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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생협은 친환경농산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제사업과 안전
한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조직화라
는 조직활동의 두 축을 주요 사업으로 활동해 왔다.
소비자단체인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경제사업으로 채택한 이유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생협이 안전한 식품을 취급
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며 결속력 강한
소비자조직과 경제사업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생협은 농
업문제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도농상생의 관계로 해
결하고자 하였다.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와 공동으로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
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특히 2010년 가을 배추 가격폭등 당시 생협의 가
격시스템이 주류 언론에 보도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핵심은 ‘직
거래’와 ‘계약재배’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생협이 경제사업에서 이룬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사업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
를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
의 임직원, 소비자 및 생산자 활동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소비자와 생산
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생협의
경제사업을 이해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농업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
고 나아가 관련 연구자에게 유익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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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생협이 경제사업에서 이룬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와 농업,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서 생협 경제사업의 의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소비를 추구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생협은 친환경농산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제사업과 안전
한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조직화라
는 조직활동을 두 축으로 활동해 왔다. 생협 경제사업에 나타나는 지속가
능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협은 생산자와 거래 관계에서 생산계약재배를 하고 소비자와 공
동으로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며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국 물
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물류효율화를 추구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
감하는 등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고 조합원도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둘째, 생협은 소비자와 거래관계에서 취급상품은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을 우선하고 자주인증, 유통인증시스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체계를 구
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비자는 생협의 상품 취급과 관리의 내
용을 보고 상품을 신뢰하며 생산자는 신뢰를 확보한 상품으로 인해 판매홍
보 없이도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셋째, 생협은 지역생협의 조직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업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식품안전 활동 등 안전한 먹거리 운동, 환경운동 등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협이 조직되고 활동하게 된 원
인은 소비자가 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환경 의식이 깨인
소비자는 생산자의 경제성과 소비자의 안전성이라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주장한다.
생협은 지난 20여년간 경제사업과 조직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구조를 구축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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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 결합과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으로 ‘생산－유통－소비를 수직통합’하여
자기완결적인 인적·물적 경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비주체 육성으로 친환
경농산물을 생산계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및 가격안
정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와 거래의 지속성에 기여했다.
생협 경제사업의 성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가 갖추어야 할 농업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의 지속성을 추구해야 한다. 생산자 및 유통주체는 생산 및 품
질 관리에 주력하여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주체는 적정 농산물 가
격 형성을 위해 홍보하며 생산 및 소비주체를 조직화해야 한다.
둘째, 가격안정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계약재배를 권장·지원해
야 한다. 생산계약은 인적 신뢰를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신뢰구축에
장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조직구조는 사업
방식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품목 전문농협은 수급조절과 생산 기술정보
교류 등 생산의 관리와 생산자의 연대 발휘에 유리하며, 지역농협은 소비
자 교류 거점, 농촌공동체 유지 사업에 유리하므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기
능을 찾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산물 생산 위험을 생산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현행 농산물 가
격체계를 보완하여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생산 위험을 공동 부담하도록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지역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계약재배
는 품목 전문농협 위주로 재편하여 수급안정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
산물가격안정기금을 생산위험에 따른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국 농산물 물류체계 정비와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 상품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였다
면 이제는 간단한 통화만으로 가격을 정하고 상품만 거래하는 관계이다.
상류와 물류의 분리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이를 전제
로 새로운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래는 위축되므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급정보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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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conomic Fruits and Policy Tasks of Consumer
Cooperativ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consumer cooperatives (CCs)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present policy tasks
that need to be accomplished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study analyzed economic fruits of CCs, such as establishment of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and the influence of CCs
on agriculture and farmers.
The main activities of Korean CCs have been centered around two main
themes: economic activities providing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o
members of CCs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promoting the consumer initiative for safe food and consump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flected in the economic initiati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Cs enhance the 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by increasing contract cultivation and operating a production and price stabilization
fund with consumers. CCs secure economic efficiency by reducing unnecessary distribution cost through a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and efficient distribution which enables producers to stably produce farm products
and consumer cooperative members to purchase agricultural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Second, CCs secure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by establishing
transparent and fair transaction systems such as the attestation system and
the distribu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supplying consumers with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Cs have secured loyal customers without sales promotion by supplying reliable and good quality products to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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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CCs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local cooperative activities promoting environment
protection, food safety, and consump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s a matter of fact, keen interest i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led CCs to be born. Environment-conscious consumers support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ducer's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s safety.
CCs have established a win-win system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through efficient business and organization for the past 20 years. CCs
have established a self-sufficient economic system and consolidate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rough an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ased on strong
trust between them. In addition, CC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production and continued transac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expanding the consumption base for contract cultivation and by raising a
production and price stabilization fund for sustainable produc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e fruits of the economic initiative of CCs can be utilized to prepare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future society which aims to achieve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suggestions to utilize the
fruits of the economic initiative are as follows.
First, producers and consumers should be effectively organized for sustainable transaction. Producers should produce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by focusing on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and consumers should participate in promotion activities aimed at setting the right
price for farm products.
Second, contract cultivation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in order
to enhance price stabilization and direct transaction. As contract cultivation
requires strong trust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lots of efforts are
needed to build trust. Thu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n agricultural
cooperativ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its business
model. For example, item-based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advantageous
to managing production and getting producers together, including management of supply and demand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n production
and technology, whereas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adv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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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us to building a strategic foothold for exchanges with consumers and
maintaining a rural community.
Third, the price stabilization fund should be operated in such a way that
the government,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consumers can jointly
bear the production risk by improving the current farm product pricing system that puts only the producers under the production risk. It is necessary
that item-based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take charge of contract cultivation which is currently conducted by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raise the fund for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fund for stabilizing farm-product price should be used to relieve the price fluctuation caused by production risk.
Fourth, the social cost should be reduced by improving the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past, price was determined
by direct contact between buyers and producers, but nowadays the pricing
and transactions are possible over the phone. The separation of transaction
and delivery is important in enhancing logistics efficiency.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formation system is needed to separate the transaction and
delivery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reliable information on supply and demand are required to boost transaction
as limited information on supply and demand can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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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세계 소비자협동조합은 대부분 생필품의 공동구매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1970~1980년대 초반 농촌과 도시에서 공동구매사업을 하는 소
비자협동조합이 일부 존재했다. 강원도 평창 신리조합이 농촌지역에서 공
산품의 공동구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지역농협이 연쇄점 형태의 구매사업
진출로 농촌지역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멸되었고, 도시지역에는 소비자협동
조합이 소규모 구판장의 형태로 존재했으나 소매업체와의 경쟁에서 도태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유기농
산물 직거래운동에서 발전했다. 1970년대 생산자의 자주적인 실천에서 출
발한 유기농업운동은 1980년대까지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생산자
가 소비지에 판매장을 개설하거나 유기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교육하
면서 직거래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아주는 조직
된 소비자를 통해서 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생산자가 주도
하여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경제사업으로 하는 생협이 등장했다.
그중 한살림생협은 일본 생협의 공동구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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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변화를 주도하면서 많은 단체가 생협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0년대 UR협상이 농업분야 개방을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농업
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협을 선택하거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시도하던 활동가가 대중운동의 기반으로 생협을 조직하고, 한살림의 유기
농산물 직거래를 경제사업으로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생협은 안정적인 가격과 소비를 원하는 생산자와 믿
을 수 있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를 주요 경제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운동을 주도하며 성장하여 2010년 말 현재
4대 생협연합조직(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의 조합
원은 51만명, 매출액 5,952억원(약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친환경농산물 시
장의 14.9%)으로 성장하였다.
생협의 경제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은 농산물 수급 등 유통 전문성
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소비자단체인 생협이 농산물 유통을 경제사업으로
채택한 이유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생협이 안전
한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수
행하며 결속력 강한 소비자조직과 경제사업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
게 되었다.
나아가 생협의 경제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며 구축
한 물적·인적 인프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며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으
로 확산되어 우리 농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
된 한살림생협의 충남 아산 친환경클러스터, 2011년 아이쿱생협의 충북 괴
산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등은 농업과 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생
산자, 가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친환경식품 가공산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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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우리나라 생협은 친환경농산물(그 가공품, 일부 환경상품 포함)을 취급
하며 우리 사회의 농업문제와 직면하여 생산자 소득과 관련되는 가격결정,
생산과 소비의 수급 조정을 비롯하여 소량 다품목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물
류효율까지 고려하며 경제사업을 전개했다.
생협은 농업문제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도농상생의
관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안정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 배추 가격폭등 당시 생협
의 가격시스템이 주류 언론에 보도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핵심은
‘직거래’와 ‘계약재배’이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추구하며 농
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생협 조합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
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는 국내 농산물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농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생협이 경제사업에서 이룬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와 농업,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사
회에 생협 경제사업의 의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소비를 추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생협의 물품정책, 가격정책, 생산정책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생협 경제사업을 고찰하고, 생협과
일반 농산물 유통의 차이를 비교하여 생협 경제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기여
하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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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와 방법

2.1. 연구범위
우리나라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공급·판매하는 지역생협, 구성원
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생협과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생협은 친환경농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상품을 주
요 품목으로 취급하며 경제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생협, 특히 우리나라 4개
지역생협의 연합체 중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한다.

2.2.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는 각 생협의 생산, 구매, 판매, 소비 등 정책자료 및 생산
자·소비자 교육자료를 검토하여 구매 및 판매 전략을 분석한다.
둘째, 조합원과 일반 소비자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만족도, 가격 및 생산
정책 인지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와 참여 정도, 안전성 관련 생
협의 신뢰도 등을 분석한다.
셋째, 생협 출하 생산자와 일반 농산물 출하 생산자 조사를 통해 생산자
(조직)의 계약 등 거래 내용, 농업 형태 및 판로, 소득의 변화, 생산자(조직)
의 거래실태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한다.
넷째, 일본 생협의 경제사업에 관한 내용은 팔시스템생협연합회의 사례
를 원고 의뢰하고, 이탈리아의 생협과 농협의 경제사업 협동 사례는 해외
출장 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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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추진체계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가설 설정
· 생협은 농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경
제사업을 전개한다
생협 경제사업의 시스템
· 물류체계 · 신뢰체계
상품 전략과 성과 분석

생산 전략과 효과 분석

· 상품개발과 브랜드, 판매장

· 가격정책에 따른 변화

· 상품 이용도 분석

· 구매정책과 생산자 대응

조합원 물품 이용 실태 분석

생산자 영향 분석

· 구매패턴 등 이용 현황

· 농업 형태, 판로, 소득 변화

· 상품 만족도 등 조사

· 거래 및 정책 만족도 조사
농협의 생산·유통과 비교

일반유통업체의 소비·판매와 비교
· 구매방식과 가격결정방식

· 거래형태(수급조절,가격결정)

· 거래의 지속성, 소비자 이익

· 거래 만족도 조사

생협 경제사업의 의의
· 물품 및 생산 정책 효과 분석에서 도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시사점(=정책과제)
· 조합원 및 생산자 조사결과에서 도출
· 일반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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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생협에 관한 선행연구는 1) 생협 소비자와 생산자의 운동론, 태도를 대
상으로 하는 사회학적 접근, 2)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으로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경제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3.1. 소비자운동, 소비자 태도 연구
권미영(2010) ‘생협회원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협력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생협 참여가 물품 이용에 그치지 않고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
지며 공공이슈(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협력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생협운동을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김용우(2010)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조합’ ‘한국 생협운동의 과제’는 생
협운동을 생명운동으로 파악하고 호혜적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실천방안
으로 지역의 다양한 생활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
하고 연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생협을 소비자 운동보다 생명운동, 즉 지
속가능한 농업운동, 사회운동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다.
조완형(2009) ‘생협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상’은 생협운동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정체성과 패러다임을 확보하면서 대안경제의 실천모형으로 자리
잡기 위한 미래과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심화·확대하여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과 다른 차원의 생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허미영(2008) ‘생협의 대안적 소비문화의 성격과 그 함의’는 먹거리 담
론에서 대안 먹거리 소비는 대안 농업생산과 여성 참여라는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먹거리 영역에서 대안적인 소비의 주체로서
생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성민우회생협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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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실체를 고찰하였다. 여성민우회생협은 여성주의를 토대로 하여 여
성 중심의 대안적인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여성 참여를 통해 먹거리 정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소비증가에 따른 소비자 분화는 대안생산과 유통에 대한
새로운 문제, 즉 편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므로 핵심 소비자의 양성과 지
역식량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대안소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하
였다.
오귀복(2007)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특징 분석’은 생협운동의 사회
운동적 특징을 생명사상, 도시소비자의 공동체운동, 사회변화에 대한 대안
적 경제운동으로 파악하고 사례 생협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친환경농
산물 구매를 목적으로 생협을 이용하는 대다수 조합원이 생협에 지속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조완형(2007) ‘생협 조합원의 행태 및 특성 분석’은 한살림생협 조합원
을 대상으로 조직활동, 물품이용, 홍보활동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협의 조직,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생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생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방법을 연구·활용하고, 생협에 대한 이해
도와 참여도 제고, 지역모임과 소모임의 활성화, 생협 활동 소재의 다양화,
적극적인 지역살림운동 전개, 활발한 조합원 교육활동 전개, 생협 물품의
차별성과 독자성 계속 확보, 물품 이용의 편리성 제고 등에 적극적인 모색
이 필요하다고 했다.

3.2. 생협 생산자조직 연구
윤병선(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은 생협운동을 농
민이 주도하는 대안농업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 지
역먹거리운동의 성장과정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다만 대안농업운동을, 생
태적인 여건,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영농방식으로 생산하고 지역에서 가
공·소비되는 선순환이라는 가설로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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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혁(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는 홍성 풀무생
협을 대상으로 생협 조직의 변화에 따라 산지 생산자조직의 변화를 분석했
다. 풀무생협은 지역 중소농에 기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직거래 소비
를 하는 산지 생협으로, 국내 선도적인 유기순환 지역농업 모델이다. 1990
년대 중반까지 직거래 배송방식이었지만 2000년 이후 생협 물류연합체와
거래로 바뀌며 과거 독과점적 생산지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거래조건이 악
화되면서 판로 다각화와 가공·축산분야 확대전략을 취하며 산지유통조직
으로 정체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생산자(또는 조직)와
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대상의 사례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김흥주(2008)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는 친환경농업이 대안농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생산자의
사회적 성격에서 찾고자 하였다. 풀무생협 생산자 회원은 일반 관행농가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비슷하지만 비교적 젊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생산
자는 강한 이념동기와 운동지향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대안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친환경농업이 대안농업으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화, 소비자의 지지체계, 정부의 정책이 생
산력주의에서 사회관계 지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선험적 주장에 그치
는 점이 한계이다.
김흥주(2008) ‘친환경농업 생산조직과 생산자의 특성 및 대안 가능성’은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농업체계의 가능성을 풀무생협의 조
직특성과 생산자 성격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대안체계의 지표를
1)생태지향의 가치와 신념을 공유 2)대면적 관계 형성 3)생산체계는 다품
종 소량생산과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며 규모의 경제보다 범위의 경제 추구,
4)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성 회복 등 선험적 주관을 제시하며 풀무생
협의 대안성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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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산물 유통, 협동조합의 경영 연구
장원석 외(200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는 과거 20여년 동
안 생협 활동을 농산물 유통, 사회적 기능, 시민운동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거나 분석하기보다 선행연구를 참조한 원
론적인 평가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다.
정은미(2006)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은 생협의 유기농산물 직거래
유통사업과 조직적 전개과정을 통해 한국 생협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운동임을 도출하고 아이쿱생협을 사례로 경제사업
과 생협운동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주희(2004) ‘비영리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는
여성민우회생협을 사례로 생협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친환경농산물 시장
의 경쟁을 외부환경, 민우회 생협의 조직사업과 경제사업의 목표를 내부환
경으로 규정하여 SWOT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마
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박현태 외(199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개선방향’은 친환경농산물의 유
통구조를 분석하며 생협의 경제사업을 고찰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가격결정방식, 신뢰성, 구입 용이성의 지표를 활용
하여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장원석·김호(1997) ‘유기농업의 산지 및 소비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경
영분석’은 유기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산지 생협과 소비지 생협의 총회자
료에 나타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산지
및 소비지 생협의 농산물 물류를 비롯한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지
생협은 유기농산물 판로부족과 판매 관리비 과다를, 소비지 생협은 낮은
조합원 이용도와 소규모 생협의 경영적자 이유를 물류 비효율성과 노동생
산성이 낮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정은미(1995) ‘산지 생활협동조합의 유통활동 분석’은 조직적인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산지 생협을 대상으로 생산조직의 특성과 거래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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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동기, 거래품목, 가격결정, 상품화 활동, 수집 및 수송, 유통경로와 유
통마진 등 농산물 유통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3.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생협의 소비자운동이나
생산자조직을 대안경제의 실천모형으로 상정하고 사회적 의의를 파악하거
나 선험적 주관으로 당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측면의
연구는 직거래라는 유통방식에 초점을 맞춘 경제분석이 대부분이고, 협동
조합의 사업방식은 거래방식에서 일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측면에서 생협의 소비 및 판매 전략,
생산 및 구매 전략 등 농업 및 농산물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인
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내용과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생협이 경제체계로서 조직의 경제적 자립성, 사업의 지속성, 사업
의 대중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생협의
경제사업에서 농산물 유통에 미치는 시사점과 농산물 유통에서 정책과제
를 도출하고자 한다.

생협 현황과 경제사업의 개요

1. 우리나라 생협의 특징

1.1. 농산물 직거래 생협이 나타난 배경
우리 사회에서 1980년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이다. 농촌지역에서 공동구매가 주요 활동이었던 소비조합이 퇴
장한 후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운동을 사업으로 하는 생협이 나타나게 된
것도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본 절은 1980년대 시대적 상황을 정치적,
경제적, 농가경제의 변화에서 살펴보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 유기농업운동과 일본 생협에 대해 고찰한다.1

1.1.1. 1980년대 정치적 변화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성장하게 되는 정치적 전환기이
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나 농민, 각 사회계층은 그동안 독재정권

1 1980년대 시대적 상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http://www.kdemocracy.or.kr/)의
민주화운동사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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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1987년 9월 말까지 발
생한 노동쟁의는 총 3,241건으로 하루 평균 44건을 기록했다. 1987년 6월
말 2,449개 단위노조에, 조합원 수 90.6만명이던 한국노총은 1988년 6월
말 5,062개 단위노조에, 조합원 수 151만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서 그동안 억눌려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봇
물처럼 터져 나오며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조직·결성되었다.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합법화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로운 사상운동이 전개될 여지가
마련된 것이다. 그 가운데 그동안 가려져왔던 공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나
농민들의 농약 중독으로 인한 죽음, 나아가 전국의 농토가 농약과 화학 비
료로 몸살을 앓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식탁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이에 관심을 갖는 시민사회단체가 나타났다.

1.1.2. 1980년대 경제적 변화
1986년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이라는 이른바 3저 호황 국면이 나타
나며 우리 경제의 외부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호황이 지속되었다. 1986∼198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13%에 달하며
무역수지도 흑자가 발생하고 외채 위기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
자가 크게 발생하면서 선진국의 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수입자유화율
은 1985년 87.7%에서 1990년 96.3%로 확대되었고, 관세율은 1985년
21.3%에서 1989년 12.7%로 낮아졌다. 전면적인 경제개방의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과 농업에 집중되었다. 1980년 가구당 33.9만원이던 농가부채는
1986년 219.2만원으로 6.5배나 증가하였고 농민의 이농, 탈농 현상이 이어
졌다.
한편 1980년대 경제의 외부환경이 변하면서 나타난 경제호황과 그로 인
해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소비 측면에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이다. 1970년과 비교하여
1990년에 실질임금은 4배 정도 상승했는데 노동생산성 지수는 7배나 올랐
다. 1980년대 후반의 높은 임금상승은 1980년대 전반기 실질임금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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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 있다가 1987년 6월 이후의 노동운동을 통해 이를 단기간 내에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으로 우리 사회 중
산층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은 1990년대
소비의 다양성을 선도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1.1.3. 1980년대 농가경제의 변화
1980년대 농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이중곡가제가 폐지되었고, 추곡수
매가가 동결되었으며, 부족한 농산물은 해외에서 수입하였다. 1980년대 이
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농산물 수입은 1986년 이후 3저 호황에 따른 대
규모 무역흑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 이른바 개방농정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은 197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의해
농업과 비농업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고 1989년 GATT의 BOP조
항 졸업2 후 농산물 시장개방화를 거치며 단기간에 농업해체 과정을 겪었
다(표 1).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인구는 1980년 총 인구의 32.4%에서 1990
년 17.1%, 2008년 6.6%로 감소하고 60대 이상의 경영주가 1980년 21.2%
에서 1990년 29.4%, 2000년 54.8%, 2008년 55.7%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
행되고 있다. 더구나 농업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농가 가구당 경지면적은
1980년 1.02ha에서 2000년 1.37ha, 2008년 1.45ha로 여전히 소규모이고 전
업농가 비율은 여전히 높은3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한 농가소
득은 6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농가경제의 침체는 농업문제만이 아니라 식품 소비 문제에 큰
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Balance of Payment : 국제수지)
란, GATT에 가입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예외적으로 국제수지 사정이 어려운 국가에 한해 잠정적으로 수입 제한을
허가하고 있다. 수입 제한 국가는 2년마다 수입 제한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의
무적으로 BOP 협의회와 협의하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 즉시 수입을 개
방하는 것이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GATT 18조 B항이다. 독일은 1957년, 일본
은 1964년 BOP 조항을 졸업했다.
3 전업농가 비중은 1980년 76.2%, 1990년 59.6%, 2000년 65.2%, 2008년 5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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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식량자급률은 급속히 낮아져 곡물자급률
은 1980년 56%에서 1990년 43.1%(2008년 27.8%), 칼로리 자급률은 1980
년 70.1%에서 1990년 62.6%(2008년 48.7%)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
다. 농업분야의 시장 개방 압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대표적인 사양화 산업으로 치부되는 반면,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요인이 잔류농약, 중금속 오염, 이물질 혼입 등으로
다양해지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범위도 커지면서 먹거리의
안전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표 2-1. 농업총생산과 농업인구 감소 속도에 관한 국제 비교
국 가
영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농업총생산/국민총생산
40%
1788년
1800년경
1854년
1866년
1850년
1878년
1896년
1965년

7%
1901년
1965년
1950년
1958년
1969년
1972년
1969년
1991년

소요기간
113년
165년
96년
92년
119년
94년
73년
26년

농업인구/취업인구
40%
1800년경
1855년
1897년
1900년
1920년
1921년
1940년경
1977년

7%
소요기간
1868년 70년 이상
1957년
102년
1950년
53년
1960년
60년
1962년
42년
1965년
44년
1971년
31년
1991년
14년

자료 : 이정환, 1997, 「농업의 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6.

