단법인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허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시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
회사 등 일반

경제
활동
분야

의료
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삼성전자

(주) 등
세무법인
하나 등

Dream
Works
Animation

법무법인
율촌 등

미래에셋
PEF 등

영 리 법 인 비영리법인

사 회 적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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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협동조합기본법 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

ㅇ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과

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 ’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여 ’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이후,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

- 별도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 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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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동조합 업무체계

□ 기획재정부

ㅇ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업무 총괄

ㅇ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운영

ㅇ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등

□ 중앙행정기관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설립⋅정관변경⋅합병⋅분할), 해산신고 수리 , 청산

사무의 감독 , 해산등기 촉탁 , 감독 , 설립인가 취소 , 청문 ,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

ㅇ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 정관 등

설립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벌칙⋅과태료 부과

ㅇ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참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ㅇ 협동조합 교류협력⋅경영지원⋅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업무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한 내용의 확인,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 등

□ 중간지원기관

ㅇ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인가지원,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등 협동

조합 설립․운영 지원(전국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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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

가가가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기본법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ㅇ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

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함

ㅇ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 (APPLE) 협동조합 ),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

하는 것은 안됨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

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

□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 금지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사용 금지)

ㅇ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엽연초협동조합 , 중소기업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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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기본법 제3조(명칭) 및 시행령 제2조(명칭)

법 제3조(명칭)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

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

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중복 또는 및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ㅇ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 시․도 및 중앙부처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신청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여부 확인

-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1항제1호 )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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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의 중복 금지

ㅇ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ㅇ 동일명칭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 입력

□ 명칭의 혼동 금지

ㅇ 사업구역과 사업분야⋅조합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 최소화

사업구역과 사업분야 병기 사업구역과 조합원의 구성 병기

성수 수제화 협동조합
은평구 어린이집 협동조합
부산 수산유통 협동조합

서울 상담전문가 협동조합
송파 행정사 협동조합
제주 감귤생산자 협동조합

- 고유명사만 사용하거나 , 고유명사와 업종 병기 가능

(ex. 늘푸른 협동조합 , 두리베이커리 협동조합 )

- 사업, 구역, 조합원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협동조합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명칭사용 지양

(ex. ** 협동조합 중앙회 , ** 협동조합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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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연합회의 명칭 연합회의 명칭 연합회의 명칭

연합회의 명칭 관련 법령

법 제3조(명칭)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
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군ㆍ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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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됨

□ 연합회 명칭 사용 기준

ㅇ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 대한민국 , 대한 , 한국 , 코리아, KOREA, Republic Of Korea,
ROK 등 국가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전국’, ‘국가’ 등과 같이 국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

- ‘중앙’, ‘고려’ 등 비국가명칭과 과거의 국가명칭 사용가능

ㅇ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SEOUL, SEOUL Metropolitan 등 시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경상남도, 경상도, 경남도, 경상, 경남, 영남, Gyeongsangnam-do,
Gyeong-Nam 등 도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ㅇ 다만 ,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과 업종 등 다른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허용

예시 ) 한국안경협동조합연합회 , 경북사과협동조합연합회

시행규칙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제2조(명칭 사용 요건) ① 시행령 제2조제3항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에따라 명칭 사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는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협동조합 수는 명칭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협동조합
수(인가받은 누적 사회적협동조합 수) × 55.5%(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운영률)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법 제80조 및 제11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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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합회의 성격 , 사업분야 , 내용 , 사업구역 ,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 사용

- 연합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용

예시) 내고장 특산물 협동조합연합회

- 업종별 연합회의 경우 업종 표기

예시) 광주 체육도장 협동조합연합회

-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

ㅇ 예외적으로, 출자금, 회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가능

예시 ) 한국협동조합연합회 , 서울협동조합연합회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ⅲ)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ⅳ)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전체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 일 것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ⅱ)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의미)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회원이 분포

되어 있을 것 ⅲ)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군ㆍ구에 집중

되어 있지 아니할 것 ⅳ)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시·도내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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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은 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음

ㅇ 이때 ,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 119조제 1항제 3호 )

□ 연합회 명칭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ㅇ 이의신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

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

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명칭의 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 이의신청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ㅇ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가능



34

 2. 법인격과 주소

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법인격

ㅇ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

하여 구성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법인으로서 ,

‘영리법인 ’으로 해석

ㅇ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 ’

으로서 ,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배당 금지

□ 주소

ㅇ 주소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로 구분

- “주된 사무소”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하며,

- “지사무소”란 주된 사무소 이외의 모든 사무소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음

ㅇ 정관상 주소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까지 명시 가능

- 예시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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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동조합의 의무

□ 기본원칙 (법 제6조)

ㅇ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

ㅇ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ㅇ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 금지

□ 협동조합의 교육훈련 및 상호협력 (법 제7조)

ㅇ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ㅇ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

- 정관에 조합원(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반드시 포함

(법 제45, 80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법 제9조)

ㅇ 협동조합은 공직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

ㅇ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하는 행위 및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개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가능)

ㅇ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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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동조합 정책

가가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 기본계획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법 제11조 )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ㅇ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여건 조성

-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4∼‘16)

ㅇ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ㅇ (4대 핵심전략) △ 시장참여기회 확대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교육확대 및 인력유입 활성화 △ 협동조합 간 네트

워크 활성화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7∼‘19)

ㅇ (목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ㅇ (4대 핵심전략) △ 자생력 제고 △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

네트워크 강화 △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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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가-1가-1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ʼ̓̓17∼17∼17∼ʼ̓̓19)19)19)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7~2019년)

2017. 1.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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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월)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

(’13.12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16.12월 기준 10,640개)

ㅇ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간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으로

비용절감 및 사업의 규모화 진행

* (동네빵네협동조합) 개인 빵집이 모여 원재료 공동구매 및 공동브랜드 개발

ㅇ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한국택시협동조합) 택시기사가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근무일수

단축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배당금 및 수당 등을 통해 급여 수준 향상

ㅇ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에 직접 참여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 (서대문부모협동조합) 부모들이 공동육아 방식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ㅇ 청년창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대 기여
* (성북신나 협동조합) 청년들이 문화콘텐츠 생산,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 다만, 협동조합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모델 미비 및

영세성 등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은 낮은 상황

* 설립된 협동조합중 44.5%가 휴․폐업 상태이며 운영중인 협동조합도
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2차 기본계획 (‘17~’19)에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 반영 필요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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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ㅇ 2015.3.～12.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하단 참조)

ㅇ 2015.7. 제1차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워크숍 개최

ㅇ 2016.1.~3.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ㅇ 2016.4.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 심의회 의결

ㅇ 2016.5.～10.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ㅇ 2016.6.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ㅇ 2016.7.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선진 정책 조사 연구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ㅇ 2016.10.～11. 협동조합 유관기관 기본계획 수립 의견 조회

ㅇ 2016.1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참조: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운영율) 설립 이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55.5%

○ (평균 조합원 수) 47.3명이며 10인 미만 소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52%

○ (평균 자산) 5,744만원 수준이며 출자금은 4,069만원, 조합당 매출액은 2억
1,402만원

○ (평균 종사자) ‘13년 7.1명에서 ‘15년 8.2명으로 증가

○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 정규직 월 평균 143만원 수준이며 전체 피
고용인의 81.9%가 4대 보험에 가입

○ (지역사회 공헌) 전체 49.4%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4년 1년간 사회 공헌 활동 금액을 환산하면 약 90억원

○ (필요한 정책) 판로지원(40.7%), 금융 인프라 확보(17.7%),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6.7) 등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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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역할 수행

ㅇ (설립 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 이후 총

10,640개(’16.12월 기준) 설립*

- 도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농림어업, 문화예술 등 금융업을

제외한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사업 수행

* (설립 누계) ‘13년 3,197개→’14년 6,010개→‘15년 8,476개→’16년 10,640개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 수 변화 추이>

ㅇ (고용창출) 정부의 직접지원 없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산업전체 평균을 상회

*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등타사회적경제정책은인건비및사업개발비 등 지원

** (평균 종사자) ‘13년 7.1명→‘15년 8.2명으로 증가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21.4명으로 全산업

평균 취업계수(6.4명)보다 높음(‘15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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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 만족도 향상 )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조합원간

신뢰도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일반 영리회사 이직률(22.3%) 대비 협동조합 이직률(4.8%)이 낮고(‘15년

실태조사) 조합원간 신뢰도 및 직원 충성도가 높음(’16년 KDI조사)

ㅇ (높은 생존율) 타 법인 사업체 대비 기업 생존율이 높은 편

* 협동조합의 3년 기업 생존율은 93.1%로 소상공인(66.3%)이나 2인 이상

일반기업(51.7%)보다 높음(‘15년 실태조사)

ㅇ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중 49.4%가 자원봉사, 생산물품

및 현금 기부 등을 시행

* 848개 협동조합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협동조합 취업자의 14.1%가 취약계층(‘15년 실태조사)

□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 여건 조성

ㅇ (시장진입 원활화) 물류, 복지, 유통, 교육 등의 분야에서 타

법인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협동조합을중소기업범위에포함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완화하여중소기업및사회적기업과동등한혜택부여등 25건시장진입개선

-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증가, 학교협동조합 확산 등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 확대

* ‘15년 319개 공공기관에서 총 264억원의 구매실적 발생

ㅇ (자금조달 개선) 보증제도 요건 완화*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허용 등을 통해 자금 접근성 제고

* 협동조합희망보증대상업종확대(5개→네거티브방식) 및협동조합특례보증의

보증요율과 한도 조정(보증요율 1%→0.8% 인하, 보증한도 3→5천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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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양성) 제도 초기 협동조합 설립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 표준교육교재 개발, 온라인 상시 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교육등맞춤형교육과정을통해 ‘14년 5,909명, ’15년 10,081명교육참여

** 협동조합의날 기념식 및 로고 슬로건 공모전 등 대국민 홍보 추진

ㅇ (연대 협력 확대) 협동조합간 협업을 위해 연합회 설립

(54개) 및 광역단위 연합회 설립* 허용

* 연합회 설립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가능

- 개별법 협동조합,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확대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

* 농협, 수협 등과 협동조합 상품 기획전 개최, GS홈쇼핑과 MOU 체결

등으로 TV 및 온라인 상품몰에 협동조합 제품 입점

ㅇ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기에

적합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공모전을 통해 88개팀 중 12팀의 창업팀을 선발, 신협 등 선배 협동조합이

사업 모델 수립 및 창업 컨설팅 등 지원

2. 한계

□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협동조합 자생력은 높지 않은 상황

ㅇ (낮은 가동률) 수익 모델이 미비하여 未운영 또는 폐업한

협동조합 다수 발생

*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55.5% 수준(‘15년 실태조사)

ㅇ (영세한 규모) 협동조합의 자본 및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등

일반 영리기업 대비 낮은 수준

* (월매출액) 협동조합1,682만원(‘15년실태조사),창업기업2,247만원(‘13년창업기업실태조사, 중기청)

** (자본금) 협동조합3,929만원(‘15년실태조사), 창업기업8,804만원(‘13년창업기업실태조사,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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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금 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

ㅇ (자금조달의 어려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정책이

부족하고 자금조달 제도의 효과성 미흡으로 활용 실적이

낮음

* 협동조합 보증제도 활용 실적은 총 178건, 52.7억에 불과하며 연합회

공제사업의 경우 실제 신청 사례가 없음(’15.9월)

<참조: 협동조합 자금조달의 어려움 사례> 

ㅇ (사례1)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평균 2,500만원의 출자금이 필요
하였으나 협동조합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차입에 의존

ㅇ (사례2) 청소원들이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자체 청소용역을 수행
하려고 하였으나 청소용품 등 초기비용(3,000만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 부족) 설립 절차 안내 및 이론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회계 등 전문교육 부족

* 교육대상자 중 약 20%만이 경영 교육 수료(‘15년 실태조사), 교육 내용중

가장 부족한 부분을 경영 등 운영 전문 교육이라고 응답(’16년 KDI 조사)

- 협동조합 경영 및 중간지원기관의 심화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부재

ㅇ (연합회 활성화 부족) 연합회 설립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표성을 갖고 연대 사업을 수행한 사례와 경험 부족

* 협동조합 중 50% 이상은 연합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업종 지역별 연합회 활동 현황은 매우 미흡(‘15년 실태조사)

□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공공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

ㅇ 협동조합을 사업체가 아닌 사회운동단체로 인식하거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

ㅇ 공무원의이해부족으로민간위탁입찰참여제한등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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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비전

 

목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4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

자생력 제고

1. 판로 개척 지원

2. 자금조달 경로 확대

3. 내부 역량 강화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4.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5.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

7.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8. 민관 파트너십 강화

9.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인식개선
10. 대국민 홍보 강화

11.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추진기제
○지역밀착및규모화된유형별협동조합이주도적역할

○정부는 정책 사업 환경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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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력 제고

1. 판로 개척 지원

◇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 및
상품 경쟁력 제고

□ 민간․공공 유통 인프라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연계

ㅇ 협동조합 제품의 품질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통 매장**

입점 지원

* 상품․유통 전문가 진단․평가한 제품의 품평회, 우수상품 기획전 개최

(‘17년 대도시 중심으로 시범실시 → ’18년 중소도시로 확대)

** 민간(백화점,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공공(중소기업 전용백화점,

중소기업 정책매장,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

ㅇ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중 협동조합의 활용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참여 요건 완화 추진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판매전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및 홍보 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ㅇ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지표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등 우선구매 확대 유도

ㅇ 협동조합 상품몰을 구매종합 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 (현행) 협동조합 상품 소개 → (개선) 지자체 쇼핑몰과 상품정보 연계,

수요도 분석, 상품 소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ㅇ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대상 공공구매 워크숍 개최 확대* 등을

통해 우선구매 교육 및 상품 정보 제공 강화

* 6개 권역별 1회씩 총 6회 개최

ㅇ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우선구매 마크를

추가하여 구매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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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 촉진

ㅇ 기본법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을 위해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협력사업(‘16년 시범 실시) 확대

* (‘16) 경영교육및우수제품기획전→ (’17) 경영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으로 확대

ㅇ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을 허용하여 협동조합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 추진(‘17년 중)

*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 등

2. 자금조달 경로 확대

◇ 정책자금 등 외부 자금 접근성 제고 및 자생적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업모델로 정착

□ 정책 자금 활용 제고 및 외부 투자자원 유인 확대

ㅇ 한국에 맞는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외부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협동조합금융 전략방안* 마련(‘17년 말)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18년∼)

* 협동조합이 제도상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소유구조 등에서 기존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실제 대출 활용 실적은 거의 없음

 ㅇ 협동조합 특례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등 협동조합 전용 
보증* 이용에 대해 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보증심사기준이 일반보증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100% 보증임에도 불구

하고 협동조합 보증신청건수가 적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ㅇ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출심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협동조합은과점주주가없기때문에(총출자금대비 30%초과출자불가), 협동

조합에대출시이사장등임원을영리기업의과점주주로보고대출가능토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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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내부자금 보유를 적극 유도

* 조합원 사이에 배분할 수 없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에
승계되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세제혜택 부여

ㅇ 회원조합 잉여금 적립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합회 자체

공제기금 마련

* (사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상호기금으로 매년 잉여금의 3% 납입을

의무화하여 고용 확대, 융자 지원 등에 활용(납입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 관련 협동조합이 연합회 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을 허용하여 연합회 내에서 신협

등이 공제 사업 추진

3. 내부 역량 강화

◇ 경영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협동
조합 운영 내실화

□ 단계별 전문화된 경영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협동조합 성장단계*에 맞는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 (설립단계) 설립행정, 사업계획서 작성, 수익모델 수립 등, (운영단계) 회계·

세무, 인사·노무, 마케팅, 홍보 등, (퇴로단계) 해산절차 등

ㅇ 협동조합 운영 경험이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 , 업종별

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확대

* 학교협동조합(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쿱), 돌봄(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의료협동조합(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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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부진, 관리역량저하 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온라인) 도입

-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경영자문단*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 지역내 마케팅, 조직관리, 법률, 협동조합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협동조합 경영진단 운영절차>

상담접수
(중간지원기관/
상시상담기관)

⇨
해당지역분야전문가상담

(중간지원기관/
상시상담기관)

⇨

유선·온라인 진단 및
문제 해결지원
(중간지원기관 /
상시상담기관)

⇩(미해결상담건)

현장방문단추천및승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현장방문 및 해결지원
(협동조합 경영자문단)

□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ㅇ 기존 경영지도사, 컨설턴트, 협동조합 실무자 등을 협동조합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공인자격 제도(가칭 협동조합

지도사)* 도입

* (예시) 진흥원 주관(추후 민간위탁)으로 일정한 요건(민간의 협동조합 전문과정

이수자, 개별법 기본법 협동조합 장기근무자, 경영지도사 중 일정기간 실무
경력자 등)에 해당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자격증 발급

ㅇ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대학 내 비학위 단기과정(1년)

개설**을 지원하여 지역단위 전문가 육성

* (수도권) 서울대 협동조합 경영 전문가 과정(비학위), 성공회대, 한신대

협동조합 대학원 과정을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

** (‘18년) 시범적으로 1개 대학 비학위 과정 신설 → (’19년) 3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확대

ㅇ 협동조합 교육 역량 강화 및 상시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풀 활용 확대

* 지역․업종․분야별 전문가, 개별법 협동조합 은퇴자, 프로보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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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1.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프랜차이즈를 통한 비즈니스 확산 및 프리랜서 등의 고용

문제 해결 등 협동조합 방식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 기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확산

ㅇ 가맹 본부 설립 운영(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영세 자영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조합원으로 참여)로 설립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발굴 연구 용역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중기청)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시범추진(’17년～)

*** (사례) 소셜카페 협동조합(마을카페 8개), 와플대학 협동조합(49개)

□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개발

ㅇ 간접고용,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 방송, 언론 등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IT 산업, 번역 등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협동조합이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사회보험,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은 사업자 직원의 수수료
(7～15%)로 운영하되 3년 이내에 개인 창업을 유도

***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도입방안 마련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 성공 모델 확산

ㅇ 직원협동조합 모델 확산을 위한 초기 자금조달 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 등과의 제도적 연계 방안 마련

* 신규 창업 및 기업 인수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예 :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장년고용지원등고용지원사업과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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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 진입 환경 조성 및 경쟁력 제고

□ 시장 진입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ㅇ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활용 가능한 제도적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시장 참여 유도

* (규정) 민간위탁 대상에 협동조합 未 표기, 이전실적불인정으로 경력 미달(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전환한경우) 되어대상에서제외등의불이익사례방지

** (제도)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현재 사회적기업 +1.7점) 부여 등

ㅇ공공기관 계약·구매 담당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사업별 위탁 근거, 위탁 우수사례, 협동조합의 조직특성, 운영 현황 등 소개

ㅇ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수요*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요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 (공공시장의 민간위탁 수요 2015년 기준) 5조 3,087억원으로 총 9,556개

영리․비영리 업체가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에서 민간위탁 수행중

**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동조합 구매 정보망에 민간위탁 조달정보 추가

□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수행능력 제고

ㅇ 민간위탁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수탁이 어려운

협동조합에 대해 입찰 절차 등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ㅇ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 수행능력, 세부 서비스 기준, 공급가격 등의 표준화 추진*

* 서비스 표준화가 용이한 교육, 돌봄 분야 시범실시(‘17년)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업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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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ㅇ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16년 시범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 협동조합 이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6년) 12개팀 → (‘17년) 24개팀 → (’19년) 50개팀으로 지원대상 확대

ㅇ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모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OOP-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신설(‘18년)

* 일반협동조합 분야와 사회적협동조합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자는 창업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

ㅇ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한도 상향(0.7→ 1억원)

□ 예비 창업자에게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 기회 제공

ㅇ 예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모델개발, 자금준비, 조합원

확보 등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협동조합 창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창업 기회 확대

* 중소기업청 창업사관학교, 스마트 창작터 프로그램 등

ㅇ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 등 시니어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및 확산

* 교육, 멘토링 등 시니어 창업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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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강화

1.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 부처별 정책, 법령의 연계를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별 해소 및 규모화 유도

□ 법 제도 정책 상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ㅇ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농어업법인) 자금·컨설팅·교육 등

ㅇ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기업 수준의

세제상 혜택 부여 방안 검토

* 사회적기업은 한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19년까지), 취 등록 면허세(50%, ’18년까지), 재산세(25%, ‘18년까지) 감면

ㅇ 개별법 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 등을 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방안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 등

□ 협동조합 규모화 유도

ㅇ 전문자격업종*에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 개선 검토

* 공중위생관리법(이미용사), 의료기사법(안경사), 수의사법(수의사) 등

<참조 : 전문자격사 업종의 규모화를 위한 창의적 대안(동물병원 사례)> 

ㅇ (필요성) ‘서비스 경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성장에 한계

- 현재 ‘동물병원’은민법또는특별법상비영리법인으로한정(수의사법 17조*)

*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 불가

- 현재 영리법인 허용은 개인사업자의 반발로 애로

- 대안으로서 수의사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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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 파트너십 강화

◇ 민·관 협동조합 업무협의체 신설,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 협동조합 업무 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ㅇ 시 도 단위 협동조합 협의회, 연합회 등 민간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17년∼)

* 법적 공식기구인 협동조합 정책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

ㅇ 시도 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개정 및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별 우수 지원 사례 발표 등

□ 지역내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ㅇ 협동조합 공인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연장(1년→3년)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성 확보

* (현행) 사회적경제분야1년이상경력자→ (개선) 협동조합공인자격증보유자(‘18년)

ㅇ 기존 협동조합 설립 상담 중심에서 창업 컨설팅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중간지원기관 업무 재설계(~‘18년)

ㅇ 중간지원기관과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지원조직 간

역할 분담***으로 협동조합 지원 중복 방지(~‘18년)

*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진흥원 중간지원기관과 지자체 지원조직간 설립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판로, 교육 등 업무를 분담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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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 행정 절차 개선 및 협동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구축으로 정책 서비스 품질 향상

□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ㅇ 협동조합 설립 변경 폐업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강화

* 법원행정처(법인등기), 국세청(사업자등록), 지자체(신고·변경) 등

ㅇ 복잡한 해산 절차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및 휴면조합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휴면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추진

* (예시) 일정기간 사업 미수행시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안에

사업재개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으로 간주하여 법인등기 소멸

ㅇ 경영공시 항목 개편* 및 일반협동조합 공시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경영공시 정보 활용도 제고

* (예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액 기재 등

**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을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축소

□ 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에 활용

ㅇ 협동조합의 재무적 성과와 취약계층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성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Coop-Index 개발 및 보급

* (‘17년) 사회적가치측정지표(SROI) 등관련연구자료분석및성과지표 Pool 구축

→ (’18년) 파일럿테스트를통해지표확정→ (’19년) Coop-Index 개발및보급

ㅇ 판로,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우수 협동조합 포상

등에 Coop-Index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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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개선

1. 대국민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와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우수 비즈니스 모델 확산으로 긍정적 이미지 제고

ㅇ 확산 효과가 높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유형별

우수사례를 카드 뉴스, 동영상 등으로 제작 배포

* (현행) 연 1회 책자 형태 사례집 제작 → (개선)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SNS를 통해 확산 유도(월 2회)

ㅇ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청년 및 실버세대 협동조합가의

강연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대중적 이슈 확산

* 전국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신설 및 협동조합 주간행사와 연계

□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

ㅇ 개별법 협동조합과 공동 콘텐츠 제작(슬로건, 영상 등) 및

홍보 인프라 연계* 등 홍보 협업 체계 구축으로 협동조합

붐업 조성

* TV 신문 등 미디어 광고, 홈페이지, 농민신문 등 소식지, 대학생 서포터즈,

전국 지점 매장 포스터 부착, ATM 안내문, 전광판 등

ㅇ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치,

정책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심포지엄, 정기 포럼 개최

* ‘17년 시범적으로 심포지엄 등 2회 개최, ’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협동조합 행정 관련 일선 공무원 인식 개선

ㅇ 신고 인가, 사업자 등록, 등기 등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17년부터 권역별로 반기별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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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협동조합의
사회 경제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내 협동조합의 성장과 역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ㅇ 학교 협동조합 확산 및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이
직접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 확대

*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진, (교육청) 교내 매점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 관련 조례 개정

ㅇ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17년) 전국 20개 중학교에자유학기제운영, (’18년) 청소년 협동조합캠프개최

ㅇ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습 이수 시간 인정이 가능한 교직원
대상 협동조합 연수 프로그램 신설(‘17년 하반기 시범 실시)

