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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2015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7,3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유

기적인 공동활동을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업무정보 공유에 기반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분류에 따르면 21
개의 업종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처럼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

은 수직적인 경영구조가 아닌 조합원들 간의 수평적 경영조직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사업 수행과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수한 사업모델과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합원들 간의 공동업무 활동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협동조합 협업시스템(Cooperative Co-Work System), 협동조합 경영시스템(Cooperative Business System), 
협동조합 지식기반 시스템(Cooperative Knowledge-based System)

I. Introduction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된다. 
즉,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일반기업

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수평적 경영조직을 바탕으로 공동이익 창출이라

는 특수한 사업모델을 갖는다. 따라서, 협동조합 사업의 성공여부는 

조합원들간의 업무정보 공유에 의한 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5년 6월 현재 약 60여개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비롯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협동조합은 235개에 달한다. 여기에 

지식차원의 업무공유가 이루어지는 정보, 교육, 행정, 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업종의 협동조합은 3,300여개로 국내 전체 협동조합의 45%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의 특수한 사업모델을 위한 지식기반 협업시스템을 제안한

다.

II. Related Works

본 연구를 위해, 일반 기업의 수직적 경영조직을 위한 기존의 

Groupware, Intranet, KMS 등의 시스템에 대해 먼저 이해하였다.

1. Groupware

기업등의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를 포함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인용 소프트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2. Intranet

인트라넷(Intranet)은 인터넷 관련기술과 통신규약을 이용하여 조

직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각종 정보시스템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개발한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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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조직 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

여 공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정보 시스템.

III. Design and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 제안하는 협동조합을 위한 지식기반 협업 

시스템은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정보 저장과 분류 기능을 유지하

면서, 다양한 조합원들의 편리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그룹웨어의 

전자결제 기능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평적인 협동조합 특유의 업무플

로우를 적용한 웹 기반의 인트라넷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 1.은 해당 협업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 및 서비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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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본 연구를 위해 구현한 협업시스템의 메뉴 및 기능으로, 
소트프웨어 개발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하는 협동조합에 적용되어 

실험을 하였다.

협동조합 실무 적용과 결과화면 예시

IV. Conclus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협동조합 협업 시스템은 기존의 그룹웨어, 
인트라넷, 지식관리시스템 등의 특장점을 중심으로 일반기업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협동조합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지식을 공유하며 

공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협동조함에 

최적화된 경영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효과와 효율은 일정 수준이상 보장

이 되었지만, 연구과정에서 지식관리체계가 전문적인 지식관리시스템

과 대비하여 보안적 관리요소가 부족하였다. 다양한 업종의 조합원을 

고려하여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참여를 보다 중시한 운영환경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으나, 향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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