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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 2014

1. 개요
1) 목적: 이 과정은 사회적 기업가, 대학, 중간지원조직, 정책입안자, 협

동조합 조합원,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는 교육 커리큘럼과 기업
가정신 전략의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참가자들
에게 제공한다.

2) 일자: 2014년 7월 2일 ~ 4일(3일간)
3) 장소: 영국, 셰필드, Sheffield Hallam University, 

Sheffield Business School
4) 프로그램: 첫째날, 둘째날 강의와 실습을 병행. 강의 후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 적용. 
셋째날 Open Space Day

※ 참고2. Summer School 프로그램 
5) 특징: - 조별 실습과 토론으로 구성된 Exercise

-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강의
- FairShares 소개 - 회사법 또는 협동조합 법에 따라 운영되
는 자치적인(self-governing) 사회적 기업을 위한 브랜드와 모
델(http://www.fairshares.coop)  

2. 참가 목적
1)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iCOOP생협 등 

국내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용가능성 확인
2) 공동연구 혹은 정보의 교류를 위해 영국 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연구자들과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3) 향후 iCOOP생협에서 해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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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1) Lecture 1 & Exercise 1
① Lecture 1 
⑴ 제목: What’s the Problem? Income Inequalities, Sustainability and 

Capitalist Crises
⑵ 강사: Rory Ridley-Duff
⑶ 내용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
○ 이러한 문제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로 이끈 배경임을 설명

② Exercise 1
⑴ 제목: Introducing Mutuality
⑵ 내용
○ ‘It’s Wonderful Life’ 영화 일부분을 시청하고 영화 요약문을 읽음
   - 영화는 Bailey Building and Loan이라는 신용협동조합이 한 자본가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여줌
   - 신협이 파산한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금을 인출해줄 것을 

요구. 이에 주인공은 당신의 돈은 A씨 주택에 들어가 있고, A씨 돈은 
B씨 주택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결국 본인
의 신혼여행 자금까지 동원해서 파산을 막음.

(영화를 소개하는 지문 중)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민간 영역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활기찬 사회적 경제가 
없었다면 생겼을 지역사회의 모습을 제공한다.
George Bailey가 자선가(philanthropist)로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
다. 그는 체계적인 자선단체에 종사하지 않았고 신협으로부터 생활 임금을 가져갔다. 
그는 활동들을 하는데 비착취와 공정함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생존을 위해 신협
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된다.

○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질문 1. 왜 “Bailey Building and Loan“ 은행을 구할 수 있었나?
질문 2.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무엇인가?
질문 3. 상호성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써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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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cture 2 & Exercise 2
① Lecture 2 
⑴ 제목: History of the Social Economy
⑵ 강사: Rory Ridley-Duff
⑶ 내용
○ 사회적 경제 개념을 설명하고 영국을 비롯한 현황 소개
○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될 수 있는 영국의 조직(Trusts, Charities, 

Friendly Societies and Co-operatives, and Voluntary Sector)들을 설명
○ 두 가지 축(자금, 혜택)으로 9가지 조직 유형으로 분류하는 틀 소개

② Exercise 2
⑴ 제목: Theorising the Social Economy
⑵ 내용
○ 강의 때 소개한 Theorising the Social Economy 틀을 활용
   - Beneficiary Orientation: 수혜자는 조직 내부인가, 외부인가?
   - Market and Fundrasing Orientation: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자본을 

얻을 것인가, 모금을 통해 자본을 얻을 것인가?
   - 3x3로 총 9가지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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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로 모여서 각자가 맡은 조직(총 4개)에 관한 설명을 읽고 어떤 유형
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논의

- Suma Wholefoods: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유기농, 윤리적, 그리고 자연 농산
물을 거래하는 채식자들에 특화되어 있으며, 식품과 비식품에 관한 성공적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 The Princes Trust: 우리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 기술, 자신감과 동기를 얻도록 도와준다.

- Citizens Advice Bureau: 무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람들이 법적 문제와 돈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도
록 도와준다.