ㅇ 청년층의 협동조합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교양 및 전공 연계 과목 개설

* ‘18년 3개교에 시범 운영 후 ‘19년 5개교까지 확대

□ 국내 협동조합 제도 및 성과 공유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ㅇ 국내 협동조합 현황 및 성과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 정기 간행물 등 제작․배포

* (‘17년) 영문 홈페이지 개설, (’18년) 정기 간행물 제작

ㅇ 해외 유명 활동가 초청 및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 개최로
국내외 협동조합 이슈 확산

ㅇ 국내외 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및 현장 탐방․연수 지원

*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인턴 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사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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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1. 자생력 제고

1-가. 판로 개척 지원

1-가-1.민간 유통 인프라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연계
기재부
중기청

ㅇ 품질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유통 매장 입점
지원

기재부
중기청

ㅇ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중 협동조합의 활용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참여 요건 완화 추진

기재부
중기청

1-가-2.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

기재부
중앙부처
지자체

ㅇ 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지표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

기재부
행자부

ㅇ 협동조합 상품몰을 구매종합 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기재부
지자체

ㅇ 공공구매 워크숍 개최 확대 등을 통해 우선구매
교육 및 상품 정보 제공 강화

기재부
지자체

ㅇ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우선
구매 마크 추가

기재부
조달청

1-가-3.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활성화
기재부
소관부처

ㅇ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확대 기재부

ㅇ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 기재부
소관부처

1-나. 자금조달 경로 확대

1-나-1. 정책 자금 활용 제고 및 외부 투자자원 유인
확대

기재부
소관부처
금융위 등

ㅇ 외부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협동조합
금융 전략방안 마련

기재부
소관부처

ㅇ 기존 정책자금 내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
으로 활용

기재부
중기청

Ⅳ.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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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ㅇ 협동조합 전용 보증 이용 홍보 강화 기재부

ㅇ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

기재부
금융위 등

1-나-2. 내부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재부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불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내부자금 보유 적극 유도

기재부

ㅇ 회원조합 잉여금 적립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합회 자체 공제기금 마련

기재부

ㅇ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 관련 협동조합의
연합회 공제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기재부

1-다. 내부 역량 강화

1-다-1. 단계별 전문화된 경영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재부

ㅇ 협동조합 성장단계에 맞는 운영 중심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 보급

기재부

ㅇ 개별협동조합, 업종별 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확대

기재부

ㅇ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온라인) 도입 기재부

1-다-2.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기재부

ㅇ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을 위한 민간공인자격
제도 도입

기재부

ㅇ 수도권 이외 지역에 비학위 단기과정 개설 기재부

ㅇ 전문강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 기재부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2-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2-가-1.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확산
기재부
소관부처

ㅇ 가맹 본부 설립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
패키지 지원

기재부
중기청



60

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2-가-2.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개발
기재부
고용부

ㅇ 근로 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기재부
고용부

2-가-3. 직원 협동조합 성공 모델 확산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직원협동조합 모델 확산을 위한 초기 자금조달
지원 및 제도적 연계 방안 모색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2-나.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나-1. 시장 진입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및 활용 가능한 제
도적 지원

기재부
소관부처

ㅇ 계약 구매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기재부
조달청
지자체

ㅇ 공공시장 수요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요기관과
공급자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기재부
조달청
지자체

2-나-2. 협동조합 민간위탁 수행능력 제고 기재부

ㅇ 입찰절차 등 계약 관련 컨설팅 제공 기재부

ㅇ 협동조합 서비스 분야 표준화 추진 기재부

2-다.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2-다-1.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기재부

ㅇ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체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기재부

ㅇ COOP-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신설 기재부

ㅇ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
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한도 상향

기재부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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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2-다-2. 예비 창업자에게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 기회
제공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기재부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에 협동
조합 창업 프로그램 포함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시니어 창업 모델 개발 및 확산 기재부

3. 네트워크 강화

3-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3-가-1. 법 제도 정책 상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

기재부
소관부처

ㅇ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
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방안 검토

기재부

ㅇ 개별법 협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 등을
협동조합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방안 검토

기재부

3-가-2. 협동조합 규모화 유도
기재부
소관부처

ㅇ 전문자격업종에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기재부
소관부처

3-나. 민관 파트너십 강화

3-나-1. 협동조합 업무 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민간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 관 업무협의체
신설 운영

기재부

ㅇ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 재 개정 및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기재부
지자체

3-나-2. 지역내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기재부
고용부
지자체

ㅇ 중간지원기관 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위탁기간
연장

기재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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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ㅇ 기존 협동조합 설립 상담 중심에서 창업 컨설팅
강화 등 중간지원기관 업무 재설계

기재부

ㅇ 중간지원기관과 자지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지원조직 간 역할 분담

기재부
지자체

3-다.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3-다-1.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협동조합 설립 변경 폐업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기재부

ㅇ 협동조합 경영공시 항목 개편 및 공시 대상
기관 확대

기재부

3-다-2. 협동조합 조직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

기재부

ㅇ 협동조합 성과평가지표(Coop-Index) 개발 보급 기재부

ㅇ 판로, 컨설팅 등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기재부

4. 인식개선

4-가. 대국민 홍보 강화

4-가-1.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기재부

ㅇ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유형별 우수사례 홍보 기재부

ㅇ 혁신적인 협동조합가 강연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등 대중적 이슈 확산

기재부

4-가-2.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기재부
지자체

ㅇ 개별법 협동조합과 홍보 협업 체계 구축 기재부

ㅇ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심포지엄, 정기 포럼 등 개최

기재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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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7년 ’18년 ’19년

4-가-3. 협동조합 행정 관련 일선 공무원 인식 개선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ㅇ 일선 협동조합 담당자 대상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기재부
소관부처
지자체

4-나.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4-나-1. 청소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

기재부
교육부

ㅇ 학교협동조합 확산 및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기재부
교육부

ㅇ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재부
교육부

ㅇ 교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신설 기재부
교육부

ㅇ 대학 대학원에 교양 및 전공 연계과목 개설 기재부

4-나-2.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재부
소관부처

ㅇ 협동조합 현황 성과 등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 및 간행물 제작 배포

기재부

ㅇ 해외 유명 활동가 초청 및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 개최

기재부

ㅇ 국내외 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및 현장
탐방 연수 지원

기재부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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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가-2가-2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ʼ̓̓14∼14∼14∼ʼ̓̓16)16)16)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2016년)

2013. 12. 27.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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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 배경

□ (경제 환경)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低성장 기조가 지속

ㅇ 정부는 보건․의료 등 복지지출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에 직면

ㅇ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 (협동조합의 부각) 협동조합은 일자리․복지․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협동조합의 장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UN은 ’09년 136호 결의문에서 ’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관련 법․제도 정비를 권고

ㅇ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생존율도 높아 고용 안정성에도 기여

* 향후 5년간 8,000～10,000여개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업자는
4～5만명(피고용자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보사연, ‘12.11월)

ㅇ 취약계층 고용 및 자활, 돌봄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 확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

ㅇ 은퇴 세대의 재능기부형 재취업,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

ㅇ 조합원의 1인 1표에 따른 상향식 경제 민주화로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 의식(Ownership) 제고 (조합원 = 주인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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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경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일) 이후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중점

* ’13.11월말 현재, 총 3,057건(월평균 255건)이 신고수리․인가되었으며,
상법상 회사의 월 평균 설립건수인 6,278건의 약 4.1% 수준

ㅇ 법인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 경제․사회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지정기부금 단체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

ㅇ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상담 및

경영컨설팅 제공

* ’13.4월 전국 7개(17개 기관 컨소시엄) 권역에서 업무 개시

ㅇ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2.2일 개통)

ㅇ 업무관계자(공무원 등)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주 토요일)’ 기념

행사 등 홍보 실시

* ’13.10월말 기준 설립희망자 등 국민 대상 교육을 300회 이상 개최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간지원기관)

□ (기본계획 수립) 법 시행 후 1년간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년)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
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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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 (개괄) ‘12.12월~’13.5월까지 신고수리․인가된 1,209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3.7월에 조사 실시

< 실태조사 주요 내용(요약) >

- 신생 설립이 대부분(97.7%)이며 도소매업(28.2%) 비중이 높고, 공동판매
(51.4%)가 주 수익 창출방식

- 제도 시행초기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이고, 평균 자산은
약 4천만원 수준

-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이며, 이 중 약 3.5명이
신규 고용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공 조달시장 우선권부여(31.5%),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23.8%)으로 조사

□ (분석) 협동조합은 ⓛ 시장 진입, ② 물적 자본, ③ 인적

자본, ④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요인 존재

ㅇ (시장 진입) 판로 미확보로 매출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부진

* 목표 매출액 평균은 약 1.8억원, 목표 이윤은 약 0.4억원이나, 2분기

달성도는 각각 26.6%, 15.5% 수준

ㅇ (물적 자본) 매출실적․담보 등 신용기반이 부족하여 투자

및 운영 자본 조달에 곤란*

* 협동조합의 투자․운영 자금은 대출금(2.4%) 등 외부자금보다 출자금

(74.4%) 등 자기자본이 대부분

ㅇ (인적 자본) 교육 부족, 전문가 부족, 열악한 고용 환경

등으로 유능한 인력 유치에 한계*

* 조합원 또는 직원으로 지속 참여 의사가 99.3%, 97.5%로 높은 편이나,
설립 前 협동조합 교육을 받은 조합원(58.6%), 보수(114만원～177만원),
4대 보험 가입률(정규직 약 60% 수준)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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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대․협력) 연대의 구심점 부재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

* 연합회에 가입한 곳이 9.2%에 불과하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합회 부재(38.9%), 관련 정보 부족(32.4%) 등으로 조사

□ (시사점)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ㅇ (시장 진입)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ㅇ (자금 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

ㅇ (인력 양성)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육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인적 역량을 강화

ㅇ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

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기본계획 방향)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력 양성, 연대․

협력의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ㅇ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하고,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달성*

* 추진기제(메커니즘)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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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4대

핵심

분야

 시장 진입 
시장참여 

기회 확대

 자금 조달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력 양성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연대․협력
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추진

기제

▷ 민간이 자주 ․ 자립 ․ 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 역할

▷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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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신생 법인인 협동조합에 대한 진입장벽 등 기존 법인*만을
위한 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으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특별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 등

□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 소득세․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일반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 연도별

추세를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등 주사업

(비영리)을 하고, 60% 이하는 부사업(영리)을 한다는 점을 고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을 명기

ㅇ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구매실적에 포함하여 공개*

* 공공기관에게 배부되는 DB 리스트에 협동조합 포함 및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조달 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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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령상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관련 개선과제 지속 발굴․개선

□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 허용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

법상 조세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도 적용 검토

□ 중․고등학교 매점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 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 시 조합원이 가진 인․허가 등을

유사․동일 업종에 한해 조합에게 인정 가능*한지를 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득하고 참여하는 경우 조합에게 이를 인정하여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



73

나.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활성화

◇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제고*

* 1970년대 중반 이후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

□ 사회적협동조합이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복지․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

ㅇ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강화

* (예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시 일부요건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사회적

기업 인증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포함 등

□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ㅇ 신규서비스제공자로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제공기관 지정제** 등 진입장벽 제거

* (예시) 현재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종류에 협동조합어린이집을 신설

하여 법인격을 가진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 기초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인 희망리본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등

ㅇ 부모협동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 지역자활센터를 취약계층 고용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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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 협동조합이 자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통로로 정책자금 활용

◇ 대내외적 위기 발생 시 대응력 제고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성 완화를 위하여 자금원천의 다양성 확보

□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ㅇ 대학생․은퇴자․경력단절여성*․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을 포함

*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성 친화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ㅇ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 정책

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의 홍보 강화

□ 일반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 , 투자

조합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내부자금 확충 검토

* 내부 유보되어 향후 손실 대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조합원 사이에
분배될 수 없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Unallocated Collective capital)으로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등의 비분할 적립금으로 승계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

□ 자금 공급 및 사업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을 유도

* 협동조합 매출액 일정비율, 특별법상 협동조합, 대기업 등의 매칭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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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자원 활용

◇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존
자금시장 이용에 불리한 여건 보완

□ 지역신보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하는 특례보증의
업종 및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 지역신보는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천만원 이내 지원하며, 신용보증
기금은 제조업․도매업 등 업종을 한정하여 1억원 이내 지원

□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

* (예시) 현재 수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10등급
등 취약계층이 조합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등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 확대

ㅇ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익숙한 협동
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차별 없는 자금
조달 추진

ㅇ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용

□ SIB,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ㅇ SIB*(사회성과연계채권)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등 사회환경 문제를 해소

* (Social Impact Bond) 투자자 자금으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성과를
낼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

ㅇ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크라우드 펀딩* 등의 금융자원 활용 유도

*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하여 익명의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화, 공연, 음악, IT 등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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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양성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가.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가치․철학을 공유하면서 협동조합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형 인력 양성

□ 협동조합 임직원별* 창업단계별** 교육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내실화

* (실무자) 재무회계, 마케팅 등 (임원) 리더십, 의사결정, 인사 등

** (창업전) 정관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후) 경영원리·노하우 등

ㅇ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보완

ㅇ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협동조합 관련 기관* 활용으로

시간·장소 상의 제약을 줄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 등

ㅇ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사업수익모델 구축, 회계·인사운영 등 전문적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

ㅇ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중간지원기관 및 연합회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검토

* 은퇴 전문인력,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영․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풀을 구성,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인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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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협동조합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ㅇ 각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추진

ㅇ KAIST 등 국내 유수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

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

ㅇ 시범적으로 교수, 교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

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나.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협동조합의
설립․가입․이용을 활성화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유도

□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관련내용을 반영

* 협동조합형 중․고등학교 매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생활 체험 유도

□ 협동조합의 대표적 비즈니스 사업모델*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 분야**를 인큐베이팅하고, 성공사례 홍보

* 주택, 에너지, 지역재생 등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 등

ㅇ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국제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

모델 책자 발간

□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

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ㅇ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 우수사례는 관련 매체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성공 비즈니스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후발 협동조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ㅇ 지자체가 주관하는 협동조합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 홍보 및 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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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 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협동조합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간 연대ㆍ협력 지원

□ 협동조합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ㅇ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교육ㆍ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 신속한 정보 전달ㆍ공유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시스템 등 추가 구축

ㅇ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ㆍ구매 정보 제공을 통한 생산자ㆍ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ㅇ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현황․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시․결과 공표

ㅇ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

절차 효율화

* 협동조합연합회 수리ㆍ인가 시 회원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 협동조합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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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 중간지원기관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민간의 협동조합
설립․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연합회의
구축 기반을 마련

□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및 내실화

ㅇ 현재 설립상담 위주의 컨설팅에서 설립 후 판로개척,

회계․노무․법무* 등 경영컨설팅으로 역할 확대

* 특별 분야 전문가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

ㅇ 중간지원기관이 지역기반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연계* 및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

* 중간지원기관을 지역내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대기업
사회공헌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인 중간지원기관 설립기반 마련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통로마련

ㅇ 일반협동조합은 연합회 중심으로 , 사회적협동조합은

권역별로 중간지원기관을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 검토

□ 소규모 연합회 난립 방지* 등 연합회 설립기준 개선

ㅇ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추이, 타 법상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마련

* 연합회라는 대표명칭을 선점하기 위하여 연합회 설립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 연합회 설립 후 실제 사업운영이 없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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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과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협력 체계*를 확대․발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지자체 협의회, 한국사회경제연대회의 등

ㅇ 대학 및 연구기관, 종교기관,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동조합간 사업 연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협약 유도 등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연대․협력을

위한 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지원**

* 현재도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법 제8조 제2항)

** 단계별 지원(교육, 판로, 금융 협력 등 지원)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CSR)의 일환인 사회

공헌활동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

* 민간기업의 성공경험 및 경영노하우, 사업개발, 판로개척 등 민간의
전문성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內 협동조합국) 등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ㅇ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동조합 정책 동향을 공유

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 모색

* 협동조합기본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등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
경험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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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체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ㅇ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최고 기구로

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환경 조성

* 중요사항 심의, 부처협력 등 필요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활용

ㅇ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기재부 차관보 주재)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 애로사항 수렴

□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 위탁으로 인재 양성 및 대국민 홍보

ㅇ 중간지원기관은 설립․운영 컨설팅, 설립 희망자 교육 등 지원

□ 농협, 수협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8개), 민간 기업 등

ㅇ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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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1.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1-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1-가-1.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혜택을 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중기청

지자체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검토
기재부

중기청

1-가-2.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도입 및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 명기

기재부

조달청

ㅇ 일반협동조합 게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중소
기업 구매실적에 포함 공개

기재부
중기청
지자체
공공기관

1-가-3.타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도 진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정위 등

1-가-4.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

허용

기재부

법무부

1-가-5.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적용 검토
기재부

1-가-6.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기재부
안행부
지자체

1-가-7.조합원이 인․허가 보유 시 협동조합의 경쟁입찰

참가 가능 여부 검토
기재부

1-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나-1.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운영
기재부

ㅇ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등
고용부

1-나-2.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복지부 등

ㅇ 법적 규제, 지정기관제 등 진입장벽 제거 기재부 등

ㅇ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복지부 등

Ⅴ. 실천 과제별 소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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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2.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2-가.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2-가-1.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각 부처

지자체

ㅇ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 포함 고용부

ㅇ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기재부 등

2-가-2. 비분할 적립금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등 내부자금 확충 검토
기재부

2-가-3.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 유도
기재부

금융위

2-나. 금융자원 활용

2-나-1. 특례 보증의 업종 및 기간의 점진적 확대
중기청

지자체

2-나-2.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 이용방안 검토
금융위

2-나-3.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 확대
금융위 등

ㅇ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기재부

농림부 등

ㅇ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용
기재부

금융위

2-나-4.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기재부

금융위 등

ㅇ SIB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 기재부 등

ㅇ Crowd Fund 등 금융자원 활용 유도 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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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3. 인적 자본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3-가.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3-가-1. 협동조합 기본교육 내실화
기재부
안행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ㅇ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 보완
기재부

ㅇ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재부

중기청 등

ㅇ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안행부

3-가-2. 전문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기재부

ㅇ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기재부

ㅇ 전문가 인력 풀 구성으로 지원인력에 활용, 협동
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검토

기재부

3-가-3. 사회적경제 책임 대상에 교육체계 강화 기재부
교육부

ㅇ거점국립대학에협동조합관련교수직신설 기재부

ㅇ 유수 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 도입 기재부

ㅇ 협동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교육부 등

3-나.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3-나-1. 초․중등 교육과정,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

기재부
교육부

3-나-2. 비즈니스 사업모델 등을 인큐베이팅하고 성공
사례 홍보

기재부

ㅇ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모델 책자 발간 기재부

3-나-3.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 추진

기재부
고용부

ㅇ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기재부
안행부

ㅇ협동조합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아이템 홍보
및 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기재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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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4. 연대․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4-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가-1.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재부
법무부 등

ㅇ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기재부

ㅇ 온라인 상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
(B2B) 구축

기재부

ㅇ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기재부
지자체

ㅇ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절차 효율화

기재부
법무부 등

4-가-2.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기재부

4-나.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4-나-1.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내실화 기재부

ㅇ설립상담에서 경영컨설팅으로역할확대 기재부

ㅇ 중간지원기관의 내부직원 역량 강화 기재부

4-나-2. 연합회중심의자생적중간지원기관설립기반마련 기재부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연대 통로 마련

기재부 등

ㅇ 연합회, 중간지원기관을 상설기구화 기재부 등

4-나-3. 연합회의 설립기준 개선 기재부

ㅇ 협동조합연합회, 다른 연합회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 방안 마련

기재부

4-다.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4-다-1.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 네트워크 확대 기재부 등

ㅇ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동조합의 사업연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재부
지자체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연대․협력체계 구축․지원 기재부
소관 부처

4-다-2.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

기재부 등

4-다-3.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기재부

ㅇ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을 모색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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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 목적 (법 제11조의2 제1항 )

ㅇ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구성 (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ㅇ (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

ㅇ (위원 ) 공무원인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정부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등

- 위촉위원은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임기는 2년

□ 심의사항 (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

ㅇ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ㅇ 협동조합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와 관련된 사항

ㅇ 협동조합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사항

ㅇ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 등

□ 운영 (시행령 제3조의3)

ㅇ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일정 조정 가능

ㅇ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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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 목적 (시행령 제4조 제1항)

ㅇ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둠

□ 구성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ㅇ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ㅇ (위원) 각 시․도 협동조합 담당 국장 또는 본부장 등 20명 이내

ㅇ (간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협의 ․조정 사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ㅇ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ㅇ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ㅇ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6항)

ㅇ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

ㅇ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참석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ㅇ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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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 실태조사

□ 목적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마다 실시(법 제11조제6항)

    ※ 2013년(제1회), 2015년(제2회)에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 절차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법 제11조제7항 )

ㅇ 이사장 (경영자료 등 ), 조합원 (의사결정구조 등 ), 임금근로자

(근무현황 ) 등이 설문지 작성

ㅇ 우편, 전화, e-mail 등을 통해 조사 실시

ㅇ 결과 공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법 제11조제6항)

□ 주요조사항목

ㅇ 설립현황 : 설립소요기간, 신생설립여부, 법인등기 여부 등

ㅇ 사업현황 : 사업시행여부, 수익창출방식, 사업목표 달성도 등

ㅇ 구성원현황 : 이사장 특성, 근로자 특성, 조합원 특성 등

ㅇ 재무상황 : 총자산 현황, 운영자금 구성현황 등

ㅇ 정책활용 : 현행정책에 대한 이용률 및 향후 필요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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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참고 1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5.12월)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5.12월)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5.12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비중은 55.5%

ㅇ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92.1%가 일반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은 7.3%

* 지역주민 권익․복리증진 관련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비영리법인)

ㅇ 주로 영위하는 업종은 도소매업(22.6%), 교육서비스업(16.1%),

농림어업(11.5%) 順

ㅇ 총 조합원수는 106,020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47.3명

 협동조합 종사자는 조합당 평균 13.2명

ㅇ 임원 6.0명, 자원봉사자 5.0명, 직원 2.2명

ㅇ 1차 조사(7.7명)에 비해 자원봉사자, 직원을 중심으로 증가

* 임원 +0.2명, 직원 +0.9명, 자원봉사자 +4.4명(유급 △0.2, 무급 +4.6)

ㅇ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보수(급여 또는 배당)를 받는 취업자수는

조합당 평균 4.3명(직원 2.2명, 임원 1.9명, 자원봉사자 0.2명)

ㅇ 협동조합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정규직 143만원, 비정규직

98만원 수준이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율은 81.9%

 협동조합당 평균 자산은 5,744만원, 출자금은 4,069만원이며,

부채는 1,675만원

ㅇ 조합당 평균 매출액은 2억 1,402만원이며, 영업외수입은

2,469만원, 당기순이익은 평균 1,923만원

* (1차 조사) 평균 자산 3,956만원, 출자금 2,938만원, 부채 1,0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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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49.4%가 자원봉사 등 노동력 제공, 생산물품 및

현금 기부 등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을 전개

ㅇ ’14년 1년간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헌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억 7,795만원 수준(보사연 추정)

ㅇ 협동조합 취업자의 14.1%는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에서 고용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사회적기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합은 전체 조합의 32.7%

*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장비․브랜드개발 비용 등

지원(중소기업청)

ㅇ 16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등을 통해 교육․컨설팅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 비중은 48.1%

ㅇ 판로지원(40.7%), 금융인프라 확보(17.7%), 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16.7%), 협동조합간 연대(10.0%) 순으로 정책 지원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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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참고 2  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3.12월) 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3.12월) 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3.12월)

□ (설립) 신생설립이 97.7%(739개)이고 설립기간은 약 2.6개월

업종은 도소매(28.2%), 농․수․임업(14.2%)이 많고, 법인등기를

마친 곳은 87.1%(651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406개)

