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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석과
시사점1)

요

약

협동조합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뜨겁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라면 가
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사업성과’를 내는 협동조합은 많지 않다는 비
판도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유효응답 250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
업성과는 무엇보다도 자본조달과 사업모형의 충실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합
원 참여가 중요하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포(distribution)를 측정한 결과 ”의미 있는 사업성
과’를 내는 조합 비중은 넓게 본다면, 약 절반(49.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
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공동판매 위주의 좁은 사업모형에서 공동생산까지 사업 폭을 넓힐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고객 확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1)

1) 본
 고는 조덕희(2020),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석」, 산업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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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 극심한 시장경쟁, 원재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협동조합을 꿈꾸기

료비 상승, 인건비와 임대료 인상 등 여러 가지 어

는 쉽지만, 협동조합으로 사업에 성공하기는 어렵

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2012년

환경 변화 속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이후 설립된 1만 4,000여 개 협동조합 중에서 대

까지 내몰린다.

략 절반 정도는 사업을 운영조차 못하고 있다.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한 소

나마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사업성과가 좋

상공인의 관심이 뜨겁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

은 편이 못된다. ‘의미 있는 사업성과’를 내는 조

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합은 전체의 10~15%에 불과할 것이란 비판마저

기대감이 생겨난 것이다. 협동조합은 함께 더불어

있는 실정이다.3)

사는 삶을 꿈꾸고, 경쟁보단 협력을 지향한다. 협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 성공을

동조합은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할 수

이룰 수 있나?” 이것이 본고의 문제 인식이다. 이

있고, 민주적(1인 1표)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에

에 답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어떤 유형

이바지하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협동조

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을 가지고 있고, 어

합이 꿈꾸는 세상은 인간적이고 이상적이다. 한

떻게 운영되며, 얼마만큼의 사업성과를 냈는지를

마디로 “협동조합, 참 좋다!”2)

살펴본다. 또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
석 모형을 실증하고 정책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2) 「협동조합, 참 좋다」는 김현대, 하종란, 차형석이 지은 책(2012년)의 제목
이기도 하다. 책의 머리글에서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혼자 가면 빨리 가
고 여럿이 가면 멀리 간다’고 표현했다.

3) 양승희, “협동조합 2.0시대-기본법 5년 현주소-사업성 평가 없으니 ‘부실
조합’ 수두룩”, 이로운 넷, 2018. 10.

2.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운영 실태
(1) 소상공인의 어려움

일수는 25.6일이다. 이는 평균 임금근로자의 일평
균 8시간 근로와 월평균 19.5일 근무보다 높은 수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표 1>에

치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3,400

서 보듯이 2018년 기준 2억 3,500만원이다. 창업

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 3,600만

비용은 평균 1억 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상

원의 94% 수준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1억원 이

공인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10.1시간, 월평균 영업

상 창업비용을 투자하고, 임금근로자보다 약 1.6

2 0 2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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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상공인 주요 경영지표(201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1)

사업체당 평균

임금근로자

매출액

235

-

영업이익

34

36

임차료

13

-

창업비용

103

-

일평균 근로시간

10.1시간

8.0시간

월평균 영업일수

25.6일

19.5일

프랜차이즈 가맹 비율
점포임차 비중

2)

6.8%(독립점포 93.2%)
78.1%(소유 21.2%)

3)

전자상거래 실적

6%(매출 비중 45.4%)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2019.1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8년 기준)」.
주 :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임.
2) 월임금총액×12개월로 계산함.
3) 전자상거래(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매출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6%이며,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 매
출액 비중은 45.4%임.

배 이상 높은 노동 강도를 감내하지만, 소득은 임

문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5)

금근로자의 94% 수준으로 오히려 낮다. 이러한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한적이지만(조

사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사 대상 사례 수가 765개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한편, 온라인 거래 비중이 2015년 14.8%에서

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중요 내용을 <표

2018년 21.4%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소상

2>에 정리하였다.

공인 중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

<표 2>에서 보듯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2018

중은 약 6%에 불과하다. 대규모 자본과 디지털 기

년 기준 조합당 평균 매출액은 3억 660만원, 평

술혁신이 주도하는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

균 출자금 3,320만원, 평균 조합원 수는 8.3

에서 많은 소상공인은 점점 힘든 상황으로 내몰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정부가 조사한

리고 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에서 사업자협동조합의 평
균 매출액은 2018년 기준 3억 1,995만원으로 소

(2)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운영 실태

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표 2>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4)

지금까지 소상공인협동조합 에 대한 전국 단

볼 수 있다. 첫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평균 매출

위 실태조사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적이 없었기 때
4)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
립된 조합으로서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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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2013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 사업자
협동조합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중 소상공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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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실적(조합당 평균)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례수(개)

207

407

592

734

773

765

매출액

88.2

163.8

191.7

221.3

256.7

306.6

출자금

31.4

31.4

30.9

30.5

31.6

33.2

조합원 수(명)

10.3

8.9

8.2

7.8

8.0

8.3

자료 : 중
 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리 함께-2019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 사례집」, 2019.11에서 작성함.

