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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사회의 주체자가 되어 기꺼이 

일하는 시대를 열자 

 

 

2020년 12월 4일,  제203회 임시국회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노동자협동조합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제화에 관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을 정리하여 국회 심의에 힘써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 작업을 

지지해주신 중의원 법제국 후생노동성 여러분, 조기 법제화의 결의를 올려주신 

지방의회, 지자체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협동조합 법제 탄생에 희망을 걸고 

지원해주신 협동조합 관계자와 노동자복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업 없애라”라는 외침 속에서 생겨난 사업단 운동. 선인들은 이 운동에 '좋은           

일'이라는 혼을 머금었습니다.  신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에 힘쓰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길이었습니다. 일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주체성과 일하는       

동료과의 협동성을 기르는 직장 만들기에 임해, 그 중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능력을 발휘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좋은 일과 지역·사회의 본연의자세를결합해,노동의자부심과          

생명의 존엄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탐구 위에          

법제화라는 위업이 이룩된 것을 전국 1만5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기뻐하며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에 힘을 주어 주신 선인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전해고자 합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사람들의생존위기시대에본래사회          

방식을 묻고 재창조하는 존재로서 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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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팬데믹 속에있으며,우리는출구가보이지          

않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자협동조합법"이         

일본에 탄생한 것에 새로운 형태의 일터, 관계성, 삶 방식에 대한 필연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의 의도는 단순히 새로운 협동조합의 구조          

구축에 그치지 않고 '자치', '인권', '민주주의'라는 바람직한 사회 원리를 되찾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작은 존재입니다만, ‘노동’과 ‘삶’을 다시 묶어, ‘경쟁’에서         

‘협동’으로 전환해 풍부한 관계성 속에서 인간성을 되찾으려고 분투해        

왔습니다. 대량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를 추진해 지구를 파국적인 사태까지        

몰아넣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되묻으려 해         

왔습니다. 그 노력은 '작은 존재의 큰 도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년에 걸쳐 갈고 닦은 “협동 노동”이라는 보배가 사회 전체의 보배가           

되고, 모두의 손에 넘어가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 노동이 친숙해지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이 사회의 주체자가 되어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를, 모두 힘껏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도 쓸데 없는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하나의 생명이 빛나는 삶이 일하는 것. 

　일하는 것에 긍지가 있어라. 

　일하는 것에  미래가 있다. 

 “협동노동 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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