□ (사업) 협동조합들은 기존사업영역을 기반(91%)으로 조합원을

주요고객(35%)으로 한 공동판매(51.4%)가 주 수익창출방식

ㅇ 사업시행 협동조합의 목표 매출액 평균은 1억 8,641만원, 목표

이윤은 3,991만원이나, 2분기달성도는 각각 26.6%, 15.5% 수준

ㅇ 목표달성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판로 미확보(29.3%), 정부지원

부족(18.2%), 조합원 부족(15.2%) 순

□ (구성원) 이사장은 대졸학력․50대․남성․중소기업 출신이

다수이고,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

이고 이중 신규 창출된 인원은 3.5명

ㅇ 직원을 고용한 협동조합은 416개(55.7%)로 임원과 직원의 평균

급여는 114만원~177만원 수준, 4대 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은

61%~64%정도이지만 비정규직은 약 21% 정도

* 1,100명이 넘는 대규모 협동조합(7개) 제외시 평균 조합원 수는 30.6명

□ (재무) 7월 기준 협동조합 총자산은 약 293억원이고 조합원

출자금은 약 218억원(74.4%), 운영자금은 출자금(72.2%)을 주로

이용

□ (정책) 현행정책 중에는 중간지원기관 설립상담을 많이 이용,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 조달시장

우선권 부여(31.5%), 금융시스템 구축(23.8%)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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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기본원칙 (법 제10조제1항)

ㅇ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함

□ 자금지원 (법 제10조제2항)

ㅇ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가능

□ 경영지원 (법 제10조의2)

ㅇ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 교육훈련지원 (법 제10조의3)

ㅇ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 제95조의2)

ㅇ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

□ 다른 법령 개선을 통한 주요 지원 사항

ㅇ ‘중소기업 ’에 일정 조건 *을 갖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업종별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등

ㅇ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추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

ㅇ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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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참 고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및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및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및 요건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
(진흥원,
지원기관)

⇨ 신청서 접수
(진흥원)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부, 진흥원)
⇨ 육성위 심의

(고용노동부) ⇨ 인증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진흥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구분 인증요건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항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할것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유형의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임원을 구성
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
되므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인정
(단, 회의 개최실적은 현장실사
시확인)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변경사항 없음

⑥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정관은
확인하되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불필요)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
합자 조합일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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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슬로건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슬로건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슬로건

□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지정 (법 제12조)

ㅇ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 정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기념식, 박람회, 학술행사(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간담회), 영화상영 등 개최 가능

□ 협동조합 로고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소유함을 표현

□ 협동조합 슬로건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며

협동조합을 통해 행복을 나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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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가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법 제13조제1항)

ㅇ 농협․수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

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을

적용하지 않음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법 제13조제2항)

□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법 제45조제2항)

ㅇ 협동조합기본법 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직법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

보육법 에, 운수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거쳐야 함

□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법 제13조제3항)

ㅇ 공정위 예규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대상인 안전지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건전한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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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일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

ㅇ 다만 ,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적용

구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협동조합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 제외(법 제13조제4항)

ㅇ 보험업법 에 따른 허가, 내부통제기준, 모집관련 준수사항,

자산운용 원칙 , 감독 등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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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 제2편 상행위 , 제3편

제 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ㅇ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간주

※ 상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상법 제1편 총칙’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협동조합등이라 함

제21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 사용,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 표시

제23조 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제23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 청구 가능

제29조
협동조합등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제33조
협동조합등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제37조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상법 제2편 상행위’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함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87조의7
조합원등의 책임은 이 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제287조의32 협동조합등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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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ㅇ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간주

※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

제51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52조의2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제61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

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제65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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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정의

ㅇ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 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설립현황

ㅇ ‘16.12월말 기준 전체 협동조합은 10,640개가 설립되었으며, 이중

일반협동조합은 9,979개로 약 94%를 차지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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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립

가가가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 절차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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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기인 ”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

ㅇ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법 제15조제1항)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

하고 ,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법 제20조 )

ㅇ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 설립동의자로

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 파기

ㅇ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기본법 제16조(정관)제1항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ㅇ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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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 벽보 게시 ,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ㅇ 시⋅도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

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ㅇ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ㅇ 필수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 이사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ㅇ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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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

ㅇ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에게 신고

-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ㅇ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이로써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의 통보를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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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ㅇ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 신고확인증(시행규칙 제8호 서식)’ 발급

-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군․

구청장 명의로 신고확인증 발급

ㅇ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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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ㅇ 반려가능 사항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ㅇ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ㅇ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 출자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제출(설립신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법인등기 전 법인등기 법인명의 통장개설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 통장의
출자금 납입총액 확인

⇒ 법인명의 통장개설 및
출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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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ㅇ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며 , 협동조합은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출자금의 납입”이란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제1호 )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

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ㅇ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

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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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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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협동

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는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24조의2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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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설립신고 서류 설립신고 서류 설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

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

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구분 신고서류 비 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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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발기인 중 1인이 설립신고인이 됨

기본법 제16조(정관)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ㅇ “정관 ”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 사본 제출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를 참고하되 ,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기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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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45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 명칭 ,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또는 서명 하여야 함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 게시사진 , 전자우편 화면캡쳐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회원 자격이 있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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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안건 ,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 필수의결사항 ,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

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

-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 , 사업계획과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필수기재사항 )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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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 공증을

위하여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협동조합이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이사장의 진술서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조합원의 인감증명

ㅇ 서식

-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 임원이력서와 사진

(3x4 사이즈 ) 포함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기본증명서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기준지 *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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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의사록에서 확인 )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이력서 제출

ㅇ 서식 :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서식 중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산출근거 기재

-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로서 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만 기재

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상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45조에 규정된 필수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ㅇ 서식 :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5호 서식)’

ㅇ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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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 출자 1좌당 금액 ,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ㅇ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면 안 됨

ㅇ 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

으로, 발기인이 아닌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설립동의자로 구분하여 기재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ㅇ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

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법 제56조제1항⋅제2항(합병 및 분할)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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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신고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ㅇ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ㅇ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수지

예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여야 하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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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성립 및 설립무효 성립 및 설립무효 성립 및 설립무효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협동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조합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협동조합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186조-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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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관련 법령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절차

※ 협동조합 설립 신고ㆍ수리 후 등기전 협동조합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신고

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개최 및 의사록 작성

② 이사장이 신고인이 되며,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14일 이내 신고

-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 발생 (법 제16조제3항 )

- 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신고 후 서류 일체가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이송된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관변경

신고

총회의 의결

⇒

변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변경등기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법 제61조제2항
각 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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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칭 , 이사장 , 주사무소 변경시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을 발급하며 , 그 외의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변경신고확인증은 변경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공휴일

제외 )

- 변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

시스템”에 반영

④ 협동조합은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

-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등기

(대법원 등기국 확인사항)

- 다만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연번 법 제61조제2항 비 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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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를 첨부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고확인증
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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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1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 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이사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
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나.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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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등)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ㅇ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기초자치단체로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이관 시 다른 시·군 ·구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의

장에게 변경신고

ㅇ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공문에 변경신고서 사본 첨부)

-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
시스템”에 등재하고 변경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 )’ 발급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협동조합

새로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기존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변경신고 통보

총회의결 후
변경신고서 제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및 변경신고
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발급

→
← 설립신고시 제출된

서류일체 송부
설립신고
서류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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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원

가가가  자격 및 가입 자격 및 가입 자격 및 가입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관련 법령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자격

ㅇ “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

□ 조합원의 가입

ㅇ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

ㅇ (법인 )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ㅇ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ㅇ (미성년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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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10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 공무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ㅇ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

- 관계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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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출자 및 책임 출자 및 책임 출자 및 책임

기본법 제16조(정관) 및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16조(정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

ㅇ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

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ㅇ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ㅇ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ㅇ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됨

- 조합원 1인이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은 출자금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119조제2항제1호)

□ 현물출자

ㅇ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 가능

-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

정관에 객관적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방식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 , 공시지가 , 시가 등 ) 기재 가능

- 설립등기 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 명의로 발급 가능) 첨부



128

□ 출자금의 사용

 ㅇ 출자금은 사업운영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 개인명의로

사용 금지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

□ 출자금과 질권

ㅇ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일반기업의 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 출자금과 채권

ㅇ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債權 )과

상계하지 못함

- 협동조합에 가입할 설립동의자가 협동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출자금 납입을 갈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

(출자금 납입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 출자금과 조합원의 책임

ㅇ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므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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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의결권 및 선거권 의결권 및 선거권 의결권 및 선거권

기본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ㅇ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소유,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

□  대리인의 선임

ㅇ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을 협동조합에 제출

ㅇ 대리인의 범위는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조합원의 배우자 ,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ㅇ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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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탈퇴 탈퇴 탈퇴

기본법 제24조(탈퇴)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탈퇴

ㅇ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ㅇ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  당연탈퇴 사유

ㅇ “당연탈퇴 ”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

다음 사유로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② 사망한 경우

③ 파산한 경우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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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지위⋅지분 양도에 대한 총회의 의결 

ㅇ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법 제29조)’, ‘조합원의 지위 및
지분의 양도(법 제24조)’는 총회에서 의결

- 총회의 의결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
(의결권 및 선거권 , 사업의 이용 , 배당 등 )와 의무 (선거운동의

제한 , 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

ㅇ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는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기본법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ㅇ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 가능

- 예시)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ㅇ 협동조합 운영중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정관에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함

- 다만, 출자금(법 제2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 법 제14조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는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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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  제명 제명 제명

기본법 제25조(제명)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

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명 ”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 제명사유

ㅇ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ㅇ 출자,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명절차

ㅇ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ㅇ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제명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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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

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지분환급청구권

ㅇ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총회의 의결을 필요

-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등으로 구성

-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

ㅇ 지분은 탈퇴 및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함

ㅇ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환급정지

ㅇ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환급청구권 정지 가능

- “채무”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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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지분 산정방법 지분 산정방법 지분 산정방법

□ 지분 산정방법의 종류

ㅇ 협동조합 지분의 산정방법으로는 개산(균등)식 지분산정방법과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법이 있음

- 각종 적립금 지분 산정에 따른 어려움이 적은 가산식 지분산정

방법 권장

□ 지분 산정방법

ㅇ 가산 (차등 )식 지분산정방법

출자지분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 ② 총회가 정한 사업준비금 지분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 협동조합의 재산이 납입출자금 총액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납입

출자금에 비례하여 감액

② 사업준비금 등 지분에 포함할 임의적립금의 종류는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정하며, 각 조합원의 지분은 이용고배당 방식으로

계산

③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해산 시에만 계산

ㅇ 개산 (균등 )식 지분산정방법

- 순재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총 출자좌수로 나눈

금액을 1좌당 지분으로 계산

출자지분 = 순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 총출자좌수 × 납입출자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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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관

가가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총회 및 대의원총회 총회 및 대의원총회

□ 총회

기본법 제28조(총회)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ㅇ “총회 ”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ㅇ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시행령 제12조제3항)

- (임시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ㅇ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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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의결사항

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ㅇ 총회 의결정족수

ㅇ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1.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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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총회

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ㅇ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 구성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ㅇ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ㅇ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ㅇ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ㅇ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 이사장이 의장이 됨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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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기본법 제32조(이사회) 및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ㅇ “이사회”란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의결사항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ㅇ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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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임원 임원 임원

□  임원 

기본법 제34조(임원)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ㅇ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

ㅇ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ㅇ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가능하며 ,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

- 다만 ,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 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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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기

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ㅇ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ㅇ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

(4년의 범위 내 )를 제외하고 추가로 2차까지 연임이 가능

하다는 의미 *

* 임원의 임기가 4년이고, 2차에 걸쳐 연임하는 경우 한번에 최대 12년까지

재임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본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ㅇ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기능 ) 후보자의 자격심사 , 선거인명부의 확정 ,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 선거 관련 분쟁 조정 ,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 등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 위촉기간 , 자격상실 규정

- (운영 )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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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등의 결격사유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ㅇ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를 통해 조회

-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된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결격사유 유무’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

ㅇ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청으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의뢰

□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ㅇ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

ㅇ 퇴직된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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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의무와 책임

기본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ㅇ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 수행해야 함

ㅇ 임원의 책임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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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해임

기본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ㅇ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

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시 해임

ㅇ 해임절차

-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 협동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기본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ㅇ (이사장 )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ㅇ (이사 )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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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직무 및 감사의 대표권

기본법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감사 ”는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서 ,

-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ㅇ 감사의 직무

-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 재산상태 ,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 대조․확인 가능

- 이사장 및 이사가 법 , 이 법에 따른 명령 ,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ㅇ 감사의 대표권

-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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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겸직금지

기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ㆍ자산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ㅇ 겸직금지 사항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이사장, 이사 및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금지 원칙

-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ㅇ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10조)

구분 내용 비고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직원협동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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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을 통해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후 ,
열람하고자 하는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뒤 조회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로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만 조회가능
하므로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의뢰
하여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확인

② (공문으로 확인하는 경우) ‘성명 , 주민번호 , 등록기준지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를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

- 등록기준지 최소단위구역이 ‘읍⋅면 ’인 경우 읍⋅면장에게 ,
‘동 ’인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에게 의뢰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ㅇ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는 불가하나,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속한 지방경찰청으로 범죄경력조회 의뢰(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 국적을 기재하여 조회 의뢰)

※ 신원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협동조합 수리에 필요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9호 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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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제한

기본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

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선거운동 “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 의사의 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ㅇ 선거운동 제한은 협동조합의 임직원 ,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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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

ㅇ 금품 등의 제공금지 등

-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시설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

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ㅇ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ㅇ 연설․벽보 ,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의 부착 , 선거

공보의 배부 , 소형 인쇄물의 배부 ,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전화․팩스․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법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1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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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가가가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기본법 제45조(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

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ㅇ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정관상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ㅇ 협동조합의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 필수 포함 사업

ㅇ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ㅇ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ㅇ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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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ㅇ 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의료법 ,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협동조합은 농지법 에 따라 농지구입이 불가능, 의료법 에 따라

안마원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타당한지 우선 확인

□ 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ㅇ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ㅇ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할부거래법 에 따라 ‘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므로 협동조합이

상조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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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07-53호)(통계청고시 제2007-53호)(통계청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엄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 저축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투자 자문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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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전문개정 2014.12.30.)

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의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 협동조합의 유형 및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이용이 나타남

※예시) 소비자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

사업자협동조합은 공동판매 , 공동 자재구매 등이 , 직원협동

조합은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사업의 이용이 될 수 있음

□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ㅇ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함(법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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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유형 구분 내용

소비자

협동조합

정의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사업자

협동조합

정의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업(혹은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 이용, 자전거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전거 부품 공동구매

직원

협동조합

정의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청소협동조합이 청소부를 직원으로 고용,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정의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표준
정관례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도시락 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고(사업자 또는 자원봉사)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후원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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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계 

가가가  회계 회계 회계

□ 회계연도

기본법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ㅇ “회계”란 재산의 증감․변동․수입과 지출․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함

ㅇ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함

- (일반회계 ) 협동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기본법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

총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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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의 공개

기본법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

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운영의 공개 사항

①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②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③ 조합원 명부

④ 회계장부

⑤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ㅇ 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운영의 공개 사항 중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ㅇ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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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ㅇ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

- 사업준비 , 시설확장 , 사업활성화 ,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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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금의 보전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ㅇ “손실금 (당기손실금 )”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ㅇ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 보전 후

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 잉여금의 배당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

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 가능

-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

하여서는 안 됨

- 배당세율은 배당소득의 1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ㅇ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의 필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되 ,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약에 일부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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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고서의 승인

기본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등)

-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ㅇ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감사에게 제출 총회에 제출 총회 의결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 협동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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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감소의 의결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

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ㅇ 총회의 의결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대차대조표의 작성

-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ㅇ 이의신청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 대차대조표 작성기간 (14일 )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최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111조제1항)

총회의 의결 대차대조표 작성 이의신청 공고

총회에서 출자 1좌의 금액

감소를 위한 정관 변경

⇒
총회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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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ㅇ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봄

ㅇ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기본법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조합원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는 등)으로 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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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경영공시 경영공시 경영공시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및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
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 경영공시 대상

ㅇ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

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도 경영공시 대상

- 단 ,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받은

협동조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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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 자료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ㆍ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ㆍ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ㆍ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ㆍ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예산과 ‘사업결산
보고서’ 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ㆍ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ㆍ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ㆍ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ㆍ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ㆍ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 경영공시 방법

ㅇ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각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 에 공시(시행령 제12조제3항)

* ‘16년까지 기재부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에 통합공시 하였으나, ’17년부터
소관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하도록 의결(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참고>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안건中

□ 현황
ㅇ 협동조합이시ㆍ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홈페이지에협동조합별로개별 공시 하는것이원칙이나

- 제도시행초기에따른혼란* 방지를위하여, 기재부장관이공시대상협동조합(‘14년 142개, ’15년
227개) 전체를 일괄하여 통합공시

* 시․도의경영공시홈페이지미구축, 협동조합의경영공시이해부족, 공시자료작성의통일성확보등
□ 문제점
ㅇ 기재부장관이 경영공시의 최종적인 주체가됨에따라공시자료의 1차작성기관인협동조합의
책임성 부족으로 부실자료*가 많이 발생
* 결산데이터 불일치, 첨부서류 누락, 개인정보 노출, 오탈자 등

ㅇ 부실공시 또는 공시 지연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의 주체는 시․도 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그러나, 경영공시의 경우 기재부가 통합공시 함에 따라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개선방안

ㅇ ‘17년부터는기재부가통합공시를하지않고,협동조합별로시․도 및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 하도록하여협동조합의 책임성 제고

- 협동조합은 개별 공시 이전에 중간지원기관, 진흥원 등에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공시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ㅇ 시․도및 중앙행정기관은 공시지연, 부실공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경영공시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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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 절차

ㅇ 협동조합

-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ㆍ

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ㅇ 지방자치단체

- 관할 협동조합 중 경영공시 대상(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

재정부에 통보

- 관할 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 확인

- 경영공시 첨부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여부 확인

- 경영공시 자료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통보하여

보완

- 관할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공시기한, 허위사실 게재 등)

준수 여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부과 등 조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각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한 경영공시 자료를 취합하여,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에 게재

ㅇ 기획재정부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총괄

-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ㆍ관리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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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관 지자체 진흥원 기획재정부

각 지자체 사이트에
경영공시자료 업로드

경영공시 자료 검토
및 최종확인

경영공시 자료 취합,
협동조합 포털에

게재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ㆍ교육 등 총괄

□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경영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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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참고 1 참고 1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소관기관 검토자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소관기관 검토자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소관기관 검토자용)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검토자용)
(아

2017. 2.

      



166

목    차

Ⅰ. 경영공시 소개 ························································167

Ⅱ. 공시시스템 접속 ‧ 사용 방법 ································171

Ⅲ. 자료 검토·작성방법 ············································179

(1) 협동조합(연합회)검토사항(기관 담당자) ················180

작성방법(협동조합원) ············································181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검토사항(기관 담당자) ···192

작성방법(협동조합원) ············································193

<참고>

협동조합 시스템 관련 자주하는 질문(협동조합용) ······················216

주요 경영공시 자료 서식 ·······································································220

관련 기관 연락처 ······················································································234



167

Ⅰ. 경영공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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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경영공시」소개

 목 적 

○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조합원 및 일반 국민에 공개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의 공개를 통해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지역민의 조합원 참여 계기를 마련

 협동조합 시행 관련 규정

○ 경영공시 대상, 내용, 시기 관련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및 제96조의2(경영공시)

-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 시행규칙 제8조(협동조합등의경영공시),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경영공시)

▪제49조의2(경영공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2(경영공시) ①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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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기 때문에 2017년 3월말까지 경영공시

자료 게재

 Q.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규정한 협동

조합은 2017년 5월말까지 경영공시 자료 게재

 공시 대상

 공시 방법 및 절차

대상 교육 입력/보고 검토/승인

협동조합
지역내 
권역별

지원기관

시도
홈페이지

시도
담당 공무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관할부처
홈페이지

관할부처
담당 공무원

구분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ᄋ 16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200인 이상
ᄋ 16년도 말 기준,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

협동조합연합회
ᄋ 16년도 말 기준,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 200인 이상
ᄋ 16년도 말 기준,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

사회적협동조합
ᄋ 모두 경영공시 대상
 *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ᄋ 모두 경영공시 대상
 * 16년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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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내용

○ 정관, 규약 또는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사업결과 보고서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해당 경우만)

* 경영공시 자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작성



171

Ⅱ. 경영공시 시스템 접속 ‧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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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 로그인 화면에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개의 IP주소당 1개의 아이디 생성됨

** 연동신청서 미제출 기관 또는 IP주소 미입력기관 진흥원

담당자 연락(031-697-7731)

 경영공시 목록

○ 해당연도 선택 → 해당 연도에 등록된 경영공시 정보가 출력

○ 경영공시 정보가 제출되면 1차 대기상태로 설정 →

제출 서류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시 아래와 같이 완료로 변경됩니다.

○ 반려 시 아래와 같이 1차 대기로 변경됩니다.

○ 반려 후 재 반려 시 아래와 같이 1차 반려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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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 상세정보

○ 상세정보 화면에서 승인과 반려가 가능합니다. 승인 시 완료

상태로 변경되고 경영공시 메뉴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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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 승인

○ 상세정보 화면에서 승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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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여부를 묻는 메시지창이 뜨고 확인을 하면 승인됩니다.

○ 승인 완료 후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경영공시 반려

○ 상세정보 화면에서 반려를 클릭합니다. 반려를 클릭하면 반려

사유를 넣는 팝업이 출력되고 사유를 입력하면 반려됩니다.

○ 반려 완료 후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176

○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승인 상태에서는 2번

반려해야 하고, 1차 대기 상태에서는 한번만 반려하면 됩니다.

○ 반려된 경영공시의 상세정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반려된 사유와

일시가 표시됩니다.