- Tradcraft plc: 우리의 미션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그들을 삶
을 변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무역방법을 개발하거나 무역을 통해 가난과 
싸우는 것이다.

3) Exercise 3
⑴ 제목: Critiquing the Private Sector
⑵ 내용
○ The Corporation 30분짜리 영상 시청,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하

는 시간
○ 영상은 주식회사로 대변되는 기업들에 대한 고찰과 비판을 보여줌
○ 질문 1. 민간 기업의 주요 가정은 무엇인가? 민간 기업의 주요 형태는 

무엇인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진실은 무엇인가?
○ 질문 2. 현재 기업의 위기 요소는 무엇인가? 민주적, 사회적 기업의 예

가 있는가?, 무엇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가? 비즈니스 사고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가?

4) Lecture 3,4 & Exercise 4
① Lecture 3,4 
⑴ L. 3 제목: a. Defining Social Enterprise - Practitioner Perspective

b. Defining Social Enterprise - Policy Perspective
   L. 4 제목: Defining Social Enterprise - Acade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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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강사: Cliff Southcombe, Rory Ridley-Duff, Rory Ridley-Duff
⑶ 내용
○ 3 a. 실무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강의. 

거버넌스, 지역사회 경제, 윤리적 거래, 사회문제 해결, 민주적 운
영, 공정무역 등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무슨 일
을 하는 지 설명

○ 3 b.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정의들에 대해 논쟁, 4가지 정의를 소개. 
- ‘Social and Co-operative‘ Spreckley, F.(2008) Social Audit 
Toolkit
- EMES based on Defourny, J.(2001)
- UK Government View, DTI(2002)
- EU Social Investment View(2013)

○ 4. 사회적기업의 일직선상의 분류(목적 혹은 섹터에 따라), 또는 다차원
적인 분류 소개
- ’사회적 기업은 조직적 형태/활동을 위한 유용한 우산형 용어이다. 사
회적 기업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부와 권력 분배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Exercise 4
⑴ 제목: Defining Social Enterprise
⑵ 내용
○ 4명씩 한조를 이루고 한사람씩 사회적 기업 정의를 하나씩 맡는다.
○ 시나리오: 당신이 속한 조직은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 토론 중이다. 지방정부는 당신에게 사회적 기업
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되는 정의(Definition)를 제출하다고 요
구한다.

○ 각자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에 대한 비판을 읽고 다른 조
원들에게 그것을 전달한다.

○ 지방정부에 제출할 사회적 기업 정의를 토의를 통해 만들고 화이트보드
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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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실습 사진

5) Lecture 5,6 & Exercise 5
① Lectur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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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L. 5 제목: Developing Defini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 5a 제목: Governance Route Master
L. 6 제목: Diagnosing Governing Values

⑵ 강사: Rory Ridley-Duff, Cliff Southcombe, Rory Ridley-Duff
⑶ 내용
○ L. 5: 공동체주의 철학을 설명, 소유권을 2x2로 4가지로 분류 설명 

unitarism pluralism
individualism Private Ownership Joint Ownership

communitarianism Common Owenership Co-ownership

- Social Enterprise Europe에서는 조합원 소유(member-owned)와 공
동 소유(co-owned) 비즈니스를 FairShares Model이라고 정의하려 함.
- FairShares Model V 2.0 : 사회적 기업은 민간영역 비즈니스와 급진
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지속적인 수익 원천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성공을 측정한다.
1. 그들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들의 거래 활동의 영향을 평가한다.
2. 제품/서비스 선택과 생산/소비 실무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수행한다.
3. 사회화되고 민주적인 소유권, 거버넌스 그리고 경영을 증진시킨다.