액은 2013년 8,820만원에서 2018년 3억 660만

는 정도에서 결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많다는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성과지표
로 볼 수 있다.

셋째, 조합원 수와 마찬가지로 조합당 평균 출
자금도 2013~18년 기간 동안 별로 증가하지 않

둘째, 평균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조합

았다.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출자금이 늘지 않았다

원 수는 2013~18년 기간 동안 10.3명에서 8.3명

는 것은 외부 자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

으로 오히려 줄었다. 여러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익적립금을 통해서 필

겠지만,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수 증가가

요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합이 손

초래할 수도 있는 조합원 간 갈등 및 의견 수렴의

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방편이라고 짐작

가능성은 매우 낮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외부 자

된다. 혹은 정부 지원의 최소 요건(5명)을 충족하

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3.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석
본고의 문제 인식 즉,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협

(1) 사업성과 분석 모형

동조합이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나?” 하는 문제
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

정부가 실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을 식별(iden-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절반(사업운영률

tification)하고, 이들 영향요인과 사업성과와의

53.4%) 정도는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 그리고 영향요인 상호 간의 관계를 종합적

그 이유는 ① 수익 모델의 미비, ② 운영자금 부족,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실증 분석할 필

③ 조합원 간 의견 불일치(갈등)의 순으로 나타나

요가 있다.

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소상

2 0 2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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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석 모형’은 <그림 1>

(2) 실증분석 결과

에서 보듯이 자본(capital), 사업 모형(business
model), 조합원 갈등(conflict) 등 세 가지를 영향
요인으로 식별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석 모형의 실
증은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유효응

즉, 자본(capital) 부족, 사업모형(business

답 250개 조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7) 결론적으

model) 미흡, 조합원 간 갈등(conflict) 요인이

로, <그림 1>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

조합원 참여(participation)를 경유하여 사업성

석 모형을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

과(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상정

과는 <표 3>과 같다.

6)

한다. 영향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성과에 영

경로별 표준계수 값 및 유의수준은 <표 3>에서

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또한, 자본 부족, 사업모

보듯이, 표준 경로계수 값의 크기는 자본(capi-

형 미흡, 조합원 갈등 요인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tal)→사업성과((performance)가 0.358로 가장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즉, 사업모형 미흡이나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모형(BM)→사업

자본 부족이 조합원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성과 경로계수가 0.294로 나타났다. 조합원 참여

고 본다. 반대로, 조합원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모

(participation)→사업성과 경로계수 값은 0.215

형이 제대로 수립(추진)되지 못하거나 자본조달에

로 나타났다. 경로계수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의미하다.8)

6) <그림 1>에서 조합원 참여(participation) 변수와 성과(performance) 변
수를 따로 분리한 것은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조합원 참여 변수가 생략되면, <그림 1>은 주식회사의 사업성과 분
석 모형과 큰 차이가 없다.

7)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020년 8월 28일~10월 27일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유효 응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수는 250개이다.
8) 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는 χ²= 3.254(p=0.071>0.05)로 양
호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 절대 적합도 지수 및 증분 적합도 지수값도 모
두 우수하게 판정되었다.

<그림 1>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석 모형 및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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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로별 표준계수 값 및 유의수준
표준계수

추정계수

S.E.

C.R.

Prob

Conflict←Participation

-0.144

-0.171

0.073

-2.348

**

Capital←Participation

0.098

0.091

0.057

1.591

0.112

BM←Participation

0.196

0.285

0.089

3.180

***

Participation←Performance

0.215

0.209

0.052

4.051

***

BM←Performance

0.294

0.416

0.075

5.532

***

Capital←Performance

0.358

0.323

0.047

6.847

***

주 : 1) S.E. :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2) ***1% 유의수준, **5%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3) conflict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낸다. 표준계수의 부호가 (-)로 표시된 이유이다.

결국,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performance)는 무엇보다도 자본(capital) 조달 및 사

조합원 참여를 경유한 간접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업 모형(business model)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합원 참여(participation)

(3) 주요 논점의 실증분석

도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 논점1의 실증

한편, 경로별 표준화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접효과로 나타났으며, 간접

(논점1)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포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면,

(distribution)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사업성

BM이 사업성과(performance)에 미치는 총효과

과’를 내는 조합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

는 0.336인데 이 중 조합원 참여를 경유하여 사

악한다.

업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42이며, 나머지
0.294는 직접효과으로 측정되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의

이는 조합원 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사업성과가 조합원의 소득안정/ 경쟁력 강화/ 수

이 작아서라기보단 자본 및 사업모형이 조합원 참

입증가/ 조합원 복지향상/ 지역사회 기여 등 5부

여(participation)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

문에 미친 영향을 각각 5점 만점 리커드 척도로

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자본이 부족하고 사업모

측정하고 이를 종합 평균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하

형이 미흡하면 조합원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였다. 이렇게 측정한 사업성과의 분포는 <그림 2>

것이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 소상

와 같다.