1.1.4. 유기농업운동과 일본 생협
도시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경제사업으로 하는 생협 운
동이 출현하게 된 계기는 소비자의 수요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생산자에 의한 유기농업운동과 일본생협 운동의 영향이다.4

4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독교단체의 한일 교류는 유기농업운동과 생협운
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일본 미애현(三重県)의 애농회(愛農會)가
1976년 한국 정농회(正農會) 설립의 동기가 되었고, ‘고베 청년학생센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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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유기농업운동의 특징
우리나라 유기농업운동은 1970년대 녹색혁명 당시, 농업 생산에 지역성
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다투입을 전제로 하는 다수확품
종을 보급한 정책에 저항하며 발생하였다. 유기농업 생산자는 다투입의 증
산정책에 반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념적 행동으로 여겨져 정권의 탄압
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생산자는 스스로 ‘정농회’(1976년)나 ‘한국유기농
업협회’(1978년) 등 친환경농업생산자단체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유기농
업기술과 사상을 교육하면서 유기농업 대중화에 기여했다.
당시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유통 기능을 생
산자가 주도한 직거래였다. 1980년대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
한 소비자의 수요가 나타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판
매 그 자체가 유기농업운동이고 생산자는 판매활동과 동시에 농산물이 지
닌 생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동시에 진행하
였다.5
한편 유기농산물의 소비자는 주로 농업문제나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회원이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
통형태는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수확기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계절 행사나 일회적인 판매에 불과하였고 직거래의 취급 품목
도 저장성 있는 곡류나 농산가공품에 국한되었다.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담당할 소비자 측의 주체가 나타난 것은 1985년
이후부터이다. 유기농업 생산자들이 판매를 위해 도시에 판매장을 만들어

은 시민단체와의 교류는 생협이라는 조직과 그 운영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5 유기농업운동에 ‘생명’의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76년 창립한 ‘정농회’의
창립 목적에 관한 다음 문장이다. ‘경천애인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
나라 전 농토가 화학오염에서 벗어나 자연순환 및 생태계의 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농업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전 국
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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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조직하거나 종교단체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생협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생산자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이 먼저
있었고 이런 직거래운동의 방법으로서 소비자 생협이 태동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초기부터 소비자운동에서 태동한 일본 및 유럽의 유기농업운동과
크게 다른 점이다.
나. 일본 생협의 영향
19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일본 시민단체 중 기독교단체인
‘고베(神戸)청년학생센터‘는 1972년부터 ‘한국사 세미나’, 1975년부터 ‘한
국어 강좌’를 개최하며 ‘의병운동에서 3·1운동’을 번역하거나 ‘동학의 길’
‘제주 4·3 항쟁’ 등 근대 민중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한국이나
북한 방문도 하고 있었다. 일본 고베(神戸)6는 기독교사회운동가인 카가와
토요히코(賀川豊彦)가 1920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고베구매조
합(현 코프고베)을 설립하여 생협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지역이다. 그러므
로 한국 민주 인사와의 교류는 1970년대부터 있었고 일본 생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당시 신협의 협동조합운동이나 농민운동 등 지역운동 활동가7가 일본 시
민단체와 교류를 통해 생협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소비자 조합원의 활동
이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며 경제사업 방식으로 ‘조
합원에게 사전에 주문을 받아 공동체 단위로 생활재를 공급’하는 공동구매
방식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 생협은 조직과 사업 양 측면

6 현재 코프고베는 일본 최대의 생협이다.
7 신협한우리생협(현 경기남부두레생협의 전신)의 초대 이사장인 이건우, 가톨릭
농민회 회장이자 한살림 초대 회장인 박재일의 경우 일본 시민단체와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생협 연표에 의하면 1981년 장일순을 비롯한 원주
지역 활동가들이 천주교 일본교구의 주선으로 일본유기농업과 생협운동을 견
학하고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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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 생협의 참고서로 인식되었고, 한국에서 1980년대 설립되는 생협
은 일본 생협의 역사, 경험, 사업에 대해 공부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연수나 견학 등의 형태였고 1994년부터는 일본 수도권코프사업연합과 정
기연수 및 장기 연수 등의 정기적인 교류를 하며 일본 생협 배우기에 노력
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 생협은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필품을 판매사업
으로 하는 데 반해, 당시 한국 생협은 생협법도 없는 임의단체로 소수의
조합원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므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로 인식되는 소규모 사업체였다. 특히 한국 생협은 농산물을 주요 품목으
로 취급하다보니 조합원이 소수인 규모의 문제와 농산물 취급의 비전문성
으로 인한 비효율적 물류비용 발생으로 직거래 사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
혔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한국 생협이 일본 생협의 사업
방식을 본보기로 삼았지만 그것은 공동구매라는 단위생협과 조합원의 관
계였을 뿐이고, 단위생협 간 관계 또는 단위생협과 연합회의 관계는 일본
생협과는 상이한 조직적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

1.2. 생협의 출현
생협의 전신은 1979년에 광산지역인 강원도 평창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
(소협)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협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농협이 적극 추진했던
공산품의 공동구입과 농산물의 공동출하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1980년대
농촌지역에서 농협이 구판장 사업을 전개하고, 이농·탈농 등으로 농촌사회
가 몰락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소협도 쇠퇴하였다. 반면 1980년대 도시지역
에는 생협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 유형은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난한 서민에게 융자사업을 행하는 조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
합(이하 신협)이 1970년대에 영세농어민의 소득 증대의 일원으로 시작한
농산물 직거래8, 즉 농촌 신협과 도시 신협 사이의 직거래에서 탄생한 생
협(그림 2-1의 ①)이다.

18 생협 현황과 경제사업의 개요

둘째, 1986년 농산물 제값받기에서 출발한 농민운동이 도시에 매장을 개
설하여 소비자를 조직한 한살림(그림 2-1의 ②)이다. 한살림생협은 유기농
업을 생명운동으로 파악하고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도농상생의 방
법으로 홍보하며 도시지역 소비자를 조직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
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생협은 한살림의 사업방식을 차용하였다.
그림 2-1. 우리나라 생협 조직의 변천

주 1) 그림의 설명
: 연합조직, _______ : 단위생협,
:영향
2)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한국가톨릭농민회’와 도시지역 교회가 생협 등 정형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이다.
자료: 정은미(2006)

8 그러나 당시 신협으로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도부 안에서도 경제사업
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1979년 정부의 신협에
관한 경제 사업 억제정책에 의해 한때 200여 조합이었던 신협의 경제사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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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YMCA,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 여성
민우회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모체로 하여 설립된 단체생협(그림 1의 ③)
이다. 이 단체생협은 이미 사회활동의 기반인 조직이 있거나 조직적 구성
이 미약한 경우에도 해당 조직의 사회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친환
경농산물 직거래를 사업으로 하는 생협을 도입하였다.
넷째,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거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
역생협(그림 1의 ④)이다. 이는 도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며 상품의
본질적 가치를 일깨우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며 소비자를 조직한 경우이다.

1.3. 생협의 현황
현재 생협이 경제사업으로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친환경농산물과 환경
상품이다. 1998년 생협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사업으
로 활동해 온 생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9 친환경농산물 직
거래사업이 생협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 생협법의 경
제사업 영역이 ʻ농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용품ʼ으로 제한되게 되었다.10 그
9 필자가 1999년에 행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조사에 의하면, 금액 기준 쌀 83%,
채소 13%가 생협 등을 통한 직거래였다(박현태ㆍ정은미, 1999년, pp.30-32). 또
한 생협법 제정 당시 생협의 관리당국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 정책으로 소
비자 물가 안정에 관심이 있었고 1996년 당시 전 조합원 7만명에 불과한 생협
은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정책의 추진 과
정에서 그 유통의 주요한 담당자로 생협 등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농정의 목표
에 포함시켜 ‘생협법’ 제정을 적극 제안했다. 그러므로 생협법은 재정경제부의
소관이지만 생협 등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에 관련한 소비자단체 대부분은 농
림부 소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10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소비자생
활협동조합법 ‘제10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
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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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리나라 생협은 농협의 소매사업보다 농산물 취급비중이 높고, 현
재도 여전히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중이 높은 협동조합이다.11
생협이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아직 가격이 비싸고 생산량도 전체 농
산물 생산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협의 조합원 수나 매출 규모는 아
직 크지 않다. 2010년 말 현재 4대 생협연합조직(한살림생협, iCOOP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의 조합원은 51만 2,436세대로 전국 1,692만
(2009년 기준) 세대 중 3%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또한 2010년 공급액은
5,952억원 규모인데, 이것은 한국 식품 시장규모 120조원의 0.5%에 불과
하며 약 4조원으로 추정되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약 15%에 해당한다.
표 2-2. 주요 생협연합체의 현황
지역
조합 수

조합원 수
(명)

공급총액
(억원)

출자총액
(백만원)

조합원1인당
출자액(원)

조합원1인당
월매출액(원)

한살림

전국
19

240,590

1,900

19,990

98,860

65,181

아이쿱생협

전국
75

118,824
<85,166>

2,600

7,618
<15,453>

96,930
<196,620>

222,442

두레생협

수도권
17

84,712

약 600

1,624

24,219

51,524

여성민우회
생협

서울3,
경남1

20,000

약 200

1,514

77,312

65,949

구분

주 1) 2010년 말 현재 기준이나 출자총액과 1인당 월매출은 2009년 수치임. 두레생협연합
회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각 회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아니라 회원조합이 연합회에
출자한 금액임.
2) 아이쿱생협은 일반조합원과 월정액 조합비를 내는 <조합비 조합원>으로 구분됨.
출자의 < >는 목적 출자를 포함할 경우 1인당 출자액이 19만 7,000원임. 목적출자
(차입)는 연리 5~8%의 배당(이자)이 있음.
자료: 각 생협 총회자료

운영하는 사업, 3. 생활 개선 및 교육․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어 농수축산물과 환경물품으로 제한된 취급 품목이 폐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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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 생협의 조합원과 공급액 추이
단위: 명, 억원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한살림생협
회원수
1,545
3,333
5,548
8,543
10,420

iCOOP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 생협

공급액 조합원 수 공급액 조합원 수 공급액 조합원 수 공급액
4.0
9.1
17.9
747
2.7
36.2
1,054
4.0
52.1
1,303
5.8

12,482

65.6

-

-

-

-

1,609

7.5

14,924

81.8

-

-

-

-

1,889

9.2

17,460

99.1

-

-

-

-

2,231

10.9

18,822

104.8

-

-

-

-

2,651

12.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592

118.0

-

-

-

-

2,778

11.7

22,208

117.2

633

15.2

-

-

3,025

12.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6,551

150.5

1,229

29.4

3,444

16.4

31,511

184.8

2,470

53.3

7,891

38.6

4,186

21.9

41,031

271.9

3,330

83.0

9,665

52.3

5,351

29.8

60,363

378.2

7,538

165.0

11,651

82.2

7,745

49.4

76,536

494.8

11,645

287.0

15,907

111.1

9,532

57.4

99,761

702.0

15,368

494.4

29,856

250.1

11,155

66.1

115,851

809.3

16,808

601.0

34,627

281.6

12,077

66.5

132,787

935.9

20,097

760.0

37,670

317.1

12,911

74.8

147,339

1,089.5

22,350

942.4

37,157

302.9

14,457

85.6

170,793

1,326.0

35,204

1,301.5

44,575

368.2

17,187

113.5

207,053

1,594.4

56,100

2,053.0

66,617

555.8

19,579

153.7

240,590

1,909.4

85,166

2,600.0

84,712

702.6

20,000

200.0

주: iCOOP생협 조합원은 조합비 조합원 수, 출자금은 목적출자금 포함임.

우리나라 4대 생협 사업연합체의 2010년 말 현재 조합원 수, 매출액을
비교한 것이 <표 2-2, 표 2-3>이다. 2010년 말 현재 기준 조합원 수는 한살
림생협이 전국 19개 지역조합에서 조합원 24만명이 이용해 가장 많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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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액은 iCOOP생협이 전국 77개 지역생협, 조합원 8만 6천명이 연간 약
2,600억 원 규모로 이용하고 있어 가장 많다. 공급액은 iCOOP생협, 한살
림생협, 두레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순이다. 1인당 월 매출액은 한살
림, 두레생협, 민우회생협이 1인당 월평균 5만∼6만원을 이용한다면 iCOOP
생협은 22만원을 이용하여 가장 이용도가 높다. iCOOP생협은 조합비 제
도12를 운용하여 조합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2. 생협 경제사업과 조직의 이해

2.1. 생협 경제사업의 이해
우리나라 생협은 친환경농산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제사업과 안전
한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조직화라
는 조직활동을 두 축으로 삼아 활동해 왔다. 즉, 생협의 경제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사업에서 물류 효율성을 지향하며 조합원에게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조직활동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조직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생협은 친
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중심으로 조직활동과 경제사업이 서로 연동하는 구
조이다.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수급조정, 가격결정의 전문성과 물
류효율이 필요한 경제사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직활동과 별개로 직거래
사업의 성패가 직접 생협 경영을 좌우하는 듯 보이기도 하여 경제사업이
곧 생협 경영 전체로 인식되기도 한다.13 그러나 생협의 조직활동이 활발
12 제3장 아이쿱생협의 소비‧판매전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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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채 경제사업을 강조하면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경제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채 조직활동을 강조하면 경제적 자립
도가 낮은 시민단체로 전락하기 쉽다.
생협의 사업은 생협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의 활동영역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협 경제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소
매업은 기업의 영역에 해당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운동은 시민
사회단체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 두 부문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생협 경영이 줄곧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2-2. 생협 조직활동과 경제사업의 관계

2.2. 지역생협과 연합회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을 경제사업으로하여 출발한 생협은 농산물의 소량
다품목 취급의 한계로 인해 소규모 지역생협의 경영은 항상 불안하였고 자
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생협 경영이 어려웠던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즉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는 농산물 유통이 주요 경제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이었다. 농산물 취

13 이는 1990년대 다수 생협에서 판매장을 운영하였지만 경제사업의 적자로 생협
이 파산한 경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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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사업은 선진국 소비자협동조합에서도 이전
에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었으므로 해외 사례에서조차 해결책을 찾을 수 없
었다. 오롯이 한국 생협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소규모였고 지역생협마
다 친환경농산물의 수집, 매입에서 배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14 그러
므로 유통비의 고비용ㆍ비효율적인 구조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가 생협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졌다. 또한 당시는 생
협이 소비자운동을 확대하려고 해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
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유통사업 이외의 조직활동에 전념할 여유가 없었다.
이 문제에 당면하여 1990년대 초반 당시 생협의 전국조직인 생협중앙
회15(2002년 전국생협연합회로 변경)가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물류비용을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일부 품목을 일주일에 한 번 지
역생협에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협중앙회 사업부는 본디 중요하게 수
행해야 할 물자개발이나 산지관리, 품질 확인 등의 구매활동보다 공급사업
에 치중하다 보니 물류비의 과다 지출, 유통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자에게 외상 공급금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 경영이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지역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만이라도 통합, 연대하는 방법을 고
14 각 단위생협이 다수의 생산자그룹과 직거래를 하면서 필요 이상의 물류비가
발생하였다.
15 생협의 전국조직은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 1983년 신협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직거래운동을 전개해 온 도시지역 소협 및 농촌지역의 소협(52개 소협) 등 약
76개 단협이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1990년 생협중앙회, 2002년 전국생협연합
회로 변경, 이하 ‘생협중앙회’라고 함)을 설립한 것이다. 생협중앙회는 주요 사
업으로 생협법 제정 활동, 생협 설립지원, 운영 및 경영지도, 협동조합 교육 추
진, 공동구매사업,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단협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된 생협중앙회는 단협의 회비만으로는 운영경비를 충당하
지 못하여 외국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고 있었다. 네덜란드에 소재
한 가톨릭사제회의 사회개발단(BILAMCE재단-전 CEBEMO재단)에서 교육, 홍
보 및 생협 연구를 위한 활동비로 67.6만달러(1989년 5월~1998년 4월), 독일의
기독교 사회개발단(EZE)에서 18.5만마르크(1990년 8월～1991년 7월)등, 1999
년까지 총 7억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출처: 한국생협연대(2002), p.37.

생협 현황과 경제사업의 개요 25

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책과 방침이 가까운 지역생협끼리 사업연합체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태동하였고,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을 통합한 연합회가
등장하였다. 본 절 이하에서는 전국 4대 생협연합회16 중 한살림생협과 아
이쿱생협의 사례를 검토한다.
가. 한살림생협
1986년 강원 원주나 충북 청주의 가톨릭농민회 회원을 중심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차원에서 서울에 판매장을 개설한 것이 한살림의 시작이다. 그러
므로 한살림생협은 강원 원주나 충북 청주의 생산자에서 태동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1988년 한살림서울을 설립한 후 한살림의 생명운동에 동의하
는 지방에서 지역생협(한살림경남, 한살림대구 등)의 설립이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 한살림서울의 경제사업 규모가 커지고 물류센터와 같은
물류체계를 정비하면서 물류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생협은 한살림서울에
물류 공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전국적인 물류 연합은 2003년 한살림사업연
합(현 한살림생협연합회)으로 조직되고 그 후 전국 19개 지역생협 중 16개
지역생협이 공동물류를 수행하고 있다.17
한살림생협은 전국 조직(한살림생협연합회)과 지역생협(지역한살림)이
모두 조직활동과 경제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3). 지역생협
은 한살림생협연합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조합원에게 공급·판매의 경제
사업과 조직활동을 수행한다. 반면, 연합회는 지역생협 조합원이 주문한
상품을 지역생협에 공급하는 경제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조직이나 시스템
을 구축하고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사업과 조합원 활동을 수행한다.

16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의 4개의 생협연합회가 있다.
17 한살림생협의 19개 지역생협 중 3개 생협(경남, 부산, 울산)은 독자적으로 물
류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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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살림생협 연합회와 지역생협의 사업구조

자료: 한살림생협 조사를 통해 필자 작성

그림 2-4. 한살림생협의 조직도

자료: 한살림생협 조사를 통해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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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살림생협의 조직적인 형태는 지역생협과 조직활동 지원조직, 생
산자회가 모두 연합회의 소속 조직이다(그림 2-4). 한살림생협연합회가 한
살림서울의 성장을 토대로 조직되었고 한살림서울의 물류를 기반으로 전
국 물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생협은 매년 회비 형식으로 정액의 물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냐. 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이 출범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
을 하는 소규모 지역생협이 농산물 유통의 비전문성과 소규모 물류의 비효
율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고 조직활동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기 때문이다.
아이쿱생협은 1997년 출범 당시 6개 소규모 지역생협의 연합체로 시작
되었다. 소규모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전국 조직인 생협연대(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가 전국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을 위임받아 전담하고,
지역생협은 조직활동에 전념하는 역할 분담 구조이다(그림 2-5).
아이쿱생협의 사업연합회가 경제사업의 기초(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춘
전문 유통업을 수행하는 반면, 소규모 지역생협은 설립 주체만 있다면 연
합회가 경제사업을 수행하므로 조직활동만으로 지역생협을 설립할 수 있
게 되었다. 지역생협이 사업연합회에 경제사업을 위임하며 부담을 덜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조직하는 일은 큰 어려움이 따른다. 아이쿱생협은 조합
원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기획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소규모 지역
생협의 조직활동을 지원하는 연합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생
협은 조합원이 증가하고 경영이 안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지역생협이 조
합원의 출자를 모으고 경영에도 직접 관여하는 판매장 운영을 수행하고 있
다.
아이쿱생협은 조직활동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연합회를 운영하고 교
육·홍보·교류 등을 지원하거나 생산안정 및 가격안정의 기금으로 생산자와
조합원의 상호부조 역할을 하는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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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아이쿱생협 연합회와 지역생협의 사업구조

자료: 아이쿱생협 조사를 통해 필자 작성

그림 2-6. 아이쿱생협의 조직도

자료: 아이쿱생협 조사를 통해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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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협 경제사업 관련 주요 기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생협 경제사업이 구축한 독특한 기제
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주요 기구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안전성 특화상품이다. 친환
경농산물은 품질인증기관이 보증하는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생산인
증에 불과하므로, 생협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독자 기
준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갖춘 신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일반 서민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가격 때문에 선
뜻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친환경농업 생산자가 확산되지 못하
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협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만든 독자적인 친환경농산물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물류를 통합함으로써 물류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친
환경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

3.1. 신뢰체계
생협의 신뢰체계는 1) 조합원이나 생산자가 직접 취급 상품의 기준을 정
하고 상품을 심의·선정, 2) 투명한 정보공개, 3) 생산유통인증시스템 운영
(아이쿱생협)을 통한 품질관리체계로 요약된다.

3.1.1. 조합원과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취급기준 제정
기업과 달리 생협은 소비자 조합원이나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취급기
준을 제정하고 취급상품을 심의·선정한다.
생협 생산자는 유기농업의 생산기준뿐만 아니라 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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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방법을 선택하고 생협 생산자회와 조합원 활동의 ‘물품취급기준심
의 위원회’가 취급 기준을 제정한다. 또한 조합원은 상품을 선정한다. 한살
림생협은 생산자의 자주인증을 중시하고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이 모든 상
품의 취급기준 제정과 취급상품 선정의 권한을 갖는다.
각 지역생협마다 구성된 ‘물품선정위원회’는 상품선정, 산지점검, 상품홍
보, 상품교육, 상품개발과 개선 등의 과제로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
는 활동이다. 정기적인 모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지역생협과도 소
통하며, 지역에서 생산지 발굴이나 점검 등 생산자와의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지역생협에서는 상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산지를 발굴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 조합원과 소통을 위해 조합원 10인 내외
의 마을모임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활동가로 구성된 ‘물품취급기준 제정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생협의 물품정책에 맞는 상품취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조
합원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3.1.2. 3단계 검사시스템과 투명한 정보 공개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의 경제사업을 하지만 상품 판매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르다. 그것은 소비자 조합원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상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생협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상품취급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공개된 정보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다 안전한 상품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한살림생협은 자체 자주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생산자는 정보공개 및 설
명에 책임을 지고 자주 확인 보고를 하며 제2자인 생협 직원과 조합원에
의한 현지 및 서류 감사를 거친다(그림 2-7).
아이쿱생협은 다음 3단계 검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첫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의해 검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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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 친환경인증, 둘째, 생협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
(보통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출하 2주 전에 실시), 셋째, 매월 20개 품목(아
이쿱생협)에 대해 또는 부정기적(한살림)으로 불시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다(그림 2-8).
생협의 자주인증시스템이나 3단계 검사시스템에는 대개 출하 전에 문제
가 있는 상품의 출하가 금지되고, 만약 출하되더라도 불시잔류농약 검사에
서 발견될 경우 장보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월 검사결과를 발표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 리콜이나 보상을 실시한다.
그림 2-7. 한살림생협의 자주인증시스템의 개념도

자료: 자주인증추진 TFT 결과보고서, 한살림생협 내부자료(2011.1).

그림 2-8. 아이쿱생협의 3단계 상품 검사 시스템

주: 아이쿱생협 친경유기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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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독자적인 인증시스템 운영
아이쿱생협은 독자적인 상품의 생산·유통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생협이 취급하는 상품, 특히 농산물은 친환경 품질인증을 기본으로 하지만
종종 생산자의 실수로 사고나 혼입이 발생하였다. 2003년 6월 강원 원주,
경북 의성에서 잡곡, 양파의 혼입사고, 2004년 가공업체인 ‘더불어식품’에
서 수입산 원자재를 국산으로 표기한 사건이 그것이다.
아이쿱생협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기존 생산과정에 대한 인증만으로
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상품
의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유통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유통인증시스템과
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화학검사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상품의 관리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그림 2-9).
그림 2-9. 아이쿱생협의 유통인증마크 사례
1. 유통인증번호
인증스티커 발행 때마다 새로운 인증번
호(고유번호) 부여. 유통인증번호로 재
배정보와 유통정보 검색 확인
2. 한국조폐공사 보안인쇄
시변각 특수잉크, 보안번호로 위변조
복사 방지
3. 포장순서
포장상품 스티커 총 수량 및 출련 순번
4. 유통 바코드
유통과정에서 사용되는 바코드 정보
5. 친환경농산물 생산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양 및 생산자,
산지 등의 간략한 정보 인쇄
자료: 아이쿱생협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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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아이쿱생협의 유통인증시스템 개요도

주: 아이쿱생협 친경유기인증센터

유통인증제는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총 물량을 검증하고 생
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출하생산자의 이력, 출하물량, 유통
경로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력추적 방식이다(그림 2-10). 2010
년 아이쿱생협이 취급하는 신선 친환경농산물 중 계약물량의 48%, 전체
수급량의 37%18가 유통인증제의 관리를 받고 있다.