○ L. 5a: Social Audit 중 Demo를 보여줌
○ L. 6: 기초 철학 4가지로 2x2 분류

Individualsim(Liberalism): 개인 발전에 초점,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개인, 정의(justice)와 정의로운 것을 하는 것에 초점
Collectivism(Communitarianism): 공동의 관심과 공유된 목적, 사회적
으로 내재되고 통제되는 개인, 타자에 대한 책임에 초점
Exclusivity(Unitary Approach): 업무처리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세우고 따름,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통일된 권력
Inclusivity(Pluralist Approach): 차이/경쟁이 혁신과 발견이라는 결과
를 낳음, 경쟁하는 진리와 업무처리 모범규준, 자율과 차이는 바람직하고 
정상적으로 것으로 간주.
- 거버넌스 진단 시 2x2 분류와 연결시켜서 진단
- Exercise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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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동체주의 관점 4가지

Society 
served by… Exclusivity (Unitary) Inclusivity (Pluralist)

Individualised

1. Entrepreneurial
Governance by a sovereign, 
rules created to impose 
social order, allocation of 
property, adjudicate conflicts 
between subjects.

(Hobbes, Friedman)

3. Co-operative
Accommodation of individual 
conflict, legal and democratic 
rights, and market economics.

(Rawls, Ward)

Collectivised

2. Managerial
Governance by an elite, rules 
embody shared values, 
collective property, elite 
adjudicates conflicts according 
to collective interests.

(Weber, Keynes)

4. Stakeholder
Accommodation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conflict,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direct democracy.

(Habermas, Nové)

② Exercise 5
⑴ 제목: Governance Diagnostics
⑵ 내용
○ 설문지는 조직에 대해 조사하고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어떻게 거버넌스가 조직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
고 어떻게 거버넌스가 조직의 역할 안에서 설문응답자에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자극하도록 고안되었다.

○ 설문의 구성
   i) 6가지 섹션으로 구성

- 6가지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그림1] 참고
규제자와 규제; 수혜자, 고객, 공급자 등; 펀더(funders)와 투자자; 직원, 
조합원, 자원봉사자; 임원들과 경영자, 이사회의 발전과 유지

   ii) 섹션당 4가지 질문(행동은 가치를 표현한다.)
- 의사결정 프로세스(누가? 어디서? 어떻게?)
- 위험/기회 경영(위험 회피? 기회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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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과 다름(difference)에 대한 관리(교육훈련? 중재? 통제? 자유?)
- 의사소통 전략(비공식? 컨설팅? 권력 공유?)

[그림1] 이해관계자 구성

   

   ※ 6개 섹션당 4개 질문씩 총 24개 질문
Questionnaire Sections

Sections 1 to 6

Decision-
Making

Question 1

Risks / 
Opportunities
Question 2

Disputes and 
Difference
Question 3

Communication
Question 4

Regulators and 
Regulation 24시나리오가 드러내는 것은 

1. 이슈에 대한 인식
2. 비공식/공식에 대한 선호
3. 주어진 상황에서의 사회적 가치 
 
Inclusive / Exclusive – Individual / Collective
각각은 이해관계들에 대해 인지된 중요성, 권력, 그리고 조직
의 현재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Stakeholder 
Management

Funders and Investors
Employees / Members 

/ Volunteers
Executives and 

Managers
Developing the Board

   iii) 각 질문에 총 5가지 보기를 제공, 그 중에 하나를 선택
- 각각의 보기는 특정 행동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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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특정 행동은 다음과 같은 철학과 가치를 내포
     “Orientation: None“, “Individualised Exclusive“, “Individualised 

Inclusive“, “Collectivised Exclusive“, “Collectivised Inclusive“

   - ‘지향없음’을 제외하고는 11페이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동체주의 
관점 4가지’에 관한 내용

(첫번째 설문 예제)
다음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임원(들)이 미션과 사회적 가치의 발전을 바라보는 방법
과 일치하는가?
a. 미션은 일시적 유행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는 효과적인 조직 내에서 존

경받아야 한다. (Collectivised Inclusive)
b. 이사회가 명확한 미션과 가치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경영자들에 의해

서 모든 직원들에게 소통되어야 한다. (Collectivised Exclusive)
c. 한 조직의 미션/가치들은 설립자/리더들에 의해 정해진다. 이사, 직원, 그리고 자