177

 경영공시 수정

○ 상세정보 화면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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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화면에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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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검토 ‧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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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경우

<주요 검토 사항>

확인 사항 상세 내용

필수 제출서류

첨부 여부

○아래 필수서류 첨부 여부 확인

-➀정관 규약 규정, ➁사업결산보고서, ➂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상황, ➃사업결과보고서

입력정보, 제출

서류 데이터 일치

여부

○수기로 입력한 정보와 첨부된 서류의 정보

일치 확인

-➀임원, ➁조합원 수, ➂직원 총수 및 상세

내역, ➃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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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작성 방법>

 정관

○ 정관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된 유효한 정관을 게재

- 정관이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 정관변경 신고/수리된 정관 게재

○ 정관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개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게재

 Q. 정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시행령 제7조2항 의거,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③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메만 제출), ④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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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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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16”년도로 기재

㉡ 조직개요

- 조합명(연합회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조합원 수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를 조합원 유형별로

기재,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 조합수를 합계에만 기재

* (확인해주세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의

총 합과 ‘합계’ 의 숫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자산의 총 계 = 부채 총 계 + 자본 총 계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①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②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③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④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 등

 Q.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대차대조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협동조합 지원기관(☎1800-

2012)으로 문의하셔서 작성에 대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회계교육정보: www.coop.go.kr → “교육” → “협동조합회계” 매뉴클릭

**재무제표 관련 상세 내용 [참조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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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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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신고번호 : 설립신고확인증 상단의 ‘신고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신고서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시도지사 변경 신고서 제출

- 출자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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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기타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 총회 : 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 (확인해주세요!) 대의원 총회 개최 실적은 ‘대의원 총회’ 항목에 기재

- 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이사회 : 이사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기타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할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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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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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신고번호 : 설립신고확인증 상단의 ‘신고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연합회 가입 현황 : 연합회 가입한 경우, “연합회 명” 작성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신고서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시도지사 변경 신고서 제출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 조직연혁

- 협동조합 설립 이후 주요 활동 연혁을 기재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은 별도 서식에 기재하므로 제외

㉢ 설립목적

- 정관 ‘목적’ 조항 기재

㉣ 의사결정기구

- 경영공시 게시 자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과

일치하도록 표시

- ‘조합원 총회’, ‘이사회’는 필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총회’ 운영시 ‘조합원총회’에 표시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조직도

- 협동조합 조직 현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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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현황

- 협동조합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직원 겸직여부를 기재(연합회의 직위는 회장, 이사, 감사 등)

- 직원 겸직여부 : 임원이 협동조합(연합회) 직원 겸직여부 표시

㉡ 조합원 현황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현황을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분하여 기재
* (확인해주세요!) 조합원이아닌자중, 직원과혼동하여작성하지않도록유의

- 연합회 경우, 전체 회원조합수를 “계”에만 기재

 Q. 조합원 유형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조합원 유형의 개념
 1. 생산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협동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협동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직원현황

- 조합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협동조합에서 고용한 인원의 총합을

기재(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가능

Q. 근로자자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A.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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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사업계획

- 2017년도의 사업 계획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 사업의 목차는 정관 ‘사업의 종류’를 참고하여 작성, 세부

추진 계획 지출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 필수사업 수행 계획 반드시 기재 필요

** 필수사업: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해당연도 사업결과

- 2016년도 사업 수행 결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 참고

하여 작성

- 사업의 목차는 정관 ‘사업의 종류’를 참고하여 작성, 세부

추진 내용 지출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 필수사업 수행 여부 반드시 기재 필요

** 필수사업: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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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우

<주요 검토 사항>

확인 사항 상세 내용

필수 제출서류

첨부 여부

○아래 필수서류 첨부 여부 확인

-➀정관 규약 규정, ➁사업결산보고서, ➂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상황, ➃사업결과보고서

입력정보, 제출

서류 데이터 일치

여부

○수기로 입력한 정보와 첨부된 서류의 정보

일치 확인

-➀임원, ➁조합원 수, ➂직원 총수 및 상세

내역, ➃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숫자

주사업 이행 여부

확인

○주사업 유형에 맞게 사업결과 기입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주사업 수행 실적 40%미만인 기관의 경우

- 수행비율 기재 내용 오기 여부 확인

- 실제 미수행인 경우 향후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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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작성 방법>

 정관

○ 정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ㆍ인가된 유효한 정관을 게재

- 정관이 변경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정관변경 인가 받은

정관 게재

○ 정관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개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게재

 Q. 정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별지 제7호 서식 1부, ②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③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메만 제출), ④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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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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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16”년도로 기재

㉡ 조직개요

- 조합명(연합회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조합원 수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를 조합원 유형별로

기재,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 조합수를 합계에만 기재
* (확인해주세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의

총 합과 ‘합계’ 의 숫자 일치 여부 확인

- 주사업유형 : 설립인가를 받은 주 사업유형에 표시

* 주사업 유형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표시

 Q. 우리 기관의 주사업 유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정관 내 ‘사업의 종류’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자산의 총 계 = 부채 총 계 + 자본 총 계

㉣ 대차대조표

- 결산총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업결산

보고서 서식의 세부항목(“-”)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확인해주세요!) ①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②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③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④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 등

 Q.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대차대조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협동조합 지원기관(☎1800-

2012)으로 문의하셔서 작성에 대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회계교육정보: www.coop.go.kr → “교육” → “협동조합회계” 매뉴클릭
**재무제표 관련 상세 내용 [참조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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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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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기관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신고(인가)번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증 상단의

‘인가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출자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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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기타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 총회 : 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 (확인해주세요!) 대의원 총회 개최 실적은 ‘대의원 총회’ 항목에 기재

- 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이사회 : 이사회 개최 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기타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할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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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조직개요

- 조합명 : 정관 ‘명칭’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기관 명 기재

* (확인해주세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

- 업종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대분류 코드(A∼S) 기재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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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주된 업태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

- 인가번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증 상단의 ‘인가

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기재

- 주소 :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지사무소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 지사무소 있는 경우에만 기재, 2개까지만 작성 (3개이상 작성 불필요)

- 출자금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출자금 총액 기재

* (확인해주세요!) 경영공시 제출자료 ‘사업결산보고서’ 내 출자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 주사업유형 : 설립인가를 받은 주 사업유형에 표시

* 주사업 유형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표시

㉡ 조직연혁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이후 주요 활동 연혁을 기재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은 별도 서식에 기재하므로 제외

㉢ 정관 규약

- 2016년 1~12월 내 정관 변경 인가 여부 표시

- 변경한 경우, 변경된 조항과 제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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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정관 ‘목적’ 조항 기재

㉡ 의사결정기구

- 경영공시 게시 자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과

일치하도록 표시

- ‘조합원 총회’, ‘이사회’는 필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총회’ 운영시 ‘조합원총회’에 표시

* 기본법 제32조5항 의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조직도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 현황을 작성

㉣ 임원 현황

- 협동조합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직원 겸직여부를 기재(연합회의 직위는 회장, 이사, 감사 등)

- 직원 겸직여부: 임원이 협동조합(연합회) 직원 겸직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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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현황

- 2016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현황을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분하여 기재

* (확인해주세요!) 조합원이아닌자중, 직원과혼동하여작성하지않도록유의

- 연합회 경우, 전체 회원조합수를 “계”에만 기재

 Q. 조합원 유형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조합원 유형의 개념

 1. 생산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협동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협동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직원현황

- 2016년 말 기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조합이 고용한 근로자 내용 기재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기재)

- 비정규직은 ①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봄

- 취약계층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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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주세요!) “성별”, “고용형태”, “취약계층 고용” 항목의 합 모두

일치하도록 작성

Q. 근로자자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A.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취약계층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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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기여실적

- 2016회계연도 내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은 요약하여 기재

- 신청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기여 실적

- 주사업 이외 별도 기여한 사항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 인가부처 감독상황과 그 조치 결과

- 2016회계연도 동안 인가부처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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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사업 결과

- 해당연도 사업 결과를 판단기준에 따라 작성

- 혼합형은 해당내용 모두 작성

[1] 지역사업형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 (1단계) 정관 상 사업의 종류, 사업결과 판단기준 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ㆍ 사업결과 판단기준 : 사업비, 서비스 공급 비율

- (2단계) 주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ㆍ 지역사업(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정관에

규정된 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사업명과 일치하도록 작성

- (3단계) 판단기준(사업비 또는 서비스 공급 비율)에 따라 2016회계

연도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재

ㆍ 판단기준이 ‘사업비’인 경우

①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 예산액을 참고하여 기재

② ‘해당연도 결산’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기재 (손익계산서 상

원재료비, 판매비와 관리비 내 주사업 관련 지출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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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판단기준이 ‘서비스 공급 비율’인 경우

①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서비스 공급량 기재

② ‘해당연도 실적’은 사업 수행 실적을 기재

- (4단계) 전체 사업 중에서 지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

사업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ㆍ 지역사업 비율 = 지역사업 소계(B)/총계(A)

= 지역사업소계(B)/(지역사업소계(B)+기타사업)

- (5단계) 사업수행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

ㆍ 판단기준이 ‘사업비’인 경우 : 손익계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서류 첨부

ㆍ 판단기준이 ‘서비스 공급 비율’인 경우 :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사업비 개념

  - 사업비란 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닌 실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매출원가,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건비 등이 사업비에 해당

    *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는 사업에 직접 투입된 인력과 간접 투입된 
인력을 구분하여 직접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나 
간접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불포함

    * 예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의료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조합 사무국 운영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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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비율
(C=B/A)(%)

- (1단계) 정관상사업결과판단기준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ㆍ 사업결과 판단기준: 인원수, 시간, 횟수

- (2단계) 2016회계연도 계획, 실적 구분하여 기재

ㆍ주사업, 기타사업 수행 사업 포함, 서비스를 공급받은 대상

구분(취약계층, 비취약계층)하여 작성

ㆍ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기재

ㆍ ‘해당연도 실적’은 사회서비스 공급 실적을 취약계층과 기타

(비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전체 실적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비율을 “취약계층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ㆍ 취약계층비율 = 취약계층(B)/총계(A)

= 취약계층(B)/(취약계층(B)+기타)

- (3단계)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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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고용형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 (1단계) 정관상사업결과판단기준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ㆍ 사업결과 판단기준 : 인건비, 직원수

- (2단계) 판단기준(인건비 또는 직원수)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예산

(계획)과 결산(실적)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재

ㆍ ‘인건비’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①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의 인건비를 취약계층과 기타

(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재

② ‘해당연도 결산’은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취약

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재

ㆍ ‘직원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①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고용 인원을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재

② ‘해당연도 결산’은 2016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실제 고용

되어 있는 인원을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

하여 기재

- (3단계) 전체 실적 중에서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취약

계층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ㆍ 취약계층 비율 = 취약계층(B)/총계(A)

= 취약계층(B)/(취약계층(B)+기타)

- (4단계) 취약계층 고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①전체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2016년 말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와 ② 취약계층 증명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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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사업형

- (1단계)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기재(정관의 ‘사업의종류’ 참고)

ㆍ 위탁사업, 자체사업 구분 기준 : 위탁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만 해당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 위탁사업 : “자체사업” 해당)

ㆍ 위탁기관 : 사업명 뒤에 위탁기관을 기재

* (예) 구립어린이집위탁사업(00구청)

- (2단계) 2016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ㆍ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의 예산액을 참고하여 기재

ㆍ ‘해당연도 결산’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위탁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입기준으로 기재

- (3단계) 전체 사업수입 중 위탁사업 비율을 “위탁사업 비율”

란에 백분율로 기재

ㆍ 위탁사업 비율 = 위탁사업 소계(B)/총계(A)

= 위탁사업소계(B)/(위탁사업소계(B)+자체사업소계)

- (4단계) 위탁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① 위탁사업 계약서

② 위탁사업 지출내역서 ③ 손익계산서 ④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구 분
사업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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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공익증진형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공익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 (1단계) 정관상사업결과판단기준확인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 참고)

ㆍ 사업결과 판단기준 : 사업비, 서비스 공급

- (2단계) 판단기준(사업비 또는 서비스 공급 비중)에 따라 공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정관의 ‘사업의 종류’ 참고)

ㆍ공익사업(주사업) 및 기타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정관에 규정한

세부사업명과 일치하게 작성

- (2단계) 판단기준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재

ㆍ ‘사업비’가 기준인 경우

① ‘해당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의 예산액을 참고하여 기재

② ‘해당연도 결산’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공익사업(주사업)과

기타사업의 사업비를 구분 기재

ㆍ ‘서비스 공급 비중’이 기준인 경우 (인원, 시간, 횟수 택 1)

① ‘해당연도 계획’은 사업계획의 서비스 공급량 기재

② ‘해당연도 실적’은 사업 수행 실적을 공익사업(주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실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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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전체 실적 중에서 공익사업 수행 비율을 “공익사업

비율”란에 백분율로 기재

ㆍ공익사업 비율 = 공익사업 소계(B)/총계(A)

= 공익사업소계(B)/(공익사업소계(B)+기타사업소계)

- (4단계) 사업수행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

ㆍ 판단기준이 ‘사업비’인 경우 : 손익계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서류 첨부

ㆍ 판단기준이 ‘서비스 공급 비율’인 경우 :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사업유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혼합형)

- 해당 유형에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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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시행규칙별지제25호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중, 정관 내 “소액대출”, “상호부조” 조항 있는

경우 작성

※ 관련 조항 있으나 회계연도(2016년)내 수행 내역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기재

- 회계연도 : 2016년으로 기재 (예: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조직개요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서식 24호)”

동일하게 기재 (* 27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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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조건

- 소액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 1인당 대출한도 : 정관 “소액대출”
조항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25%
* 「이자제한법」제2조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

㉡ 대출현황

- 총 대출금액 : 설립 이후 소액대출 금액 총 계 기재

- 총 상환액 : 소액대출 금액 중 상환 액 기재

- 총 대출잔액 : (총 대출 – 총 상환) 금액 기재

-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 : “(대출 잔액 / 출자금) X 100” 기재
* 출자금 : 2016년도 말 기준으로 기재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소액 대출 이용자 수, 16년도 말 기준
조합원 총 수 기재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 잔액 : 2016년도 말 기준,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의 잔액 기재

- 분기별 소액대출 추이 :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작성

* “직전연도 4/4분기” = 2015년도 4/4분기, “해당연도” = 2016년도
** 해당연도 4/4분기 내용과 상위 「대출현황」과 일치하도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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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부조 계약 현황

- 월별 납부액 : 정관 “상호부조” 조항 참고하여 작성

- 지급사유별 지급액 : 2016년 지급 목록, 금액 기준으로 작성

㉡ 상호부조 기금 현황

- 전년도 기금 잔액 : 전년도 이월된 ‘상호부조 기금’ 잔액 기재
- 해당 연도 수입 : 2016년 상호부조 회비 총액 기재
- 해당 연도 지출 : “지급 사유별 지급액” 총계 기재
-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 : 16년도 말 기준, 출자금 잔액 비율 기재

㉢ 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

-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작성
* “직전연도 4/4분기” = 2015년도 4/4분기, “해당연도” = 2016년도
** 해당연도 4/4분기 내용과 상위 「상호부조기금현황」과 일치하도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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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협동조합 시스템 관련 자주하는 질문 (협동조합 용)

Q. 경영공시 신규 기관입니다. 기관 아이디, 비밀
번호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경영공시 입력을 위하여 “회원가입”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 안내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약관 동의, 본인인증,

정보입력 실시

○ “본인 인증”은 시도지사 신고, 중앙부처 인가 된, “이사장”만

회원 가입 가능 (이사장 인증서, 법인 인증서 필요)

○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및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에 ID가 중복하여 들어갈

수 없음

* 예) ID가 “abcd” 인 경우 비밀번호를 “abcd1237*”와 같이 ID를 비밀

번호에 포함시켜 설정할 수 없음

○ 조합원 정보 등록 : 등록된 조합원 정보로 로그인하여 경영

공시 자료 등록 가능

○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및 회원가입시 오류사항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 : 044-215-1620 또는 031-69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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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가입된 아이디,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이용하세요.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아이디 찾기, 비밀전호

찾기 클릭

○ “공인인증서”는 이전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만 유효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안되는 경우 :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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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서 갱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로그인 완료 후,“회원정보수정”에서 인증서 

갱신 신청하세요. 

□ 인증서 갱신하기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로그인 완료 →

“인증서 갱신” 클릭

○ 인증서 갱신이 안되거나 이후에도 오류가 생기는 경우 : 경영

공시 담당자(031-697-77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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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기관 신고하여 이사장 정보 업데이트 후 

로그인 하세요. 

○ 관할 기관(지자체/중앙행정기관) 이사장(임원) 변경 신고 →

로그인 → 인증서 갱신 등 기타 정보 수정

-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사장 정보를 업데이트 하세요.

<변경신고 방법>

구분 변경신고 절차

협동조합

○ 신고대상 : 관할 시도지사

○ (절차) 총회 의결 →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변경등기

○ (제출서류)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총회 의사록, 

임원명부, 임원 이력서
*일부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 위임

사회적

협동조합

○ 신고대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 (절차) 총회 의결 → 변경등기 → 관할 소관부처 신고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 신고대상 : 기획재정부장관

○ (절차) 총회 의결 → 변경등기 → 관할 소관부처 신고

○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및 회원가입시 오류사항은 시스템 담당자

에게 문의 : 044-2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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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주요 경영공시 자료 서식

1.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결산 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미지급급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Ⅱ.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부 채 총 계

 Ⅱ.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Ⅰ. 자본금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Ⅱ.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Ⅲ. 자본조정

     - 비품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Ⅴ.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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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Ⅰ. 매출액 Ⅵ. 영업외수익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Ⅱ. 매출원가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Ⅲ. 매출총손익 Ⅶ. 영업외비용

Ⅳ. 판매비와관리비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Ⅷ. 법인세차감전손익

  - 여비교통비 Ⅸ. 법인세등

  - 통신비 Ⅹ. 당기순손익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Ⅴ. 영업손익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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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단기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급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Ⅱ.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부 채 총 계

 Ⅱ.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Ⅰ. 자본금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Ⅱ.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Ⅲ. 자본조정

     - 비품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Ⅴ.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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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Ⅰ. 매출액 Ⅵ. 영업외수익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Ⅱ. 매출원가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Ⅲ. 매출총손익 Ⅶ. 영업외비용

Ⅳ. 판매비와관리비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Ⅷ. 법인세차감전손익

  - 여비교통비 Ⅸ. 법인세등

  - 통신비 Ⅹ. 당기순손익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Ⅴ. 영업손익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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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ㆍ
회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
(명)

결정사항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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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 등 사업결과 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
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
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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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해당 
연도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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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해당 
연도
사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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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결과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정관ㆍ규약
변경 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변경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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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인가 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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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
계층비율

(C=B/A)(%)

첨부서류 

1.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첨부서류 

1. 전체 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31

(제4쪽)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1. 위탁사업 계약서

2. 위탁사업 지출명세서

3.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중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

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

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공익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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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0000년 12월 31일 현재)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00.00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00.00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00.00 (%) 1인당 대출한도 원

대출현황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총 대출잔액(D=B-C) 원

출자금 대비 대

출잔액 비율

(E=D/A)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

(F)

원

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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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상호부조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ㆍ규약ㆍ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사망(배우자) 원

ㅇㅇㅇ 원

△△△ 원

상호부조

기금 현황

전년도 기금 잔액(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해당 연도 지출(I) 원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G+H-I)
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A)
(%)

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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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경영공시 관련 기관 연락처

□ (경영공시 추진 및 시스템 운영 등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오조은 대리 (☎031-697-7731)

□ (시스템 설치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 이혜진 대리

(☎031-697-7855)

□ (제도 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운영과 김유이 사무관

(☎044-215-5932)



235

□ 경영공시 교육기관 연락처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본관 200호(우편번호: 03740)
(전자우편) jfcoop@daum.net

070-7600-5101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www.pns.or.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우편번호: 16203)

(전자우편) pns@pns.or.kr
070-4763-0133

인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www.sidaeyeon.net

인천광역시 부평대로51번길 26
성원빌딩 5층(우편번호: 21388)
(전자우편) simin2014@daum.net

032-715-5616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

터
www.gwcs.or.kr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우편번호: 26336)
(전자우편) gwcs0524@naver.com 033-749-3930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www.cne.or.kr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우편번호: 41921)

(전자우편) dgcoop@hanmail.net
070-7862-1981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www.sebiz.or.kr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2502호(우편번호: 38542)

(전자우편) coop@sebiz.or.kr
053-942-8002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www.rise.or.kr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우편번호: 46233)
(전자우편) coop@rise.or.kr

051-517-0270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sescoop.or.kr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우편번호: 44457)

(전자우편) ulsan@sescoop.or.kr
052-222-6176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www.moducoop.com/

경남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
(상남동, 토토스빌딩)(우편번호: 51496)
(전자우편) moducoop@naver.com

070-4149-1803

광주 사회적협동조합살림
www.socialcenter.kr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우편번호: 61962)
(전자우편) coop@socialcenter.kr

062-383-1136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www.jbse.or.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우편번호: 54946)
(전자우편) masterjse@gmail.com

063-251-3619

전남 (사)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홈페이지: 제작 중

전라남도 무안군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우편번호: 58564)
(전자우편) sstreetree@naver.com

061-282-9588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jejusen.or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5층
(우편번호: 63182)

(전자우편) jejusen2015@daum.net
064-722-4844

대전
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www.djse.org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 집 3층(우편번호: 34862)
(전자우편) c-cmail@daum.net

042-382-9924

충북 (사)사람과경제
www.cbse.c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운천빌딩 5층(우편번호: 28468)
(전자우편) cbse@hanmail.net

043-267-9010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www.sechungnam.org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우편번호: 31499)
(전자우편) cnsecoop@gmail.com

070-463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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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참고 2  회계기준 회계기준 회계기준

총칙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
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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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
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제증빙 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1호와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이사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
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
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배당금, 이월금 등에 사용

지분의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 및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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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가가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관련 법령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

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등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및 분할의 정의

ㅇ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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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이고(A+B=C),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하나의 협동조합이 존속(A+B=A)

ㅇ “분할 ”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

□ 합병 및 분할 절차

계약서 작성 총회의 의결 신고 신고확인증 발급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 작성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주된 사무소
시⋅도지사에게

신고

⇒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① 합병 및 분할 계약서 작성

- 합병 및 분할당사자 협동조합 간의 합병 또는 분할 계약의

주된 내용 (신설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 증가할 출자금

총액 ,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 임원의 변경사항 등 ) 기재

② 합병 및 분할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④ 신고확인증 발급

-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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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신고 서류

ㅇ ‘협동조합 합병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에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신고서류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6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 서식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및 분할 관련 신고

□ 권리⋅의무 승계

ㅇ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 (공법상

권리의무 , 조합원의 수용 , 소송절차 수계 등)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구분 협동조합 유형 신고의 종류 시행규칙 서식

합병
존속하는 협동조합 합병신고 별지 제12호 서식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신고 별지 제14호 서식

분할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별지 제2호 서식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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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사항

ㅇ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준용규정

- 제15조 (설립신고 등 )

-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 제16조 (정관 ), 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

ㅇ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준용규정 (채권자 보호절차)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합병에 따라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② 이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③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

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제공

□  합병 관련 사항

ㅇ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분할하지 못함

ㅇ 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

하는 협동조합과 존속하는 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ㅇ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

하는 때 퇴임 (상법 제 527조의 4제 1항 )

ㅇ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탈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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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타 법인 흡수합병 타 법인 흡수합병 타 법인 흡수합병

흡수합병 관련 법령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 상법 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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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대상 

ㅇ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흡수합병 가능

□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시행령 제13조제1항)

구분 흡수합병 인가 기준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①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②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ㅇ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등을 흡수합병 할 때 존속하는 협동조합에는

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등에는 상법이 적용

흡수합병 절차 상법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규정

합병계약서의 작성 제522조제1항, 제523조 제56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제354조

합병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제374조제2항, 제635조제1항
제23호

제28조제5항

합병승인 총회 제522조제3항, 제434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
제2항, 제32조제4항

채권자 보호절차
제527조의5, 제232조,
제530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6조제8항,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6항, 제54조

구 주권 제출(주식회사) 제440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제530조제2항, 제374조의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제530조, 제3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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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흡수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법인과 존속 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및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 준용

③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

- 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

- 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 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

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 소멸

-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 흡수합병 인가 절차(시행령 제13조제2-4항)

계약서 작성 총회의 의결 인가신청 인가증 발급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인가신청

⇒ 60일 이내에
흡수합병인가증

발급

① 흡수합병승인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경우)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흡수합병계약서, 소멸

법인 주주에게 배정하는 출자좌수에 관한 서류 등 주요서류를

합병일 이후 6월간 본점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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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 (상법 제434조 )

②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 흡수합병 계약의 주된 내용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 ,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

증가할 출자금 총액 ,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등 ) 기재

③ 흡수합병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흡수합병인가증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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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인가신청서 첨부서류(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분 신청서류

1 정관 사본

2 (흡수)합병계약서 사본

3 (흡수)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6 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 서식)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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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 해산 및 청산의 정의

ㅇ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 상실

-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ㅇ “청산 ”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 해산사유

ㅇ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ㅇ 총회의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ㅇ 합병⋅분할 또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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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절차

해산총회 및
청산인 등기 재산처분 총회의결 해산신고

해산 의결 및
청산인 등기

⇒ 재산처분방법 관련
총회의 승인을 받음

(해산총회와 동시에 가능)

⇒ 청산인 취임 14일 이내
해산신고

해산등기 청산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청산종결 등기

해산신고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 청산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음

⇒
청산사무 종결 후 14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협동조합 설립 신고ㆍ수리 후 미등기 협동조합은 해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해산신고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등기

- 총회에서 해산 의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 (다만 ,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

-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②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의결

- 청산인 취임 후 →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 반드시 해산신고 전에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후 의결하는 것도 가능(청산사무 수행 시작 전까지 의결
하면 됨)

※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총회 전 미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해산 총회에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의결하는 것도 가능

③ 해산신고

-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파산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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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

- 해당 지자체는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산신고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발급

④ 해산등기

- 협동조합은 해산한 경우 (‘해산신고확인증 ’을 발급받은 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다만, 상업등기법 제60조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에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시⋅도지사는 해산신고서를 받은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미등기 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
(www.share.go.kr) ‘e하나로민원 ’에서 확인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득한 후 이용 가능

⑤ 청산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⑥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
이내에 ,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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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준용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
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재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
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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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조직변경조직변경조직변경

조직변경 관련 법령

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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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 개요

ㅇ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ㅇ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

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ㅇ 다만, 부칙 제3조에 의해 ‘12.12.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비법인)가 ’16.11.30일 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 기한 경과로 부칙에 의한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조직변경의 효과

ㅇ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

구분 조직변경의 효과

근로관계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업력인정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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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 절차

①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총회가 구성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

- 창립총회 관련 안건을 조직변경 총회에서 결의

-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 출자금 ,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분 조직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정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금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 (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지분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 필요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분정리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주식양도계약

자사주 보유
협동조합은 자사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자기주식처분
주주배분, 소각

질권 설정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3항 피담보채무 상환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채권자보호절차 신고

총회개회 7일전까지공고및

소속구성원전원동의결의

⇒ 채권자에 대해 이의신청

공고(30일 이상)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고확인증 발급 등기 사업자등록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

⇒ 본점은 14일 이내
지점은 21일 이내

⇒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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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금 )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배당 등