18 아이쿱생협의 생산자는 파종 전 생산계약을 맺는 계약생산자와 계약물량이 부
족할 경우 수급조정을 위해 구매하는 수급생산자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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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류체계
생협 경제사업에서 주요 상품인 친환경농산물은 전국에 산재한 지방에
서 생산되지만 소비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 특성상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산물은 수집과 분산
이라는 물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 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됨으로
써 특히 농산물 공급이 부족할 경우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 농산물 유통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생협은 농산물 취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생산지와 지
역생협의 물류사업을 통합하는 ‘사업의 집중’을 선택하여 생산지에서 소비
지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물류망으로 통합하였다. 아이쿱생협은 1998년
출범 당시부터 전국 물류를 시행하고, 한살림생협은 2003년 한살림사업연
합 출범 후 전국 물류를 수행하고 있다.
생협의 전국 물류 구축은 지역생협이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주문,
구매, 공급, 자금, 회계와 산지 및 생산자 관리 등을 연합회가 수행함으로
써 지역생협은 경제사업 업무량을 대폭 단축하고 연합회는 농산물 유통업
무의 전문성과 취급물량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비효율
적인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그 효과는 친환경농산물 가격 인하에 도움을 주
며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생협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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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전국 물류망과 지역생협 분포도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자료: 각 생협연합회

표 2-4. 생협 물류체계의 비교
구 분
물류센터

한살림생협
∘1개소(수도권)

∘20개소(수도권 4개소 +
지방 지역생협 16개소)
∘생산자∼지역생협 통합
물류의 특징
∘지역생협∼조합원 별도 물류
배송센터

아이쿱생협
∘7개소(수도권, 충청,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소(수도권 4개 + 지방 4개)
∘생산자∼조합원 통합
∘수집과 분산의 물류 전문성 확보
로 물류효율화 용이
∘생산자는 지역 물류센터까지 배송
하므로 물류비 부담 감소

장점

∘지역생협의 물류독자성 유지
(지역 내 물품 취급 가능)

단점

∘물류망이 느슨하여 생산자의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관심 저하
∘지역생협 물류취급의 비전문성,
소규모로 경영비 증가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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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의 물류를 전국 단위에서
일원화한 곳은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 뿐이다. 한살림생협이나 아이쿱생
협은 독자적인 물류 인프라와 물류망을 구축하며 전국 주요 지역에 물류센
터와 배송센터를 설립하였다(그림 2-11).
물류센터는 농산물 물류의 수집기능 및 분산기능과 물류의 물량과 운송
거리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재분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배송센터는 물류
의 분산기능만 담당한다. 그러나 생협 물류는 산지가 전국에 산재하는 농
산물 물류이므로 가까운 배송센터가 단순 수집기능도 수행하거나 배송센
터를 거치는 차량이 가까운 산지의 물류도 수집한다.
한살림생협은 물류센터가 수도권에 1곳이므로 산지에서의 물류 수집에
대한 생산자의 부담이 여전히 큰 단점이다. 반면, 연합회가 지역생협까지
물류 분산을 담당하고 조합원에게로의 분산은 지역생협이 담당함으로써
지역생협이 지역 내 농산물을 취급하는 등의 물류에서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이쿱생협은 전국에 7개의 물류센터와 8개의 배송센터를 운영하며 전
국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망은 생산자의 물류비 부담을 대
폭 줄이는 한편, 생산자에서 조합원까지 수집과 분산을 일원화한 조직체계
로 물류 효율화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물류체계는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조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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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협 소비·판매사업의 개요

1.1. 생협 판매사업의 실태
친환경농산물과 환경상품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 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부터 식품관련 사건, 사고가 소비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1998년 약 700억
원19에서 2009년 약 3조4,117억 원20으로 약 50배 증가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생협의 조합원 수와 공급액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0년 이후 생협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최근 10년간(2001∼2010년) 조합원 수와 공급액은 한살림생협이 각각
연평균 23%, 27% 증가하고, 아이쿱생협은 각각 연평균 46%, 49%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3-1).

19 박현태·강창용·정은미(1999), pp.29~32.
20 김창길·정학균·장정경·김태훈(2010),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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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조합원 수와 공급액 추이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자료: 각 생협연합회 각 연도 총회자료집

한살림생협은 2001년 조합원 6만 명, 공급액 378억 원에서 2010년 조합
원 24만 명, 공급액 1,9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아이쿱생협은 2002년 조합
원 7,500명, 공급액 165억 원에서 2010년 조합원 12만 명, 공급액 2,6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생협 판매사업의 증가는 새로운 지역생협의 설립이나 판매장 개설과 관
련이 있다(그림 3-2).
한살림생협은 1998년 6개 지역생협에서 2006년 19개 지역생협으로 증
가한 후 지역생협 수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 판매장 수는 2003년 37개소에
서 2010년 103개소, 2011년 9월 말 현재 131개소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따
라서 한살림생협 성장의 주요 요인은 지역생협의 설립보다 판매장 개설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이쿱생협은 1998년 설립 당시 6개 지역생협으로 시작하여 2010
년 75개 지역생협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7년 이후 판매장 개설을 본격
화하여 2010년 96개소, 2011년 9월 말 현재 104개소의 판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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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생협과 판매장 수 추이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자료: 각 생협연합회 각 연도 총회자료집

그림 3-3. 권역별 조합원수 비중
한살림생협

자료: 각 생협연합회 각 연도 총회자료집

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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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은 설립 초기 주문공급에 집중하고 지역생협의 설립에 주력
하였다. 그 결과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된 지역생협의 수는 2001년 26개에
서 2005년 62개, 2008년 70개로 증가하였고 지역생협의 설립을 촉진한 후
지역생협이 독자적인 경영을 갖추게 되었을 때 판매장 개설을 본격화하였
다. 아이쿱생협도 판매장 개설로 조합원 증가가 가속화되었지만 그보다 지
역생협 설립을 촉진한 것이 한살림생협과 다른 점이다.21
그러므로 두 생협의 판매사업에서 전국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3-3). 한살림생협은 판매사업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2004년 68%에서
2010년 72%로 증가한 반면, 아이쿱생협은 수도권 비중이 같은 기간 53%
에서 42%로 감소하지만 영남 비중이 17%에서 29%로 증가하고 있다.
한살림생협은 1988년부터 수도권에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까지 친
환경상품의 대표 브랜드로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고 2000년 이후에도 수
도권에 집중하였으며, 연합회가 직영 판매장 개설을 늘리며 판매사업 규
모가 증가하였다. 반면, 아이쿱생협은 1998년 출범 초기부터 전국 물류를
염두에 두고 연합회가 지방 중소도시의 생협 설립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
원하며 새로운 지역생협의 설립 주체를 육성하였고, 지역생협이 독자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2007년 이후 지역생협이 주체가 되어 판매장을 개설한
것이다.

1.2. 생협의 취급상품
생협이 취급하는 상품 중 식품의 비중은 95∼96%이다. 이는 1998년 생
협법 제정 당시, 생협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농산물과 환경용품
으로 규정한 조항 때문이다.22

21 아이쿱생협이 한살림생협과 다른 점으로는 학교급식이나 친환경농산물 개인판
매장에 공급하는 자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제3장에서 논의한다.
22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취급품목의 제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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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은 초기에 대부분 신선 친환경농산물이 취급상품의 주류였으나 소
비자 조합원의 가공식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림 3-4. 한살림생협 공급액 중 식품 비중
공급액 중 식품 비중

신선식품의 부류별 비중

자료: 한살림생협연합회

그림 3-5. 아이쿱생협 공급액 중 식품 비중
공급액 중 식품 비중

자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신선식품의 부류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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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상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살림생협은 최근 5개년(2006∼2010년)
동안 신선식품의 비중이 61%에서 57%로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이 35%에
서 40%로 증가하였다(그림 3-4). 한살림생협은 아이쿱생협보다 활동 기간
이 10여년 앞선다. 그동안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가공식품 개발과 취급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가공식품의 상품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청과
부문이 취급상품 비중 중 25%를 차지하는데 이는 아이쿱생협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살림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미발달한 1990년대부터 친환
경농업 생산자에게 중요한 판로였으며, 신선 청과류 생산자의 거래 충성도
가 다른 어떤 유통경로보다 높고 취급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아이쿱생협은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한살림생협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 가온시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포함한 수입농산물(커
피, 설탕 등)이다.23
아이쿱생협의 취급상품은 최근 5개년 동안 신선식품의 비중이 82%에서
64%로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이 14%에서 31%로 증가하였다(그림 3-5).
아이쿱생협은 한살림생협보다 후발 생협으로서 지역생협의 설립 지원과
전국 물류 인프라 구축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가공식품 개발이 늦었다. 그
러나 2006년부터 연합회가 가공상품 개발을 주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
다. 이로 인해 직접 가공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공정무역 상품(커피, 설
탕 등)도 취급하게 되면서 가공식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3 취급상품에 제한을 둔 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제3장에
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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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협의 소비·판매 전략

2.1. 한살림생협의 소비·판매 전략

가. 전략
한살림의 ‘안전한 먹거리 직거래’는 1989년 ‘한살림선언’24으로 구체화
되었다. 선언에는 생명의 관점에서 본 세계관, 문명관, 인간관, 사회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주생명의 일원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와 공
존을 이루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는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하며 한살림운
동, 한살림생활문화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살림생협을 이용
하여 소비하는 것이 곧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소비행위가 된다. 한살림생협
의 생명사상은 한국 생협운동에 중요한 이념이 되었고 1990년대 ‘생산자
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한살림의
슬로건을 모든 생협이 차용하게 되었다.
한살림생협은 ‘농산물 제값받기’의 일환으로 도시지역에 판매장을 개설
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의 지속성을 위해 소비자를 조직
하고 생협을 설립하였다. 생협활동 초기부터 ‘얼굴을 아는 소비자’와의 거
24 이 선언문은 한살림 운동의 이념과 실천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가진 공부모임
과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장일순, 박재일, 최혜성, 김지하가 정리하고 최
혜성이 대표집필하여 1989년 10월 29일 한살림모임 창립총회를 채택하였다.
한살림선언은 생명의 눈으로 시대의 흐름과 산업문명을 진단하고 사회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중요한 문건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한살림선언이
제시한 대안에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생명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생명운동이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다른 모든 진보운동의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고 더 근원적인 위상을 갖는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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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관계를 지향하고 당시 환경오염, 안전한 먹거리가 사회문제가 되자 ‘안
전한 먹거리를 직거래 공급’하는 차원에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
산물을 취급한 것이다.
한살림생협이 농산물 판매에서 지향하는 바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
공하며 농민에게 제값을 준다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뢰체계이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뢰
를 높이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방법은 눈으로 쉽게 확
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살림생협은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유기농업의
생산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는 생산방법을 상품 취급기
준25으로 제정하였으며, 생산과정에서 자체 생산점검, 농약잔류 검사 등을
수행하고,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
쳤다.
둘째, 가격체계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비 차이가 크
고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다. 한살림생협은 재배방법에 따라 가격 차이를
인정하고 가격 수준은 생산자가 다음 연도에도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
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살림생협의 이러한 신뢰체계와 가격체계는 곧 소비·판매전략이 되었
고 이후 설립되는 우리나라 모든 생협이 적용하면서 ‘생협의 경제사업은
제값을 주면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로 정착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로 한살림 상품과
유사한 상품, 다양한 판매행위가 나타나게 되었다. 외형적인 상품 형태만
으로 한살림생협 상품의 특징이라 말할 수 없게 되면서 품질 및 가격 측면
에서 개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취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살림생협 물품정책에 환경보전형 지역농업 시스템 형성, 건전한 가공업
체 육성,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한 물품개발과 취급기준 강화 등이
그것이다.

25 한살림생협은 겨울철 난방을 하는 가온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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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살림생협의 소비·판매 전략은 상품 개발과 취급기준이 상품의 특
화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보전형 지역농업에서 생산된 상품, 건
전한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상품, 조합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상품이라는 특
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을 강조한다.
그러나 상품 특화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장 규모가 적거나
그 상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화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한 논
리이다. 한살림생협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
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판매전략이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
하는 상품 특화뿐이라는 것은 여전히 ‘농산물 제값받기’ 차원에서 출발한
농민운동의 모습이다.
한살림생협은 줄곧 성장세를 보이며 여타 생협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대
표 생협으로서 도농상생의 생명운동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생협 운동
에 소비자의 참여를 높이는 데 공헌하였으나 상품 이외에 소비자의 적극적
인 변화를 추동하는 소비·판매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나. 판매 수입의 원천과 사용
생협의 소비·판매전략에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제
사업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보전하며, 판매 수입을 어디서 창출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한살림생협의 경영수익은 연합회와 지역생협이 모두 상품의 유통마진
또는 수수료에서 취한다. 한살림생협연합회는 지역조합으로부터 조달되는
정액의 물류 분담금과 취급상품에서 약 7%의 물류수수료로 운영되며 지역
생협은 약 16~17%의 정률 유통마진으로 운영된다.
한살림생협의 물류수수료와 유통마진은 대형소매점이나 전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마진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
마진이 포함되어 생협의 수입이 될 때 판매량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발생
하고 생협 경영이 경제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생협 경제사업의 비용을 취급상품의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 즉 생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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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유통마진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유통마진율이 클수록 생협의 수입
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지역생협이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
통마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유통마진율의 인상은
상품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이는 곧 조합원 잉여 축소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 이탈의 원인이 되어 역으로 생협의 수입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1990년대 지역생협이
독자적으로 경제사업을 수행할 때 이미 경험한 사실이다. 조합원 수가 증
가하더라도 생협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원은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한살림생협의 수입은 안전한 먹거리 운동, 친환경 학교급식운동 등
각종 활동과 조직활동 지원조직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또한 지역생협의 잉
여금 중 일부는 생산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수도권 집중의
혜택을 지역에 나누는 ‘지역살림 기금’으로 적립하고, 지역사회에서 환경
운동, 복지사업 등의 사업도 전개한다.

2.2. 아이쿱생협의 소비·판매 전략

가. 전략
아이쿱생협의 소비·판매전략은 조합비 제도로 요약된다. 조합원이 지역
생협 경영 안정화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은 매월 지역조합의 운영
경비를 정액의 조합비로 납입하는 대신 친환경농산물은 물류수수료만 지
급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3-6).
조합비는 ‘지역생협의 필요경비를 조합원이 분담한다’는 개념이므로 지
역생협의 경영상태, 조합원 수, 활동내용에 따라 지역생협마다 차이가 있
지만 매월 1만∼2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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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아이쿱생협 지역생협 경제사업 수익구조의 변화

자료: 정은미(2006)

그림 3-7. 아이쿱생협의 경제사업과 생협운동 개념도

자료: 정은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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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합비 제도는 지역생협의 경제사업을 연합회가 위탁하여 수행
하는 전국 물류체계 구축과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생협 경제사업의 중요
한 물류를 연합회가 전담하는 대신 지역생협은 조직활동에 전념하여 조합
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그림 3-7). 조합비 제도는 조합원이 증가할수록
조합비는 낮아지므로 지역생협은 조합원 확대에 노력하게 된다. 이는 아이
쿱생협의 지역생협 설립과 조합원 확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생협에 가입하더라도 조합비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이 발생
한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출자만 하는 가입조합원과 매월 조합비를 납입하
는 조합비 조합원으로 구분하며 가격체계를 달리 적용한다. 조합비 조합원
은 생산자가격에 물류수수료 약 10% 내외가 가산되지만 가입조합원은 유
통마진의 개념으로 약 23~30%가 가산된다. 전체 조합원 중 조합비 조합원
의 비중은 약 72%이다.
아이쿱생협은 조합비 제도를 통해 지역생협이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 조
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 후 2007년부터 지역생협이 조합원의 출자와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제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지역생협은 마을모임, 홍보 및 교육 활동과 식품안전, 급식 등의 제도개선
을 위한 서명운동, 공정무역 캠페인, 생산－소비 안정화를 위해 조합원 선수
금 운동 등의 조직활동을 한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조합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
대시키고 나아가 우리 농업 보호를 위한 소비자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 판매 수입의 원천과 사용
아이쿱생협은 연합회가 생산자부터 조합원까지 직접 물류를 전담하는
구조이므로 물류는 지역생협을 경유하지 않는다. 연합회는 조합원에게 직
접 공급하며 물류수수료를 수입으로 얻는 반면, 지역생협은 조합원이 생협
물품이용을 약속하고 생협 활동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회비로 지불하는 조
합비가 수입이다.
지역생협이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판매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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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상품가격은 조합비 조합원가격에 3%를 가산한 가격이며 판매장 운
영비는 상품가격의 16~17%인 물류수수료로 충당한다.
조합원이 매월 정액으로 납입하는 조합비는 조합 규모에 따라 1만~2만
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생협의 운영비와 전국 연합사업 활
동비로 사용된다. 전국 연합사업의 활동은 연합회(조직활동 지원), 사업연
합회(경제사업 지원), 상조회, 인증센터에 각각 1,000~3,000원을 회비로 낸
다. 또한 판매장 개설에 필요한 기금, 농산물의 가격안정기금 등 친환경농
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기금과 생협운동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운
영비로 일부 사용한다. 전국연합사업 활동비는 월정액 8,550원이 사용되고
그 이외의 비용은 지역생협의 운영비로 사용된다26.
이러한 아이쿱생협 조합원이 매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조합비는 지역생
협의 운영 외에도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 즉 생협이 안전한 먹
거리 운동을 통해 보다 나은 소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데 십시일반 기
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 아이쿱생협 조합비의 사용용도
구 분

주요 활동

금액

지역생협 운영비

각종 위원회, 마을모임, 교
육, 총회 등에 필요 경비

(조합비)-(전국연합사업비)
7,000∼11,450원

전국
연합
사업
활동

연합회 회비

대외활동, 교육, 행사 등

2,000원

사업연합회회비

3,000원

인증센터

물류의 사무관리, 활동비
생산자·소비자 상호부조,
교육지원
상품 안전성 조사

협동조합연구소

연구, 교육 활동 지원

300원

매장협동기금

매장사업 지원 기금

100원

가격안정기금

생산자와 공동조성

350원

상조회

1,000원
1,800원

자료: 아이쿱연합회

26 조합비는 지역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합비 조합원 1인당 평균 7,000원 이
상 지역조합에 귀속되도록 연합회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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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판매 방식의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소매
업을 주요 경제사업으로 전개하지만 소비·판매 전략은 차이가 있고 소비·
판매 방식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두 생협이 소비·판매에서 나타나는
활동내용, 조직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3-2).
첫째, 생협운동의 정체성을 한살림생협은 생명운동, 아이쿱생협은 윤리
적 소비로 표방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된 한살림생협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의 농업·농민문제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생명운동으로 인식하고 소비자의 조직화를 모색했다. 그 연장선에
서 한살림생협은 유기농업의 확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확산하고자 직영 판매장 개설을 추진했다. 반면 1998년 설립된
아이쿱생협은 소비자를 우리 사회 소비생활 변화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주목하며 소비자를 조직화했다. 그러므로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전국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류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경제사업의 구조이다. 연합회와 지역생협이 모두 경제사업에 참여
하지만 한살림생협은 연합회와 지역생협 모두 물류기능을 수행하며, 판매
장은 연합회가 개설하고 지역생협이 운영하므로 생협의 수입은 모두 상품
유통마진에서 수취한다. 한편 아이쿱생협의 물류는 연합회가 전담하며 지
역생협은 물류를 수행하지 않지만 판매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다. 연합회
는 물류비용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지역생협은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
합비와 판매장 공급가격의 3%, 그리고 가입 조합원의 유통마진이 수입이
다. 지역생협의 조합비 조합원과 가입 조합원의 차이는 가격 차등으로 실
현한다.
셋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이다. 한살림생협은 환경보전형 지역농
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생산자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국내 농
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이유로 겨울철 가온 시설에서 재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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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나 수입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아이쿱생협은 안정적인
소비가 확보될 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소비자가 계약량
을 소비하기 위해 일정 시기의 구매금액을 미리 선불로 지급하는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OEM이나 기존 가공업체가 하지 못하는 품목
은 연합회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상품을 직접 생산하
고 가공생산의 집적화를 위해 소비자의 출자와 차입을 포함하여 친환경유
기식품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표 3-2. 생협의 소비·판매 방식 비교
구 분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정체성

· 생명운동

· 윤리적 소비

추구가치와
방법

· 농업 가치 중시 사회
· 판매장 직영 개설

· 서민이 이용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 물류효율화

경제사업의
물류

· 연합회: 생산자∼지역생협
· 지역생협: 지역생협∼조합원

· 연합회: 생산자∼조합원

연합회 수입

· 물류 수수료

· 물류 수수료

지역생협
수입

· 정률의 유통마진

· 조합원의 매월 정액 조합비
· 판매장 가격의 3%

판매가격

· 가격 일원화
· 시기별 고정가격(계절 변동을
고려하여 시기별 적용)

공급안정화
방안

생산자의 환경보전형 지역농업
확립, 상품 특화

취급품목수

· 900∼1,100 품목
(가온채소, 수입농산물 미취급)

· 가격 이원화
조합비 조합원: 생산자수취
가격 + 물류수수료
가입 조합원: 조합비 조합원
가격 + 유통마진
· 변동가격(수급을 반영한 가격)
소비자가 책임지고 계약량을 소
비하기 위해 선수금제 도입, 친
환경클러스터 단지 조성
· 1,400품목 (연합회 주도 가공
품 개발, 공정무역 상품 취급)

주: 판매가격은 제4장 제2절 생협의 구매전략－가격결정에서 다룸.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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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농산물 이용 실태와 농업 관련 의식 조사

3.1. 조사개요
소비자의 식품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행태와 생협 인지도 및 신뢰도, 농
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8월 11∼22일(11일간)
일반 소비자와 생협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은 수도권 5개 지역(고양, 부천, 안양, 군포, 성남)에 거주하는 30～40대, 3
인 가족 이상의 여성 소비자이며, 응답자 수는 일반 소비자 630명, 한살림
생협 조합원 489명, 아이쿱생협 조합원 609명이었다. 또한 조사 방법은 일
반 소비자는 이메일 웹 조사, 한살림생협 및 아이쿱생협은 생협 장보기 홈
페이지를 통한 웹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0대보다 많은 52~67%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가족 구성원 수는 4인 가족이 50~60%로 가장 많고
3인 가족이 3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아토피 피부
염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는 생협 소비자에 비해 일반 소비자의 비중
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아토피 질환이 있는 일반 소비자는
56%, 당뇨 질환이 있는 일반 소비자는 18%에 이른다(표 3-3).
조사 대상인 30～40대 여성 소비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비
중은 일반 소비자 49%에 비해 한살림생협 71%, 아이쿱생협 65%로 생협
소비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일반 소비자는 전업주부 외에 전일제 정규직
여성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백～6
백만 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7백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생협 소비자들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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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응답 소비자의 일반 현황
단위: 명, %

일 반

구 분
연 령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0대

426

67.6

255

52.1

341

56.0

40대
3인

204 32.4
630 100.0
235 37.3

234 47.9
489 100.0
168 34.4

268
609
168

44.0
100
27.6

4인

313

49.7

267

54.6

365

59.9

5인

66

10.5

49

10.0

59

9.7

6인 이상
계

16
2.5
630 100.0
351 55.7

5
1.0
489 100.0
204 41.7

17
2.8
609 100.0
248 40.7

계

279 44.3
630 100.0
116 18.4

285 58.3
489 100.0
42
8.6

361 59.3
609 100.0
39
6.4

계
전업주부

514 81.6
630 100.0
306 48.7

447 91.4
489 100.0
347 71.0

570 93.6
609 100.0
393 64.5

전일제 정규직

219

34.9

88

18.0

145

23.8

전일제 비정규직

46

7.4

13

2.7

13

2.1

파트타임 근무

22

3.6

20

4.1

31

5.1

자영업 종사자

30

4.8

15

3.1

21

3.4

있음
가족 구성원의
아토피 질환 여부 없음
가족 구성원의
당뇨 질환 여부
직 업

있음
없음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

아이쿱

비율

계
가족 구성원 수

한살림

빈도

계
2백만원 미만

3
0.6
626 100.0
22
3.5

2백～3백만원 미만

111

17.6

42

8.6

57

9.4

3백～4백만원 미만

149

23.7

108

22.1

115

18.9

4백～5백만원 미만

148

23.5

136

27.8

148

24.3

5백～6백만원 미만

100

15.8

76

15.6

124

20.3

6백～7백만원 미만

44

7.0

28

5.7

75

12.3

7백만원 이상
계

56
8.9
630 100.0

6
1.1
489 100.0
6
1.2

93 19.0
489 100.0

6
1.1
609 100.0
12
2.0

78 12.8
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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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합원의 생협 이용 실태
조사에 응답한 한살림생협 및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은 생협 내에서 특별
한 활동이 없이 단순히 물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한살림생협 83%, 아이쿱
생협 73%로 나타나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3-4).
생협 조합원이 생협을 이용하는 월평균 횟수는 한살림생협이 인터넷 주문
2.5회, 매장 이용 3.3회로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더욱 많은 반면, 아이쿱
생협 조합원은 인터넷 주문 3.9회, 매장 이용 3.2회로 인터넷 주문을 활용하
는 조합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이용 횟수는
한살림생협 2.9회, 아이쿱생협 3.6회로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의 이용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5).
표 3-4. 생협 소비자의 생협 내 참여 활동
단위: 명, %