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배운다. 
(Individualised Exclusive)

d. 여기는 약간 모호하다. -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미션 또는 가치에 관한 
토론에 참여한 적이 없다. (Orientation: None)

e. 미션과 가치들은 고정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들 조직을 변화시키고 진화시키
는 법을 논쟁한다. (Individualised Inclusive)

* 괄호는 실제 설문지에서는 보이고 않으며, 괄호 안의 분류에 따라 점수 배정

○ 첫 번째 24개의 설문이 끝난 뒤에 경영현안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의
사결정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thinking of the future)이 있음

(두 번째 설문 예제)
Thinking of the Future

주제
의결할 
필요 
없음

중간 관리자/ 
스페셜리스트 

조언

의사회 
또는 간부 
집단 내

조합원 총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 
협상 후에

형평성 정책
지속가능한 

생산
예산 

수립/관리

○ 각각을 점수화함
○ 거버넌스 진달 결과 해석

- 첫 번째 24가지 설문은 인식(awareness)에 관한 설문: 점수에 따라 
회피(avoidance), 비공식(informal), 복합(mixed), 공식(formal)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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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esponsibility Avoidance: 0 – 25 점(average response between 0-1)
② Informal Approach: 26 – 50 점(average response between 1-2)
③ Mixed Approach: 51 – 75 점(average response between 2-3)
④ Formal Approach: 76 – 100 점(average response 3+)

* 조직의 크기와 구성에 따라, 비공식, 복합 또는 공식 접근법이 가장 적
절한 것일 수 있음

- 두 번째 24가지 설문은 지향(orientation)에 관한 설문: 각 설문에 대
한 대답들은 ‘해당없음’, ‘Individualised/Exclusive’, ‘Collectivised/ 
Exclusive’, ‘Individualised/Inclusive’, ‘Collectivised/Inclusive’ 중 
하나에 포함되고 각 영역별 대답의 개수를 파악하여 다이어그램에 표시

* Individual Entrepreneurship(Individualised/Exclusive)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이 의사결정, 논쟁, 소통에서 
지배한다고 인지되는 리더에 의해 지배되는 거버넌스

* Managerialist(Collectivised/Exclusive)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리트 경영자에 의한 거버넌스

* Co-operative Entrepreneurship(Individualised/Inclusive)
개인의 주도권을 독려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대화에 대한 헌
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거버넌스

* Stakeholder Democracy(Collectivised/Inclusive)
그룹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조직 전체에 걸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쟁/
토론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은 감독관
(director)이 발전시켜야 할 기술들 중의 하나이다. 하나의 접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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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유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각 접근법
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해야 한다.

6) Lecture 7 & Exercise 6
① Lecture 7 
⑴ 제목: The Path to FairShares
⑵ 강사: Rory Ridley-Duff
⑶ 내용
○ 어떻게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이슈가 법적 형태와 경영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지배적 담론으로서의 Company, 헤게모니 권력 등
○ 사회적 기업을 위한 모형 규칙(model rules)을 비교하고 대조, 그리고 

FairShares 모형과의 관계를 평가

② Exercise 6
⑴ 제목: Appraising an Investment Opportunity
⑵ 내용
○ 조별로 나누어 각 조마다 특정 기업 형태를 부여하고 각 인원에게도 개

별 상황을 부여
○ ‘투자 기회’와 ‘프로젝트 분석’ 내용 파악

- Social Exchange Ltd,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컨설팅 4년간 제공
- 구체적인 직원 채용 정보와 유사한 타기업의 사례, 개인별 투자비용과 
이자에 관한 정보 등 제공
- ’자신의 돈을 투자할 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포기할 지를 결정해야 함’
- 4년간 예상 손익계산서 제공, 개별 투자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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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형태: Cooperative CIC(Limited by Guarantee), Stakeholder 
Model CIC(Limited by Shares), Surplus Sharing(Limited by 
Shares) → 배경, 역사적 발전상황, 한계, 법적 제약이나 의무 등 설명

