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rah Jensen: 협동조합 정체성은 인간성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안의 힘을 키움으로써 연대하고, 세상을 더욱 협동적이며 모두에게 

더 좋은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습니다. 

Juwon Seo: 제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야기는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큰 수술을 겪은 이후, 수술의 

흔적은 협력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기댈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가지고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스터디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며, 저는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의 조합원 사이에서 신뢰, 협력의 관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운이 좋게도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의 조합원으로서 일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ylandi Brown: 우리를 비롯한 전기협동조합들은 영리기업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농촌 지역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역의 에너지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에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경제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주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차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Smayah Uwajeneza: 저는 퀘스천커피에서 품질관리자 겸 로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직업을 주었습니다. 저는 커피에서 자부심, 힘, 연결을 경험합니다. 제가 자라난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는 삶의 쓰임과 가치가 무엇인지,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가 왜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협동조합은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입니다. 

Iwan Doherty: 저는 약 5 년 전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 그리고 노동자 소유가 어떻게 경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다가 협동조합 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제가 관심을 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었고, 이후 저는 협동조합에 관한 글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Parinaz Asareh: 저는 가족을 통해 협동조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 대부분은 이란 남서부 

데즈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약 25 년 전, 가족들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한정된 자본으로 

데즈풀 외각의 땅을 매입해 그린하우스를 지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고 이를 공동체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이 협동조합은 주민들을 위한 수업을 마련하거나 

문화행사를 조직하는 등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공합니다. 

Camila Frozza: 제가 태어난 지 5개월 남짓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마토 그로소로 이사했고 부모님은 캄포 

베르데에 쿠퍼캠프COOPERCAMP라는 교육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열네 살까지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저의 아버지는 다른 19명의 사람들과 함께 캄포 베르데의 면 생산자 협동조합인 

쿠퍼피브라를 설립했습니다. 쿠퍼피브라는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과 협동조합에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장려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Juwon Seo: 협동조합의 연대의 정신은 제가 느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쟁이 최선이라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Parinaz Asareh: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주신 많은 분들과 

선생님들 곁에서 일한 시간들은 저에게 참으로 보람된 여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Guilherme de Oliveira: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아이가 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언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고민해 본 뒤 그것은 바로 내가 협동조합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Iwan Doherty: 제가 협동조합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공동체와 그들을 둘러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정을 갖는 사회 안에서 

공정한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열쇠를 협동조합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ylandi Brown: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변화하지만,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기본 원칙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을 등불을 들고 우리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언제나 

가장 먼저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이 더 좋은 커뮤니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길을 닦을 것입니다. 

Guilherme de Oliveira: 나를 매료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제 평생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동조합주의입니다.  

Sarah Jensen: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어 협동조합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