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 )은 총회의 결의 (일반정족수로 의결 )를 통하여 법정

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음

- (사채상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

-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30일

이상 )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하여야 함

* 최고(崔告)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직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③ ‘조직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④ 조직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발급

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신고서를 요하는 경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조직변경 관련 해산등기의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필요 없으며 ,

해산등기와 동시에 등기기록 폐쇄 )

⑥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며,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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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신고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6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조직변경 관련 사항

ㅇ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0호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 ’

진행

- 조직변경 관련 채권자보호절차는 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ㅇ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ㅇ 법인등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ㅇ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수리한 시⋅도지사는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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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등기

□ 설립등기

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

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ㅇ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ㅇ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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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간인 날인 필요 )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확인증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ㅇ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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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ㅇ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21일 이내에 ,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통합등기 가능

ㅇ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의사록 제출필요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첨부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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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기본법 제63조(이전등기)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ㅇ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사장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

- 구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가능

ㅇ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비치

2 정관
정관 사본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여 제출

3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조합원총회의사록,
변경신고확인증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신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와 구소재지의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

7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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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기본법 제64조(변경등기) 준용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ㅇ 변경등기 대상에 따른 등기내용

ㅇ 출자감소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신청서류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사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

설립신고 연월일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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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등기

기본법 제65조(합병등기)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

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ㅇ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의 등기사항

구분 등기사항 비고

1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 설립등기

□ 해산등기

기본법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ㅇ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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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등기

기본법 제67조(청산인등기)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과 법인인감을 등기

ㅇ 첨부서류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

-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 )

□ 청산종결등기

기본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ㅇ 신청서에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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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등기

기본법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ㅇ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부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 지점 (또는 지사무소 )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신고

ㅇ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 (상업등기법 제66조 )

▪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 )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

(상업등기법 제65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설립등기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의 말소등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ㅇ 신규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대하여 정정(변경)신청

-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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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등기 관련 준용사항 등기 관련 준용사항 등기 관련 준용사항

ㅇ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 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

비송사건절차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
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1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3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4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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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등기 관련 내용정리 등기 관련 내용정리 등기 관련 내용정리

구분 관련조항 관할 등기소 등기기한 신청인

설립 제61조 주사무소 소재지 출자 납입 완료 후 14일 이사장

지사무소
설치

제62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28일
지사무소 21일

이사장

이전 제63조 전․현소재지 전․현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변경 제64조① 각 사무소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출자금
변경

제64조② 각 사무소 소재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사장

합병 제65조 각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사장

해산 제66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청산인 제67조 주사무소 취임일부터 14일 청산인

청산종결 제6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조직변경 제68조의2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본점 14일, 지점 21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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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개념

ㅇ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법 제2조제2호)

□ 특징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발기인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 회원의 자격제한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선거권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회원에대한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필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사업의 이용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회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내용 없음(상법 등에서 준용)

□ 설립현황

ㅇ ‘16.12월말 기준 52개의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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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립

가가가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 절차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의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기획재정부 장관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회장

9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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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기인 ”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ㅇ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법 제71조제1항)

- “회원자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
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

ㅇ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기본법 제16조(정관) 제1항의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ㅇ “설립동의자 ”란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 (협동조합 )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ㅇ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ㅇ 시⋅도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
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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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립총회 공고 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할 사항

ㅇ 창립총회 필수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임원은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ㅇ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ㅇ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서식 )’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설립신고

-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연합회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동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합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신고내용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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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ㅇ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 신고확인증(시행규칙 제8호

서식 )’ 발급

ㅇ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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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ㅇ 반려가능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ㅇ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

ㅇ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회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 등기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 (설립신고

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법인등기 전 법인등기 법인명의 통장개설

회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 회장 명의 통장의
출자금 납입총액 확인

⇒ 법인명의 통장개설 및
출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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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설립등기) 준용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ㅇ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며 , 연합회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출자금의 납입”이란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 119조제 3항제 1호 )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

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ㅇ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

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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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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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설립신고 서류 설립신고 서류 설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등) 준용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

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구분 신고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법정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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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설립신고인 ’란에는 설립신고를 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

- ‘신고내용’란의 ‘설립동의자 수’에는 회원의 개수 기재

- ‘신고인’란에는 신고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날인

기본법 제16조(정관) 준용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ㅇ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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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를 참고하되, 연합회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기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법 제17조 )

ㅇ 주요 확인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연합회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연합회의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3개 이상의 발기인 협동조합이 정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

하여야 함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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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 서식은 없으며,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 회원의 자격
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 사항 포함

ㅇ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 게시사진 , 전자우편 화면캡쳐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회원 자격이 있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 사본 제출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안건 ,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 필수의결사항 ,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법인 )인감도장 날인 (의장과 회장이 다른 경우 모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

- 공증을 위해 (법인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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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 , 사업계획과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필수기재사항 )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핵심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회원인 협동조합의 대표로 이사가 창립총회 의결에 참석한

경우 이사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석할 경우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ㅇ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 공증을

위하여 작성 시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연합회가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회장의 진술서
4. 회원 명부
5. 회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회원의 법인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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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식

-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 임원이력서와 사진

(3x4 사이즈 ) 포함

- ‘기본증명서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기준지 *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기재

ㅇ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의사록에서 확인 )

- 임원이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조합원인 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이력서 제출

ㅇ 서식

-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서식 중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산출

근거 기재

-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로서 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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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상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ㅇ 서식

-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5호 서식)’

ㅇ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 출자 1좌당 금액 ,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ㅇ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회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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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ㅇ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가 승계

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법 제56조제1항⋅제2항(합병 및 분할)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ㅇ 설립신고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ㅇ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ㅇ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수지

예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여야 하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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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성립 및 설립무효 성립 및 설립무효 성립 및 설립무효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준용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협동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조합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협동조합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186조-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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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관련 법령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절차

총회의 의결

⇒

변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변경등기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기재부장관에게
변경신고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법 제61조제2항
각 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ㆍ수리 후 등기전 협동조합연합회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신고

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개최 및 의사록 작성

②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4일

이내 신고

③ 명칭 , 회장 , 주사무소 변경시 변경신고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을 발급하며 , 그 외의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변경신고확인증은 7일 이내에 발급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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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

시스템”에 반영

④ 연합회는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

-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등기

(대법원 등기국 확인사항)

- 다만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 법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연번 법 제61조제2항 비 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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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준용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6조제2항)’를 첨부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고확인증
연합회의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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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1
명칭,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 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회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
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나.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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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제72조(준용규정)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
으로 본다.

제16조(정관)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의 정관의 변경은 기회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71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9조(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①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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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

가가가  자격 및 가입 자격 및 가입 자격 및 가입

기본법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

으로 본다.

□ 회원의 자격 

ㅇ “회원”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ㅇ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 회원의 가입 

ㅇ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 회원으로 가입 가능

- 자연인, 기본법 외의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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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탈퇴 탈퇴 탈퇴

기본법 제74조(탈퇴)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탈퇴

ㅇ “탈퇴 ”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  당연탈퇴 사유

ㅇ “당연탈퇴”란 회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회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유로

당연탈퇴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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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의결권 및 선거권 의결권 및 선거권 의결권 및 선거권

기본법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

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 연합회 사업참여량 ,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 회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음

ㅇ 연합회의 경우 법 제2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에

허용된 것과 같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하게 할 수 없으며 , 업무집행기관인 회원 조합의 이사로

하여금 관련 권한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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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회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회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회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제76조(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
으로 본다.

제21조(가입) ①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연합회는 연합회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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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관

가가가  총회 총회 총회

기본법 제77조(총회)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ㅇ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

-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 총회의 의장이 됨

ㅇ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총회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ㅇ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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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임원 임원 임원

□ 임원

기본법 제78조(임원)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ㅇ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임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ㅇ 회원에 속한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가능 ,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

- 다만 , 현재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 임원의 임기

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ㅇ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ㅇ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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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제79조(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28조(총회)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엽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8의2.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회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

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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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

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

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10인 미만인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합회의 임원

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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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에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

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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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

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g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

회를 대표한다.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

에는 연합회,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연합회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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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가가가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기본법 제80조(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ㅇ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필수 포함 사업

ㅇ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ㅇ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ㅇ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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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공제사업 공제사업 공제사업

공제사업 관련 법령

법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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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 ”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ㅇ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 사업 제외

ㅇ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협동조합만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님

□ 공제사업 인가 및 인가요건

ㅇ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ㅇ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제사업 관련 법령

시행규칙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

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

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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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 인가 절차(시행령 제16조제2-8항)

①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개최

- 총회개최 전 7일 이상 총회개최 공고

- 총회에서 공제규정 의결(일반정족수)

구분 공제규정 포함사항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② 공제사업인가 신청서 제출

-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구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지출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인가여부결정 및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보완) 필수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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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및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외에는

인가

□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

ㅇ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

-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인가는 공제사업 인가절차 준용

구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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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표준공제규정례 표준공제규정례 표준공제규정례

제1조(목적) 00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및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제회는 00협동조합연합회공제회(이하 “00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00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주소:00시 00구 000로 00)에 둔다.

※ 주된 사무소가 연합회의 사무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00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로 규정할 수 있음

제4조(회원) 00공제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취득)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따라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공제계약과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공제회로

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납부한 공제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제계약의 해지

2. 연합회의 탈퇴

3. 협동조합의 해산

4. 제명

5.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8조(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을 자져오게 한 회원

3. 그 밖에 연합회 정관이나 공제규정을 위반한 회원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1명

2. 연합회 총회에서 추천한 위원 0명

※ 조직의 규모 등을 생각하여 적정한 위원으로 구성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2-3년의 임기를 정하도록 함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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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족수는 각 공제회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공제회 임원의 선출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각 연합회와 공제회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제10조(임원)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0명 이내

3. 감 사 2명 이내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연합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③ 이사는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④ 감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⑤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분장업무를 처리한다.

⑦ 감사는 연 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한다.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⑧ 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새로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임기는 일반적으로 2-3년으로 함.

⑩ 임원의 결격사유는 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⑪ 임원은 공제회 이외의 다른 영리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⑫ 임원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은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그 밖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각 연합회와 공제회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무부서) ① 공제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부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한다.

② 공제회 사무부서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긴급)금융 지원사업

2.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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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제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제회는 회원 소속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산운용기준) 공제회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산

운용업무 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제계약) ① 공제회는 공제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는 자와 공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제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은 각각의 공제회의 특성에 따라 공제계약의 구체적 내용

으로 정하여질 것임

제15조(공제료) ① 회원은 공제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공제료는 좌수제로 하며, 1구좌당 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회계)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② 공제회의 경비는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결산보고

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회원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시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비금의 보전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변경) 공제회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산) ①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연합회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남은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제회 설립을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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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전문개정 2014.12.30.)

법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의 이용이란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원 협동조합이 연합회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

하게 할 수 있음

ㅇ 회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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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제82조(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회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합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연합회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합회는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연합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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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

(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연합회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

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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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관련 준용규정

기본법 제83조(준용규정)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56조(합병 및 분할 )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연합회가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

되는 연합회는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는 해산신고를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에 대하여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⑤ 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연합회 이외의 법인, 단체 및 연합회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연합회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연합회가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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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민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 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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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등기 관련 준용규정

기본법 제84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

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61조(설립등기) ① 연합회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연합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연합회가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연합회는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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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합병등기) ① 연합회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연합회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회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연합회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1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3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4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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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개념

ㅇ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법 제2조제3호)

□ 특징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설립동의자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법 제93조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

사업의 이용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의 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불가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 설립현황

ㅇ ‘16.12월말 기준 604개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전체 협동조합의

약 6% 차지)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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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립

가가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설립인가신청 절차 설립인가신청 절차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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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기인 ”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ㅇ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ㅇ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

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 파기

ㅇ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기본법 제86조(정관)제1항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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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 게시 ,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ㅇ 소관부처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ㅇ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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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 등)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ㅇ 필수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 이사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ㅇ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

- 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에 따라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탁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을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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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고용형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위탁사업형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

행정기관

혼합형

수입지출예산서 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예시) 지역사업형 30%, 취약계층고용형 20%의 혼합형으로 인가신청한 경우,

지역사업형으로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지출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담당

ㅇ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

ㅇ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 사항

-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금지(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되며 ,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

제12조)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와 구두협의 후 공문으로 이송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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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지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인가업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법 1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은 인가신청서 접수 즉시,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에 첨부하여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에 신청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검토 요청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주 이내에

인가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에

첨부하여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에 검토보고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관 중앙행정

기관에 결과가 통보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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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ㅇ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

ㅇ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시행령 제8조제1항 )

ㅇ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설립 절차 ,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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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ㅇ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으로 함

법인등기 전 법인등기 법인명의 통장개설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 통장의
출자금 납입총액 확인

⇒ 법인명의 통장개설 및
출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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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ㅇ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

(법 제109조 )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인가의 효력 상실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

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ㅇ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

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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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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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 에서 추진하는 ○○○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인가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는 설립신청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인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인가 관련 : 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331

나나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설립인가신청 서류 설립인가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연번 인가신청서류 비 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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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 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을 모두 표기

기본법 제86조(정관)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 사본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를 참고하되 , 사회적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기본법 제8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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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법 제86호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45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 명칭 ,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하여야 함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7일(공휴일 포함 ,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에는 그 익일에 만료)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 벽보게시 사진 , 전자우편 화면캡쳐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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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안건 ,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 필수의결사항 ,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

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

-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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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 공증을

위하여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협동조합이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이사장의 진술서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조합원의 인감증명

ㅇ 서식

-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3x4

사이즈) 포함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기본증명서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기준지 *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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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의사록에서 확인 )

- 임원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해당 주사업 유형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기재

하며 , 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모두 기재

-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에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45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ㅇ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20호 서식)’

ㅇ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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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 출자 1좌당 금액 ,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ㅇ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면 안 됨

ㅇ 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

ㅇ 주요 확인사항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설립동의자 )가 5인 이상이여야 함

- 설립동의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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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동의자 유형

유형 내용

생산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소비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직원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자

자원봉사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후원자 조합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ㅇ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는지 여부

- 법 제101조제1,2항 (합병 및 분할 )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주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

-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ㅇ 주요 확인사항

- 각 주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시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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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

사업”에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출한 주사업이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을 통해

기본법에서 정한 주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설립인가 신청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ㅇ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ㅇ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사업계획서 상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있으나, 수지예산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40

다다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령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감독 소관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최소 조합원수 5인 500인

최저 출자금 제한 없음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제한 없음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 출자금납입총액의 30% 이내 출자금납입총액의 10% 이내

비조합원 이용 제한 없음(예외 있음) 총 공급고의 50% 이내

이용공급고 산정 기준 없음 매출액 또는 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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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ㅇ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는 500인 이상일 것

ㅇ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ㅇ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ㅇ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50% 미만일 수 있음

□ 의료기관 추가개설

ㅇ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마다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설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추가로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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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정관변경 정관변경 정관변경

정관변경 관련 법령

법 제86조(정관)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규칙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 발생

ㅇ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등 설립 인가후 등기전 사회적협동조합등도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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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설립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제88조(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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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원

가가가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기본법 제89조(출자급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출자금환급청구권

ㅇ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 청구

가능

※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각

조합원의 “지분“ 개념으로 표현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배당이 금지된 구조이므로 각 조합원의 지분 개념은 성립할 수

없고, “출자금“으로 표현

ㅇ 출자금환급청구권은 청구권 발생시점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환급정지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채무”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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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기본법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손실액 납입 청구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 가능

- 예시)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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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조합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조합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조합원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제91조(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

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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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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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공무원등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가능여부 공무원등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가능여부 공무원등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가능여부

ㅇ (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
으로 가입 가능

- 예시)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가능

- 다만,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사전허가 필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ㅇ (공공기관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예시)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기관장의 사전허가 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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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관

가가가  임직원의 겸직 임직원의 겸직 임직원의 겸직

임원의 겸직 관련 법령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ㆍ자산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법 제44조 제3항

준용),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ㅇ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직원의
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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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관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제92조(준용규정)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

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28조(총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

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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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

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사회적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협동

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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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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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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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가가가  주사업 주사업 주사업

주사업 관련 법령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
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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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 관련 법령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

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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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9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 주사업 유형

구분 유형 내용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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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

ㅇ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방법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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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 :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판단방법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ㅇ 취약계층 고용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판단방법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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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업무협약 등으로 위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판단방법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ㅇ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위의 네 가지 유형 이외의 사업으로서 현저히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

※ 판단방법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ㅇ 혼합형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 수행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 수행

※ 판단방법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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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취약계층 취약계층 취약계층

□ 정의

ㅇ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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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판단방법

제1호. 저소득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고용부 고시 제2012-22호, ‘12.2.1)】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②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③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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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
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

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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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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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사업 관련 준용규정  사업 관련 준용규정  사업 관련 준용규정 

기본법 제45조(사업) 준용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사회적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ㅇ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정관상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 필수 포함 사업

ㅇ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ㅇ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ㅇ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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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

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ㅇ 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의료법 ,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협동조합은 농지법 에 따라 농지구입 불가능, 의료법 에 따라

안마원 운영 불가능,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

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

한지 우선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ㅇ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ㅇ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에 따라 ‘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므로 협동조합이 상조업을

수행할 수 없음 ‘

※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66

참고참고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07-53호)(통계청고시 제2007-53호)(통계청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엄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 저축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투자 자문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

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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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소액대출  소액대출  소액대출 

소액대출 관련 법령

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

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

ㅇ 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2 한도에서 소액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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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한도 

ㅇ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 소액대출 이자율

ㅇ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 소액대출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

-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연 25%)을 넘을 수 없음

□ 소액대출 회계

ㅇ 소액대출사업은 주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

등으로 따로 회계처리

□ 정관 기재 사항

ㅇ 대출자격 , 1인당 대출한도 ,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 , 대출

위험관리 ,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

- 대출을 받고 협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무분별한 대출신청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 대출자격 명시

- 소액대출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의무가 필요하며 대출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 명시

□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액대출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

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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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상호부조 상호부조 상호부조

상호부조 관련 법령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

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상호부조”란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조합원이 낸 회비로 운영하여야 하며, 출자금 또는 차입금 등을

기금으로 운영해서는 안 됨

ㅇ 소액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반면 , 상호부조는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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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부조 정관 기재사항

ㅇ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ㅇ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적립금 운용) 적립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함

- (대손위험관리) 상호부조 사업의 대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적절한 대손위험 관리방안이 있는지 확인

- (제3자 계약금지 ) 상호부조 계약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 등 제3의 판매

조직을 통한 계약 불가

□ 상호부조 회계

ㅇ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 등으로 따로 회계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이 상호부조의 총사업 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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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

법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

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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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소비자, 사업자, 직원의 지위에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법 제 94조제 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

-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ㅇ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 적용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

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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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관련 법령

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

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6.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상공회의소법 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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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통보

ㅇ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ㅇ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의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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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참 고 참 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

【공공기관 우선구매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수요
발생

→
구매대상
제품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1 1단계 : 구매대상 제품 확인

ㅇ (온라인)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협동조합 상품몰

→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 (통합검색으로 찾기)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

정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보 검색 가능

- (상품 찾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메뉴바 하단의 분류별 또는

카테고리 전체보기를 통해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찾기)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협동조합현황’-
‘협동조합 설립현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분류로 검색(지역별,
소관부처별, 업종별, 조합명 등으로 확인)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

협력운영팀을 통하여 구매상담(전화 : 031-697-7745~6)



376

□2 2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ㅇ 직접구매/간접구매

- (직접구매) 해당기관이 자체구매 (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구매 (조달청을 통해 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용역․물품구매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용역․물품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

*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ㅇ (계약방법)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ㅇ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낙찰자 심사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 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3 3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ㅇ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내 ‘협동조합 상품몰’에 소개된

상품 등을 구매

ㅇ 제품 특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구매 상담 및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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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계

가가가  회계 회계 회계

□ 운영의 공개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운영의 공개 사항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 조합원 명부

- 회계장부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

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운영의 공개 사항 중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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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기본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ㅇ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

- 사업준비 , 시설확장 , 사업활성화 ,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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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금의 보전

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

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ㅇ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 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ㅇ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 잉여금의 배당

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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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의 면제

기본법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부과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ㅇ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ㅇ 법 제99조의 조항에 근거하여 모든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 부과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면제 가능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부담금 부과요건등)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

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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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경영공시 경영공시 경영공시

경영공시 관련 법령

법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

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경영공시 대상

ㅇ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 단,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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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 자료

□ 경영공시 방법

ㅇ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각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시행령 제 27조)

* ‘16년까지 기재부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에 통합공시하였으나, ’17년부터 소관
기관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하도록 의결(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참고>제11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15.10.20) 안건中

□ 현황
ㅇ 협동조합이시ㆍ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홈페이지에협동조합별로개별 공시 하는것이원칙이나

- 제도시행초기에따른혼란* 방지를위하여, 기재부장관이공시대상협동조합(‘14년 142개, ’15년
227개) 전체를 일괄하여 통합공시
* 시․도의경영공시홈페이지미구축, 협동조합의경영공시이해부족, 공시자료작성의통일성확보등

□ 문제점
ㅇ 기재부장관이 경영공시의 최종적인 주체가됨에따라공시자료의 1차작성기관인협동조합의
책임성 부족으로 부실자료*가 많이 발생
* 결산데이터 불일치, 첨부서류 누락, 개인정보 노출, 오탈자 등

ㅇ 부실공시 또는 공시 지연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의 주체는 시․도 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그러나, 경영공시의 경우 기재부가 통합공시 함에 따라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개선방안
ㅇ ‘17년부터는기재부가통합공시를하지않고,협동조합별로시․도 및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 하도록하여협동조합의 책임성 제고

- 협동조합은 개별 공시 이전에 중간지원기관, 진흥원 등에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공시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ㅇ 시․도및 중앙행정기관은 공시지연, 부실공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경영공시 책임성 강화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ㆍ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ㆍ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ㆍ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ㆍ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예산과 ‘사업결산
보고서’ 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ㆍ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ㆍ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ㆍ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ㆍ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ㆍ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보고서

ㆍ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ㆍ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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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 절차

ㅇ 협동조합

- 설립인가를 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ㆍ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ㅇ 중앙행정기관

- 소관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

- 소관 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 확인

- 경영공시 첨부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여부 확인

- 경영공시 자료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통보하여

보완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공시기한 , 허위사실

게재 등 ) 준수 여부 , 주사업 수행(전체 사업의 40% 이상)

여부 등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 , 시정명령 , 과태료 및 벌칙 등 조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경영공시 자료를 취합하여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에 게재

ㅇ 기획재정부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총괄

-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ㆍ관리 및 제도 개선

협동조합 소관 부처 진흥원 기획재정부

각 부처 사이트에
경영공시자료 업로드

경영공시 자료 검토
및 최종확인

경영공시 자료 취합,
협동조합 포털에

게재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ㆍ교육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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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경영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 )

※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 가이드라인」(p.16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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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회계 관련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기본법 100조(준용규정)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

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

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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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참고  회계기준 회계기준 회계기준

총칙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
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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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회비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
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제증빙 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1호와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이사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
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배당금, 이월금 등에 사용

지분의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 및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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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가가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합병 및 분할 관련 법령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

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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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 관련 법령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

조합등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등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와 사진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및 분할의 정의

ㅇ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행위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신설하는 것이고(A+B=C),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소멸되고 하나의 협동조합이 존속(A+B=A)

ㅇ “분할 ”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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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및 분할 절차

① 합병 및 분할 계약서 작성

- 합병 및 분할당사자 협동조합 간의 합병 또는 분할 계약의

주된 내용 (신설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 ,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 증가할 출자금

총액 ,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 임원의 변경사항 등 ) 기재

② 합병 및 분할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인가신청

- 주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신청

- 합병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 분할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④ 인가증 발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합병인가증 또는 분할

인가증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발급

계약서 작성 총회의 의결 합병인가 신청 합병인가증 발급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 작성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신청

⇒
60일 이내에
합병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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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신고 서류

ㅇ ‘협동조합 합병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에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신고서류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 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및 분할 관련 신고 (법 제56조제2항 준용 )

□ 권리⋅의무 승계

ㅇ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 조합원의 수용 , 소송절차 수계 등)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구분 협동조합 유형 신고․인가의 종류 시행규칙 서식

합병
존속하는 협동조합 합병인가 별지 제26호 서식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신고 별지 제28호 서식

분할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설립인가 별지 제18호 서식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 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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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사항