○ 두 가지 개인별 상황 설명 제공: 참가자는 둘 중의 하나의 상황임
○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조 안에서 토론하고 전체 공유

6) Open Space Day
① 사람들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임
② 각자의 의견이 적힌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모으고 주제를 도출
③ 각 주제에 시간과 장소를 배정하고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함.
④ 프로그램 참가자 이외에도 학생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참가

※ 참고사진

7) 기타
① 파워포인트, 영상 등 모든 강의 자료와 관련 참고 논문 등은 주최 측에서 

Dropbox를 사용하여 모두 참가자들에게 공유되었음.
② 첫째날 저녁에는 ‘Ideas Exchange’ 프로그램에 참여. 지역단체들과 사람

들이 참가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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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에 참가한 20여명은 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아시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PRASETIYA MULYA business school의 강사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의 
사람이 참가

4. Summer School 프로그램의 국내 적용가능성과 시사점
1)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 학습

-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적용하려면 Exercise별로 별도 접근 필요
-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용어에 맞는 번역 필요
- 라이센스가 Social Enterprise Europe과 FairShares Association
에 있는 만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① Exercise 1, 2, 3: 사회적경제의 큰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
- 1(상호성 소개, p.5): 국내 교육에 바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
- 2(사회적 경제 이론화, p.6): School에서 제시한 이론 틀에 동의한다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틀로 사용가능. 다만 사례가 영국 사례이기 때문
에 iCOOP생협 등을 비롯한 국내 사례를 발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
- 3(민간기업 비판하기, p.7): 국내 교육에 바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동영상에는 영어자막이 나오며, 별도의 스크립트가 원고로 제공하지 
않음

② Exercise 4(사회적 기업 정의하기, p.8)
- 국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교육, 훈련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사용되는 정의(definition)가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만약 국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적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와 정의, 비판점 등에 대한 내용 개발 필요

③ Exercise 5(거버넌스 진단하기, p.11)
   - 프로그램에는 Communitarianism, Pluralism, 그리고 Ownershi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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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철학과 이론이 바탕이 됨
   -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개의 논문을 제시
   ※ Rory Ridley-Duff, “Communitarian governance in social enterprises Case 

evidence from the 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 and School Trends 

Ltd“,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 6 No. 2, 2010

   ※ Chris CORNFORTH,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A PARADOX PERSPECTIV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75:1 2004

   -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거버넌스 연구자들
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본 설문자료나 내용은 향후 거버넌스 관련 연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④ Exercise 6(투자기회 평가하기, p.15)
   -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가 해야 하는 업무와 예상현금흐름, 그리고 회

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나타내는 제약들, 개인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몰입하여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로서 투자기회 평가

   - 실습사례로 나오는 법적 형태 등이 영국의 제도로 국내에 적용하려면 
국내에 맞는 사례와 법적 형태로 수정하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ercise처럼 모든 상황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 사례와 예상
현금흐름부터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Rory Ridley-Duff 교수 등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동
연구나 교육에 관심이 많아 향후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음

3) Sheffield Hallam University의 Sheffield Business School에서 진
행한 만큼 향후 성공회대 경영학부와의 자매결연이나 공동연구포럼, 
또는 Summer School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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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자료
      (참가자 모두)

      (첫날 Rory Ridley-Duff 교수가 강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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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Interview with Dr. Peter Davis

1. 개요
1) 목적: 영국 The co-operative bank의 실패와 관련한 Peter Davis 

교수의 분석과 평가
우리 학과와의 관계 유지 및 발전

2) 일자: 2014년 7월 10일 11시 30분 ~ 2시 30분
3) 장소: 영국, 레스터 시티, THE GLOBE c.1720 in Leicester city
4) 과정: - 2014년 6월 6일 레스터 대학에 올려져 있는 이메일 주소로 

만나고 싶다고 메일 발송
- 2014년 7월 1일(한국시간) 메일로 답변이 와서 전화를 하라
고 전화번호를 알려줌
- 셰필드 Summer School 첫날,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음
- 7월 10일 레스터 기차역에 마중 나오심