이사

위원회
위원

마을
모임

동아리
활동

연합회
활동

물품
구매만

계

빈도

6

13

43

15

9

428

514

구 분
한살림
아이쿱

비율

1.2

2.5

8.3

2.9

1.8

83.3

100.0

빈도

12

28

97

35

8

494

674

비율

1.8

4.2

14.3

5.2

1.2

73.3

100.0

표 3-5. 생협 소비자의 월평균 생협 이용 횟수
단위: 회/월

구 분

한살림

아이쿱

인터넷주문

2.50

3.93

매장 이용

3.26

3.22

2.88

3.58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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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조합원은 친지나 이웃에게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경험이 한살림생협은 77%, 아이쿱생협은 82%로 높게 나타났다(표 3-6). 조
합원의 조합 가입 권유 활동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생협 조합원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기존 조합원들은 생협의
활동이나 필요성에 공감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생협 소비자의 가입 권유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예
아니오
계

한살림
빈도

아이쿱
비율

빈도

비율

377

80.4

497

83.7

92

19.6

97

16.3

469

100.0

594

100.0

3.3. 식품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실태
소비자의 식품 구매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소비자는 1주일에 3~4회
구매하는 비중이 41%, 1주일에 1~2회 구매하는 비중이 35%인 반면, 생협
조합원들은 1주일에 1～2회 구매하는 비중이 61~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7). 생협 조합원의 구매 빈도가 일반 소비자에 비해 비교
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생협의 주문공급 판매방식과 보다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가족 단위 외식비를 제외한 월평균 식비는 31만～60만원 수준
에서 다양하며 전반적인 식비 수준은 생협 조합원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표 3-8). 이는 생협 조합원의 식품 구매 빈도 대비 식품 구매 규
모가 일반 소비자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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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소비자의 식품 구매 빈도
단위: 명, %

구 분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1개월에 1～3회
계

일 반
빈도
비율
110
17.5
260
41.3
221
35.1
39
6.1
630
100.0

한살림
빈도
비율
21
4.3
106
21.7
299
61.1
63
12.9
489
100.0

아이쿱
빈도
비율
13
2.1
136
22.3
414
68.0
46
7.6
609
100.0

표 3-8. 소비자의 월평균 식비
단위: 명, %

구 분
20만원 이하
21만～30만원
31만～40만원
41만～50만원
51만～60만원
61만～70만원
71만원 이상
계

일 반
빈도
비율
39
6.2
113
17.9
141
22.4
142
22.5
79
12.6
56
8.9
60
9.5
630
100.0

한살림
빈도
비율
9
1.8
50
10.2
83
17.0
114
23.3
78
16.0
72
14.7
83
17.0
489
100.0

아이쿱
빈도
비율
12
2.0
61
10.0
112
18.4
130
21.3
110
18.1
81
13.3
103
16.9
609
100.0

표 3-9. 소비자의 월평균 외식비용
단위: 명, %

구 분
5만원 이하
6만～10만원
11만～15만원
16만～20만원
21만원 이상
없음
계

일 반
빈도
비율
56
8.9
136
21.6
154
24.4
167
26.5
112
17.8
5
0.8
630
100.0

한살림
빈도
비율
65
13.3
158
32.3
107
21.9
102
20.9
49
10.0
8
1.6
489
100.0

아이쿱
빈도
비율
72
11.8
168
27.6
133
21.8
160
26.3
71
11.7
5
0.8
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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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비자들의 월평균 가족 단위 외식비는 6만～20만원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16만원 이상의 외식비 규모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45%인
반면, 한살림생협은 33%, 아이쿱생협은 39%로 일반 소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소비자의 농산물 및 식료품 구입에 대한 주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소비자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통한 구매가 64%로 가장 높으며, 재래
시장 10%, 생협에서의 구매는 5%로 조사되었다(표 3-10). 한편 생협 조합
원은 생협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한살림생협 79%와 아이쿱생협 87%로 생
협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소비자의 농산물 및 식료품 구입 경로
단위: 명, %

백화점,
대형할인점

구 분
일 반
한살림
아이쿱

인근
슈퍼마켓

생협

재래시장

인터넷
마켓

계

빈도

402

130

31

63

4

630

비율

63.8

20.6

4.9

10.1

0.6

100

빈도

68

24

387

10

0

489

비율

13.9

4.9

79.1

2.1

0.0

100

빈도

46

23

531

8

1

608

비율

7.6

3.8

87.2

1.4

0.1

100

표 3-11. 소비자의 식품 선택 기준
단위: %

구 분 가격 신선도
일반

크기/
원산지 브랜드
양

맛

외관

영양
친환경 타인
안전성
성분
인증 평가

계

23.0

25.9

5.7

10.2

5.2

9.5

2.9

4.5

7.9

4.3

0.9

100.0

한살림 10.4

18.6

1.0

12.8

2.3

5.2

0.5

3.7

21.5

22.5

1.5

100.0

아이쿱 12.9

16.5

1.5

10.5

1.7

6.8

0.7

4.0

20.4

22.5

2.5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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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일반 소비자의
경우 신선도 26%, 가격 23%, 원산지 10%, 맛 10%, 안전성 8%인 반면, 생
협조합원은 친환경인증 22%, 안전성 21%, 신선도 18%, 가격 및 원산지
1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1). 이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위해 생협
을 이용하는 생협 조합원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가격과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일반 소비자의 특성과는 차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기농
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일반 소비
자는 가격이 비싸다 4.44, 건강에 좋다 3.88로 가격이 비싸다는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미지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협조합원은 건강에 좋다 4.21, 안전하다
4.14, 맛있다 3.7, 가격이 비싸다 3.5의 순으로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미지
외에도 유기농업의 이념에 공감하거나 건강에 좋으며 안전하다는 인식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표 3-12. 소비자의 유기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이미지
구 분

안전하다

건강에
좋다

환경에
좋다

맛있다

가격이
비싸다

유기농업의
이념에
공감
3.87

일 반

3.78

3.88

4.00

3.30

4.44

한살림

4.16

4.18

4.42

3.72

3.50

4.44

아이쿱

4.13

4.21

4.38

3.70

3.58

4.32

주: 각 항목별 5점 척도 기준(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으로 환산된 수치임.

한편 소비자의 유기농산물 섭취 빈도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1개월에
2~3회 27%, 1주에 2~5회 24%, 1개월에 1회 11%의 순인 반면, 생협조합원
은 매일 63%, 1주에 2~5회 25%, 1주에 1회 7%로 거의 매일 섭취하거나
1주일에 몇 번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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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의 유기농산물 구입처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대형소매점
54%, 전문판매장 18%, 생협 11%의 순인 반면, 생협조합원은 생협 72%(판
매장 35%, 택배 37%), 대형소매점 14%, 전문판매장 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표 3-13. 소비자의 유기농산물 섭취 빈도
단위: %

구 분

거의
매일

일 반

5.3

24.0

18.3

26.7

10.9

10.0

4.8

100.0

한살림

63.6

24.9

5.9

4.8

0.4

-

0.4

100.0

아이쿱

62.9

25.3

7.1

3.9

0.3

-

0.5

100.0

1주일에 1주일에 1개월에 1개월에
몇 번
1회
2～3번
1번

1년에
몇 번

현재
거의 없음

계

표 3-14. 소비자의 유기농산물 구입 경로 비중
단위: 명, %

구 분

백화점

대형
할인점

전문
판매장

동네
슈퍼

생협
판매장

생협
택배

인터넷

직접
주문

일 반

9.2

44.4

18.4

8.9

9.0

2.4

4.4

3.3

100.0

한살림

1.5

11.1

10.4

0.9

35.6

38.6

0.6

1.3

100.0

아이쿱

1.1

8.8

5.0

0.9

36.7

45.4

0.3

1.8

100.0

계

주: 복수응답 결과임.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구입액은 전년과 비교하여 일반 소
비자는 비슷하다 46%, 구입 증가 35%로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반면 생
협조합원은 구입 증가 67%, 비슷하다 30%로 구입 증가의 비율이 높다(표
3-15). 또한 일반 소비자의 20%는 구입액이 감소한 반면 생협 소비자의 구
입액 감소 비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구입액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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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상품 종류의 다양화와 친환경농산물 외의 상품에 대한 신
뢰도의 저하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또한
구입액이 감소한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상품가격이 올
랐거나 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그 중에서도 일반 소비자는 상품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전년대비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입액 증감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일 반
한살림
아이쿱

구입액 증가

비슷한 수준

구입액 감소

계

빈도

194

256

112

562

비율

34.5

45.6

19.9

100.0

빈도

323

155

11

489

비율

66.1

31.7

2.2

100.0

빈도

417

169

23

609

비율

68.5

27.8

3.7

100.0

표 3-16.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구입액 증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일 반
빈도

한살림

비율

빈도

아이쿱

비율

빈도

비율

상품 종류의 다양화

43

22.2

74

22.9

109

26.1

시중 상품의 신뢰도 저하

27

13.9

69

21.4

94

22.5

인근 판매장 개설

10

5.2

20

6.2

40

9.6

110

56.7

137

42.4

156

37.4

유기농산물 가격 상승

4

2.0

13

4.0

12

2.9

가족 수 증가

-

-

9

2.8

4

1.0

생협 회원 가입

-

-

-

-

2

0.5

다른 매장보다 저렴

-

-

1

0.3

-

-

194

100.0

323

100.0

417

100.0

건강에 유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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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구입액 감소 이유
단위: 명, %

구 분
소득 감소
상품 가격 증가
판매장과의 거리가 멀다
상품 구색 미비
계

일 반
빈도
비율
12
14.8
56
69.1
13
16.1
81
100.0

한살림
빈도
비율
1
9.1
8
72.7
2
18.2
11
100.0

아이쿱
빈도
비율
6
26.1
11
47.8
4
17.4
2
8.7
23
100.0

표 3-18.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비싼 가격
구입처의 거리가 멀다
생산과정의 불신
유통과정의 불신
상품의 잦은 품질
상품의 다양성 부족
애로사항 없음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배송 및 매장에 대한 불만
계

일 반
빈도
비율
510
32.0
158
9.9
407
25.6
183
11.5
83
5.2
247
15.5
4
0.3
1,592
100.0

한살림
빈도
비율
368
20.7
202
11.4
274
15.4
85
4.8
427
24.0
334
18.8
74
4.2
6
0.3
7
0.4
1,777
100.0

아이쿱
빈도
비율
475
21.4
236
10.6
282
12.7
76
3.4
677
30.6
377
17.1
76
3.4
14
0.7
2
0.1
2,215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한편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느끼는 애로사항은 일반 소비자
의 경우 비싼 가격 32%, 생산과정 불신 26%, 상품다양성 부족 16%, 유통
과정 불신 12%, 판매처 멀다 1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생협 조합원은 잦
은 품절 25%, 상품다양성 부족 22%, 비싼 가격 20%, 생산과정 불신 14%,
판매처 멀다 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8). 일반 소비자는 비싼 가격
과 생산과정에서의 불신 등을 지적하는 반면, 생협조합원은 잦은 품절과
비싼 가격,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생협조합원이 상
품은 품질, 배송 및 매장에 대한 불만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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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생협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
과 일반 소비자와 생협 조합원 모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곳’ 또는
‘소비자단체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3-19). 그러나 생협 조합원의 일부는 생협을 ‘지역주민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는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을 파
는 곳’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생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협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품질관리, 안전성, 가격의 신뢰도나 만족도는 가격을 제외하고 비
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생협 조합원들이 더욱 크게 느끼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20). 가격에 대해서는 신뢰도 및 만족도가
대체로 낮지만, 생협조합원의 생협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 신뢰도 및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표 3-19. 소비자의 생협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일 반
구 분

빈도

한살림

비율

빈도

아이쿱

비율

빈도

비율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곳

175

40.1

219

44.8

227

37.3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처

121

27.7

133

27.2

257

42.2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게 파는 곳

10

2.3

5

1.0

3

0.5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을 파는 곳

71

16.2

59

12.1

26

4.3

종교나 시민단체의 농산물 판매처

7

1.6

5

1.0

1

0.2

농협처럼 은행 업무를 보는 곳

3

0.7

0

0.0

0

0.0

23

5.4

66

13.5

89

14.5

지역주민의 공동체
잘 모르겠다
계

26

6.0

2

0.4

6

1.0

436

100.0

489

100.0

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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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수준
구 분

신뢰도

만족도

시중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

안전성

가격

생협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

안전성

가격

일 반

3.32

3.34

2.95

3.50

3.51

3.15

한살림

2.93

2.91

2.59

4.04

4.09

3.84

아이쿱

3.04

3.07

2.77

3.86

3.94

3.65

일 반

3.18

3.16

2.81

3.49

3.48

3.10

한살림

2.98

2.90

2.47

3.87

4.04

3.70

아이쿱

3.04

2.96

2.59

3.77

3.91

3.61

주: 각 항목별 5점 척도 기준(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환산된 수치임.

3.4. 소비자의 농업․농촌 관련 의식 실태
일반 소비자와 생협 조합원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수
준, 향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는 자연환경보전 53%, 안전한 식품 공급 18%, 국토 균형발전 15%
의 순으로 많으며, 생협 조합원은 안전한 식품 공급 49%, 자연환경보전
40%, 국토 균형발전 7%로 ‘안전한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가장 큰 역할로
응답하였다(표 3-21).
또한 미래의 역할로서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안전한 식품의 안전한 공
급’을 제시하였으며, 생협 조합원은 현재의 역할과 같은 ‘안전한 식품의 안
전한 공급’과 ‘자연환경 보전’을 제시하여 큰 역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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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소비자의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현재

미래

일반소비자

생협조합원

일반소비자

생협조합원

안전한 식품의 안전한 공급

18.4

49.1

66.2

48.0

국토의 균형발전

14.7

7.1

7.8

5.6

자연환경 보전

53.1

39.9

17.9

41.1

전통문화의 계승

4.2

0.7

3.0

1.6

관광 및 휴식의 장소

3.4

0.7

2.4

0.8

전원생활의 공간

5.4

1.4

2.4

2.0

기타

0.8

1.1

0.3

0.9

100.0

100.0

100.0

100.0

계

한편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하락에 대한 의견으로는 생산자 조사 결과
와 마찬가지로 곡물자급률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다(표 3-22).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 분야 개
방 확대와 이에 따른 피해 유발에 대해서도 생산자 조사 결과와 같이 수입
의 최소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3-23).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
력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생산자 조사 결과에 비해 경쟁
력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과 한우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평가가 높고 돼지고기, 과일, 채소에 대해서는 생협 조합원
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또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생협 조합원의 인식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는 FTA에 따른 불안감 확
대와 정부의 역할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협 조합원은 이외에도 국
산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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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소비자의 곡물자급률 하락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일반소비자

생협조합원

곡물자급률을 더 높여야 함

85.6

96.1

현재 수준 유지

9.5

2.6

걱정할 필요 없음

1.1

0.1

잘 모르겠다

3.8

1.2

100.0

100.0

계

표 3-23. 소비자의 농업 분야 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일반소비자

생협조합원

15.9

21.6

국내 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

40.5

46.0

농산물시장 개방은 불가피

36.3

30.1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

4.8

0.9

잘모르겠다

2.5

1.4

100.0

100.0

더 이상 농산물시장 개방은 안됨

계

표 3-24. 소비자의 국내산 농축산물 경쟁력에 대한 인식
구 분

일반소비자

생협조합원

쌀

3.63

3.64

한 우

3.67

3.52

돼지고기

3.27

3.35

과 일

3.29

3.52

채 소

3.46

3.74

평 균

3.46

3.55

축산물

주: 각 부류별 5점 척도 기준(1=경쟁력이 매우 낮다, 2=경쟁력이 낮다, 3=보통, 4=경쟁력
이 있다, 5=매우 경쟁력이 있다)으로 환산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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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소비자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 수준
구 분

일반

생협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3.56

3.72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4.03

4.14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4.33

4.55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4.15

4.45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4.13

4.47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비싸지만 국산 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

3.67

4.17

식품 안전성을 위해 비싸지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

3.45

4.16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싸지만 친환경적인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3.48

4.16

주: 각 항목별 5점 척도 기준(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으로 환산된 수치임.

4. 생협 소비·판매사업의 성과

4.1.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 취급과 개발
생협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식품 관련 사건·사고가 소비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
지면서 친환경농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생협의 조합원 수와
공급액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살림생협이나 아이쿱생협이 활동하기 시작하던 1980~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주도한 주체는 생협이었
다. 2010년 현재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비중은 친환경농산물 시장 주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27 또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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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산물 시장에서 대부분의 유통 주체는 품질이나 가격 수준을 생협의
품질·가격과 비교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생협은 여
전히 유기농업을 주도하는 유통기구이자 품질과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공
하며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생협은 경제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보
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존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사업을 추진했다. 그 새로
운 상품이란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다. 그
런데 이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면 대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생협은 전통적인 소비자조합의 역할만이 아니라 현대
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공급한다. 현대적인 요구란 대량 생
산된 시장의 상품이 아닌 자신의 요구가 반영된 일종의 ‘맞춤형으로 생산
한 상품’으로 유기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공정무역, 공동육아, 대안교육,
책임 의료, 맞춤형 가구와 주택 등이다.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 운동으로 시
작했지만 점차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28

4.2. 충성도 높은 소비자 확보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출자, 이용, 경영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된다. 생협이 협동조합 방식의
조합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른 소매 업태에 비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27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생협이 취급
하는 쌀은 거의 유기재배이고 채소류는 유기재배와 무농약 재배가 2/3과 1/3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형소매점의 친환경농산
물은 채소류도 유기재배의 비중이 20% 미만이고 무농약재배의 비중이 높다.
28 신성식(2011), 새로운 생협운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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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소비자가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다는 것
은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인
데, 그것은 바로 생협이 취급하는 상품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협이 구축한 신뢰체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고 농산물
소매업에서 ‘신뢰’의 본보기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협이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의 신뢰도는 품질관리, 안전성, 가격의 3가지 측면에서 대형소매점에서 판
매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소비
자도 생협의 신뢰도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생협이 소비자의 신뢰를 조합원 스스로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취급상품의 품질기준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조합원 활동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고 문제 발생 시에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형소매점이 신뢰체계를
구축한 것은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인 반면, 생협이 만든 신뢰체계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생협의 신뢰체계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일반 소매업태와 차별된 상
품전략으로 작동하며 생협의 조합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생협이
신뢰체계를 구축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생협이 대중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아닌데 조합원이 증가한 것은 조합원
들이 구전으로 전한 가입 권유가 큰 이유였다. 조합원 조사 결과, 이웃이나
친지에게 생협 권유를 가입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은 한살림생협 77%, 아
이쿱생협 82%에 이른다. 조합원 스스로 생협의 필요성이나 활동에 공감대
가 크므로 생협에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들이
생협 경제사업의 성장을 리드하는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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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정적인 소매가격 유지
생협이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은 형성된 시장 자체가 다르고 소비자도
다르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틈새시장일지라도 친환경농산물이 농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이 비싸다는 오해가 있다. 평소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이 항상
비싼 것은 아니다. 2010년 9월 이후 가을 배추 가격이 포기당 1만4천원까
지 폭등할 때 생협의 배추 가격은 1,600원에 불과했다.29 공급이 부족하더
라도 생협의 가격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고 평소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
었던 것이다. 대중매체는 생협의 이러한 가격이 성립될 수 있는 요인을 직
거래와 생산계약재배로 요약하였다.30
그런데 대중매체가 생협에 관심을 보인 것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폭등
할 때 상대적으로 생협 가격이 낮다는 사실이었지만 생협의 소비자 가격이
가지는 장점은 안정성이고 그 안정성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 재배와 비교하여 생산비가 높고 시장 규모
가 작기 때문에 단위당 물류비가 높아 가격이 높아진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생산비와 물류비이다. 그러나 생산비를 낮추
는 것은 생산자의 농업기술, 생산환경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통업체가 개입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물류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생협은 소비자·생산자의 출자로 전국 물류망을 구축하고 지역생협의 물
류업무를 통합하며, 가공 자회사(아이쿱생협)를 운영하는 등 물류체계를
정비하고 물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시장 내
다른 업체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낮다(그

29 중앙일보, “배추 1포기 1600원 … 생협은 채소 파동 몰랐다”, 2010년 10월 20일 기사.
30 직거래와 생산계약재배에 관한 내용은 제4장 생협의 구매전략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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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8). 또한 친환경농산물 가격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지만 등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3-8. 생협과 일반 유통업체의 가격 비교
상추

백미

양배추

유정란

주: 한살림생협이 친환경농산물 경쟁 판매장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임. 아이
쿱생협 가격은 ‘자연드림’ 판매장 가격(조합비 비조합원)이고 농협유통은 양재 하나로
클럽의 가격임. 2010년 이전 농협유통의 양배추, 유정란 가격은 일반농산물 가격임.
자료: 한살림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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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생협과 대형소매점의 비교
생협 경제사업은 물류 및 상류가 생산자－생협－조합원으로 이루어지는
직거래 유통이다. 이 직거래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조합원이 사전계약
을 하고 생산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소비행위를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출자를 통해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생
산자 지원을 위해 생산안정 및 가격안정기금을 출연하며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생협을 대형소매점인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판매·홍보를 위한 추가 비
용이 없고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
한다. 이는 생협이 비영리조직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표 3-26. 대형소매점과 생협의 소비·판매 비교
구 분

대형소매점

생협

사업동기

이윤 추구

조합원의 요구(식품안전성)

판매전략

박리다매(생산자소득, 거래지
속성 비고려)

계획소비(예약, 선수금)로 지속가능
한 생산 추구

유통마진
수익 주체

유통업체

생산자: 각종 생산안정기금
소비자: 물류 인프라 구축

소비자
가격결정

(도매)시장 가격 + 유통마진

협의가격(생산비 및 생산위험 보전)
+ 유통마진 또는 수수료

소비자
역할

(유통업체 공급 상품) 선택,
(유통업체 제시 가격) 지불

장단점

· 소비자 접근성 용이
· 농산물 가격변동 큼

주: 필자작성

·
·
·
·

출자, 이용, 경영에 참가
상품 선정, 모니터링
가격안정을 위해 기금 적립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약
및 선수금 지불

· 소비자 요구 상품 개발에 적극적
· 소비자 이용 및 접근성 불편
· 물류 인프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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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은 조합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친환경농산
물을 취급하게 되었고 소비 예약 등으로 계획적으로 소비를 약속하며 생산
자와 생산계약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형소매점의 소비자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에 유통마진을 추가한
가격이라면 생협은 생산자와 생산비와 생산 위험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협
의한 가격에 유통마진 또는 물류 수수료를 추가한 가격이다. 판매수익이라
할 수 있는 유통마진에 대해서 대형소매점은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반면,
생협은 각종 생산안정기금과 물류인프라 구축에 이용되므로 생산자와 소
비자가 공동 수익 주체이다.
한편 대형소매점은 2010년 말 현재 전국 423개가 운영되고 교통 및 입
지가 유리한 곳에 위치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생협은 소비자
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생협의 판매
방식은 주문공급과 판매장 운영이다. 주문공급은 3일 전 주문으로 주 1∼3
회 공급하거나 판매장도 일부(한살림생협 전국 120개소, 아이쿱생협 110개
소) 운영되므로 접근성이 불편하다.
또한 조합원의 출자로 조성된 생협의 물류 여건은 전국 물류통합을 하였
더라도 소규모이고 열악한 수준이다. 생협의 자본(조합원 출자금)은 생협
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의 우선순위로 사용해 왔다.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물류인프라(물류센터)
구축과 판매량의 규모화를 위한 판매장 개설이므로 거의 이 부분에 집중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조합원 증가율이 한살림생협 23%, 아
이쿱생협 47%로 나타나 물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저장 및 보관 시
설 부족, 좁은 작업환경 등 물류 인프라의 부족은 비용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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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협의 생산 전략

1.1. 농업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우리나라 생협 운동이 태동된 배경에는 농촌경제의 피폐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식량자급률 하락과 같은 농업·농촌문제의 심각성이 식품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협은 이에 대응하여 소비
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도하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전개
하고 있으나 생협에 따라 농업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1.1.1. 한살림생협
한살림생협은 농업문제를 단순히 경제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지 않
고 ‘삶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우리 농업의 여건상 규모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경쟁력을 높
이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적정
한 규모의 가족농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소
화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범위에서 농업생산과 물질순환 및 생태계의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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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중요시하는 환경보전형 지역농업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 농
업을 지키고 살리는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31
기존 농업의 틀에서 벗어나 식품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역순환형 농업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살림생협은 농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한다. ①농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다. ②농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농업의 모습을 만든다. ③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④식량자급 기반의 확보를 도모한다. ⑤각국, 각지의 기후·풍토에 맞는 농
업을 지향한다. ⑥유기농업과 환경농업을 지향한다. ⑦복합농업, 지역복합
형 농업을 지향한다.
한살림생협이 지향하는 농업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한살림생협의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농업은 국내 소
농자급 체제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소농공동체야말로 인간의 생존권과 자
립·자치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32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한살림
생협의 농업관은 ‘한살림 선언’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변함없
는 기조이다. 또한 이러한 농업관은 상품 특화라는 한살림생협의 소비·판
매 전략과 가온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이나 공정무역을 포함한 수입 농산
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급상품 기준 조항에 반영하고 있다.