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매우 적고(중간값 기

사업성과 분포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2.73점

준 7명), 조합원 간 갈등도 없어서 조합원 참여에

으로 ‘미흡(2.0점)’과 ‘다소 미흡(3.0점)’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조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서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성과가 조합원

2 0 2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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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 분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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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주 : n=250.

의 ‘기대에 부합(4점)’하거나 ‘기대 이상(5점)’이

2) 논점2의 실증

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 있는 사업성과”로 평가
한다면, 그 빈도수는 총 28개로 전체의 11.2%이

(논점2)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모형별로

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의미 있는 사업성과”를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는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는 협동조합은 10~15%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폭(width)이 넓을수록 사업성과가 우수한지

지지하는 결과다.

를 살펴본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사업성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은 크게 달라진다. “의미 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모형을 <그림 3>에

는 사업성과”를 협동조합의 사업성과가 조합원의

서 보듯이 공동시설형, 공동물류, 공동구매, 프

‘기대에 부합(4점)’하거나 ‘기대 이상(5점)’인 경

랜차이즈 등 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발

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 비중은 11.2%지만,

생 빈도 및 사업성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에

‘다소 미흡(3점)’하지만 성과가 있는 협동조합까

따르면, 전체 250개 조합 중에서 공동판매형의

지를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협동조합으로 판단한

빈도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

다면, 그 비중은 49.6%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소

동시설형이 109건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형

상공인협동조합이 발전 초기 단계라는 점을 생각

사업모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합은 4개

하면, 약 절반 정도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긍정

였다.

적인 사업성과’를 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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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업모형별 발생 빈도 및 사업성과 우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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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빈도수는

실시하는 공동사업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중복 응답(총 683개) 결과임.

한다고 응답한 비중), 공동생산1형9)이 34.7%, 공

결국, 논점2의 실증분석 결과는 소상공인협동

동생산2형이 32.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

조합이 현재의 공동판매형 및 공동시설형 위주에

동시설형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모

서 공동생산1, 2형까지 사업 폭을 확대하면 사업

형의 발생 빈도가 많은 공공판매형 및 공동시설형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은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에 발생 빈
도가 가장 낮은 공동생산1, 2형이 사업성과가 상

3) 기타 논점의 실증

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난 셈이다.
또한, 사업모형의 폭(현재 운영 중인 사업모형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의 가짓수로 측정)을 살펴보면, 선택한 사업모형

와 향후(2023년 말 기준) 목표 조합원 수에 대

이 1종류인 조합이 85개로 전체 250개 조합의

한 전망을 조사한다.

34.0%를 차지했다. 사업모형이 2종류인 조합이
53개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소

우선,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에 대한 설문 결과

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 폭(width)이 좁다고 볼 수

는 <그림 4>에서 보듯이, ‘이미 달성’했다고 응답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업력, 조합원 규모, 출자

한 조합은 12.4%에 불과하고 2022년 달성을 예

금 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

상한 조합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

영하는 사업의 폭이 넓을수록 사업성과가 우수한

년 이후로 응답한 비중도 26.8%로 높다. 손익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점 달성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기타’의 비중
도 7.2%에 달했다.

9) 공동생산1,2형은 수직적 가치사슬에서 상·하방의 원자재 공동생산과 새
로운 상품 생산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 확대 혹

2 0 2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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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전망(2020. 8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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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3년 후(2023년

값을 기준으로는 7명에서 12명으로 5명 증가하는

말) 목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

데 그쳤다. 이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규모의 영세

과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

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규모 확대를 달성

후 목표하는 평균 조합원수는 35명으로 현재 평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균 12.4명에 비해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중간

것을 시사한다.

4. 맺음말: 정책시사점
정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자영업자의 새로

히 있다.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정신

운 희망(2014. 12)” 혹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 희

에 부합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지나친 걱정이랄

망이다”(2017. 6)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

수는 없다.

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

그러나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급속한 설립을 걱

었다(2020년 지원 예산 207억 1,000만원), 이는

정하기에 앞서 협동조합에 대한 열망의 이면에 놓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협동조합의 자주성

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다.

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반영

협동조합에 대한 소상공인의 높은 기대감이 협동

한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년)

조합으로도 별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이어지지 않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정부 지원을 기대

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당면 과제다. 협동조

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

합 설립 열풍은 겪어내야 하는 과도기 현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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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공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현재 7명(중간값)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과하고, 향후 3년간 5명 정도 늘리겠다는 조합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주요 정책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상공인협동조합
의 규모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전략과 지원 방안이

첫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다수의

위해서는 현재 공동판매 위주의 좁은 사업 운영에

영세한 조합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

서 공동생산까지 사업 폭(width)을 넓힐 수 있도

사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

록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지

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원이 없다면, 우수 조합도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

셋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고객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지원 대상

확보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을 선정하는 평가에서 조합의 정체성에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한 것

대한 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실태

둘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우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 방안이

수 사례를 널리 보급하여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

마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

용할 필요도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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