2. 인터뷰 
1) The Co-operative Bank & The Co-operative Group
① Terry Thomas
⑴ 어려운 시기에 은행의 CEO로 취임
○ The Co-op Group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을 시기; 신발, 여행, 보험 

등이 붕괴
⑵ 기업의 철학을 확인하고 전략으로 연결시켜 윤리적 은행으로 전환
○ 미용 목적의 동물 학대, 그리고 인권 침해 무기 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음; 무기 산업은 가장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리스크가 낮은 산업
○ 지점 수와 매출액, 그리고 수익성 증가

⑶ 시장조사를 통해 마케팅 전략과 공급사슬 전략 수립, 시행
○ 가장 창조적이고 총체적인 시장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된 방

향성을 통해 브랜드 차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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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경영 : 공급자, 고객, 종업원, 주주(The Co-operative 
Group), 지역사회, co-operative community, international 
co-operative community

○ 윤리적 은행으로 전환은 고객들과 지방정부의 관심을 증가시킴
; 자선단체들(charities), NGO 단체들에서 예금

⑷ 데이비스 교수의 인생 중 가장 성공적인 CEO라고 언급,
Terry Thomas는 협동조합 운동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전국적 브랜드를 
가져다 줌

⑸ 참고 사이트 :
http://www.managementtoday.co.uk/news/409034/UK-MANAGEME
NT-TODAY-PROFILES-TERRY-THOMAS/?DCMP=ILC-SEARCH

② wrong management, wrong value, corruption, governance
⑴ wrong management
○ Terry Thomas 이후 CEO들은 협동조합 정신을 이어나가지 못함

- Mervyn Pedelty: Lloyds Bank 출신, 이해관계자 경영을 실천하던 
past and future generation를 제거
- 마지막 CEO: 합병된 Building Society의 CEO, Building Society의 
부실자산을 은행으로 가져옴.

○ 미국 경영 컨설턴트: 몇일의 컨설팅 비용으로 2백만 파운드 사용
○ 은행이 어려울 때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음

⑵ wrong value
○ 협동조합의 성과라고 할 수 없는 자기자본을 위한 높은 수익을 추구

⑶ corruption
○ Peter Davis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패를 지적하심(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리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듯)
○ 관료주의 어두운 면: 관료적 권력은 부패하게 된다.

⑷ governance
○ 조합원 수가 8백만명이지만 이사회 수는 14명임. 그들이 경영하고 있으

며, 이는 이상적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습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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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원 참여 & Member Engagement
⑴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

각하심
⑵ 경영진의 주요 역할 중 하나, member engagement를 활성화시키는 것
⑶ 방법은 Research - 전자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전자 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밝힘
⑷ 과거 영국에서도 co-plays, co-workshop, theaters, band, education 

등과 같은 교육 또 동아리 비슷한 모임들이 있었음.
⑸ Member Engagement를 향상시키는 방법: 교육 ex) 고베 협동조합

2) The Co-operative Group 가격 정책
① 타사보다 약간 비싼 가격이 잘못된 거버넌스 비용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
② 과거 배당 정책과 할인 정책 동시 실행으로 인한 교훈
⑴ 할인 정책을 펼치다보니 연말에 배당할 수 있는 현금 부족
⑵ 조합원들은 여전히 배당받기를 원함
⑶ 둘 다를 하려다 보니 현금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③ 타사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
⑴ 윤리적 상품 : 공정무역 제품, 윤리적 상품을 소비하기 찾아오는 고객들
⑵ 좋은 제품 : 타사에 비해 식품의 질이 좋음
⑶ 포장 관련(재활용 가능) : 환경을 고려
⑷ 윤리 사회
○ Aldi vs. Hines : Aldi가 가격 할인 정책으로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Hines는 가격을 유지.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를 광고. 결국 Hines
의 시장점유율 상승

○ 윤리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으로 더 의미있는 제품을 소비할 
것이다.