ㅇ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준용
규정

- 제 85조 (설립인가 등 ), 제 86조 (정관 ), 제 88조 (준용규정 ) :
제 17조 (규약 또는 규정 ) 및 제 19조 (협동조합의 설립 )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준용규정 (채권자
보호절차 )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합병에 따라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② 이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③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

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제공

□  합병 관련 사항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없음

- 다만 ,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 협동조합 흡수합병 가능

ㅇ 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ㅇ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 (상법 제 527조의 4제 1항 )

ㅇ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환급청구권은 인정
되지 않으므로 출자금환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탈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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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타 법인 흡수합병 타 법인 흡수합병 타 법인 흡수합병

흡수합병 관련 법령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
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 상법 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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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대상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동조합 흡수합병 가능

□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시행령 제28조)

구분 흡수합병 인가 기준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①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②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식회사등을 흡수합병 할 때 존속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등에는 상법이 적용

흡수합병 절차 상법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규정

합병계약서의 작성 제522조제1항, 제523조 제56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제354조 -

합병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제374조제2항, 제635조제1항
제23호

제28조제5항

합병승인 총회 제522조제3항, 제434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
제2항, 제32조제4항

채권자 보호절차
제527조의5, 제232조,
제530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6조제8항,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6항, 제54조

구 주권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제440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제530조제2항, 제374조의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제530조, 제3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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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흡수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법인과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및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 준용

③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

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 소멸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 흡수합병 인가 절차 

계약서 작성 총회의 의결 인가신청 인가증 발급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신청

⇒ 60일 이내에
흡수합병인가증

발급

① 흡수합병승인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경우)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흡수합병계약서, 소멸

법인 주주에게 배정하는 출자좌수에 관한 서류 등 주요서류를

합병일 이후 6월간 본점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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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의사를 서명으로 통보

-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 (상법 제434조 )

② 흡수합병 계약서 작성

- 흡수합병 계약의 주된 내용(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등) 기재

③ 흡수합병 승인 총회

- 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흡수합병인가 신청서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⑤  흡수합병인가증 발급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흡수합병인가증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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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정관 사본

2 (흡수)합병계약서 사본

3 (흡수)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 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 상법 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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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해산 관련 법령

법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법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
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법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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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및 청산

ㅇ “해산”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권리능력 상실

-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ㅇ “청산 ”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로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산 사무 감독

□ 해산 사유

ㅇ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ㅇ 총회의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ㅇ 합병⋅분할 또는 파산

ㅇ 설립인가의 취소

□ 해산 절차

해산총회 및
청산인 등기

재산처분 총회의결 해산신고

해산 의결 및

청산인 등기

⇒ 재산처분방법 관련
총회의 승인을 받음

(해산총회와 동시에 가능)

⇒
청산인 취임 14일 이내

해산신고

해산등기
청산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청산종결 등기

해산신고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 청산사무 수행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음

⇒
청산사무 종결 후 14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미등기 협동조합은 해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해산신고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등기

- 총회에서 해산 의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 (다만 ,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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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②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의결

- 청산인 취임 →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총회 전 미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해산 총회에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의결하는 것도 가능

③ 해산신고

-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산신고(파산의 경우 제외)

- ‘해산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에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산신고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발급

④ 해산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 ’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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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업등기법 제60조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 110조 및 제70조에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는 해산신고서를 받은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미등기 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
(www.share.go.kr) ‘e하나로민원 ’에서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득한 후 이용 가능

⑤ 청산사무의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⑥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
이내에 ,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
하는 서류 첨부

□ 잔여재산의 처리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귀속

-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
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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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준용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
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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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조직변경 조직변경 조직변경

조직변경 관련 법령

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2(협동

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

(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

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

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

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

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

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

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404

조직변경 관련 법령

시행령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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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 개요

ㅇ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ⅰ)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ⅱ)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ⅲ)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ⅳ) 법인등( 상법 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ㅇ 다만, 부칙 제3조에 의해 ‘12.12.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비법인)가 ’16.11.30일

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 기한 경과로 부칙에 의한 사업자(비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조직변경의 효과

ㅇ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

-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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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 절차

①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 단, ⅰ)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ⅱ)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 가능

- 창립총회 관련 안건을 조직변경총회에서 결의

-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분 조직변경 시 결의사항

정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금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 (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사내유보금의 정리 등

- (사내유보금 )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결의(일반정족수로 의결)를 통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등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음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채권자보호절차 인가신청

총회개회 7일전까지공고및

소속구성원전원동의결의

⇒ 채권자에 대해 이의신청

공고(30일 이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신청

인가증 발급 등기 사업자등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증 발급

⇒ 본점은 14일 이내
지점은 21일 이내

⇒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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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

-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30일

이상 )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하여야 함

* 최고(崔告)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직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③ ‘조직변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④ 조직변경인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직변경인가증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활용 )’ 발급

⑤ 협동조합 ,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등기 (조직변경 관련 해산등기의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필요

없으며 , 해산등기와 동시에 등기기록 폐쇄 )

⑥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며,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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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조직변경 관련 사항

ㅇ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0호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 조직변경 관련 채권자보호절차는 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ㅇ 법 제85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ㅇ 법인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인가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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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등기

□ 설립등기

기본법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ㅇ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ㅇ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이사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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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간인 날인 필요 )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인가증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ㅇ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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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준용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통합등기 가능

ㅇ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의사록 제출필요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첨부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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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기본법 제63조(이전등기) 준용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사장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나 ,

구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으로도 가능

ㅇ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비치

2 정관
정관 사본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여 제출

3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조합원총회의사록,
정관변경인가확인증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신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와 구소재지의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

7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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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기본법 제64조(변경등기) 준용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ㅇ 변경사항에 따른 등기사항

ㅇ 출자감소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 서류

구분 신청서류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사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

설립인가 연월일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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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등기

기본법 제107조(합병등기)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

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ㅇ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의 등기사항

구분 등기사항 비고

1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등기

□ 해산등기

기본법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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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촉탁 (대등한 지위의 행정청간에 행하여지는 위임 )

□ 청산인등기

기본법 제67조(청산인등기) 준용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과 법인인감을 등기

ㅇ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과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를

첨부하여 신청

□ 청산종결등기

기본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준용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ㅇ 신청서에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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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등기

기본법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

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ㅇ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소재지
에서는 14일 이내에 , 지점 (또는 지사무소 )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ㅇ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 (상업등기법 제66조 )

▪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 )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 ·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 (상업등기법 제65조 )

※ 협동조합기본법 제110조 및 제70조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설립등기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의 말소등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ㅇ 신규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정정(변경)신청

-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등기의 기산일

ㅇ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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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등기 관련 준용사항 등기 관련 준용사항 등기 관련 준용사항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

비송사건절차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
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 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1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3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4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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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등기 관련 내용정리 등기 관련 내용정리 등기 관련 내용정리

구분 관련조항 관할 등기소 등기기한 신청인

설립 제106조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사장

지사무소
설치

제62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28일

지사무소 21일
이사장

이전 제63조 전․현소재지 전․현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변경 제64조① 각 사무소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출자금
변경

제64조② 각 사무소 소재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사장

합병 제107조 각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사장

해산 제10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청산인 제67조 주사무소 취임일부터 14일 청산인

청산종결 제6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조직변경 제108조의2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

부터 본점 14일, 지점 21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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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가가가  감독 감독 감독

기본법 제111조(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

포함)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

ㅇ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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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사유

ㅇ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감독방법

① 감독대상 선정 및 감독계획 수립

- 감독개요, 감독대상, 감독시기, 감독방법, 감독사항, 감독점검표

서식 , 감독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 감독조치계획 , 행정

사항 등 기재

② 감독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

- 감독시행일 7일 전까지 공문이 도달되도록 하여 , 피감독자가

미리 감독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함

③ 감독시행

- 감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인에게 제시

- ‘감독점검표’에 감독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적고, 하단에

피감독자의 확인서명을 받음

④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소관부처는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⑤ 결과조치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설립인가 취소 등 감독에 따른 결과조치

□ 감독기관에 대하여 거짓 진술․보고, 사실은폐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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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 관련 법령

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설립인가 취소 사유

구분 취소사유

재량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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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인가 취소 절차

① 시정조치

-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립인가기준 미달)

에는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② 청문실시

-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진행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

- 청문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설명,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 반영

③ 설립인가 취소 (서면으로 통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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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 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1항)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

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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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요건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추천요건

1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3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
(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할 것

5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2·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의 요건 적용 배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기부금단체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주무관청이 작성

2 법인설립허가서(설립인가증) 사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정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7
선관위의 유권해석 문서(정치활동을 했던 단체를 추천할 경우 선관위에서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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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방법

①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까지
추천서 (제출서류 포함)**를 공문 (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 법인
세제과로 제출

* 추천기한 : 2.28 / 5.31 / 8.31 / 11.30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예외 불인정)

□ 지정기간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② 기부자 손비인정 (2014.9월 현재 )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ㅇ 기부금 단체

①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②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③ 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④ 관할세무서장이 ③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

⑤ ②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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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무관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말(5․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ㅇ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ㅇ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재지정

ㅇ 신청절차

-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 재지정 추천 시 요건충족여부 등 점검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 제출

ㅇ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 종료 후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구분 재지정 배제사유

1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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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기부금단체 추천서 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3.2.23>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3. 기 부 금 관 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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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의3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무부의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됨

ㅇ (추천 신청)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

ㅇ (면제 추천)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함

☞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3. 설립인가증 사본
4. 정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기타 참고자료

ㅇ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 고시함

ㅇ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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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고용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사업의
공익성

 ※ 사업의 공익성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

  위와 같이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 공증면제 신청과 관련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위의 서식은 참고서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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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개념

ㅇ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

(법 제2조제4호)

□ 특징

구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발기인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

출자한도 한 회원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선거권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이 행사 불가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 상담⋅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필수, 공제사업 가능

사업의 이용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봄(공제사업 제외)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불가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 설립현황

ㅇ ‘16.12월말 기준 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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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립

가가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설립인가신청 절차 설립인가신청 절차

기본법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신청 발기인 → 기획재정부장관

7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회장

9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435

ㅇ “발기인 ”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ㅇ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 “회원자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 제한 가능

(법 제73조제2항 준용)

ㅇ “정관”이란 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법정서식은 없으나, 기본법 제86조(정관)제1항의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ㅇ “설립동의자”란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사회적협동조합)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ㅇ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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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관부처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ㅇ 창립총회 공고 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할 사항

ㅇ 창립총회 필수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ㅇ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ㅇ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서식 )’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

ㅇ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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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준용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ㅇ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

-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

ㅇ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ㅇ 처리기간의 계산

- 설립인가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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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기인은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

에게 인계

ㅇ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 회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 등기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 (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법 제106조(설립등기) 준용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ㅇ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

(법 제109조 )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법 제115조제3항 ,

제112조제1항제5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3항제1호 )



439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

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ㅇ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

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ㅇ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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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설립인가신청 서류 설립인가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준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하는 서류

구분 인가신청서류 비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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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 ‘설립신청인’란에는 설립신고를 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사회적

협동조합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

- ‘설립신청내용’란의 ‘설립동의자 수’에는 회원의 개수 기재

- ‘신청인’란에는 신고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협동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날인

기본법 제86조(정관) 준용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정관”이란 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 사본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를 참고하되, 연합회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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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준용)

ㅇ 주요 확인사항

- 법 제86호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연합회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연합회의 설립목적, 명칭, 회원의 구성 등과 관계

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3개 이상의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음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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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창립 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게시 사진, 전자우편 화면캡쳐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준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ㅇ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 사본 제출

- 핵심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안건 ,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 필수의결사항 ,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

조합이 (법인)인감도장 날인

※ 의장과 회장이 다른 경우 의장과 회장 모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공증을 위해 (법인)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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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ㅇ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작성 시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연합회가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회장의 진술서
4. 회원 명부
5. 회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회원의 법인인감증명

ㅇ 서식

-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3x4

사이즈) 포함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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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인사항

- 임원이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의사록에서 확인)

- 임원이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ㅇ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기본법 제93조(사업), 시행규칙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 ), 시행규칙 제18조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방법 )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유형은 모두 “기타 공익증진형”

으로 기재

- 해당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기재

-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ㅇ 주요 확인사항

-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80조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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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20호 서식)’

ㅇ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ㅇ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 출자 1좌당 금액 ,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ㅇ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12272호, 2014.1.21> 제7조)

- 모든 회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

ㅇ 법정 서식은 없으며,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ㅇ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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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제101조제1,2항(합병 및 분할)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주사업(기타 공익증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 주

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ㅇ 인가신청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간인 불필요

- ‘간인’이란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ㅇ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

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ㅇ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있으나, 수지예산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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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용규정

기본법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

"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

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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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  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제1절 설립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회원

제21조(가입)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

하지 못한다.

⑤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제명)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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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8의2.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회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

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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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원)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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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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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절 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

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

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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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회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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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협동조합연합회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협동조합연합회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협동조합연합회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한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

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

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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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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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사회적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사회적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사회적협동조합 준용규정 및 준용적용조항

제1절 설립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2절 회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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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회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와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

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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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준용

한다.

⑤ 삭제

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

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미적용)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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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변경

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

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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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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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시⋅도지사에의 권한의 위임

ㅇ 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의 권한의 위탁

ㅇ 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사회적협동

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가능

ㅇ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

- 주사업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주사업

비중이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인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

행정기관 직제 시행규칙(ex.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을 관장하거나 가장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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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
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탁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정부출연기관

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 가능)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권한의 위탁사항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기획재정부장관(제1항에 따라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
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1항에서 같다)은 법 제116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
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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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ㆍ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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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ㅇ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에서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제한

ㅇ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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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 협동조합

ㅇ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도의 감독권을 규정

하고 있지 않아 시⋅도가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서류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식을 규정할 필요

ㅇ 시⋅도는 조합원⋅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협조요청 (자료제출 , 면담 등 )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 및 법령 위반사항을 파악하여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

ㅇ 조합원⋅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

부처는 기본법 제111조(감독) 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시행

ㅇ 감독결과 파악된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처리

□ 협동조합연합회

ㅇ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과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

ㅇ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115조제3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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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에 따른 처리절차

ㅇ 사실관계 파악 및 감독을 통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관련

개별법률 위반, 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부처의

장이, 연합회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ㅇ 협동조합 기본법 을 위반한 경우

- (벌칙 )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의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 ’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우 시․도

지사가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연합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협동조합기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을 준용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감경처분하되,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ㅇ 관련 개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 조사를 의뢰

하고 관련 주무부처에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ㅇ 형법 을 위반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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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벌칙

법 제117조(벌칙) 및 제118조(양벌규정)

법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

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

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벌칙의 경중

ㅇ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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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 위반)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사회적협동조합등은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 위반 )

-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법 제50조제3항 위반)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1항 위반)

- 협동조합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

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법 제51조제2항 위반)

- 잉여금 배당시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거나 출자배당이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법 제51조제3항 위반)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위반)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위반)

- 출자감소 의결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 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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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법 제55조 위반)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2항 위반)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 위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양벌규정의 적용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협동조합에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다만, 협동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ㅇ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법 제9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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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 위반)

①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

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하는 행위

②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위의 사항에 대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 (법 제37조제2항 위반 )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 소형 인쇄물의 배부 ,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법 제37조제4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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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태료

법 제119조(과태료)

법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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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경중

ㅇ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 사용

(법 제3조제2항 위반)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조제3항 위반)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법 제3조

제5항 위반)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위반)

-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법 제23조제1항 위반)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에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위반 )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 이자율 , 대출한도 , 상호

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한 경우 (법 제94조 위반 )

ㅇ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4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위반)

-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49조, 제49조의2, 제96조의2 위반)

-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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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참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이상위반

가.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
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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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이상위반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
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
(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
(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
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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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가가가  구축배경  구축배경  구축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 제정(‘12.12.1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 관련

업무 처리와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필요

ㅇ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민원처리 , 통계 및

현황관리 등을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ㅇ 협동조합 및 일반 국민 등이 협동조합 관련 다양한 정보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도록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필요
   

   

나나나  구축현황 구축현황 구축현황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은 대국민 홍보서비스를 위한 “협동

조합 홍보포탈”과 협동조합 관련 행정처리를 위한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중앙부처․자치단체 )”으로 구성

ㅇ 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된 협동조합 신고ㆍ수리 정보를 대국민

홍보포털과 실시간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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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홍보포탈 구성 내용

ㅇ (제도소개 ) 협동조합의 정의 , 7대원칙 , 기본법 소개 ,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정보 제공

ㅇ (설립ㆍ운영 ) 중간지원기관 현황, 협동조합 설립ㆍ운영ㆍ변경ㆍ
해산 절차 등의 정보 제공

ㅇ (협동조합현황) 협동조합 설립현황, 개별 협동조합 소개정보,
협동조합 사례, 경영공지 자료, 주요통계 정보 제공

ㅇ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료실, 자주묻는 질문, 서식
자료, 동영상ㆍ사진자료 제공

ㅇ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정보 제공

ㅇ (교육) 온라인 사이버 강좌, 오프라인 교육일정, 홍보동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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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 중앙부처용

ㅇ (사회적협동조합) 소관 중앙부처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인가 , 정관변경 , 해산 등 업무처리

ㅇ (연합회)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신청), 수리(인가), 정관변경, 해산 등 업무

처리

ㅇ (통합관리)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 홍보포탈과 실시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 자치단체용

ㅇ 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 신고, 수리, 정관변경, 해산 등 업무처리

ㅇ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협동조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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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 대국민서비스 제고

ㅇ 협동조합 제도 , 설립ㆍ운영 절차 , 설립현황 , 온라인 강의 ,

교육일정 , 협동조합 상품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제고 및 알권리 충족

□ 효율적 행정처리

ㅇ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수기로 처리ㆍ관리

되던 협동조합 신고, 수리 등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 관리

- 협동조합 민원처리 업무를 전산화 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민원처리 현황을 홍보

포탈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협동조합 활성화

ㅇ 협동조합 상품(제품ㆍ서비스) 정보, 우수 협동조합 사례, 개별

협동조합의 소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홍보ㆍ판로

지원

ㅇ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협동조합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487

 2. 협동조합 업무처리 방법

가가가    중앙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앙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앙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행정시스템 개요

   

ㅇ 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민원업무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처리
   

ㅇ 협동조합 처리현황, 상세정보, 변경정보 및 각종 통계자료 관리
   

ㅇ 행정시스템에서 등록ㆍ처리된 협동조합의 기본정보*는 실시간

으로 협동조합 홍보포탈과 연계되어 제공

* 협동조합명, 신고(신청)/수리(인가)일, 대표 연락처, 이사장(회장)명, 협동조합 종류,

조합유형, 업종, 품목, 주소

□ 시스템 사용자 등록

ㅇ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필요

하며, 사용자는 부처별 중간관리자가 등록ㆍ관리

- 부처별로 사용자 등록ㆍ수정ㆍ삭제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데이터 인계ㆍ인수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중간관리자를

지정
   

- 소속부처에 중관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로 중간관리자 등록 신청



488

□ 업무처리 프로세스

□ 행정시스템 이용

① 로그인

ㅇ 행정시스템 접속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주소 : http://work.coop.go.kr

ㅇ 최초 접속 시에는 초기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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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메인화면 구성  

➊ 트리 메뉴 : 알림마당과 협동조합 인가(수리)로 구성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자료실

- 협동조합 인가 및 수리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중간관리자 : 담당자 조회, 담당자 등록ㆍ수정, 담당자 인수인계

➋ 인가현황 통계 : 소속부처 및 본인의 인가처리 통계

➌ 검색조건 : 신고일, 진행상태 및 협동조합명으로 검색

➍ 기본정보 등록 : 최초 민원접수시 “기본정보 등록” 버튼 클릭

후 기본정보를 등록하여 접수처리

➎ 인가처리 현황 리스트 : 소속부처 인가처리 현황 표시

- 리스트에는 처리할 협동조합 리스트가 먼저 표시되고 처리

완료된 협동조합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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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정보 등록

ㅇ 협동조합 설립신청 접수 시 기본정보 등록

ㅇ 협동조합 명칭 유사ㆍ중복 여부 확인

- 기본정보 등록 시 협동조합명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ex. “세종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세종”으로 검색하여 신청된

협동조합명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 후 등록

ㅇ 기본정보 공개

- 협동조합의 기본정보와 처리현황은 홍보포탈과 연계되어 실시간

공개됨

-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시스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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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토결과 , 상세정보 , 인가처리 , 해산처리 , 변경 처리

- 기본정보 등록 후 시스템 좌측 트리메뉴에서 “협동조합/협동

조합 인가(수리)/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클릭 → 리스트에서

처리할 협동조합 더블클릭

- 처리 단계별로 처리할 버튼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표시

ㅇ 상세정보 등록시 유의사항

- 회계연도 : 정관에 기재된 회계연도 입력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의 공시일자 확인 등에 필요

- 품목 :협동조합에서 생산ㆍ서비스하는 주요 정보를 키워드

형태로 입력

※ 협동조합 홍보포탈에서 품목으로 조회 시 활용되며, 품목으로 협동조합

검색을 지원하여 개별 협동조합 홍보를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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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지방자치단체 -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 협동조합

□ 행정시스템 개요
   

ㅇ (민원처리) 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등의 민원업무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ㆍ처리
   

ㅇ (관리) 협동조합 처리현황, 상세정보, 변경정보 및 각종 통계자료

관리
   

ㅇ (대국민 서비스) 행정시스템(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서 등록ㆍ

처리된 협동조합의 기본정보는 실시간으로 협동조합 홍보포탈과

연계되어 제공

※ 기본정보 : 협동조합명, 신고(신청)/수리(인가)일, 대표 연락처, 이사장(회장)명,

협동조합 종류, 조합유형, 업종, 품목, 주소

□ 시스템 사용자 등록
   

ㅇ 협동조합 행정시스템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정보화부서에 사용자 등록 신청 및 협동조합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부여 후 이용 가능함

* 자치단체의 경우는 각 기관에서 행정포탈시스템으로 사용 중인 시도행정시스템

(경제통상) 및 새올행정시스템(지역산업)

□ 업무처리 프로세스

① 민원접수

⇒

② 수령처리

⇒

③ 접수확인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변경신고 등을 민원실
시스템에 등록

민원실에서 등록한 민원을
확인하고 받은 민원함
에서 해당 민원 서류 수령
처리

수령 처리된 민원을
부서민원에서 조회하고,
처리담당자 및 처리책임
자를 지정한 후 민원
접수 내역 확인

④ 심사 및
상세내역 등록

⇒

⑤ 신고필증
발급

⇒

⑥ 신고/수리
대장확인

⇒

⑦ 대국민
홍보포탈 연계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실에서 수령한
민원신청서의
상세내역을 등록

민원수리 여부에
대하여 결재가 완료
되면 신고필증 발급

수리한 내역이 제대로
대장에 등록 되었는지
화면에서 확인

ㆍ시도·시군구 민원
처리 상태 및 결과
ㆍ협동조합 설립신고
대장 정보
(실시간 자동연계)



493

□ 행정시스템 이용
   

ㅇ 로그인

- 행정시스템 접속 후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시도 행정시스템 새올 행정시스템

ㅇ 화면구성

- 시도행정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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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시스템 이용 상세절차
   

1 시⋅도행정시스템 - 시⋅도  
   

ㅇ 협동조합 설립신고 민원 조회
   

1

2

3

   

➊ 조회조건 입력

-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표시

- 접수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현재일로 자동 입력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날짜를 변경 가능

➋ 조회결과 확인

- 조회결과는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

상태 순으로 표시

- 민원진행상태에서 “처리중”은 진행중인 민원으로 결과등록단계

이전상태인 민원이며, “해결”은 완결을 의미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접수번호의 협동조합설립신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

➌ 민원신청등록
- 협동조합설립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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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록

        

1

3

2

➊ 민원접수번호 조회

- 버튼 클릭하여 민원접수 팝업창에서 처리할 민원 선택

- 신청인정보는 민원실에서 입력된 내용으로 자동 표시

➋ 민원신청내역 입력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식에 기재 된 내용을 각 항목에 입력

   ※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임

※ 협동조합명에는 반드시“협동조합”이 포함 되어야 함
   

- 버튼을 클릭하여 협동조합명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

     ※ 협동조합명이 중복일 경우 등록이 불가

- 회계연도 : 정관에 기재된 회계연도를 기입

    ※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일자 확인 등에 필요

- 품목은 협동조합에서 생산․서비스하는 주요 정보를 키워드

형태로 입력

ex. 딸기, 자전거, 공예품, 문화체험, 취약계층, 일자리 등



496

➌ 등록
   

- 필수사항을 모두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민원신청 목록으로 이동

ㅇ 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 상세조회

    