1.1.2. 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은 오늘날의 농업문제는 농업의 쇠퇴가 아니라 농민이 쇠퇴
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33
31 “한살림 농업정책”.「한살림 20년사: 햇살과 바람과 땀의 정직한 기록」, 2006
pp.26~31
32 대구한살림 이사인 천규석의 ‘윤리적 소비’(2010월 2월 12일자 한겨레신문 서평)
와 ‘학교급식-시장 논리를 넘어서’(월간 녹색평론 2004년 1-2월호, 녹색평론사).
33 아이쿱생협의 농업 인식은 아이쿱생협의 생산법인 경영대표인 신성식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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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현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그 규모나 생산력이 점차 확대되었
다. 그런데 그 동력은 농민이 아니라 대규모 농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
은 농민들이 농업에서 떠밀려났고 남아 있는 개인들은 무력화되었다. 다양
성이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이점이 사라지고 소수의 거대한 농기
업이 제공하는 식품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농기업에 포섭되어 식품안전성에 불안해하고 농민은 경제적으
로 쇠퇴하는 현상에서 소비자는 농민과 함께 농기업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
운 농업의 대안을 만드는 것을 생협 경제사업의 역할로 보았다.
‘농민과 농지가 줄어드는 시대에 생협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소비
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현상이 가속되는 가운데 생협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많아지는데 생협과 함께 하는 농민들이 약해지면 생협의 공급 능력도 취약
해진다.’
따라서 국내 농업생산자가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 친환경농업만을 고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산농산물로 취급상품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시중 돼지고기 가격이 2배로 오르는데
생협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물량에는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 2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생협이 돼지고기를 공급하
지 못하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체 소비를
하면서 기다려 줄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시장유통으로 돌
아갈 것인가? 구제역, AI 사태가 앞으로 몇 개월 더 지속된다면 생협 운영
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이 어려우면
국산 축산물 공급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아이쿱생협은 친환경농산물을 주요 상품으로 취급하고 친환경농업을 추
구하지만 그에 앞서 국내 농업 생산자인 농민과의 상생을 우선하는 입장이

이다. 주요 인용은 아이쿱생협 정책자료 ‘아이쿱생협은 왜 생산을 고민하는
가?’(2011.2)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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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방법은 생산자회의 구성과 각종 구매 전략에서 나타난다.

1.2. 생산자회 구성과 역할
생협에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는 생산 및 출하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생
산자회나 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생협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생협의 출하기준에 동의하고 생산·출하에 필요 교육을 이수한 전업농가로
서 출자금과 가입비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생산자회의 심의 및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생산자회에 가입한다.

1.2.1. 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
한살림생협의 생산자는 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이하 생산자회)를 구성
하고 있다. 전국생산자회는 전국 90여개의 생산공동체와 19개 지역의 시‧
군연합회로 구성되고 약 2,000명의 생산자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생산자회의 가입 조건은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지역생산자단체의 회원
으로서 100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환경보전형 지역농업을 추구하며 마을범
위에서 복합농업을 수행하는 생산자여야 한다.
생산자회 정관에 따르면, 생산자연합회의 목적은 ‘농촌지역에서 한살림
운동을 전개하여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고 자연생태계를 살리며, 생태적
농업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한살림운동의 확
산을 위한 생산자 회원확보와 기금조성사업 ②생산자회원의 출자금 관리
③농촌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자원재활용 활동 ④생태적 농업 확산 및 우
리 농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농정활동 ⑤생산자조직의 활동과 사업지
도 ⑥지역농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생산지 활동 지원 ⑦생산지원 및 기술개
발 ⑧위의 사업을 위한 조직, 교육, 홍보, 조사 및 연구활동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한살림생협은 환경보전형 지역농업을 추구하므로 생산자회는 마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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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의 지역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모임이 비교적 활발하다. 이 지역모
임은 지역 내 다수 생산자의 교류 및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에 유리한 형태
이지만 자칫 신규 생산지에 비해 공급 기득권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1.2.2. (사)iCOOP생산자회
아이쿱생협은 다음 절에 자세히 언급하는 판매대행제를 시행하는 생산
자를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생산자회를 조직·운영한다. 아이쿱생협에 출하
하는 생산자는 전국에 약 2,500명(계약생산자 1,900명, 수급생산자 600명)
이지만 생산자회 회원은 생산계약을 강화한 판매대행제를 시행하는 계약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자회의 가입 조건은 친환경 전업농이며 연간 농업소득이 3천만원
이상의 중농으로서 1천만원 이상의 출자가 가능한 생산자이다. 즉 농촌사
회에서 자립적‧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이 가능한 생산자가 대상이다. 농업소
득만으로 지속생산이 불가능하여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영세소농
이나 대규모 농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생산자회 정관에 따르면, 생산자회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윤리적 생산이란 ‘기술 중심의
유기농업이 아닌 이 땅의 환경과 서민들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는, 그리고
제3세계 민중에게 도움이 되며 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위기를 줄여가
는 농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은 ①친환경 유기농업의 정책과 소득향상을 위한 조언 ②회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 ③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사업 ④품목
별 생산기준 및 생산계획 수립 ⑤회원의 소득보장 및 상호부조 활동 ⑥교
육, 홍보선전 및 연구사업 등이다.
아이쿱생협은 농업환경, 소비자, 제3세계까지 아우르는 윤리적 생산을
추구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친환경 농업생산 기준과 생산계획, 소득향상
활동이다. 그러므로 생산자회의 구성도 지역단위보다는 품목별 전국조직이
며 농업생산 기술의 향상,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팀을 운영하고 농법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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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및 연수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아이쿱생협이 판매대행제를 시행하며 품목별 생산자회를 조직한 것은
수급 변화나 가격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품목별 전국조직에 비해 아직 지역단위에서 생산자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거점이 적고 분산되어 있다. 아이쿱생협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농협이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표 4-1. 생산자회 구성 목적과 가입조건
구 분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목적

환경보전형 지역농업(유기농업)

윤리적 생산

규모

정회원 약 2,000명

정회원 300명(총 2,500명 생산자 중
판매대행제 시행 생산자)

가입조건

·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지역생
산자단체의 회원(소농 포함)
· 마을범위 복합농업 생산자의 복
수품목 거래

· 친환경 전업농이며 농업소득
3천만원 이상(중농 이상)
· 작목반 등 친환경생산자조직
회원

출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가공자회사 출자)

생산자회
구성

· 지역모임: 공동출하, 생산관리,
생산자회원 가입추천, 지역사회
관련 활동 등
· 작목모임: 농업기술(재배 및 병
충해 방제)과 가공 및 포장 관
련 정보 교류

· 품목별 전국 생산자회로 구성
· 생산 강화를 위한 연구팀 운영,
생산기술 향상, 품목 공동브랜
드 및 품질향상, 농법 공유 및
연수 등

생산자회
장단점

· 지역모임은 생산자-소비자 교
류에 유리
· 큰 규모 지역모임에서 특정 가
공사업의 독점 등 생산 기득권
형성의 우려 있음

· 판매대행제의 정회원제는 수급
변화 및 가격결정에 신속히
대응 가능
· 생산자-소비자 교류 거점 소수
분산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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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식품 가공 전략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는 지
속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상품 구성 중 가공식품의 비중은 줄곧 증가했다.
생협의 가공식품은 조합원 규모가 작을 때는 거의 OEM방식으로 조달하
였으나 2000년 이후 조합원이 크게 증가하며 가공식품에 대한 몇 가지 원
칙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중 농산가공품의 개발을 누가 주도할 것
이며 가공업체는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그리고 가공원료의 조달 방법에
대해 두 생협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한살림생협은 원칙적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가공식품 개발의
주체로 설정하고 가공업체도 생산자조직이 출자한 생산법인을 우선한다.
가공원료는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김치
처럼 여러 품목의 부재료가 필요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조달은 생산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가공원칙은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다소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살림생협이 농민운동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지역모임이 큰 생산자연합회일수록 가공사업체를 운
영하기 유리하므로 일부 생산지의 기득권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표 4-2. 생협 가공생산의 비교
구 분

한살림생협

가공식품
개발주체

원칙적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생
산자조직

연합회가 상품개발 및 생산
→ 친환경클러스터 단지 조성

가공업체

생산자조직이 출자한 생산법인

연합회, 생산자가 출자한 자회사

원료조달

·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원료
농산물 사용 원칙
·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허용

· 생협의 취급품목 사용 원칙
· 연합회가 원료 수급 담당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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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쿱생협은 가공식품의 개발을 연합회가 주도하고 가공업체는
연합회와 생산자가 출자한 연합회의 자회사로 운영한다. 가공원료는 원칙
적으로 아이쿱생협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사용하며 원료 수급은 연합회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연합회가 가공상품의 개발, 제조, 원료 수급 등을 총괄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가공원칙은 조합원이 요구하는 상품 개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생협 취급 품목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므로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쿱생협이 자회사의 형태로 가공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은 가
공의 부가가치를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식품가공은 상
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다. 생산자가 출자한 가공회사에 직접 재배
한 농산물을 원료로 공급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원료 생산자의
수입으로 환원하는 것은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
상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아이쿱생협은 생산자와 조합원의 출자를 바탕으
로 전남 구례의 자연드림파크와 충북 괴산의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단
지 조성을 통해 가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4. 생산안정기금 및 가격안정기금의 운영
우리나라 생협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관계임을 확인하고 신뢰하며 발전해 왔다. 도농상생 관계를 나타
내는 대표적인 장치인 생산안정기금, 가격안정기금 등 생산자에 대한 지원
기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기금 조성의 방법은 생산자는 출하 시마다 출하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하고, 소비자는 상품 구매 시 유통마진의 일부 또는 조합비 중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풍수해의 자연재해로 생산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생산물 출하가 불가능해질 경우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의 일
정 비율을 보상한다.
한편 생협 생산자는 생산계약을 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하를 할 수

생협의 생산·구매사업 실태와 성과 81

있지만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크게 등락할 때 생협의 수급
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생협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계약가격으로 구
매 또는 판매하지만 시장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보상하는 가격안정기금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살림생협은 생산자의 출하 시 생산자연합회의 생산자 적립금과 유기
농업발전기금으로 각각 1%를 출하금액에서 공제한다. 생산자 적립금은 생
산관리 및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에 사용된다. 유기농업발전기금은 자
연재해, 생산과잉 및 수급불균형에 따른 손실발생, 소비촉진 등에 이용한다.
아이쿱생협은 가격불안정 시 목표가격을 보상하는 가격안정기금과 자연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생산안정기금을 운영한다. 판매대행제를 시
행하는 농가는 목표가격 초과분의 일정액을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목표가격 미달 시에는 가격안정기금에서 보상을 받는다. 아이쿱생협의 가
격안정기금 적립과 사용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연간 15억원을 적립하
였고, 이상 기후로 작황 불량 등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한 배추, 콩
등에 총 12.6억원(배추 2.6억원, 돼지고기 2억원, 콩 수매 3억원, 쌀 5억원)
을 사용하였다.
표 4-3. 생협의 생산안정기금 및 가격안정기금 조성 방법
구 분
종류

한살림생협
유기농업발전기금
(생산 및 가격 안정에 이용)

아이쿱생협
생산안정기금, 가격안정기금

생산자
기여

생산물 출하 시 출하금액의
2%를 공제함
· 전국생산자연합회 1%,
· 유기농업발전기금 1%

· 판매대행제 시행 생산자
: (실수취가격-목표가격)의 초과분 30%
· 판매대행 미시행 생산자, 가공생산자
: 출하금액의 1.1.%(가격안정기금 0.7%,
생산안정기금 0.4%)

소비자
기여

판매금액의 1% 또는 지역
생협 연간 잉여금 중 일부
(3～10%)

조합비 조합원 : 350원/월

자료 : 각 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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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협의 구매 전략

생협은 초기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을 시작하며 도시와 농촌, 자연과 순환
하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산물 직
거래에서 생산계약과 가격결정 방식의 독자성을 핵심으로 삼았다.

2.1. 생산계약재배
생협은 신선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소비구
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파종 전에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계약재배를 실시하
고 계약금을 선급 지불한다.
생협의 생산계약 체결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첫째, 생협
은 생산계약량을 인수할 책임이 있으며, 생산자는 공급량을 재배·출하할
책임이 있음을 계약한다. 둘째, 생협은 자연재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생
산자의 위험부담을 가격에 반영(한살림생협)하거나 목표가격 미달 또는 초
과분을 가격안정기금으로 보장(아이쿱생협)하며 수급 조절에 노력한다. 셋
째, 생협은 계약량을 책임 있게 소비하기 위해 소비홍보나 가격인하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촉진한다. 넷째, 생협은 가공원료로서 이
용 확대를 강구하고 생협의 가공생산자에게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포함한다.
생협이 시행하는 생산계약재배의 첫 번째 조건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
지가 있는 생산자라도 작목반 등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는 생산자와 우선
거래한다는 것이다. 농업 생산과 유통의 속성상 농민 개인들이 지니고 있
는 한계는 종종 물품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지관리를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친환경농업의 특성상 인증, 생산기술, 단지화, 보관, 유
통 등은 생산자단체가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관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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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이 시행하는 생산계약재배의 두 번째 조건은, 생산 계획은 1작기 또
는 1년으로 하며 생산자와 생협 직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살림생협은
전년도 소비량에 기초하여 공급예정량을 설정(연합회)하고 전년도 말 생산
자의 영농조건과 농업기술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생산계획서’를 자율적으
로 작성·제출한 후 지역 생산자나 지역모임에서 상호 협의·조정하여 해당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아이쿱생협도 전년도 소비량에 기초하여 공급예정량
을 설정(연합회)하고 생산자회 정회원은 생산 가능량을 자율적으로 작성하
여 품목별 생산자회에서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한살림생협
한살림생협의 생산계획은 생산자가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한살림생산자
연수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영농조건과 농업기술 등을 고려한 당해 연도
‘생산·소비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취합·정리하여
1~2월 중 지역생산자 연수회나 지역모임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당해 연도 공급예정량을 기준으로 생산계획
량을 확정하고 해당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한살림생협이 공급예정량, 즉 생산계획량을 생산자에게 제시하면 생산
자는 이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급예정량과
실제 생산량, 그리고 소비자의 주문수량은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
우 ①한살림생협은 공급예정량을 인수할 책임이 있으며 공급예정량의 정
확도를 높일 책임도 있다. ②생산자는 공급예정량에 기초하여 재배할 책임
이 있다. ③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위험부분을 가격에
반영한다. ④그 이외의 한살림생협은 조합원에게 이용호소, 가격인하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한다. ⑤또한 가능하다면 가공 등의 수단을 강구한다.
한살림생협은 생산을 계획하지만 전년도 소비량과 조합원 증가율을 예
상하여 생산계약에 반영하는 수준이고 수급조절을 위해 소비를 촉진하거
나 위험부담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살림생협은 생산자
와 소비자의 판매와 구매에 대해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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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34
아이쿱생협은 생산자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판매에 생협이 직접 개
입하여 생산자가 요구하는 출하량의 전량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제를
시행한다. 생산자의 출하량 전량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아이쿱생협연합회
가 가공원료의 제공, 가공 개발의 주도 등으로 가공생산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이다.
판매대행제는 생산자가 판매에 대한 고민 없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협이 판매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고 탄력가격제와 병행하여 시행
되고 있다. 기존에 생협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판매와 구매에 대해 단순 중
간매개자로서 수급조절의 실패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손실로 전가되었
다면, 판매대행제는 생협이 소비계획량에 따른 생산계약량에 대해 판매를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4-1.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 개념도

자료: 필자 작성

34 판매대행제는 2008년 시범실시하고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11년
현재 농업생산자 중 약 20%가 참여하고 있다. 신성식(2011), 새로운 생협운동
의 미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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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생협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신뢰 관
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의 본질은 역시 출하시기의 가격이었다. 그러므
로 생협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고정가격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농산물 취급
에서 가격과 수급은 항상 불균형 상태여서 소비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다.
판매대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생협이 스스로 자율적인 수급관리가 용
이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아이쿱생협의 판매사업이 연평균 40% 증가하였고 이
에 따라 2008년부터 계약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아
이쿱생협은 생산자－소비자의 중간매개자로 생산자를 선택하는 거래 관계
를 생산자의 생산량 전량을 책임지고 판매·운영하며 생산자의 대리인이자
생산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파트너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기존 생산계약재배 방식이라 하더라도 생산 과정이나 수급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위험부담을 가격에 포함하고 그 가격이 고정가격이라면 생
산자가 모든 위험부담을 감당하는 구조이며 생산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
해 가격을 높이는 경향만 가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지금까지 생
협이 생산자의 생산 안정을 위해 각종 기금도 함께 마련하고 소비 홍보나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을 채택하고 있지만 생산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
작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시
장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본에 취약한 다수의 생산자
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판매대행제에 대한 평가는 안정적인 공급량이 확보되어 수급조정 등 사
업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분기 겨울철 엽채류는 공
급이 130% 가능하였고 가격탄력제를 적용하여 생산자 수취율을 71%로 유
지하고 있다.
2011년 연간 소비예상량에 대해 4월 말 현재 생산계약의 주요 품목은
밀 5천톤, 잡곡 1.5천톤, 주곡 6.16천톤, 한우 2천두 중 80%, 채소류 90%,
과일류 95% 등이다. 채소 및 과일류의 경우 생산계약의 계약금으로 약 14
억원을 선지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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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격결정

가. 한살림생협
한살림생협이 추구하는 가격은 생산비를 염두에 두면서 소비가 안정적
으로 확대되는 방향의 가격결정 방식이다. 그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은 원
칙적으로 농업 재생산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생
산비 보장방식에 따라 생산자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가격은 생산·소비 계
획에 따라 계절 통일가격 또는 고정가격을 적용한다. 이 가격은 시장가격
에 좌우되지 않는 계절 통일 가격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납득할 수
있고 생산자가 재생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가격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생산자 가격결정은 전업농가 기준 가격으로 산출한다. 한살림생협은 생
산자의 복수품목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복수품목 가격을 동시에 고
려하는 가격결정 구조다. 생산자가 생산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단위면적당
수입 및 수량에 기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재배방법, 재배과정, 생산지,
품종, 등급, 계절에 따라 가격차등이 있다. 또한 생산·소비 계획에 따라 계
절 통일가격 또는 고정가격이 적용되지만, 시중 가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는 생산자와 협의를 거쳐 ±20% 범위에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살림생협의 생산비 보장 방식은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방식에서 생산자는 공급계약량보다 많은 양이 되도록 생산을 계획한다.
실제 생산량이 기후의 영향으로 공급계약량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세소농도 농업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때
의 생산자가격은 가격변동 요인인 생산 위험을 포함한 가격이다.
그런데 조합원 가격이 고정가격이기 때문에 수급상황에 따라 실제 시장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때 조합원의 소비도 쏠림과 흩어짐이 심화되는 현상
이 나타나는 데 문제가 있다. 시장 가격의 등락에 따라 한살림생협 조합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기 때문에 예상소비량과 공급계약량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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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결국 한살림생협의 생산비 보장 가격결정은 생
산 위험을 포함하는 가격을 생산자가격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생산자
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생산자의 공급계약량이 전량 소비되는 경우를 제
외하면 생산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 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은 시장의 변화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탄력
가격제와 사회적 목적과 정책 목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품목에 대
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탄력가격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탄력가격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목표로 시장가격 흐름, 품질, 생
산비, 가치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자는 판매 결과
에 따라 정산을 받는데, 그 결과가 생산자의 기대치와 비교하여 가격안정
기금이나 출하장려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즉, 조합원(소비자) 판매에
대해 해당 시기의 가격변동 요인을 고려한 변동가격, 탄력가격으로 운영하
는 데 용이하도록 생산자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그림 4-2. 가격결정 방식 비교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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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제를 시행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탄력가격제를 적용하는 체계
는 두 가지의 가격결정(기초가격, 목표가격)과 가격안정기금의 운영이다.
우선, 기초가격은 생산에 투여한 현금 비용(농진청 ‘생산 표준 가격’ 중
현금 지출부분을 기준으로 10~20%를 추가한 수준)이며 생산 위험에 대한
생산량 변동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또한 아이쿱생협과 생산자가 생산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소비 여부와 상관없이 생협이 책임지는 가격이다.
목표가격은 아이쿱생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사업을 진행할 때 참
조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조합원 가격에서 10~15%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
고 가격안정기금의 적립과 투입의 기준선이 되는 가격이다. 해당 생산자의
농산물은 판매된 시기의 판매총액을 기준으로 목표가격 초과 시 30%를 가
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목표가격 미달 시 최대 50%를 가격안정기금
에서 생산자에게 지불한다.
아이쿱생협의 가격결정 방식의 장점은 생산 위험이 큰 경우에도 기초가
격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목표가격 이하로 판매되었을 때 일정한 수준에서
가격안정기금으로 보전하여 지급함으로써 생산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생산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계약량과 가격을 동시에 계약하므
로 공급계약량은 가격만 결정한 기존 방식에 비해 최소 130～200% 많다.
이러한 공급계약량의 확보를 통해 생협은 결품, 품질 하자 등에 대비한 예
비공급량을 확보하기 쉽고 가공 원료 및 판로 개척에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예비공급량을 모두 판매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향상에
유리하다. 2010년 판매대행제를 시행한 생산자의 평균 조합원 판매가격 중
농가수취율은 엽채류·양채류 71.1%, 과채·근채류 72.6%에 이른다.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와 가격결정 방식은 소비자가격의 변동에 있다.
아이쿱생협 경제사업의 지향점인 소비자가 주도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라는 주장을 위해 생산 계약물량을 책임 있게 소비하고 생산 변동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한다. 또한 판매가격에 대
해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생협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
을 다각화하는 데 유리하다.