3) 기타
① 협동조합 경영 교육 관련 자신의 경험
- MMCCU: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매우 비쌈. 학생들은 주로 북미와 유럽 실
무자,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의 사람들이 참가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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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경험: 고베생협은 그 자신의 대학을 가지고 있음. 400개의 과
목을 가지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② 극동지방(far east) 연구에 관심
- 인구가 많기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 서울시장 얘기와 AMP 과정 얘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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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Summer School 프로그램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 2014

Day 1 – The Social Economy - 2nd July

 
5.15 – 6.45                                   Showing of SHIFT Change +Debate / 
Discussion
7.00 – late                                    Summer School Meal
Location: (to be confirmed)

Day 1 Description Resources Needed Room
9.30 – 10.00 Registration and 

Refreshments
Tea/Coffee etc. 7510

(Stoddart 
Building)

10.00 – 10.15 Introduction – 
 Rory Ridley-Duff

  

10.15 – 11.00 “What’s the Problem?”
Income Inequalities, 
Sustainability and Capitalist 
Crises

Lecture 1 (Rory) 7512

11.00 – 11.30 Exercise 1 - "Introducing 
Mutuality"

Video - It's a 
Wonderful Life (All)

 

Break 7510
11.45 – 12.30 "History of the Social 

Economy"
Lecture 2 (Cliff) 7512

12.30 – 1.00 Exercise 2 - "Theorising the 
Social Economy"

Handouts (All)  

Lunch 7510
1.45 - 2.45
 
2.45 – 3.15

Exercise 3 - Critiquing the 
Private Sector

Video - The 
Corporation (Cliff)

7512

Defining Social Enterprise - 
Practitioner Perspectives

Lecture 3a (Cliff)  

Break 7510
3.30 – 4.30 Defining Social Enterprise – 

Policy Perspectives
Exercise 4 

Lecture 3b (Rory)

 Defining Social 
Enterprise

 

4.30 – 5.00 Defining Social Enterprise - 
Academic Perspectives

Lecture 4 (R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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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Multi-Stakeholder Social Enterprises – 3rdJuly

5.15– 6.45              The Red Lion - Networking with Local Social Enterprises
7.00pm            Self-Managed Time

Open Space Day– The Power of the Crowd - 4th July

Forthe Open Space, we may be joined by supporters of Social Enterprise Yorkshire& 
Humber, and students from the MSc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Management / PhD 
/ DBA programmes at Sheffield Hallam University.

Day 2 Description Resources Needed Room
9.30 – 10.00 Refreshments Tea/Coffee etc. 7510
10.00 – 10.45 Developing defini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airShares Model – Level 1)

Lecture 5 (Rory)
Initial Audit Activity

7512

10.45 - 11.30 Governance Route Master 
Exercise 5

Lecture 5a (Cliff)
Advanced Governance 
Diagnostics (Rory)

 

Break 7510
11.45 – 12.45 Exercise 5 – Continued Lecture 6 – Diagnosing 

Governing Values (Rory)
7512

12.45 – 1.00 Trust Building through 
Sharing Issues

Cliff  

Lunch 7510
2.00 – 2.30 The Path to FairShares Lecture 7 (Rory) 7512

 (FairShares Level 2)   
2.30 – 3.15 Exercise 6: Appraising an 

Investment Opportunity
Rory / Cliff  

Break 7510
3.30 – 4.15 Exercise 6 (continued)  7512
4.30 – 5.00 The Power of the Crowd Video - “The Take"  

5.00 Networking

Day 3 7510 7511 7512
9.30 – 10am Refreshments
10.00 – 10.15 Introducing the Open Space Concept
10.15 - 10.45 Opening Plenary - Deciding / Negotiating Topics

Break 7510
11.00 - 12.00 Topic 1 Topic 2 Topic 3
12.00 - 1.00 Topic 4 Topic 5 Topic 6

Lunch 7510
2.00 - 3.00 Topic 7 Topic 8 Topic 9
3.00 - 4.00 Topic 10 Topic 11 Topic 12
4.00 - 4.30 Closing Plen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