   ➊ 협동조합설립신고 신청내용 상세조회

- 선택한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상세 내용 표시

➋ 결과처리 및 버튼기능

- 버튼 클릭하여 해당 민원이 처리된 후 발급 될 신고필증 표기

- 버튼 클릭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기안 진행

-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팝업화면 확인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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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정

➊ 협동조합설립신고 내용 수정
   

- 민원 결과처리 전 등록된 협동조합설립신고민원의 신고사항 수정

➋ 버튼 기능

-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을 저장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설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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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민원 처리 목록

1

2

3

➊ 조회조건 입력

-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표시

- 접수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현재일로 자동 입력되며,

버튼 선택 시 날짜 변경 가능

➋ 조회결과 확인
   

- 조회결과는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

상태 순서로 표시

※ 민원진행상태 구분

- 처리중 : 진행 중인 민원으로 결과등록 단계 이전 상태

- 해결 : 완결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접수번호의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상세화면으로 이동

➌ 민원신청등록
   

-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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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등록

1

2

3

➊ 민원접수번호 조회

- 버튼 클릭하여 민원접수 팝업창에서 처리할 민원 선택

- 신청인정보는 민원실에서 입력된 내용으로 자동 표시

➋ 변경할 협동조합 선택

- 버튼 클릭하여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설립신고정보를 화면에 표시

※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임

➌ 민원신청내역 입력 및 버튼 기능

-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버튼 클릭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

- 버튼을 클릭하여 협동조합명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

※ 협동조합명이 중복일 경우 등록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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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상세조회

➊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신청내용 상세조회

- 목록화면에서 선택한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상세 내용 확인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➋ 결과처리 및 버튼기능

- 버튼 클릭하여 해당 민원이 처리된 후 발급 될 신고필증 표기

- 버튼 클릭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기안 진행

-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팝업화면 확인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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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수정
   

➊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신청내용 수정
   

- 민원 결과처리 전 정관변경신고사항 및 변경사유 내용 수정 가능

➋ 버튼 기능
   

-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 저장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정관변경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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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해산신고 민원목록

1

2

3

➊ 조회조건 입력

-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결과를 표시

- 접수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현재일로 자동 입력되며,

버튼 선택 시 날짜 변경 가능

➋ 조회결과 확인

- 조회결과는 접수번호, 처리기한, 협동조합명, 신청인, 민원진행

상태 순서로 표시

※ 민원진행상태 구분

- 처리중 : 진행중인 민원으로 결과등록 단계 이전 상태

- 해결 : 완결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접수번호의 협동조합해산신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

➌ 민원신청등록
- 협동조합해산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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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해산신고 등록

2

1

3

➊ 민원접수번호 조회

- 버튼 클릭하여 민원접수 팝업창에서 처리할 민원 선택

- 신청인정보는 민원실에서 입력된 내용으로 자동 표시

➋ 해산할 협동조합 선택

- 버튼을 클릭하여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설립신고정보를 화면에 표시

➌ 민원신청내역 입력 및 버튼 기능

- 해산사유를 기재한 후 버튼을 클릭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 해산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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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해산신고 상세조회

➊ 협동조합 해산신고 내용 상세조회

- 목록화면에서 선택한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상세 내용 확인

➋ 결과처리 및 버튼기능

- 버튼 클릭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기안 진행

-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팝업화면 확인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해산신고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단, 이미 결과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수정화면을 이동 불가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해산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 결과등록 시 해결로 처리된 경우, 자동으로 협동조합신고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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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해산신고 수정

➊ 협동조합 해산신고 내용 수정

- 민원 결과처리 전 이미 등록된 해산신고 내역을 수정 가능

➋ 버튼 기능

-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된 내용을 저장

- 버튼을 클릭하면 협동조합해산신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



506

2 새올행정시스템 - 시ᆞ군ᆞ구

ㅇ 민원접수 및 처리 [메뉴위치 : 전자민원▷민원처리▷민원신청등록]

➊ 민원등록은 민원명을 입력하고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

➋ 민원상세내용은 민원사무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을 검색하여 확인

( 클릭)
   

③ 민원을 접수처리할 부서와 담당공무원은 정확히 선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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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받은 민원 확인 [메뉴위치 : 전자민원▷민원처리▷민원신청접수]

1

➊ 수령자에 수령자[김지역]을 입력후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
   

② 수령처리가 완료되어야 [김지역]의 부서민원으로 자동통보
   

③ 상황조회를 선택하면 민원처리상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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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서민원에서 수령민원 확인 [메뉴위치 : 전자민원▷민원함▷부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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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등록하기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①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
   

②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③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
   

④ 민원을 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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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
   

②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
   

③ 전자결재기안처리(수신자ID를 입력 및 버튼을 눌러 기안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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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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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① 인허가번호 버튼을 클릭하여 해산하고자하는 대장을 불러온다

②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
   

③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④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보정 처리
   

⑤ 민원을 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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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
   

②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
   

③ 전자결재기안처리(수신자ID를 입력 및 버튼을 눌러 기안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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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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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 해산신고 [메뉴위치 : 나의할일▷민원함▷받은민원]
   

① 인허가번호 버튼을 클릭하여 해산하고자하는 대장을 불러온다

② 첨부서류의 첨부여부를 체크하고 심사결과를 선택한뒤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심사내역을 저장

③ 등록한 민원신청내역을 저장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④ 신청한 민원을 보완보정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보정 처리

⑤ 민원을 처리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결과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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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결과 처리를 위해 처리결정내용을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민원결과를 저장
   

② 전자결재를 상신하기 위해 버튼을 눌러 전자결재기안처리

화면으로 이동
   

③ 전자결재기안처리(수신자ID를 입력 및 버튼을 눌러 기안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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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등록 대장 [메뉴위치 : 노사지원관리▷협동조합관리]
   

1

2

3

➊ 검색 조건 입력
- 협동조합대장 검색을 위해서 검색 조건을 입력   

   

➋  : 검색 조건에 맞는 결과를 조회
   

➌  : 협동조합대장 초기자료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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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대장 상세 화면 [메뉴위치 : 노사지원관리▷협동조합관리]

➊ : 이사장(회장) 정보 추가 입력
   

➋ : 이사장(회장) 정보 수정
   

➌ : 이사장(회장) 정보 삭제
   

➍ : 협동조합 상세 화면 전체 클리어
   

➎ : 해당 협동조합대장 신고증 인쇄
   

➏ : 협동조합대장 목록 화면으로 이동
   

➐ : 협동조합대장 내역 삭제
   

➑ : 협동조합대장 내역 저장

※ 푸른색 글씨는 필수 입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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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가가가  협동조합 관련 정보 공유  협동조합 관련 정보 공유  협동조합 관련 정보 공유 

□ 협동조합 홍보포탈 (www.coop.go.kr)을 통해 협동조합 관련

제도소개 , 설립ㆍ운영 절차 , 설립현황 , 사이버교육 , 교육일정 ,

협동조합 상품정보 , 알림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나나나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주요통계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주요통계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주요통계

□ 설립현황

ㅇ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처리된 협동조합 신고ㆍ수리

(인가) 현황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 협동조합 명칭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조합명칭, 품목,

종류, 지역, 유형, 소관부처, 업종, 신고ㆍ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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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통계

ㅇ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협동조합의 종류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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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상품몰

□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ㆍ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협동조합의

홍보 및 판로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14.7월)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ㆍ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협동조합 상품몰 메인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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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사이버교육
   

ㅇ 사이버교육은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설립절차, 회계ㆍ세무,

성공사례 등 총 20개 과정과 해외 교육자료 5개 과정으로 구성

< 사이버교육 시스템 메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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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  모바일 홍보포탈 모바일 홍보포탈 모바일 홍보포탈

   

□ 협동조합 관련 주요정보를 모바일기기 전용화면으로 제공

ㅇ 모바일 홍보포탈 주소 : http://m.coop.go.kr

< 모바일 홍보포탈 주요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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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정책목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협동조합 설립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 농․수협 등 기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8개)과는 달리 5인 이상이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서 법인 설립가능(일반법-특별법 관계)

ㅇ (일자리 창출)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 ‘1인1표’ 민주적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ㅇ (일하는 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자주․자립․자치’의 복지 실현

ㅇ (경제 활성화) 은퇴자들의 재능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을 제고

* 기획재정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 협력모델의 모범사례로 안정적 취약계층 고용도 기대

 (정책방향)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협동

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에 입각한 간접지원 실시

ㅇ (예산) ‘16년 협동조합정책활성화 사업에 3,757백만원

 (기대 효과) 경제주체별ㆍ부문별 다양한 효과 기대

구 분 효 과
주
체
별

소비자 원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생산자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제품 개발 → 안정적ㆍ높은 수익

부
문
별

경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 물가안정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일을 통한 복지 실현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 복지 전달체계 개선

운영과정 민주적 운영(1인 1표)으로 주인의식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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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참고 1   협동조합 개요

□ (개념)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ㅇ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12월)되기 이전에 이미 개별법에

근거한 8개 협동조합*이 존재 (일반법-특별법 관계)

*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

*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설립 분야 및 규모에 제한이 있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던 단체 다수

ㅇ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全 분야

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종류)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부여되며, 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 공익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체

사업 중 공익사업 사업비, 서비스대상 인원․시간․횟수 등으로 40% 비율 판단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금융․보험업 금지 外 제한
분야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다만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지원제도
현황

▪일반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재정지원 기회 부여
▪특례보증을 상시보증으로 전환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입
▪법인세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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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참고 2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ㅇ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영리회사보다 최선의 가격

(best price)으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ㅇ 조합원(member)은 이용자(user)인 동시에 소유자(owner)이며,

투자이익이 아닌 사업이용의 편익을 위해 협동조합에 투자

※ 협동조합의 정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 미국 농무부(USDA)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

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조합원과의 관계에 따른 협동조합의 구분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소비자(예, 소비자 생협)

- 생산자 협동조합 : 조합원=공급자(예, 농협, 수협)

- 직원 협동조합 : 조합원 = 직원(예, 청소, 대리운전 등)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소비자, 생산자, 직원 협동조합 등의 역할을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수행(예, 생협 + 직접생산)

※ 개별법상 협동조합 현황

- 생산자 조합

1차 산업 : 농협․수협(농식품부), 엽연초조합(기재부), 산림조합(산림청)

2차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청)

3차 산업 :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새마을금고(행안부)

- 소비자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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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참고 3   협동조합 설립현황

1. 협동조합 종류별 설립현황 

구 분 ’14년말 ’15년말 ’16.1~12월말 누 계

일반협동조합 5,803 8,117 1,862 9,979

사회적협동조합 229 405 199 604

협동조합연합회 33 48 9 57

전 체 6,065 8,570 2,070 10,640

2. 일반협동조합 설립현황

 지역별

소관 지자체
~’15년말 ’16.1~12월말 누 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서울특별시 2,142 26.4 380 20.4 2,522 25.3

부산광역시 446 5.5 83 4.5 529 5.3

대구광역시 345 4.3 101 5.4 446 4.5

인천광역시 229 2.8 41 2.2 270 2.7

광주광역시 525 6.5 65 3.5 590 5.9

대전광역시 323 4.0 82 4.4 405 4.1

울산광역시 158 1.9 25 1.3 183 1.8

경기도 1,326 16.3 344 18.5 1,670 16.7

강원도 408 5.0 123 6.6 531 5.3

충청북도 271 3.3 64 3.4 335 3.4

충청남도 288 3.5 68 3.7 356 3.6

전라북도 533 6.6 161 8.6 694 7.0

전라남도 340 4.2 106 5.7 446 4.5

경상북도 337 4.2 110 5.9 447 4.5

경상남도 293 3.6 60 3.2 353 3.5

제주특별자치도 123 1.5 38 2.0 161 1.6

세종특별자치시 30 0.4 11 0.6 41 0.4

총 계 8,117 100.0 1,862 100.0 9,979 100.0

*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에서 설립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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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업 종 별
’15년말까지 ’16.1~12월말 누 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농업, 어업, 임업 891 11.0 177 9.5 1,068 10.7

광업 4 0.0 2 0.1 6 0.1

제조업 685 8.4 215 11.5 900 9.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54 0.7 11 0.6 65 0.7

하수, 폐기물처리,
재생, 환경복원업 99 1.2 22 1.2 121 1.2

건설업 232 2.9 39 2.1 271 2.7

도매 및 소매업 2,085 25.7 398 21.4 2,483 24.9

운수업 226 2.8 40 2.1 266 2.7

숙박 및 음식점업 286 3.5 76 4.1 362 3.6

출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330 4.1 77 4.1 407 4.1

금융 및 보험업 0 0.0 0 0.0 0.0

부동산 및 임대업 87 1.1 22 1.2 109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71 3.3 65 3.5 336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237 2.9 58 3.1 295 3.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8 0.1 3 0.2 11 0.1

교육 서비스업 1,004 12.4 252 13.5 1,256 1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 3.8 71 3.8 383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8 8.2 205 11.0 873 8.7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4 7.3 123 6.6 717 7.2

기타 미분류
자가소비생산활동 42 0.5 4 0.2 46 0.5

국제 및 외국기관 2 0.0 2 0.1 4 0.0

총 계 8,117 100.0 1,862 100.0 9,979 100.0



533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인가부처별)

소관 부처
~’15년 ’16.1~12월말 누 계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건수(개) 비중(%)

기획재정부 33 8.1 14 7.0 47 7.8

교육부 74 18.3 69 34.7 143 23.7

미래창조과학부 2 0.5 0 0.0 2 0.3

외교부 2 0.5 1 0.5 3 0.5

행정자치부 7 1.7 5 2.5 12 2.0

문화체육관광부 32 7.9 8 4.0 40 6.6

농림축산식품부 21 5.2 8 4.0 29 4.8

산업통상자원부 9 2.2 2 1.0 11 1.8

보건복지부 108 26.7 34 17.1 142 23.5

환경부 6 1.5 4 2.0 10 1.7

고용노동부 73 18.0 39 19.6 112 18.5

여성가족부 14 3.5 4 2.0 18 3.0

국토교통부 7 1.7 3 1.5 10 1.7

해양수산부 3 0.7 1 0.5 4 0.7

통일부 1 0.2 0 0.0 1 0.2

국민안전처 　0 0.0 1 0.5 1 0.2

국가보훈처 1 0.2 0 0.0 1 0.2

금융위원회 2 0.5 0 0.0 2 0.3

국민권익위원회 　0 0.0 1 0.5 1 0.2

중소기업청 2 0.5 1 0.5 3 0.5

산림청 6 1.5 2 1.0 8 1.3

문화재청 　0 0.0 1 0.5 1 0.2

기상청 1 0.2 0 0.0 1 0.2

통계청 　0 0.0 1 0.5 1 0.2

법무부 1 0.2 0 0.0 1 0.2

총 계 405 100.0 199 100.0 604 100.0

4. 협동조합연합회 설립현황

구 분 ’14년말 ’15년말 ’16.1~12월말 누 계
비중

일반협동조합 31 44 8 52 92.2

사회적협동조합 2 4 1 5 8.8

전 체 33 48 9 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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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참고 4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 (2014~2016년) 요지

□ (실태조사 결과 분석) 협동조합은 ⓛ 시장 진입, ② 물적 자본, ③
인적 자본, ④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요인 존재

ㅇ 법 시행 초기이므로 사업 가동 미진, 매출실적 저조, 자금 조달 및
인력 유치에 한계, 연대․협력 여건 등이 열악함

☞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년) 수립으로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

□ (기본계획 방향)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력 양성, 연대․협력의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ㅇ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도모*

* 추진기제(메커니즘)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이 원칙

□ (4대 핵심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 

ㅇ (시장진입) 기존 법인만을 위한 법․제도로 발생한 차별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포함, 법적 규제 제거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확대

ㅇ (자금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

* 소상공인협업화사업, 사회적기업인중 등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 홍보 강화

**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 유도, 협동조합 특례보증 확대 등

ㅇ (인력양성)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역량 강화

*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날 행사 통합 운영 등

ㅇ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온라인 거점을 마련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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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참고 5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 (2017~2019년) 요지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협동조합이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역할 수행
* (설립 현황) ‘13년 3,223개→’14년 6,065개→‘15년 8,570개→’16.12월 10,640개

ㅇ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
하고 시장에서 협동조합 자생력은 높지 않은 상황*

* (운영률) 실제사업을수행하고있는협동조합은전체 55.5%수준(‘15년실태조사)

☞ 제2차 기본계획(‘17~’19년)을 통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
하는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기본계획 방향) 자생력 제고,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의 4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ㅇ (목표) 협동조합의내실화를통한건강한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고

ㅇ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달성

□ (4대 핵심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 

ㅇ (자생력 제고) 협동조합의 판로*와 내․외부 자금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관리를 통해 내부역량 강화
* 민간․공공 유통매장 입점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외부 투․융자) 전용자금 확대, 보증 활성화,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 등
(내부 자금조달) 잉여금 적립제도 도입, 연합회 공제사업 활성화 등

ㅇ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 및 창업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제고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직원협동조합 모델 등

ㅇ (네트워크 강화) 부처별정책․법령 연계*,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의지정대상에포함, 전문자격업종참여가능토록제도개선

ㅇ (인식개선) 대국민 홍보 강화, 미래세대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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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참고 6   협동조합 활성화시 기대효과

□ (설립수요) 향후 5년간(‘13년～’17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 설립 예상(보건사회연구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최소(개) 2,704 2,565 1,943 704 123 8,039

최대(개) 3,386 3,351 2,563 955 165 10,421

ㅇ (고용창출 효과)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 분 취업자 피고용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인원(명) 37,799 49,195 28,733 36,930

□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일자리

확대․복지비용 절감 등 시장과 정부의 역할 보완

ㅇ (경제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에 기여

* 협동조합 활성화시 소비자물가지수 하락효과 : 3.14%p (KDI, '12.11월)

* 한살림 등 소비자생협의 유기농산물은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교섭력 증대 및 지역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의 양극화 완화

ㅇ (사회적 효과) 취약계층 고용 및 처우개선(임금상승 등)을

통해 복지제도 보완, 신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 가능

- ‘사회서비스’의 기존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보장기본법)를

확대(범죄예방․상담치료 등 추가)하여 공공서비스 보완

□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의식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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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기본법」 연혁 

□ 법 제․개정 경과

ㅇ 2011.12.29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ㅇ 2012. 1.26 협동조합기본법 공포(‘12.12.1시행)

ㅇ 2013.12.26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4.7.22시행)

ㅇ 2014.12.3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5.7.1시행)

ㅇ 2015.12.3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6.3.2시행)

□ 「협동조합기본법」최근 개정안 주요내용

ㅇ 협동조합연합회의 대표성있는 명칭사용 제한적 허용(제3조)

ㅇ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제61조, 제106조)

ㅇ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조정(회계연도 종료 후 1→3개월)

ㅇ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

105조의2, 제108조의2)

- 민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ㅇ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 연장 및 제재완화(제106조)

- 등기시한을 연장(21→60일)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

ㅇ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한 1년 연장(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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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지원기관 설치 ․ 운영

◇ ’16년 중간지원기관의 업무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17년 기관선정시 반영

◇ ‘16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2개소)은 다년(3년) 지원기관 지정

□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의 기본틀 유지

ㅇ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민간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계약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공고부터 최종계약까지 진행

ㅇ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에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기관과의 통합 선정․운영

□ 전담인력은 평균 3명으로 하되, 업무량에 따라 기관별 차등 배정

ㅇ 지역내 협동조합 수, 상담ㆍ컨설팅ㆍ교육실적을 근거로 업무량 산출

□ 협동조합 설립 둔화 추세를 감안 중간지원기관의 업무중심을

협동조합 설립상담에서 운영지원(경영컨설팅 등)으로 전환

□ 모니터링 실시 및 객관적 평가 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중

간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ㅇ 지원기관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중간

지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ㅇ 외부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를 통해 ‘16년 지원기관의 전문성,

업무실적,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17년 기관 선정시 결과 반영

ㅇ ‘16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다년(3년) 기관으로 지정하고,

하위 기관은 별도 관리감독* 등 패널티 부여로 서비스 질 제고 유도

* 격주 업무보고 및 분기별 현장 점검 등 사업 추진실적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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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참 고   중간지원기관 설치 현황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1800-2012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29
제 1동 1층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29
제1동 1층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2층 사람과세상

인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대로 51번길 26
성원빌딩 5층

강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사)강원도지역
자활센터협회 강원도광역자활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05번길 7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92 3층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7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경북 (사)지역과 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1
6층 604호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

210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 3길 2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57 5층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3길 14

(사)일하는사람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82번길 16

대전
세종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9130

* 통합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에서 가까운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동연결



540

4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의 2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

ㅇ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4.12월)으로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령 → 법으로 격상

□ (심의사항) 다음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 (주요 정책사항) ① 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 의 수립․변경,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 ④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⑤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성) 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시행령 제3조의2)

ㅇ (정부위원) 협동조합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위원장 포함 11명)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중소기업청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제1호)

ㅇ (민간위원) 연구소, 관련 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현장전문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9명)

*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법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 (운영실적) ‘13.1월 심의회 구성 후, 현재까지 총 15회 개최

ㅇ 분기별 1회 개최(대면 10회, 서면 5회)



541

참 고  참 고   위원회 운영현황

□ 협동조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를 위해

‘13.1월 심의회를 구성, ’17.1월 현재 총 15회 개최

구 분 안 건 명

제1차(‘13.1.24)
① ’13년 협동조합 정책추진 방안
②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제2차(‘13.5.15)
①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② 협동조합 주간행사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
③ 협동조합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제3차(‘13.10.2) ①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②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제4차(서면) ① 협동조합 기본계획(안) (’13~’16년)

제5차(‘13.12.24)
① 협동조합 기본계획(안) (’13~’16년)
②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6차(‘14.4.11)
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②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제도 개선방안

제7차(서면)
①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대책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활성화 방안

제8차(서면)
① 2015년도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선정 계획(안)
②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9차(‘14.12.29)
①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본계획(심의)
② 2015년 협동조합 교육계획(심의)

제10차(‘15.4.14)
①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②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모델 개발 추진계획(안)

제11차(‘14.10.20)
① 협동조합 보증제도 개선방안(심의)
② 협동조합 경영공시 개선방안(심의)

제12차(서면)
① 협동조합간 협력방안(심의)
②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3차(‘16.4.15)

①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방향(심의)
②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심의)
③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보고)
④ ’16년도 협동조합 교육계획안

제14차(서면)

① 협동조합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고시 제정안
② 사회적협동조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개선방안
③ 2015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결과 보고
④ 협동조합 판로 확대 개선 방안

제15차(’17.1.10)
①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안)(심의)
②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심의)
③ 2017년 협동조합 교육계획안(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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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14년말 기준으로 신고․인가된 6,235개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구성원․고용․재무 현황에 대해 조사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6항에 따라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2. 조사결과

□ (사업운영률)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의
55.5%로 13년 1차조사(54.4%)에 비해 소폭 상승

□ (조합원수) 2,243개 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는 106,020명으로
1차 조사(43,842명)에 비해 약 2.4배 증가

ㅇ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47.3명으로 1차조사(58.7명)에 비해 감소

□ (고용현황) 평균 종사자수는 13.2명으로 1차조사(7.7명)에 비해 증가*

* 임원 +0.2명, 직원 +0.9명, 자원봉사자 +4.4명

ㅇ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보수(급여 또는 배당)를 받는 취업자수는
조합당 평균 4.3명으로 1차조사(5.8명)에 비해 1.5명 감소

* 직원 2.2명, 임원 1.9명, 자원봉사자 0.2명

ㅇ 월 평균 급여는 정규직 143만원, 비정규직 98만원,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율은 81.9%

□ (재무현황) 평균 자산은 5,744만원, 출자금은 4,069만원이며,
부채는 1,675만원으로 1차 조사에 비해 규모가 증가

ㅇ 조합당 평균 매출액 2억 1,402만원, 당기순이익은 1,923만원

□ (정책수요) 판로지원(40.7%), 금융인프라 확보(17.7%),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6.7%), 연대촉진(10.0%) 順

ㅇ 교육․컨설팅 등 정부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은 48.1%

□ (지역사회 기여) 전체의 49.4%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했으며,
2014년 1년간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억 7,7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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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사회적경제조직 조직 총계(A+B)
(단위 : 개, 명)