생협의 생산·구매사업 실태와 성과 89

2.3. 생산·구매 방식의 비교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은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구매 대상은 동일하지
만 농업 생산에 대한 관점과 구매 전략에는 차이가 있고 구매 및 가격결정
방식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두 생협의 구매 및 가격결정에서 생산자와
거래 관계 및 거래 내용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4-4).
첫째, 생협 경제사업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수직적 통합이라는 형태는 동
일하지만 생협운동의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생산자와의 직거래 실시 이유
가 다르다. 한살림생협은 도‧농공생 차원에서 생산자의 판로를 개척·확보
하는 방법으로 직거래를 취한 반면 아이쿱생협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업으
로 유도하기 위해서 직거래한다. 이러한 직거래 실시 이유의 차이는 구매
및 가격결정에서 생협의 역할을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귀결짓는 요소가 된
다.
둘째, 생협 연합회가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이다.
한살림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매개자로서 연합회가 예상소비량을
근거로 생산자에게 주문하면 그에 따라 생산자는 판매하고 연합회는 구매
하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생산계약량은 소비예상량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반면 아이쿱생협은 생산자의 출하요구량 전량을 책임지고 판매·운영하
는 대리인이다. 생산자는 생협에 판매를 위탁하고 생협은 물류수수료를 제
외한 최종 판매금액을 생산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므로 생산계약량이 소비
예상량보다 많다. 이 처분을 위해 생협은 사업다각화에 적극 노력한다.
그런데 조합원의 주문과 생산자의 공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생협 경제
사업에서 수급 조절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계약량보다 과
잉생산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조에서는 생산자가 조합원의 수요
변동 요인을 파악하여 생산에 즉각 반영해야 손실이 적은데 연합회의 수동
적인 주문과 공급 구조에서는 이 손실이 그대로 생산자에게 전가되게 된
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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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나 가공사업 자회사가 있는 아이쿱생협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생산자가격 결정과 가격변동성의 차이이다. 한살림생협은 생산 위
험을 포함하는 생산비 보장가격을 생산자가격 결정의 원칙으로 하고 수급
변동이 큰 시기에만 변동가격제를 도입하며 소비자가격은 고정가격을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쿱생협은 탄력가격제를 조합원가격, 생산자가격
에 모두 적용하지만, 소비자가격의 변동 요인에 따라 조합원가격이 변동하
는 데 비해 생산자가격은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변동폭을 줄이고 있다.
비교 결과 한살림생협의 직거래는 상품성, 공급량 조절면에서 생산자에
의존도가 높지만 수급조절 실패는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아이쿱생협
은 사업 다각화의 가능성은 높지만 생협이나 소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성
립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표 4-4. 생협의 구매 및 가격결정 비교
구 분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공생차원에서 생산자의 판로 확보
(생산-유통-소비의 수직 통합)

소비자가 원하는 농업 유도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수직 통합)

연합회의
역할

·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매개자
(생산자는 생협에 판매)

· 생산자의 생산물을 책임지고 판
매·운영하는 대리인
(생산자: 생협에 판매 위탁,
생협: 물류수수료를 제한 판매
금액 지불)

생산
계약량

소비 예상량

· 생산자 출하요구량 전량, 소비
예상량보다 130～200%

생산자
가격

· (생산위험을 포함하는)
생산비 보장가격

· (생산위험 미포함)생산비 보장 가격
(최저가격)과 목표가격(변동가격)

가격변동

생산자가격: 변동가격
(계약가격의 ±20%)
소비자가격: 고정가격

· 생산자가격: 변동가격
(가격안정기금으로 보상, 적립)
· 소비자가격: 변동 가격

직거래의
특징

· 생산자에 의존도 높음
· 수급조절의 어려움 상존
· 소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어려움

· 원료 확보량 확대로 생협의 사
업다각화 가능성 증대
· 탄력가격제는 생산자가 생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성
립되기 어려움

직거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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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협 생산자의 생산 및 거래 만족도

생산자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인 일반 생산
자와 한살림생협 및 아이쿱생협 생산자 중 과일·과채 생산자를 대상으로
2011년 8월 19∼31일(13일간)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은
생산자들의 일반 현황, 생산 및 출하 실태, 생산자 윤리 의식, 농업 및 농촌
에 대한 의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일반 생산자 79명, 한살림
생협 86명, 아이쿱생협 46명이었다.

3.1. 생산자 일반 현황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일반 생산자 59세, 한살림생협 생산자 54세, 아
이쿱생협 56세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한 기간은 일
반 생산자 32년, 한살림생협 및 아이쿱생협 24년으로 나타나 일반 생산자
의 농업 활동 기간이 더욱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
시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일반 생산자는 78명 중 48명이 친환경농업을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기간은 10년, 한살림 및 아이
쿱생협은 각각 13년과 11년으로 나타났다(표 4-5).
생산자들의 거주지역은 산간지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협
생산자들의 경우 도시근교와 평야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 비중이 비
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평균 학력은 일반 생산자의 경우
고졸 비중이 47.4%로 가장 많았으나 한살림생협 및 아이쿱생협 생산자는
대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협 생산자들의 학력 수준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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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조사 대상 생산자 일반 현황
단위: 명, %

연령 및 경력

구 분
연령

일 반
59세

한살림
54세

아이쿱
56세

농업 종사 기간

32년

24년

24년

10년
빈도 비율
18
23.1

13년
빈도 비율
16
18.6

11년
빈도 비율
12
26.1

친환경농업 실시 기간
거주 지역

도시근교
평야지대

26

33.3

12

14.0

11

23.9

산간지대
초졸 이하

34
78
10

43.6
100.0
12.8

58
86
6

67.4
100.0
7.0

23
46
4

50.0
100.0
8.7

중졸

19

24.4

18

20.9

10

21.7

고졸

37

47.4

30

34.9

13

28.3

대졸 이상

12
78
7

15.4
100.0
9.0

32
86
13

37.2
100.0
15.1

19
46
3

41.3
100.0
6.5

1천～3천만원 미만

27

34.6

34

39.5

15

32.6

3천～5천만원 미만

20

25.6

29

33.7

7

15.3

5천～7천만원 미만

11

14.1

4

4.7

11

23.9

7천만원 이상
계
있음

13
78
61

16.7
100.0
78.2

6
86
76

7.0
100.0
88.4

10
46
43

21.7
100.0
93.5

없음

17

21.8

10

11.6

3

6.5

78

100.0

86

100.0

46

100.0

계
학력

계
연평균농업소득 1천만 원 미만

농가부채 유무

계
농가부채 규모

농가부채 평균 금액

7,983만원

7,984만원

농가부채 원인

농업투입재 구입

53

86.9

55

72.4

33

78.6

농가 생활비

3

4.9

6

7.9

1

2.4

자녀 교육비

3

4.9

8

10.5

2

4.8

가족 병원비

0

0.0

1

1.3

0

0.0

빚 보증

0

0.0

2

2.6

3

7.1

2
61

3.3
100.0

4
76

5.3
100.0

3
42

7.1
100.0

기타
계

10,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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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생산자의 소득 만족도 수준
구 분

일반생산자

한살림

2.66

현재 소득 만족도

아이쿱

2.36

2.43

주: 각 문항별 5점 척도 기준(1=매우 불만, 2=불만,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환
산된 수치임.

3.2. 생산 및 출하 실태
생산자의 평균 생산 규모는 논의 경우 일반 생산자가 1만8,233.7m2로 가
장 컸으며, 밭과 과수원은 아이쿱생협 생산자가 각각 1만3,225.5m2와 3만
2

5,823.1m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살림생협이 영세 소농을 포함한 환경보
전형 지역농업 생산자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반면, 아이쿱생협은 중농 이상
의 생산자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생산 전략의 결과이다(표 4-7).
생산자의 향후 농사 규모 계획은 모든 그룹의 생산자가 농사 규모를 줄
이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려는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4-8). 그러나
농사 규모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생산자는 일반 생산자의 경우 3.8%인 반
면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의 생산자는 각각 22.1%와 15.2%로 나타나
생협 생산자가 보다 농업 생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며 농사 규모가 일
정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생산자의 평균 생산 규모
단위: m

구 분

일 반

한살림

아이쿱

논

18,233.7

10,792.4

12,600.7

밭

12,579.2

11,291.9

13,225.5

과수원

16,686.0

14,239.3

35,82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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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생산자의 농사 규모 증감 전망
단위: 명, %

일 반

구 분
줄일 계획
늘릴 계획

한살림

아이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7

46.8

34

39.5

19

41.3

3

3.8

19

22.1

7

15.2

현재 수준 유지

39

49.4

33

38.4

20

43.5

계

79

100.0

86

100.0

46

100.0

생산자가 출하하는 출하처 중 비중이 가장 큰 1순위를 살펴보면, 일반
생산자는 농협 49%, 도매시장 32%, 직거래와 중간 유통업체 각각 9%로
조사되었다(표 4-9). 반면 한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 생산자는 생협으로 출
하하는 비중이 각각 88%, 91%로 나타났고(표 4-9), 생산량 중 생협 출하비
중은 한살림생협 85%, 아이쿱생협 81%로 높게 나타나 생협과 생산자 간
높은 계약거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표 4-10).
표 4-9. 생산자의 주요 출하처별 비중
단위: 명, %

구 분

일 반

한살림

아이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협

1

1.2

76

88.4

42

91.4

농협

39

49.4

5

5.7

2

4.3

도매시장

25

31.6

2

2.3

0

0.0

직거래

7

8.9

3

3.6

2

4.3

중간유통업체

7

8.9

0

0.0

0

0.0

79

100.0

86

100.0

46

1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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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생협 생산자의 생산량 중 생협 출하 비중
단위: %

구 분

한살림

아이쿱
85.0

생협 출하 비중

80.5

표 4-11. 주요 출하처의 장점
단위: 명, %

구 분

일 반

한살림

아이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9

6.1

12

7.3

3

3.4

품질을 인정해준다

24

16.3

21

12.8

8

8.9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팔아준다

37

25.2

14

8.5

12

13.3

판매가격이 안정적이다

17

11.6

31

18.9

0

0.0

운송 등 출하 비용이 적게 든다

10

6.8

3

1.9

31

34.4

포장이 간편하다

18

12.2

38

23.2

24

26.7

5

3.4

41

25.0

11

12.2

없다

25

17.0

4

2.4

0

0.0

기타

2

1.4

0

0.0

1

1.1

147

100.0

164

100.0

90

100.0

판매가격이 높다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계
주: 복수응답 결과임.

생산자는 1순위 출하처의 장점에 대해 농협과 도매시장에 주로 출하하
고 있는 일반 생산자는 생산 전량 판매 가능 25%, 품질 인정 16%, 포장
간편 12%의 순으로 안정적인 판로와 출하처의 품질 인정을 장점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1). 반면, 한살림생협 생산자는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25%, 포장의 편리성 23%, 판매가격 안정적 29%의 순이고 아이
쿱생협 생산자는 출하비용 절감 34%, 포장 간편 27%의 순으로 응답하였
다. 일반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생협 생산자
는 이미 생협이라는 판로가 확보된 이후이므로 출하 시 포장이나 운송, 가
격 등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이쿱생협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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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체계를 통해 생산자의 물류 수수료가 4.1%에 불과하므로 이를 생산자
가 큰 장점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물류효율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순위 출하처의 단점으로는 일반 생산자의 경우 판매가격 불안정
34%, 본인이 직접 수송 12%, 품질 인정받기 어렵다 12%의 순으로 나타나
도매시장 출하 시 가격변동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었다
(표 4-12). 한살림생협은 생산 및 품질관리 까다로움 29%, 생산물의 일부
만 판매 19%의 순인 데 반해 아이쿱생협은 생산 및 품질관리가 까다로움
32%, 품질인정받기 어려움 13%의 순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불만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협의 신뢰체계가 생산자에겐 까다로운 품질관리로
지적돼 불만사항이고 생협은 생산계약으로 거래 지속성이 높지만 생산전
량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물류 수송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일반 생산자의 73%, 생협 생산자의 90%가 현재 출
하처와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그러나 일반 생산자는 출하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도 23%로
나타나 가격불안정성 등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생산자가 농산물 출하 시의 출하물량과 판매가격 결정 등에 대한
계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생산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응답이 22%에 불과한 반면 생협 생산자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응답
자가 계약을 통해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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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주요 출하처의 단점
단위: 명, %

일반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

아이쿱 생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매가격이 불안정하다

44

33.6

9

6.0

2

2.4

품질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구 분

15

11.5

12

8.1

11

12.8

생산물의 일부만을 팔 수 있다

9

6.9

28

18.8

7

8.2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5

3.8

3

2.0

7

8.2

운송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16

12.2

22

14.7

10

11.8

포장조건이 까다롭다

10

7.6

12

8.1

9

10.6

생산관리, 품질관리가 까다롭다

13

9.9

43

28.9

27

31.8

없다

15

11.4

13

8.7

10

11.8

기타
계

4

3.1

7

4.7

2

2.4

131

100.0

149

100.0

85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표 4-13. 주요 출하처와의 거래 유지 계획
단위: 명, %

구 분

일반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

아이쿱 생산자

빈도

빈도

빈도

비율

비율

비율

그렇다

58

73.4

74

88.1

42

93.3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18

22.8

7

8.3

2

4.4

모르겠다
계

3

3.8

3

3.6

1

2.3

79

100.0

84

100.0

45

100.0

표 4-14. 출하처와 계약 여부
단위: 명, %

구 분
계약 실시

일반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

아이쿱 생산자

빈도

빈도

빈도

17

계약 미실시
계

비율
21.5

81

비율
95.3

42

비율
93.3

62

78.5

4

4.7

3

6.7

79

100.0

85

100.0

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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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약을 통해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대부분 문서를 통한
계약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생협 생산자들의 문서계약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또한 출하처와의 계약시기는 일반 생산자의 경
우 출하시점에 결정한다는 비중이 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계약재배
라 하더라도 판매계약재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16). 한편 한살림생협
생산자는 전년도에 결정하거나 작물이 재배되기 직전에 결정하는 경우가
91%이며, 아이쿱생협의 경우에는 작물 재배 중에 결정한다는 응답이 41%
로 높은데 이는 과채류 생산자의 경우 연간 작기가 2~3회이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고 작기 전에 결정되는 비율은 88%에 이른다. 출하처와의
계약이행 수준은 대부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약이행에 대한 만족
도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표 4-17).
표 4-15. 출하처와의 계약 형태
단위: 명, %

일반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

아이쿱 생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두로 계약

5

29.4

3

3.7

1

2.4

문서로 계약

12

70.6

78

96.3

41

97.6

17

100.0

81

100.0

42

100.0

구 분

계

표 4-16. 출하처와의 계약 시기
단위: 명, %

구 분

일반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

아이쿱 생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년도에 결정

2

11.8

54

66.7

12

28.6

작물이 재배되기 직전에 결정

2

11.8

20

24.7

8

19.0

작물 재배 중에 결정

2

11.8

6

7.4

17

40.5

11

64.6

1

1.2

5

11.9

17

100.0

81

100.0

42

100.0

출하시점에 결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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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출하처와의 계약이행 수준
단위: 명, %

구 분
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다
본인의 사정으로 잘 이행되지 않는다
출하처 사정으로 잘 이행되지 않는다
기타
계

일반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

아이쿱 생산자

빈도
15
1
0
0
16

빈도
77
4
0
0
81

빈도
39
2
0
1
42

비율
93.8
6.2
0.0
0.0
100.0

비율
95.1
4.9
0.0
0.0
100.0

비율
92.9
4.8
0.0
2.4
100.0

3.3. 생산자 윤리 의식 실태
최근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대비 품질만 추구하던 구매
결정 방식에서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시켜 소비하겠다’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편 동시에 ‘윤리적 소비’와 대칭되는 개념의
‘생산자의 윤리’ ‘윤리적 생산’ 또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일반 생산자와 생협 생산자 간 윤리적 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두
그룹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생산자들에게 ‘생산자 윤리’ ‘윤리적 생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
을 조사한 결과 일반 생산자의 49.4%가 ‘생산자 스스로 양심에 따라 생산
해야 함을 강조하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
산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느낌’은 25.3%의 비중을 차지했다(표 4-18). 또한
생협 생산자들은 ‘생산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느낌’과 ‘생산자 스스로 양심
에 따라 생산해야 함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각각 38.5%
와 35.4%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느끼는 ‘생
산자 윤리’란 생산자의 양심과 의무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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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생산자 윤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일반생산자

구 분

생협생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5

19.0

13

10.0

친환경농업과 같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강요하는 느낌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에게 새로운 규범을 강요하는 느낌

5

6.3

9

6.9

20

25.3

50

38.5

물질순환을 고려한 지속적인 생산방식을 강조하는 느낌

0

0.0

7

5.4

생산자 스스로 양심에 따라 생산해야 함을 강조하는 느낌

39

49.4

46

35.4

0

0.0

5

3.8

79

100.0

130

100.0

생산자 의무를 강조하는 느낌

기타
계

표 4-19. 생산자의 윤리적 생산에 대한 인식 수준
일반

생협

사회적으로 ‘생산자의 윤리’ ‘윤리적 생산’이 필요하다

구 분

3.75

4.41

나는 ‘생산자의 윤리’ ‘윤리적 생산’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57

4.32

나는 물질순환을 고려하며 농업생산을 하고 있다

3.56

3.97

‘윤리적 생산’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3.70

4.25

친환경농업은 물질순환을 고려하는 ‘윤리적 생산’이다

3.66

4.12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3.63

4.18

현재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을 믿을 수 있다

3.14

4.32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을 믿을 수 있다

3.09

3.22

현재 친환경농업은 생산에 문제가 있다

3.24

2.87

현재 친환경농업은 유통에 문제가 있다

3.56

3.28

현재 친환경농업은 소비에 문제가 있다

3.33

3.20

주: 각 문항별 5점 척도 기준(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으로 환산된 수치임.

한편, 윤리적 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항을 설정하여 생산자들이 각
문항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윤리적 생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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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생협 생산자들의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 4-19). 다만 ‘현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소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생산자의 지수가 생협 생산자에 비해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윤리적 생산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일
반 생산자에 비해 생협 생산자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현황
에 대해서는 일반 생산자의 인식 수준이 생협 생산자에 비해 다소 부정적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4. 생산자의 농업․농촌 관련 의식 실태
일반 생산자와 생협 생산자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역할과 의식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후계 농업인 양성 여부,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수준, 향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자녀들에게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의 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생산자는 19.0%의 생산자만이 권유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한
살림생협과 아이쿱생협의 생산자는 각각 46.5%와 47.7%의 응답자가 권유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생협 생산자들의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4-20). 농업을 권유하는 생산자들의 이유로는 일반 생산
자와 아이쿱생협 생산자의 경우 농업을 현재의 생산기반으로 인식하여 충
분한 소득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한살림생
협은 향후의 농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으며,
농업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도시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농촌생활
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생
산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산자들은 그 원인으로 본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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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맡기거나 농업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농
업을 통한 생활고를 제시한 생산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아이쿱생협 생산자의 응답 비중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는 일반 생산자와 생협
생산자 두 그룹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전한 공급’과 ‘자연환경 보전’을 현
재의 중요한 역할로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의 역할 역시 현재의 역할과 비
슷한 결과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관광 및 휴식의 장소’, ‘전원생활의 공
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표 4-20. 생산자의 농업 후계자 양성 의향 여부
단위: 명, %

일반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

아이쿱 생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을 권할 것이다

15

19.0

40

46.5

21

47.7

농업을 권하지 않을 것이다

64

81.0

46

53.5

23

52.3

79

100.0

86

100.0

44

100.0

구 분

계

표 4-21. 생산자의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안전한 식품의 안전한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현 재
일반 생산자 생협 생산자
48.7
49.6

미 래
일반 생산자 생협 생산자
31.2
28.1

8.4

4.3

15.6

9.0

29.2

37.9

30.5

28.9

전통문화의 계승

2.0

3.1

3.9

5.1

관광 및 휴식의 장소

3.3

1.6

6.5

14.4

전원생활의 공간

8.4

3.1

11.0

13.7

기타

0.0

0.4

1.3

0.8

100.0

100.0

100.0

100.0

자연환경 보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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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이 1990년 43.2%에서 현재는
26.7% 수준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산자는
모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곡물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지닌 생산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로 인한 농업 분야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피해 유발에 대해서는 생
산자 모두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
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 생산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따른 농산물 수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 생산자의 곡물자급률 하락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곡물자급률을 더 높여야 함
현재 수준 유지
걱정할 필요 없음
잘 모르겠다
계

일반 생산자
83.3
11.6
0.0
5.1
100.0

생협 생산자
87.8
7.6
0.8
3.8
100.0

표 4-23. 생산자의 농업분야 개방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일반 생산자

생협 생산자

더 이상 농산물시장 개방은 안됨

15.4

18.9

국내 농업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

43.5

43.2

농산물시장 개방은 불가피

35.9

29.5

농산물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

2.6

2.3

잘 모르겠다

2.6

6.1

100.0

1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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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산물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4-24).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
일과 채소류의 경쟁력 수준이 다른 부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축산물은 다른 부류에 비해 경쟁력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쌀은 일반 생산자에 비해 생협 생산자들의 인식하는 경쟁력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생산자의 국내산 농축산물 경쟁력에 대한 인식
구 분

일반 생산자

쌀

생협 생산자

2.69

3.08

한 우

2.96

2.80

돼지고기

2.84

2.67

과 일

3.14

3.05

채 소

3.20

3.36

평 균

2.97

2.99

축산물

주: 각 부류별 5점 척도 기준(1=매우 낮다, 2=낮다, 3=보통, 4=높다, 5=매우 높다)으로 환
산된 수치임.

또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설정하여 생산자의 의식 실태
를 조사한 결과 생산자들은 FTA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국
내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 또한 식량자급률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 국산농산물 구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안전성과 환경보호 차원에서의
친환경 상품 구입에 대해서는 생협 생산자들의 의견이 일반 생산자들의 의
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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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생산자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 수준
일 반

생 협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구 분

3.56

3.81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4.08

4.20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4.36

4.55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4.28

4.46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4.22

4.33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비싸지만 국산 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

4.06

4.13

식품 안전성을 위해 비싸지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

3.51

3.97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싸지만 친환경적인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3.40

4.08

주: 각 항목별 5점 척도 기준(1=매우 그렇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으로 환산된 수치임.

4. 생협 생산·구매사업의 성과

4.1. 지속적인 농산물 직거래
과거 농산물 직거래는 특정 품목의 출하 시기에 집중되거나 저장성 있는
품목 또는 가공품의 직거래로 품목이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
로 농산물 소매에서 요구되는 품목구색 비율이 현격히 낮아 거래가 일시적
이거나 직거래사업 자체가 곧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주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제값받기 차원의 판매수익 확보를 위해 직
거래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소비자단체의 직거래는 생산자
와 호혜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특정 품목의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유통단계를 줄였지만 유통비용은 절감
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다. 농산물 소매업은 소량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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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거래가 기본이므로 품목구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품목구색을 갖추
기 위해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다. 생산
자(단체)가 직거래하는 경우 연중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일수록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지속 공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소량 거래이므
로 생산자가 직접 물량 확보를 위한 구매활동을 할 경우 정보수집 비용,
물류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오히려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결국
직거래의 지속성은 농산물 거래 규모의 경제성과 품목구색의 문제였다.
그런데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의 경제사업에 생산자와 직거래 방
식을 도입하게 된 것은 생협이 요구하는 상품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품질관
리가 주 목적이다. 초기 생협 조합원 수가 적어 소량 구매를 위해 생산자
와 직거래를 시작했지만 조합원 규모가 커진 2000년 이후도 농산물 직거
래를 지속하는 이유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확실히 수행하는 생산자단체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협은 직접 상품 생산과 품질관리에 관
여하며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와 직거래한
다.
생협의 품목구색과 거래 규모의 경제성은 조합원 증가에 따라 해소되었
다. 조합원 수 증가는 새로운 품목의 개발도 가능하게 하였고 전국적인 지
역조합의 설립으로 거래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협
경제사업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계약(생산자와 생산계약, 소비자가 이용을
약속하는 출자와 소비예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직거래이며 생산－가공
－유통－소비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이다.

4.2. 생산 안정 시스템 : 계약재배와 가격안정기금
생협 경제사업이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에서
생산자와 직거래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생산계약재배이고 생산계약을
지원하는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의 운영이다.
우선 계약재배를 논의하면, 계약재배라 하더라도 생산계약과 판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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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차이가 있다. 생산계약은 파종 전, 즉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출하량을
계약하는 것이고 판매계약은 파종 이후 생산물의 성장 중에 출하량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두 계약방식의 차이는 생산 위험에 대해 생산자와 계약자
가 위험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생산 위험을 파종
전에 인지하고 계약하는가, 출하가 임박할 때 인지하는가의 차이지만 파종
후 생산과정 중인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위험을 회피할 방법이 거의 없
다. 그러므로 판매계약은 생산 위험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크게 높
아진다. 반면 생산계약은 반드시 필요한 거래라는 인식과 생산 위험을 공
동 부담하겠다는 거래주체 사이에서 추진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산물은 기후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 위
험은 항상 존재하고 생산 과잉이나 과소에 따른 생산 불안정성으로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해지며, 이는 곧 농가소득이 불안
정해지는 요인이 된다. 한편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자는 재배품목의 선택부터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의 종류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있는 품목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
이다.
생산계약은 생산과 소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제행위로서 책임 있
는 소비 또는 유통 주체가 확보되어야 계약 성립이 가능하다. 생협은 조합
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각종 위원회 활동, 교육 등 조직활동을 통해 책
임 있는 소비 주체를 육성하였고 이를 통해 능동적·적극적인 소비행위(출
자, 이용, 경영)가 지속가능한 생산을 추구하는 것임을 줄곧 교육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은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산의 안정성을 추
구하는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의 조성에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지원
하게 된 것이다.
생협은 생산자와의 생산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의 불안정성이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생산계약으로 해당 품목의 소비를 파
종 전에 약속하는 것은 생산자들이 충실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유리한 가격을 얻기 위해 판로를 탐색하는 데 소요되는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생산계약은 생산의 불안정이 가격변동의 요인이 될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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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생산자와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성한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을 운
영한다.

4.3. 생산위험을 분담하는 가격결정방식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유통업자에 의
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결정에 중요한 기준은 간단히
측정가능한 척도, 예를 들면 규격이나 겉모양, 크기 등이다. 시장가격에서
산지수집상, 계통출하자의 유통마진을 제한 가격이 생산자수취가격이 되며
시장가격에 도소매업자의 유통마진을 더한 가격이 소비자가격이 된다. 이
러한 농산물의 시장가격 체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수요량과 공
급량으로 대체되며 가격으로 표현된다.
농산물을 거래하는 동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활과 생명 유지라는 생
존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는 생활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비싸게
팔기 원하고 소비자는 가능하면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산
물의 거래 동기는 생활과 생명의 유지라는 인간 생존과 관계가 있지만 실
제 시장에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가격과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해 작용한다. 이는 곧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말하는 ‘사회관계가 경
제 시스템 속에 매몰되어 있는 현상’35이다.

35 ‘자본주의사회 이전에 경제 시스템은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
만 자본주의사회 성립으로 사회적 관계가 경제시스템 속에 매몰되게 되었다’
는 것이다. 根井康之, 1989,「市場原理と生活原理」農産漁村文化協会」또한
폴라니는 ‘시장경제는 경제시스템 또는 생산시스템을 자동장치에 위탁하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를 창조했다. 그로 인해 사회의 다른 여러 제도와 확실히 구
별되는 경제 영역이 탄생했다. 어떤 인간 집단도 생산장치가 기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치가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통합되고 사회의 나
머지 부분은 이 영역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자립적인 영역도 그
기능을 제어할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규제되는데 그 결과 시장 메커니즘이 사
회 전체의 생명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당연히 새롭게 등장한 인간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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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은 생산자와 생산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 과정의 불안정성을 인정하
여 출하량을 결정하고, 해당 농가에서 그 출하량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
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생협의 생산자수취가격은 생산의
위험성과 해당 농가의 농업을 지원·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
가 그에 대해 분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생협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가격결정
으로 표현된 것이다.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여 농업생산을 유지
하고자 하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품질의 친환
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배려의 관계이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 소비자는 그 대가로 생산자가 농업
생산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교환되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생 원리이고 특히 농업생산과 소비의 지
속성, 인류,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4.4. 농협 판매사업과 생협 구매사업의 비교
농협의 판매사업과 생협의 구매사업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사업영역과
추구하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그러나 생산자의 입장
에서 생협 구매사업이 갖는 특징을 논하는 데는 농협과의 비교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농협은 생산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이고 주요 목적은 농가의 소득
향상에 있다. 반면 생협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관여하며 수급 물량 확보를
위해 구매활동을 한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이 되었다. ‘경제적 동기’가 그 세
계의 최고로 군림하고 개인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시장에 따르지 않을 수 없
으며 ‘경제적 동기’를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받는다” 칼 폴라니, 1975,「大
轉換」, 日本經濟新聞社.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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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판매사업의 방식은 계통출하이며 주요 판매처는 도매시장이나 공
판장, 대형소매업체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수취가격은 주로 도매시장 가격
에서 물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시장 변동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공급량 변동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런
데 농협은 가격불안정에 대처하는 장치가 판매계약이다. 판매계약은 생산
위험에 대해 생산자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지 못하므로 계약파기가 빈번
히 발생한다. 농협 판매사업에 대한 생산자 조합원의 신뢰가 낮은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농협 판매사업은 수급조절 능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의 판매사업이 가격불안정에 대한 대
책이 미비하여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조사 결과에서 보았듯, 일반생산자는 1순위 출하처가 농협 계통출
하와 도매시장인 경우가 81%에 이르지만 판매가격이 불안정하다는 불만
이 34%에 이른다. 그러므로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더라도 생산자 스스로
독자적인 판로개척에 나서거나 농산물유통 정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반면 생협은 생산자와 생산계약재배(파종 전 출하량을 결정하
고 계약금의 10% 지급)로 연중 공급량을 확보한다. 이미 소비량을 책임질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생산계약으로 거래의 안정성·지속성을 유
지하고 가격결정에 생산자가 직접 참가하여 협의하는 데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산계약과 가격안정기금의 확보는 생산안정과 지속
적인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후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생협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출자하
여 배당을 받으면서 거래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와 적극 교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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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농협 판매사업과 생협 구매사업의 비교
구 분

농협

생협

범위

생산～도매유통

생산～유통～가공～소비

사업목적

농가소득 증대

수급 물량 확보

계통출하

생산계약

(도매시장, 공판장, 대형소매업체

(친환경농산물 지속 구매할 소비자

판매)

확보)

사업방식
수급조절
방법
수급조절

판매계약
(채소류 약정사업 등)

생산계약, 가격안정기금 활용

약함

강함(경제사업이 곧 생협의 존재

의지

(경제사업 외 수익사업 있음)

이유이므로 능동적)

생산자

도매시장가격에서 유통마진을

협의가격

제한 값

(생산비 보전=재생산 보장)

가격

· 고품질 생산, 판로개척에 적극적
생산자
역할

· 도매시장, 도매유통업체의 제시
가격 수용자
· 거래 관계 불안정

수익 분배
주: 필자 작성

· 생산자

· 생산에 전념(이미 판로 확보)
· 각종 사업에 출자, 경영에 참가
· 거래 및 소득 안정적
· 가격 결정권
· (소비자와 교류에) 적극적
생산자: 각종 생산안정기금
소비자: 물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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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은 기후에 크게 좌우되므로 생산의 불안정성은 피할 수 없지만
생산 불안정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은 농산물유통정책으로 완화하고자 하
였다. 농산물유통은 여러 경제주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 모습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94년 농안법 개정 이후 농산물유통 정
책엔 큰 변화가 없다. 본 장은 생협 경제사업에서 나타난 소비·판매사업과
구매사업 등 농산물유통 관련 성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산물 유
통정책의 과제를 살펴본다.

1. 농산물유통 정책과 환경 변화

1.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정부의 농산물유통 관련 정책은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의 협조로
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 도매시장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 유통정보 수집의 4가지 기능에서 추진되고 있다(그림 5-1).
예산지원 규모로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산지유통 활성
화, 물류효율화, 소비지 유통 개선으로 구분되어, 2011년 현재 총 12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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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1조97억원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표 5-1).
그림 5-1. 농산물유통 정책의 개념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contents/apko323000

표 5-1. 농산물유통 정책 관련 주요 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산지유통종합자금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시군유통회사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산물유통 개선

지원내용
수급안정, 수매지원
인삼산업육성
산지
산지유통 지원
과수주산지 APC 지원
유통
산지유통시설 지원
계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시설 지원
물류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박스 지원
물류표준화
표준화사업 지원
효율화
계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도매시장 출하 유인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도매시장 시설 지원
소비지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직거래, 가공원료 매입
유통
사이버거래소 운영
온라인 거래 정보
계
합 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9년
5,442
490
79
68
302
6,382
76
331
226
633
791
199
2,088
30
3,108
10,123

2010년
5,597
427
48
83
271
6,426
121
180
181
482
851
508
1,806
24
3,189
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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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산지 유통 관련 사업은 산지조직의 계
약재배를 통한 수매자금 지원, 산지유통센터 지원, 시군 유통회사 초기 운
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통해 소비지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에 주력한다.
물류효율화사업은 산지 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유도, 산지와
소비지 간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자 한다.
소비지 유통 관련 사업은 낙후된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도매시장․공판
장 출하를 유인하는 선도금 융자,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사이버거래소 운
영 등 4개 사업을 통해 유통비용 축소 및 소비지 유통․식품업체와 산지
간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예산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병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첫째,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
다. 유통단계가 생산자→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 3~4단계를 거치며 복잡하고, 모든 물류단계에 일관된 하역기계화 및 저
온수송체계 미구축, 소매단계에서의 빈번한 재포장 등으로 추가 유통비용
이 발생한다. 따라서 배추 등 엽근채류는 유통비용의 비중이 72.1%에 이르
고 양파 등 조미채소류는 57.1%의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그 때문에 생산
자수취가격이 낮고 농가소득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단기간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소비지
의 대형유통업체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산지 조직은 여전히 영세하여
거래교섭력의 저하로 이어져 농가 채산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도
매시장은 경매 거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일시적 수급변동에 따라 단기간 가
격 변동도 심화되는 한편,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물량이 대상품목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 안정화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 관련 예산의 60% 이상이 산지 유통에 지원되고 있
으나 산지조직의 조직화‧규모화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116 생협 경제사업과 정책과제

1.2. 농산물유통의 환경 변화

가. 산지 및 공급 측면의 변화
산지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농업생산의 구조
적인 문제로 인해 생산의 위험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관리할 인적자원의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수익성 있는 품목이 한정되면서 생산지나
생산자 간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변동의 위험에 대처하
기 위해 생산지(자) 간 연대가 필요하지만 생산자는 연대나 협력보다 유리
한 판로를 확보하는 가격 경쟁에 민감하다. 또한 유리한 판로라고 할지라
도 거래가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생산자 수가 적을 때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리한 판로가 요구하는 상품 수요에 대해 공급력이 부족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쟁은 모두 산지의 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인인데 산지 조직
화는 과거 30여 년간 꾸준히 농산물유통 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1994년 농안법 파동 후 개정된 농
안법에서 농어민을 품목별 전문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 생산이 전문화, 단작화, 규모화되고 그 경향이 커짐에 따라 생산
및 가격 변동의 위험성은 증가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
치가 농협의 계약재배 이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농협의 계약재배는 판
매계약으로 산지수집상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위치한다. 산지수집상은 농협
의 계약재배보다 가격이 높거나 파종 후 생산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생산
위험에 대해 부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생산위험 공유에 소
극적이므로 생산자 조합원은 농협 판매사업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낮다.
이처럼 농협이 판매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생산 위험에 대해 생산
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에서 품목별 전문조직이 미발달한 것이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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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격 등락 진폭을 크게 하는 이유이다.
셋째,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농정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제기
하지만 적절한 품질관리가 유지되지 않는 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체제가 고도로 성숙하면 상품거래는 실물거래에서 브랜드 거래로
바뀌는 경향이 있고 브랜드는 곧 상품이 된다. 오늘날과 같이 유통경로가
다원화되는 추세에서 브랜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와 관계마케
팅 구축의 매개체 또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은 조직
화․규모화․공동화된 브랜드는 새로운 소비지 유통세력에 대응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사실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
체는 누구나 브랜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브랜드는 조직화, 규모
화와 함께 인지도, 충성도가 결부될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
나.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의 영세성을 전제로 개장·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집과 분산에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산지
유통법인이나 대형소매업 등 산지 및 소비지에 대량유통이 가능한 유통 주
체가 등장하면서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물류비용이 절감
되므로 시장 외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소매업
은 규모화‧기업화가 이루어졌고 대량유통의 조건을 정비하여 2010년 말
현재 전국에 423개 대형소매업체가 영업 중이다.
대량유통이 가능한 거래주체가 성장하면서 농산물시장에서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
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용이해지고 전국 도로망 확충으
로 택배 등 물류네트워크가 정비되어 다양한 농산물 거래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농산물유통은 물류와 상거래의 분리가 가능해
지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매시장이 물류·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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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병행하던 시대에 농산물유통의 허브였다면 농산물유통에서 물류와
상거래의 분리가 가능하게 된 오늘날은 물류효율화와 고품질, 안전, 신선
도 등의 이유로 상류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물류와 상거래가 분리되면서 농산물유통 관련 정보가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도매시장의 상거래 역할을 수행할 농산물 도매업체의 등장이 예
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의 상거래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도매시장 기능 변화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 소비 및 수요 측면의 변화
농산물 소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소비자의 웰빙 추구 경향이
식품안전성을 고려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는 사실이다.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도 소비자는 동일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소비행동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공
급자인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가격인하 등의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제기되
고 있다. 이는 농산물의 소비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을 중저가로 요구하는 행태와 관련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2008년 세
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서 고
품질의 농산물을 소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만으로
도 국내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시장의 미래가 낙관적일 수 없다.
반면, 여성의 사회화가 진전되며 가공식품, 외식 소비 비중이 높아지고,
학교급식, 외식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비중이 커지며 농식품 소비에 대량소
비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농식품의 대량소비는 기후변동 등으로 불안정
한 농산물 공급에서 비롯된 가격 불안정성을 용인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며
소량의 공급 과잉이나 공급 부족에 의해 가격이 폭락·폭등을 반복하게 된
다. 가격 등폭락의 문제는 공급측면의 불가피한 요인과 함께 소비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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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크다. 도시화로 소비자가 농업생산 과정이나 계절성,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농산물의 다양화‧편리성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먹거리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에 자신이 없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
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먹거리 교육과 농업 생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2. 생협 경제사업의 농산물유통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 생협의 경제사업은 ‘먹거리 안전성 확보’의 시민운동을 ‘친환
경농산물 직거래’의 경제사업으로 구체화 하였다.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유
통에 참여하는 과정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
위험에 대해 공동 부담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관계를 공동으로 구현
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었다.
다시 말하면,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
산자와 조합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농산물유통의 체계를 개선
하며 나타난 것이 현재의 경제사업 방식이고 사업 체계이다. 기존 농산물
유통에서 내포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협 경제사업의 내용과 체계가 발생했지만 이는 생협만이 할 수 있는 내
용이 아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농산물유통 개선 정책의 내
용에 생협 경제사업에서 수행하는 직거래나 계약재배에 대한 지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산물 유통에서는 생협 경제사업
과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형성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협 경제사업의 장점을 일반농산물 유통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대안
을 마련한다면 현재 농산물유통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농산물유통을 둘러싼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생협의 인식 과
생협 경제사업의 성과를 농산물유통의 과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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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 생산과 소비 관련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
생협은 오늘날 농업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사회경제 시스템을 경제논리
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생명의 논리가 중심인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추구한다.
그림 5-2. 현재 농업생산과 소비의 사회경제 시스템

자료: 정은미(2006).

그림 5-3.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사회경제 시스템

자료: 정은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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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중심인 오늘날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고수익과 저비용을 추구하지만 낮은 식량자급률과 식품안전성 문제 심화
로 농업생산과 소비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속성도 위협받고 있다
(그림 5-2).
생협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사회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자는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소비자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장경제구조를 만든다(그림 5-3). 생산자나 소비자는
스스로 필요한 농업생산과 소비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은 시장경제가 투명
하고 공정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소비가 추구하는 내용은 다음 3가지 요소이다.
첫째, 생산자가 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경제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에게 농업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가격이 지불되
어야 한다. 둘째, 생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안전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식품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생명
계의 환경보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환경성이다. 이 환경성은 생명의 안
전성과 생활의 경제성이 지속되는 토대가 된다.

2.2. 생협 경제사업의 지속가능성
생협 경제사업에 나타나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경제
성, 안전성, 환경성 등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협은 생산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생산계약재배를 하고 소비자와
공동으로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며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국
물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류효율화를 추구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고 조합원도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가격
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둘째, 생협은 소비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취급 상품은 친환경농산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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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우선하고 자주인증, 유통인증시스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비자는 생협의 상품 취급과 관리의
내용을 보고 상품을 신뢰하며 신뢰를 확보한 상품으로 인해 판매홍보 없이
도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셋째, 생협은 지역생협의 조직활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
한 홍보, 식품안전 활동 등 안전한 먹거리 운동, 환경운동 등 환경보호 활
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협이 조직되고 활동하게
된 원인은 소비자가 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환경 의식이
깨인 소비자가 생산자의 경제성과 소비자의 안전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를 주장하는 것이다.
생협은 지난 20여년간 경제사업과 조직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구조를 구축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
의 인적 결합과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으로 생산－유통－소비를 수직통합하
고 자기완결적인 인적·물적 경제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소비주체 육성으
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계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와 거래의 지속성에 기
여했다.
생협의 구매·판매사업이 농협이나 일반소매업체와 다른 점은 위에서 말
한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려고 노
력한다는 사실이다.
농산물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은 경제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경제성이 우선시되는 경우라면 경쟁이 심화
되고 오늘날의 사회경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생산자와 소
비자의 상생이 곧 농산물 유통주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인식하
기까지 농산물유통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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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협 경제사업에서 본 정책 시사점
생협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구조를 농산물유통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 4가지이다.
가. 거래의 지속성 : 생산 및 소비주체 조직화
생협은 어떻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조직하는가? 생협이 초기 소비자를
조직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생산자의 안전한 농산물이 주요 홍보 수단이었
다. 생산자와 상품을 신뢰하게 하는 방법은 직접 산지에서 생산자의 생활,
일터의 모습을 보고 확인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한편, 생산자를 조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다. 생협이 처음부터 생산
을 조직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구성된 생산자조직을 통해 농산물
을 거래하는 것이 품질관리에 있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많은 생산자조직과 거래해 보아도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
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협은 직접 생산자회를 조직하고 품목별 또는 지
역별 생산자모임을 구성하였다.
생협은 상품의 품질 기준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확인하고 품질 관리
와 그에 따르는 생산과 소비의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호 의
무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지속성을 유지한다. 생협은 생산과 소비
주체가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하고 생산과 소비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
한다. 기존 농산물유통에서 보이지 않는 상생의 의미를 품질관리 등의 거
래제도와 신뢰와 물류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협력하게 하는 것이다.
농산물유통 정책에서 예산지원이 가장 큰 부분은 산지유통활성화이며
산지조직화는 누누이 강조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도
산지 조직은 여전히 영세하여 거래교섭력을 저하하고 농가경제의 채산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지속되며 농산물유통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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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찾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형식이든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누
가 소비하기 위해 구매하는지를 생산자가 모를 뿐이다.
어떤 식의 판매든 판매만 잘 되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안이한 태
도로는 조직화가 어렵다. 생산자가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야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생산자조직을 구성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판매
만 하는 조직이 무수히 많고 서로 경쟁하는 힘겨루기는 ‘상대의 불행이 나
의 행복’이 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
하는 규격, 크기라는 표현은 종종 유통업체의 요구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는 최종소비자를 생각하고 ‘상품=생산자의 인
격’을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품질관리를 비롯한 상품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
다. 농산물의 맛과 향에서 나타나는 품질을 인식시키는 그 자체가 브랜드
가 되는 방법이다. 상품을 통해 알리는 것이 그 어떤 판매홍보보다 효과가
있는 것이 농산물이고 농산물유통에서 통용되는 진리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조직화는 판매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
다. 농산물 품질을 함께 고민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 상품을 인정해주는 소비주체를 찾는 것은
그 다음이다.
나. 생산계약재배 : 가격안정과 직거래
생협이 생산계약재배를 하게 된 것은 조합원이 요구하는 안전한 농산물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생산계약은 파종 전에 생협이 요구하
는 품질과 양의 농산물을 출하처를 변경하지 말고 계약대로 생협으로 이행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협은 조합원에게 예약금 명목의 선수금을
받아 생산계약의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최종 수확물의 출하를 약속하기 위
해 선불로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계약은 생산자에게 안
정적인 생산을 보장하고, 출하처를 고민하지 않으며 생산에 전념할 수 있
게 한다. 또한 생산자가 생산에 집중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상품 가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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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생협의 생산계약 재배방식은 농산물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인
것은 사실이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조차 생산계약을 회피한다. 생산계약은
계약금이 선지급되므로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이고 생산 위험에 대
한 가격변동의 위험을 일정 수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구입해
야 할 품목이 아니라면 보통 생산자가 부담해 온 영농자금의 이자나 생산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계약재배는 구매와 판매의 요구사항이 맞는 생산과 소비
의 거래주체의 직거래에서만 가능하다. 사실 직거래를 원하는 생산과 소비
주체는 많다고 판단되지만, 직거래로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자와 소
비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입장은 거래의 지속성을 보장받
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소비자의 입장은 품질관리 등 상품성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어찌 생각하면 직거래는 품질관리
를 충실히 수행하는 산지가 조직화된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공급가능한 산지 생산자조직이 우선되어야 할 이유이다.
다. 생산 위험의 생산자·소비자 공동 부담 : 가격안정기금 운영
생협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이 바로
생산 위험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가격안정기금의 운영
이다. 기존 농업 생산에서는 기후나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위험을 생산자
가 부담하는 구조, 즉 출하시기 생산량이 변동으로 인해 가격 변동의 손익
을 생산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기 때문이다. 생협은 소비자가 생산위험의 일
부를 부담하며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
공 생산자가 신선농산물 생산자를 지원한다는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을 적
극 활용한 것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생산과 소비가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가질 때 더욱 효과
가 크다. 생산 위험이 곧 소비 위험으로 다가올 때 소비자는 기꺼이 지불
할 것이고 생산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생산위험에 대해 상호부조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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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는 것이다.
일반 농산물유통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부조의 관계 형성이 가능
하려면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상호신뢰가 구축된 이후일 것이다. 특히 생
산과 소비의 거래주체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농산물 거래라면
이 관계를 형성할 조건은 충족될 것이다.
한편, 정부의 농산물유통 정책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활용이 있지만
기금의 71.3%가 수출업체에 지원되며 도매시장 출하 촉진에 300억원 이상
이 지원된다36.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은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
지만 연이율 4%의 1년 이내의 대출이며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를 제공해
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 사업자는 기금 활용도가 낮은 반면 담보능력이 뛰
어난 수출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은 도매
시장 출하 물량 확보를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대부분 산지수집상이 이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농산물 거래에서 생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기금이라면 활용 주체와 활용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 전국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규모화: 물류 효율화
생협에서 물류는 물적인 흐름만이 아니라 소비자－생산자, 소비자－소비
자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했다. 즉, 조합원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구
하기 위해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위
해 만들어졌다.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가 물류 문
제였다. 생산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반면 소비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
중되어 있으므로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선택
한 것이 주요 거점지역에 물류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이 물류센터는 인근

36 2010년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약 5,804.5억원 중 수출사업자 지원이
4,137.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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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의 농산물 수집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지 관리가 용이하며, 소량 유
통에 적합한 형태였다. 그래서 지역생협에 상품이 원활히 공급되어 지역생
협 설립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물류망이 가능해진 원인은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정보망이 동시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각 물류센터는 동일 정보를
동시에 전송하며 생산자별 출하정보와 조합원의 주문 정보를 공유하고 활
용하게 되었다. 생협이 전국 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소
비의 수직적 통합 구조였기에 가능했다. 즉,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반농산물 유통에서 생협과 같은 물류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만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현재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도매시장을 경유하
는 비중이 높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상류와 물류의 분리는 점차 더 커
질 것이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 상품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간단한 통화만으로 가격을 정하고 상품만 거래하는 관계로 상류와 물류의
분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상류와 물류의 분리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
는 중요한 단서이다.
상류와 물류의 분리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
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래는 위
축되므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급정보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강구되
어야 한다.