연도 ’14년 ’15년

구분 조직수 종사자수 조직수 종사자수

일반사회적경제조직 31,482 197,205 18,102 99,064

개별법상 협동조합 4,835 149,759 5,234 156,717

총계 36,317 346,964 23,336 255,781

ㅇ 일반 사회적경제조직(A)
(단위 : 개, 명)

연도 14년 15년

구분 조직수 종사자수 조직수 종사자수

(예비)사회적기업(고용부) 2,4751) 23,919 2,9142) 33,527

협동조합(기재부) 6,251 36,0643) 8,570 36,6454)

마을기업(행자부) 1,119 10,117 1,342 11,513

자활기업(복지부) 1,344 8,580 1,339 7,511

영농조합법인(농식품부) 11,599 62,599 조사중 조사중

농업회사법인(농식품부) 4,883 39,697 조사중 조사중

영어조합법인(해수부) 1,004 6,476 조사중 조사중

어업회사법인(해수부) 99 658 조사중 조사중

장애인표준사업장
(복지부)

169 4,299 213 5,082

사회복지법인(복지부) 1,739 자료 없음 2,900 자료 없음

자활센터(복지부) 261 1,638 264 1,6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부)

539 3,158 560 3,133

계5) 31,482 197,205 18,102 99,064

1) 지자체장 및 부처가 지정하고 있는 1,463개의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2) 지자체장 및 부처가 지정하고 있는 1,408개의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3) 6,218개(연합회 제외) × 5.8명(’13년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당 평균 취업자수)

4) 8,522개(연합회 제외) × 4,3명(’15년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당 평균 취업자수)

5) ‘15년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조직수 및

종사자수는 ’16년도 연말까지 조사 중에 있어 총계 수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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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B)
(단위 : 개, 명)

연도 14년 15년

구분 조직수 종사자수 조합원수 조직수 종사자수 조합원수

농협
(농림부)

1,161 81,499 2,431,353 1,134 89,039 2,300,000

수협
(해수부)

92 9,642 158,311 92 2,841 158,512

신협
(금융위)

942 9,614 5,825,000 910 17,440 5,751,627

새마을금고
(행자부)

1,402 32,444 9,485,862 1,335 30,612 9,210,000

생협
(공정위)

150 12,500 1,073,260 666 11,250 1,555,842

중기협
(중기청)

930 1,047 71,052 940 2,538 72,119

산림조합
(산림청)

142 2,886 494,000 142 2,896 385,000

엽연초협
(기재부)

16 127 3,790 15 101 3,460

계 4,835 149,759 19,542,628 5,234 156,717 19,43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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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15년 16년 17년
재정지원
부담비율
(중앙:지방)

구분 중앙 지자체 계 중앙 지자체 계 중앙 지자체 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

1,431 260 1,691 1,018 370 1,388
(인건비)
75:25
(사업비)
70:30

협동조합(기재부) 3611) 29 390 2882) 28 316 2873) -

마을기업(행자부) 89 89 178 89 86 175 79 79 158 50:50

자활기업(복지부) - 644) 64 - 1225) 122 -

농어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파악이 곤란)

장애인표준사업장
(복지부)

127 - 127 115 - 115

사회복지법인
(복지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파악이 곤란)

자활센터(복지부) 3,665 976 4,641 3,800 1,023 4,82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복지부)

134 134 268 131 131 262

농협(농림부) 8,723 - 8,723 6,297 - 6,297

수협(해수부) 164 - 164 169 - 169

신협(금융위) - - - - - -

새마을금고(행자부) - - - - - -

생협(공정위) - - - - - -

중기협(중기청) 94 0 94 84 0 84 109 - 109

산림조합(산림청) 652 652 985 985

엽연초협(기재부) (정부지원 없으나, ‘15년 엽연초부담금 136.3억 사용)

계 15,440 1,552 16,992 12,976 1,760 14,736

1)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예산 36억,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325억원(중기청)
2)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예산 38억,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250억원(중기청)
3)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예산 43억,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244억원(중기청)
4) 지자체 자활기금 조성액(3,700억원) 중 사용액 64억원 계상
5) 지자체 자활기금 조성액(3,800억원) 중 1～6월 사용액 122억원 계상

□ (지원내역) 사업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일정기간 지원

구 분 재정지원 내용 지원기간/한도 간접지원
(재정지원 외)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예비(2년),인증(3년) ㅇ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감면및지정기부금단체
지정가능

ㅇ공공기관 우선구매(위탁),
국공유지이용

ㅇ사업홍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협동조합 소상공인협업화사업에따른시설비 최장2년/최대1억

마을기업 사업비 최장2년/최대8천

자활기업 자활근로 사업비(인건비) 지원 기초생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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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사회적경제의 개념

□ 사회적경제는 각 나라,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ㅇ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요소와 경제적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

* ‘The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cs’ (OECD, 2007)

ㅇ EC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참여적 경영 시스템(participative

governance system)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과 관련된 경제의 특정 부문(specific part of the economy)’으로 정의

*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European Commission, 2013)

ㅇ 캐나다(퀘백)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6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 사회적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활동’으로 정의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의 타법인 양도

ㅇ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3부문(the third sector), 비영리

섹터(non profit sector), 자발적 영역(voluntary sector), 연대경제

(solidarity economy), 시민경제(civil economy) 등의 용어가 사용됨

□ (특징) 시민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연대와 협력, 자율적・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징으로 함

ㅇ (조직운영) 회원들간 평등과 자율경영, 1인1표를 통한 민주적

참여와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를 강조

ㅇ (경제활동) 지역중심의 경제활동, 회원의 권익 실현, 불이익

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등 국가․시장에서 미충족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ㅇ (추구가치) 상업적 목표보다는 사회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시민적 가치(자발성)추구 등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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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주관
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근거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자치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법

조직
형태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법인체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
위의 소규모 공동체

사업
목표

-조합원 권익향상
및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및일자리제공
-기타 지역사회공헌

-마을단위의안정적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초생활수급자의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유도

사업
유형

-금융및보험업을제외
하고 모든 사업수행
가능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고용비중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20%이상)
-기타 사회공헌형

-지역 인적․물적자원
활용하는 사업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활성화
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기타 지역단위사업

재정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취약계층 인건비 최대
5년간 지원
(1인당 98만원정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지원

-시설비,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 2년간최대8천만원
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초기
창업자금․인건비 지원

선정
기준

-해당사항 없음

-법인․조합․주식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 채용
-취약계층고용 등
-민주적의사결정
-수입>노무비의 30%
-정관․규약보유
-이윤의 2/3 이상 사회
환원

-법인․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선정심사기준
․공동체 구성(주민참여도)
․재정건전성(자부담비율등)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일자리창출가능성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

선정
주체

-협동조합(광역자치단체)
-사회적동조합(각 중앙
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진흥원 추천
→ 고용부 인증)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추천
→ 시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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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ᆞ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ᆞ자립

적ᆞ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ᆞ생산ᆞ판매ᆞ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ᆞ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

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

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ᆞ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

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ᆞ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

다. <신설 2014.1.21., 2016.3.2.>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

나 시ᆞ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

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

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

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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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

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ᆞ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

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

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ᆞ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

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ᆞ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

영ᆞ기술ᆞ세무ᆞ노무(勞務)ᆞ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ᆞ운영에 필요

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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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와 협의ᆞ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ᆞ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ᆞ자금ᆞ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ᆞ합병ᆞ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ᆞ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ᆞ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ᆞ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

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

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신설 2014.1.21.>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

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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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

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ᆞ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ᆞ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ᆞ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ᆞ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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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

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ᆞ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ᆞ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

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

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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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

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

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

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

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안건ᆞ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ᆞ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ᆞ분할ᆞ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개정 2014.1.21.>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

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

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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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ᆞ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ᆞ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ᆞ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

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

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

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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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ᆞ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ᆞ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

ᆞ단체ᆞ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ᆞ물품ᆞ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ᆞ물품ᆞ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

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ᆞ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ᆞ팩스ᆞ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ᆞ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ᆞ규약ᆞ규정 및 총회와 이사

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

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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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ᆞ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ᆞ규약ᆞ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

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

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

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

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ᆞ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ᆞ요건ᆞ절차ᆞ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

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ᆞ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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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

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

고를 한 시ᆞ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

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

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

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

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

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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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

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

합의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

다. <개정 2014.1.21.>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

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ᆞ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

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

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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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ᆞ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

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ᆞ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

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ᆞ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

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ᆞ도

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

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

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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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ᆞ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

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

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

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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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ᆞ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

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

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ᆞ지원ᆞ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ᆞ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ᆞ요건ᆞ절차ᆞ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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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

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4.12.30.>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

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ᆞ분할ᆞ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

합원"은 "회원"으로, "시ᆞ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

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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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

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21.>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ᆞ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

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ᆞ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

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

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

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

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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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ᆞ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ᆞ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ᆞ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ᆞ의료ᆞ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ᆞ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

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

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ᆞ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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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

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

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

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

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

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

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

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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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

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ᆞ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

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ᆞ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ᆞ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

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

(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

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ᆞ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

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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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4.1.21.]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

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

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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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

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4.1.21.]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

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ᆞ장부ᆞ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ᆞ검사ᆞ확인 또는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4.1.2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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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

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

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

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

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

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

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

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 제105조까

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

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2014.7.22.] 제1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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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ᆞ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ᆞ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ᆞ제83조ᆞ제100조 또는 제115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ᆞ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

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개정 2014.1.2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ᆞ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ᆞ선거권

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

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

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신고ᆞ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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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부과ᆞ징수한다.

    부칙  <제14053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

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

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

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

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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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5호, 2016.8.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

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

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

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

ᆞ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ᆞ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시ᆞ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ᆞ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ᆞ군ᆞ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

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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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관련된 법ᆞ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30.]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

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

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30.]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ᆞ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

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4조(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ᆞ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장관 소속으로 시ᆞ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ᆞ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ᆞ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ᆞ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8.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

을 듣거나 관계 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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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

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

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

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

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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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ᆞ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

회"로 본다.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

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

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ᆞ자산ᆞ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ᆞ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6.30.]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

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

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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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

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ᆞ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

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

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

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

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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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

로 본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

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

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군ᆞ구 및 인접 시ᆞ군ᆞ구에 추가로 의

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

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ᆞ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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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ᆞ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

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

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

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

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

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

어야 한다.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

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ᆞ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ᆞ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ᆞ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ᆞ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ᆞ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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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ᆞ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ᆞ거소ᆞ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ᆞ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

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ᆞ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

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

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

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

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29.]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

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

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

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580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7항

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

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

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ᆞ처ᆞ청

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

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ᆞ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ᆞ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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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ᆞ설립신고 및 해

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ᆞ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ᆞ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ᆞ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

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와 같다.

    부칙  <제27455호, 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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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

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

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이상
가.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

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ㆍ제91조 및 제

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

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
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

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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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이상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

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

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법 제82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

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
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
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

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

리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

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

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

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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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8호, 201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

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5.6.30.>

제4조 삭제 <2015.6.30.>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

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창립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ᆞ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

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ᆞ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

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ᆞ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

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

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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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ᆞ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ᆞ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

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 영 제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

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

조합등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등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

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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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

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ᆞ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

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ᆞ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ᆞ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

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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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

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

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ᆞ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

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ᆞ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

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ᆞ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ᆞ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ᆞ임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ᆞ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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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ᆞ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ᆞ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ᆞ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ᆞ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

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

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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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

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등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

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

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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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ᆞ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제528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결산 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23호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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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7.22.> 

연합회 명칭( [ ]사용금지 [ ]수정 ) 명령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의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 연합회명 법인등록번호

소속 연합회 주소 전화번호

통지서 

수령일
 명칭(［ ］사용금지［ ］수정) 명령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통지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의 명칭(［ ］사용금지［ ］수정)

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회신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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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2.>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

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 토
è 결 재 è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

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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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22.>

임 원 명 부

연
번

직위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법인 주소)

연락처 

작성방법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동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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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2.>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작성방법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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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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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7.22.>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경상비

인건비

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 소계

〃

사업비

00사업

소계 〃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소계

기타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출자금 기타

차입금 소계

기타수입 출자금반환

〃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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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7.22.>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 조합원 명부

연번
발기인/

설립동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작성방법

1.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연합회 설립 시 회원인 협동조합의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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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7.22.>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

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

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

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확인 및

결재
è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è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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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2.>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설립ㆍ변경) 신고확인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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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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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참고 서식] 

신고번호  제  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설립ㆍ변경ㆍ합병ㆍ해산ㆍ조직변경) 신고확인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합병을 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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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2.>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미지급급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Ⅱ.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부 채 총 계

 Ⅱ.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Ⅰ. 자본금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Ⅱ.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Ⅲ. 자본조정

     - 비품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Ⅴ.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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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Ⅰ. 매출액 Ⅵ. 영업외수익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Ⅱ. 매출원가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Ⅲ. 매출총손익 Ⅶ. 영업외비용

Ⅳ. 판매비와관리비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Ⅷ. 법인세차감전손익

  - 여비교통비 Ⅸ. 법인세등

  - 통신비 Ⅹ. 당기순손익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Ⅴ. 영업손익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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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7.22.>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ㆍ
회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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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4.7.22.>

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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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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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해당 연도
사업결과



608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7.22.>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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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4.7.22.>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또는 제10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1부

6. 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

조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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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2.>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확인 및 검토 è 결 재

신고인

(청산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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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4.7.22.>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조직변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 토
è 결 재 è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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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4.7.22.>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회원 수(개) 출자금 납입총액(원) 
공제규정 의결 총회 

개최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2항 또는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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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4.7.22.>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공제사업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기타

 「협동조합 기본법」제80조의2제2항 또는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인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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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2.>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출자금(원)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

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
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
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è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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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7.22.>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
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
계획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 
계층

명 계 명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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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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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⑤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 연도 결산 해당 연도 예산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총 계 (A)

공익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연도 예산 또는 해당 연도 계획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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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7.22.>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

구분 금액
구성비

(%)

주 사업

  ○○사업

주 사업

○○사업

     〃      〃

     〃      〃

     〃      〃

기타사업

  ○○사업

기타사업

○○사업

〃 〃

〃 〃

〃 〃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잡손실 등

〃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

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

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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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7.22.>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 립 인 가 증

  조  합  명: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주       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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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참고 서식]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ㆍ변경ㆍ합병ㆍ조직변경) 인가증

해산 신고확인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의 변경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의 합병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위의 조직변경을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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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7.22.>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

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

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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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7.22.>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합원 수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 단기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급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Ⅱ. 비유동부채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부 채 총 계

 Ⅱ. 비유동자산 자본

   (1) 투자자산    Ⅰ. 자본금

     - 수익사업 출자금    - 조합원출자금

     - ......  Ⅱ. 자본잉여금

   (2) 유형자산  Ⅲ. 자본조정

     - 비품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Ⅴ.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이월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작성방법

 1. 출자금 :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탈퇴한 조합원(회원)에게 환금한 출자금 제외)

 2. 자산 = 부채 + 자본

 3.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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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Ⅰ. 매출액 Ⅵ. 영업외수익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Ⅱ. 매출원가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Ⅲ. 매출총손익 Ⅶ. 영업외비용

Ⅳ. 판매비와관리비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Ⅷ. 법인세차감전손익

  - 여비교통비 Ⅸ. 법인세등

  - 통신비 Ⅹ. 당기순손익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Ⅴ. 영업손익

작성방법

 1. 매출총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3. 법인세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5. 예시된 세부항목(“-”)은 조합 상황에 맞게 수정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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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정관ㆍ규약
변경 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변경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625

(제2쪽)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인가 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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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서비스 공급 비율)

구 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비율
(C=B/A)(%)

첨부서류 

1.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

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
(C=B/A)(%)

첨부서류 

1. 전체 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

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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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④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1. 위탁사업 계약서

2. 위탁사업 지출명세서

3.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중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 계 (A)

공익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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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22.>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0000년 12월 31일 현재)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00.00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00.00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00.00 (%) 1인당 대출한도 원

대출현황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총 대출잔액(D=B-C) 원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D/A)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원

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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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상호부조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

ㆍ규약ㆍ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사망(배우자) 원

ㅇㅇㅇ 원

△△△ 원

상호부조

기금 현황

전년도 기금 잔액

(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해당 연도 지출(I) 원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G+H-I)
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A)
(%)

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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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4.7.22.>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합병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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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14.7.22.>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분할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6. 분할 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분할 후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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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7.22.>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신고인

(청산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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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4.7.22.>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조직변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출자금(원)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 토 è 결 재 è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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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예시①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
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가 되는 13일부터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12일(공고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공고하여야 함

(가칭) ○○○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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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예시② 창립총회 개최 개별 안내문

○○○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안내

(설립동의자) 님 안녕하십니까?

○○○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가칭) ○○○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가칭) ○○○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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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예시③ 창립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 . . (○요일) ○○시

나.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가. 재적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재적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나. 참석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참석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가. 발기인대표 ○○○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설립동의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 조합원을, 기명날인인으로

○○○, △△△, … ▽▽▽를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기명날인인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고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

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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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마.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정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정관의 목적, 조합의 책무, 조합원의 자격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 조합원이 정관 제○조에서 ‘○○○○’를 ‘△△△△’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다.

- □□□ 조합원이 제○○조 제○항의 문구에 ‘▽▽▽▽▽▽’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다.

- ◇◇◇ 조합원의 재청, 전원 동의로 수정인이 성립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를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을 확정하다.

바.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후보추천 예시①)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 △△△, … ▽▽▽, 감사로 ◇◇◇가 추천되다.

<이사후보>

- ○○○(발기인 대표)

- △△△(발기인, ○○○○ 대표)

…

<감사후보>

- ○○○(발기인)

- 임원후보 전원이 인사말을 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

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다.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락여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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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 ▽▽▽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하다.

사.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아.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 의장이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 될

예상 경비를 보고하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하여 사용

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금 납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

- 의장이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는 ○○○○○○에 소재함을 설명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지 확인한다.

- 조합원 ○○○이 동의하고 조합원 △△△의 재청 및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자.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 협동조합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가칭)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이사장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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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예시④ 임원 이력서

사진
(3x4)

협동조합 임원 이력서

성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이메일

@

휴대전화

주소 ( 도로명 주소)

등록기준지 ( 도로명 주소)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비 고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작성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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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예시⑤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협동조합 출자자 명부

(단위: 좌, 원, %)※ 1좌당 금액 : 00000원

연번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출자좌수 출자금액 비율

1 ○○○ 000.00.00 50 500,000 10

2 △△△ 000.00.00 100 1,000,000 20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3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연합회의 경우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4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합 계 5,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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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

라 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
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조합의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

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

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

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

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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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

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다른 업종의 조합원 비율은 조합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자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

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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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유의사항 >

ㆍ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

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

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

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

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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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

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

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유의사항 >

ㆍ 탈퇴·제명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

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

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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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

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

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

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ㆍ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

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

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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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유의사항 >

ㆍ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

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

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

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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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

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

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

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

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

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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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

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

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

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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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

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

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

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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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

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

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

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

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

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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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

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

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없다.

ㆍ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52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

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

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ㆍ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

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

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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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

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

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

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

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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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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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

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

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

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

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

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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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

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ㆍ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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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

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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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

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

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

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

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

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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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

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유의사항 >

ㆍ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

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

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

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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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연합회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

연합회라 한다.

 

< 유의사항 >
ㆍ 연합회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회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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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

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

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

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

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

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

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

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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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

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

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

된 회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유의사항 >

ㆍ 탈퇴·제명회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

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

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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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금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ㆍ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

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

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

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

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연합회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유의사항 >

ㆍ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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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

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

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

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

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ㆍ 연합회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

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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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

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

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

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회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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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

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

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

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

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

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

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

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

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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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

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

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

급을 요하여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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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

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

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

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

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없다.

ㆍ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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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ㆍ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

원에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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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

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회원 협동조합의 조

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

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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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임

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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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

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

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

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

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

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

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

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연합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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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회장은 전체 회원 협동조합에 속한 총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

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

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ㆍ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4.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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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

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0조의2(공제사업) ① 제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

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

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③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

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⑤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하므로, 연합회설립신고시에는 “공제사업” 조항을삭제하여야한다.

ㆍ 연합회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ㆍ 공제사업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0개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6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ㆍ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합회

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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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사업을 운

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

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6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

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

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

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연합회 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

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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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는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의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

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

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

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유의사항 >

ㆍ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

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

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

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

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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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합회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협동조합 (인)

발기인 ○○협동조합 (인)

발기인 ○○협동조합 (인)

※ 법인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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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

조합이라 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
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2조(목적)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

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

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

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

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679

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

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ㆍ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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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

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

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

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

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

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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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

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

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

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

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

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ㆍ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

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

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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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

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

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분납할 수 없다.
ㆍ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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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

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

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

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

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

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

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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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

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

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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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

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

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

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

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

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

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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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

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

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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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

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

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

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

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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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없다.

ㆍ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

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

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ㆍ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

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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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

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

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

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

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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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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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
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
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
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
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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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

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

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

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유의사항 >

ㆍ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떄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 유의사항 >
ㆍ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인가부처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ㆍ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

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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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

상이어야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

ㆍ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ㆍ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

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으로서 ‘○○○ ... ... ○○○’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위 4항에 해당하는 주사업의목적및판단기준은아래에사업유형에따른예시중해당
되는것을기재하되, 한사업유형에예시가둘인경우하나를선택하여기재하면된다.

1. 지역사업형
-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지역사업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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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

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

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

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

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의 설립
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한다.

ㆍ 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16.12월 기준 3.29%)를 고려하여 정한다.

ㆍ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5%)을 초과할 수 없다.

3.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
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위탁사업형
-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제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5. 기타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ㆍ 주 사업으로 두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적용 예)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
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
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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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

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

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

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

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

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

계처리되어야 한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제공한다.

ㆍ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ㆍ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

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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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유의사항 >
ㆍ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

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

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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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

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

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

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

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 유의사항 >

ㆍ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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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

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

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 유의사항 >

ㆍ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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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라 한다.

 

< 유의사항 >
ㆍ 연합회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

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회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제6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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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

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

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

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

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

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

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

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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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

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

는 행위를 한 경우

 
< 유의사항 >

ㆍ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회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

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

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

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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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ㆍ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ㆍ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

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

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출자금의 양도

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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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

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

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

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유의사항 >

ㆍ 연합회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

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704

 

< 유의사항 >
ㆍ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

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

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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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

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

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

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

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

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

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

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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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

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

급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

는다.

 

< 유의사항 >
ㆍ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

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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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

사 등을 둘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

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

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유의사항 >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없다.

ㆍ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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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명 이

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

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ㆍ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ㆍ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

원에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709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지지 호소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

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회원 협동조합의 조

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

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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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임

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4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유의사항 >

ㆍ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

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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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

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

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

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

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

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55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연합

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57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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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

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유의사항 >

ㆍ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59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9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4.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유의사항 >

ㆍ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

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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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공제사업) ① 제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

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

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

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③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

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⑤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ㆍ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공제사업”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ㆍ 연합회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ㆍ 공제사업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0개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 유의사항 >
ㆍ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

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714

제7장 회계

제62조(회계연도)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3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사업을 운

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4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

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5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

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하고, 이를 회원에

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

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 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

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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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ㆍ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

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

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 유의사항 >

ㆍ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인)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인)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인)

※ 법인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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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참 고  표준정관례 주요 개정 내용(‘17.3월) 표준정관례 주요 개정 내용(‘17.3월) 표준정관례 주요 개정 내용(‘17.3월)

연번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2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

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

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

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

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된다.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4항(청구권 발생

시점)과 제5항(소멸시효기간)

의순서를조정하고,

•제5항 소멸시효기간(2년)의

기산점을 탈퇴하거나 제명

된 날이 아닌 실제 환급청

구권 행사할 수 있는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수정

3

※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
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
층고용형 중 지정기부
금 단체 신청예정인 기
관의 경우, 다음의 항목
추가 안내

<신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
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
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떄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
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
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
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시필요한정관내용을넣을

수있도록안내

(사회적협동조합에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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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사업의 종류)① …
중략…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으로 한다.

제60조(사업의 종류)① …
중략…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으로서 ‘○○○...○

○○’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주사업 유형 및 판단기

준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기존

정관례를 따라 작성할 때

주사업 유형 외에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누락하

는 경우가 있었음

- 따라서, 주사업 판단기준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사업 유형별로
판단기준 예시문구를 각
각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에만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