3. 농산물유통의 정책과제

오늘날 농업정책의 상위 목표는 여전히 농업 경영의 규모화, 농산물 판
로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생협 경제사업
은 농산물의 판로확대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 생산이 농업 본연의 경
쟁력이고 그 원천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며 생산 및 품질관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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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게 된 주요 원인은 농업 생산과 유통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먹거리의
안전성과 직접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생협은 농
산물 소비 및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농식품 안전성, 수
급 안정성이란 차원에서 농업문제를 접근하고 구체화하였다.
생협의 경제사업은 농산물유통을 판로의 문제로 보는 생산자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 생산자와 소통하며 농업문제
와 직면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생협은 왜 농업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는가?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 안전성, 수급 안정성의 요구를 수용할 농업 주체, 즉
품질관리에 책임 있고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한 생산자단체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농
산물유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3.1. 품질 평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정보관리 주체 양성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생산물의 품질관리는 표준규격화와 인
증제도로 대표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척도는 생산물 본연의 내용
보다 가격결정에 용이한 상품성, 즉 겉모양이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상품
성은 실제 식품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유통업자
의 가격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기준일 뿐이다. 농산물의 사용가치를 평가
하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가격결정의 권한이 유통업자에게 있는 한 농산물
의 상품성은 여전히 표준규격화에 집중되고 농산물이 가진 그 이외의 가치
는 무시된다.
농산물의 가격결정이 유통업자의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준으로 전
이된다면, 즉, 소비자가 그 제품 사용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다면 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
력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품질 평가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의 정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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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재생산을 보장하려면 재생산이 가능한 소득이 획득될 수 있을
만큼 소비자의 가격지불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실현되도록 가격조정이 불
가피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공급된 농산물의 품질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 지표로 제공되는 것이 품질조정의 한 가
지인 인증제도이다. 따라서 가격조정과 품질조정이 표리일체로서 준비되
어야 한다.
인증제도에 기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바람직한 품질을 정의하
고, 그것에 기초하여 생산자가 생산공정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
와 소비자가 그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가 상품의 호불호 모두를 상품표시나 인증 마크를 통해
전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영 안정
을 요구하는 생산자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 간에는 사용가치인 품
질에 대해 양방향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품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품질 관련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여 관계자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품질 관련 정보가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분산에 기술과 능력을 갖춘 주체를 양성해야 한다.

3.2. 생산 및 품질관리에 주력하는 생산자단체 육성
모든 산업의 생산자는 상품 생산과 함께 판매에 노력한다. 생산자는 상
품을 판매해야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고 재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판매를 위한 각종 전략은 상품의 균질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
는 공급 능력을 갖춘 이후에 필요한 전략이다. 상품성도 갖추지 못한 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모래성과 다
를 바 없다.
그런데 농산물의 상품성이란 소비자가 요구하는 식품 안전성, 수급 안정
성을 포함하여 생산의 일관성 및 품질관리의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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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교섭력이 있을 때에
야 상품성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은 농업경영에서 생산자의 개별판매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생산자는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계
통출하를 통해 판매하지만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생산 및 품질관리는 여전히
생산자 개인의 책임이다. 이 사실은 생산자 개인의 상품성만 인정받는 것
이지 해당 생산자단체 전체가 상품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산자 개인의 거래교섭력은 여전히 미력하고 생산자단체의 거래교섭력도
향상되기 어렵다. 결국 생산자단체의 거래교섭력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자
단체가 소속 생산자 개개인의 상품성을 높이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상품의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자단체의 역할은 사실 유럽 농업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
덜란드, 덴마크 등지의 품목 전문 생산자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37. 유럽의 품목 전문 협동조합은 해당 농가의 토양에 적합한 종
자 및 품종 추천 등 생산지도, 농산물의 생산 이력 점검 및 관리, 출하 농
산물의 품질관리, 생산자와 계약한 출하량의 전량 판매까지 전담한다. 생
산자 개인이 생산과 판매에서 발생하는 미숙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
로 생산자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생산자협동조합이 생산계약을 통해 생산자
회원의 생산 및 품질관리, 판매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생산자협동
조합은 생산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판매를 위한
마케팅과 수급조정은 거래 교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7 필자는 2011년 11월 1~8일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청과 전문 협동조합
인 AGRI-BOLOGNA와 양봉 전문조합인 CONAPI를 방문하였다. AGRI-BOLOGNA는
생산계약을 하는 180여 생산자 회원으로 구성되어 볼로냐시의 신선 채소 공급
의 60%를 담당한다. CONAPI는 이탈리아 양봉 생산자 약 700명의 협동조합으
로 전국 꿀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제3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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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품목 전문농협을 산지 유통주체로 육성
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 개인이 직접 판로를 찾거나 거래하기에는 정보
검색 비용이나 거래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책임 있
는 유통주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미 생산자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
해 있는 지역농협은 농산물유통의 중심 주체로서 환골탈태가 기대된다.
사실 지역농협이 판매사업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생협의 구매사업은 보
다 간단할 수도 있다. 생협이 생산자회를 조직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품
질관리를 직접 하는 이유도 산지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책임질 생산 및 유
통주체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농협은 농산물 판매사업, 신용사업, 농자재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판매사업의 비중은 높지만 생산농민의 불만이 가장 많다. 농협의
판매사업 부진은 경영 및 판매 전문성 부족이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것은 판매경쟁 심화의 현상일 뿐이다. 농협이 판매경쟁을 추구하며 경제
사업을 전개한다면 고령자, 영세소농의 상품성 향상 능력, 물류효율화, 판
로개척의 영업력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경영
의 전문성 부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농협의 판매사업에 대한 불만은 농산물 판매에 대해 농협의
능력 부족도 있지만 유통환경의 변화가 큰 요인이기도 하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농산물 직거래를 경험하면서 생산자는 직거래 시에 생산자수취가
격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 비율이 낮은 이유
는 지속적인 수요·소비의 주체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
협의 판매사업은 판매경쟁보다 조합원의 요구인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수요·소비 주체를 찾고, 수요·소비 주체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공급 사
업을 핵심으로 전개하는 품목 전문농협이 전담해야 한다.
품목 전문농협은 생산 관리와 생산계약의 주체가 되며 지역농협은 인적
교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수요·소비의 주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는 인
적·물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인적 신뢰는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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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농산물의 생산관리(출하시기, 상품성
보증 등)를 통해 나타난다. 물적 신뢰는 거래의 지속성을 담보할 생산계약
이 필요하다. 생산계약은 판매계약부터 시작하여 인적 신뢰를 전제로 형성
되는 것이므로 신뢰구축에 장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협의 조직
구조는 사업방식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품목전문농협은 수
급조절과 생산 기술정보 교류, 품질관리 등에서 생산자의 연대 발휘에 유
리하며, 지역농협은 소비자 교류 거점, 농촌공동체 유지 사업에 유리하므
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찾도록 해야 한다.

3.4. 계약재배 권장과 수급 및 가격안정자금의 재편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요인으로 계약재배 방식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계약재배를 활성
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자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은 사업자 선정과 그 이용 방식이 계약재배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협이 수행하는 채소류 계약재배는 농협이 계약재배한 물량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수급조절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도매시장은 이미 산지수집상과 결탁한 중매
인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한 가격결정 방식으로는 산
지에서 농협과 경쟁하는 산지수집상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생협과 같이 소비지에서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직거래
단체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소규모라도 이들은 취급 농산물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필요하고 계약자금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
재 연간 약 6천억원의 채소류 수급안정자금은 농협에 한정된 자금이므로
일반 사업체는 연간 5천억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물적 담보 능력이 없으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담보 능력이 큰 수출업체가 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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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재배와 수매사업이 아무리 활발한 사업체라 하더라
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채소수급안정자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 선정과 이용 체계의 전
면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 지역농협이 수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계약재배
는 전국적인 품목 전문농협의 주도로 재편하고 품목 전문농협이 수급안정
자금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유통 및 가공과 관련된 일반 사
업체라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의 단기 지원보다 기간을 다소 늘리더라도 장기 계획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이성을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농산물유통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사고방식과 전근대적인 사업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농업규모가 영세한 다
수의 생산자와 연중 소량다품목을 소비하는 소비자 사이에 농산물의 수집
과 분산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반면,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
가 자기방어의 권한조차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품목 생산자단체가 조직력과 사업력을 동시에 겸비하여 수급조정
과 품질관리를 수행한다면 소비지 유통업체나 소비자단체와 계약재배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선택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생협이 생산자와 관련한 농업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유
통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경종이고 농산물유통
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과 내용을 생협은 경제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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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비자협동조합은 대부분 생필품의 공동구매사업으로 시작되었지
만 우리나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유기농
산물 직거래운동에서 발전했다. 우리나라 생협은 안정적인 가격과 소비를
원하는 생산자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경제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운동으로 발전하여
2010년 말 현재 4대 생협연합조직(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
회생협)의 조합원은 51만명, 매출액 5,952억원(약 4조원으로 추정되는 친
환경농산물 시장의 14.9%)으로 성장하였다.
소비자단체인 생협이 농산물유통을 경제사업으로 채택한 이유는 소비자
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생협이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기 때
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며 결속력 강한 소
비자조직과 경제사업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생협은 농업문제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도‧농상생
의 관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안정기
금의 제도를 운영하고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
으로 제공한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 배추파동 당시 생
협의 가격시스템이 주류 언론에 보도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핵심
은 ‘직거래’와 ‘계약재배’이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추구하며 농
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생협 조합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
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는 국내 농산물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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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생협이 경제사업에서 이룬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사업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소비
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생협의 현황과 경제사업의 개요
우리나라 생협이 취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아직 가격이 비싸고 생산량도
전체 농산물 생산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협의 조합원 수나 매출 규모
는 아직 크지 않다. 2010년 말 현재 4대 생협연합조직(한살림생협, iCOOP
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의 조합원은 51만2,436세대로 전국 1,692
만(2009년 기준) 세대 중 3% 정도 가입되어 있다. 또한 2010년 공급액은
5,952억원 규모인데, 이것은 한국 식품시장 규모 120조원의 0.5%에 불과하
며 약 4조원으로 추정되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약 15%에 해당한다.
생협은 친환경농산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제사업과 안전한 먹거리
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조직화라는 조직활
동을 두 축으로 활동해 왔다. 생협의 조직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채 경제사
업을 강조하면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경제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채 조직활동을 강조하면 경제 자립도가 낮은 시민단체로 전
락하기 쉽다. 생협 경제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은 기업의 영역에 해당
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운동은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이다. 따라
서 이 두 부문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생협
경영이 줄곧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생협 경제사업이 구축한 독특한 기제는 소비자
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독자 기준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갖춘
신뢰체계를 운영한다는 것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만든 독자적인 친환경
농산물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물류를 통합함으로써 물류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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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의 소비·판매사업 실태와 성과
생협 경제사업은 물류 및 상류가 생산자－생협－조합원으로 이루어지는
직거래 유통이다. 이 직거래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조합원이 사전계약
을 하고 생산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소비행위를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출자를 통해 물류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생
산자 지원을 위해 생산안정 및 가격안정기금을 출연하며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생협의 소비·판매 전략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 취급과 개발을 했
고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여 판매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소비자·생산자의 출자로 전국 물류망을 구축하고 지역생협의
물류업무를 통합하며, 가공 자회사(아이쿱생협)를 운영하는 등 물류체계를
정비하고 물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시장 내
다른 업체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낮다.
생협을 대형소매점인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판매·홍보를 위한 추가 비
용이 없고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
한다. 이는 생협이 비영리조직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편, 대형소매점의 소비자가격이 도매시장가격에 유통마진을 추가한
가격이라면 생협은 생산비와 생산 위험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산자와 협
의한 가격에 유통마진 또는 물류 수수료를 추가한 가격이다. 판매수익이라
할 수 있는 유통마진에 대해서 대형소매점은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반면,
생협은 각종 생산안정기금과 물류인프라 구축에 이용되므로 생산자와 소
비자가 공동 수익 주체이다.

□ 생협의 생산·구매사업 실태와 성과
생협이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의 경제사업에 생산자와 직거래 방식을 도
입하게 된 것은 생협이 요구하는 상품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품질관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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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 초기 생협 조합원 수가 적어 소량 구매를 위해 생산자와 직거래
를 시작했지만 조합원 규모가 커진 2000년 이후도 농산물 직거래를 지속
하는 이유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확실히 수행하는 생산자단체가 극히 적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협은 직접 상품 생산과 품질관리에 관여하며 믿
을 수 있는 품질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와 직거래한다.
생협의 품목구색과 거래 규모의 경제성은 조합원 증가에 따라 해소되었
다. 조합원 수 증가는 새로운 품목의 개발도 가능하게 하였고 전국적인 지
역조합의 설립으로 거래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협
경제사업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계약(생산자와 생산계약, 소비자가 이용을
약속하는 출자와 소비예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직거래이며 생산－가공
－유통－소비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이다.
생협 경제사업이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에서
생산자와 직거래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생산계약재배이고 생산계약을
지원하는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의 운영이다. 생산계약은 반드시 필요한 거
래라는 인식과 생산 위험을 공동 부담하겠다는 거래주체 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생협은 조합원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의 조성에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지원하게 하였다.
한편, 생협은 생산자와 생산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 과정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여 출하량을 결정하고, 해당 농가가 그 출하량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생협의 생산자수취가격은 생
산의 위험성과 해당 농가의 농업경영을 지원·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고 소비자가 그에 대해 분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생협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가격결정으로 표현된 것이다.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여 농업생산을 유지하고자 하며 생산자는 소비자
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배려의
관계이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농산물을 제공
하는 것, 소비자는 그 대가로 생산자가 농업생산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
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교환되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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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생 원리이고 특히 농업생산과 소비의 지속성, 인류, 공동체의 지속성
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 생협 경제사업에서 본 정책과제
생협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구조를 경제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정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그 내용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생협은 상품의 품질향상과 신뢰를 높이는 방법으로 생산 및 소비
주체를 조직화하여 거래의 지속성을 높였다. 생협은 상품의 품질 기준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확인하고 품질 관리, 그에 따르는 생산과 소비의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며 상호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지속성
을 유지한다. 생협은 생산과 소비 주체가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하고
생산과 소비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둘째, 생협은 생산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었다. 생산자는 거래의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소비자는 품질관리 등 상품성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
에 직거래가 어렵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공급 가능한 산지 생산자조직이
우선되어야 할 이유이다.
셋째,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운
영하여 생산 위험에 따른 가격 변동을 줄이고 있다. 생협은 소비자가 생산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며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부가가치
가 높은 가공생산자가 신선농산물 생산자를 지원한다는 협동조합의 사업
방식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넷째, 생협은 전국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 지역생협 설립이 수월해지고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에 소요되
는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상품 가격 인하로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일반농산물 유통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상류와 물류의 분
리는 점차 더 커질 것이다. 상류와 물류의 분리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이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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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거래는 위축되므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급정보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
용이 강구되어야 한다.
오늘날 농업정책의 상위 목표는 여전히 농업 경영의 규모화, 농산물 판
로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생협 경제사업
은 농산물의 판로확대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 생산이 농업 본연의 경
쟁력이고 그 원천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생협의 경제사업은 농산물유통을 판로의 문제로 보는 생산자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 생산자와 소통하며 농업문제
와 직면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생협은 왜 농업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는가?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 안전성, 수급 안정성의 요구를 수용할 농업 주체, 즉
품질관리에 책임 있고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한 생산자단체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전국 품목 생산자단체가 조직력과 사업력을 동시에 겸비하여 수급조정
과 품질관리를 수행한다면 소비지 유통업체나 소비자단체와 계약재배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선택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생협이 생산자와 관련된 농업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유
통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경종이고 농산물유통
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과 내용을 생협은 경제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 록

일본 생협의 경제사업과 산지 정책38

1. 팔시스템생협의 경제사업 개요

1.1 일본 생협의 현황
일본 생협은 조합원 수와 공급액

39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일본 후

생노동성에 따르면 2009년 3월 말 현재 일본의 생협 수는 1,036 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6,334만명이다. 생협 종류별로 보면 공제생협 140조합, 구매
생협 671조합, 이용생협 397조합, 의료생협 131조합, 복지사업 214조합이
다. 이 중 구매생협은 직장생협과 지역생협으로 나뉘는데 지역생협이 더
많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단결한 생협운동의 세력이 1951년에 일본생활협
동조합연합회(이하, JCCU)을 결성했는데 이 조직이 일본 생협 진영을 대
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JCCU는 회원조합 363조합, 총공급액 3,935억
엔, 출자금 90.6억엔, 직원 수 1,085명을 지닌 거대한 생협전국조직이다
(2010년 말 현재). 포괄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2,500만세대, 총공급액은 약

38 일본 팔시스템생협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사례를 김형미(일본 明治(메이지)대
학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에게 원고 의뢰한 결과이다.
39 일본의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은 기본적으로 원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
출액이라고 쓰지 않고 공급액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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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500억엔에 달한다.
JCCU에는 운동이념과 정책이 각기 다른 12개의 생협사업연합 조직이
있는데 이 글의 분석 대상인 팔시스템생협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팔시
스템생협)은 공급액 규모만으로는 12개의 사업연합 조직 중 7위 정도의 중
견 사업연합이다. 그런데 ‘산직과 환경'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실천하는 생
협 그룹으로는 타 생협 그룹에 비해 선진적이며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팔시스템생협의 산지 정책은 생협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
자와 정책입안자40의 관심을 끌고 있다.

1.2 일본 생협의 산직 개념과 특징
산직(産直)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산지 직송', 또는 ‘산지 직결'의 줄
임말로 일반적으로는 ‘일반시장 및 중간도매유통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생산물을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일본 생협의 산직사업은 이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업이다.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1970년대 일본에서 오렌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이 확대되고 환경호르몬과 화학물질로 인한 아토
피환자의 급증, 농약으로 오염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크게 증가
했다. 이 시기에 도쿄 등 도시의 신흥주택지에서 주부층을 중심으로 탄생
한 지역생협을 중심으로 산직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때의 ‘산직’이
란, 농산물시장 유통이 확대하고 복잡해진 사회 변화 속에서 ‘원래대로의
농산물’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는 농산물’을 가족에게 먹이고 싶다는 생
협 조합원과, 관행재배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재배기술을 시도하면서 환
경보전형 농업, 유기재배에 도전해 온 용기 있는 생산자 사이의 ‘산지직결
운동’이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를 줄이고 시장 외 유통을 직접

40 농림수산성에 2년간 직원을 파견근무하거나 산직 정책과 관련된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국회이 주최하는 의견교환, 심포지엄의 패널로 자주 초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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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로서 소비자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입수하고 생산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보증받는 호혜의 경제활동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산직사업의 본격적인 발전은 도시 주부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주문 예약
제도와 반별 공동구입이란 무점포 가정택배시스템이 개발되어 산지와의 계
약재배가 안정적인 틀을 갖추게 된 1980년대였으며 이 시기는 일본 생협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이기도 했다41. 현재 일본 생협의 산직사업의 규
모는 약 2,418억엔으로 이는 전국 생협의 식품 공급액42의 13.5%이다43.
그러므로 생협의 산직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소
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되어 먹거리를 생산하려는 움직임44'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또한 이 정의에는 단순히 시장이나 중간도매유통을 통과하
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생산물을 유통시킨다는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
다. JCCU가 2003년에 책정한 ‘생협산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의 요구, 바람을 기본으로 다양한 조합원 참가를 추진한다.
② 생산지, 생산자, 생산 및 유통방법을 명확히 한다.
③ 기록, 점검, 검사에 의한 검증시스템을 확립한다.
④ 생산자와 자립,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을 확립한다.
⑤ 지속가능한 생산과, 환경에 배려한 사업을 추진한다.

41 예를 들어 1980년에는 6,758억엔이었던 지역생협의 사업금액은 1990년에는 2
만1,592억엔으로, 세대 조직률은 같은 기간 8%에서 21.9%로, 조합원 수는 292
만명에서 916만명으로 성장했다. (斉藤嘉障『改定版―現代日本生協運動小史』
2007年 참조)
42 일본의 생협법은 모든 생활물자의 취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취급 식품은 농
축수산물, 가공식품, 냉동냉장, 수입식품 등 다양하며 취급품목 수는 일본생협
연합회의 독자 브랜드만 하더라도 4천여 가지나 된다.
43 2006년도 기준으로 전국 생협의 식품 공급액은 1조7,883억엔으로 추정된다.
<식량농업문제와 생활협동조합의 과제-식탁과 농업을 이으며>, 2010년. 8쪽.
출처: http://jccu.coop/aboutus/data/pdf/agri_seisaku.pdf
44 일본생협연합회(JCCU). 산직사업위원회 2009년 보고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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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생협 산직의 특징은 ‘조합원과 생산
자의 교류’ ‘조합원 참가’ ‘생산자와의 대등한 파트너십’이다. 이를 대형 유
통체인과 비교해 본다면, 대형 유통체인에서는 마케팅 관점에서 SCM45를
도입하고 이에 준해서 산직거래를 관리한다. 예를 들면 I 그룹에서는 특정
한 산지 및 생산자와 계약재배로 산직농산물을 구매하는데 그 과정은 불특
정 다수의 소비자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담당바이어가 산지에 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하면 생협 산직은 우선 각 지역 생협에서 산직정책을 책정하고
산직물품의 개발과정에 조합원이 참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
합원 참가는 산지교류에 참가하는 것이며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생협과 생산
자 사이의 상호신뢰관계가 쌓아져 양자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산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정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
니라 단점도 발생한다. 전문성의 결여, 조합원의 의사결정상의 지체, 원료
혼입 및 위생·품질관리상의 저하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단점보다도
생협 산직에는 장점이 더 많다고 평가한다. 가장 큰 강점은, 농업과 먹거리
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거리를 줄이며 생산현장을 이해
하는 의식적인 소비자층을 육성해왔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많은 기업들
이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획득하고자 하는 ‘로열티 있는 핵심 소비
자층’(core customers, repeaters)을 생협은 산직사업을 통해서 육성해 왔다
는 것이다. 생산자와의 교류 및 산지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는 점도 생협 산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생협 산직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
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쇼겐지(生源寺眞一)4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생협 산직의 강점은 생산자와 생산방법이 명확한 점에 있으며 소비자와

45 제조, 도매, 소매 및 고객까지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관리하는 마케팅 방법.
46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도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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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직결함으로써 먹거리와 농업의 거리를 단축하는 데 공헌해왔다는
점이다.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개발한 점에서도 높이 평가해야 하며 유통
시스템의 하나의 모델로서 생협 이외의 업계에서도 추종자를 낳게 되었다.
또한 생협과의 교류를 통해서 단련되고 성장한 많은 농업자가 존재하게 된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2006：214).”
일본 생협의 산직사업은 먹거리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높아진 먹거리
의 불안을 배경으로 삼아 타 유통업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생협의
식품유통 중핵사업으로 성장했으며 경쟁상대인 대형유통업체도 생협의 방
법과 이미지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인지되고 지지
받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산직사업은 거의 모든 유통소매업체들도 전개
하고 있다. I 그룹과 같은 대형유통체인에서도 ‘얼굴이 보이는 채소’ ‘계약
재배채소’란 선전 문구처럼 산직거래로 구매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식사업계에서도 ‘신선한 산지직송’을 강조하는 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직이란 용어는 생협의 산직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1.3 팔시스템생협연합회의 개요47
팔시스템생협48(Pal System Consumer’s Cooperative Union)은 일본 수도
권지역의 1도 9현에 있는 10개의 지역생협49과 1개의 연합회(팔시스템생협
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로 구성된 생협의 사업연합 조직이다.

47 팔시스템생협 공식사이트 www.palsystem.or.jp와 브로셔 2011년을 참조했다.
48 Palsystem은 pal(친구)와 system(제도, 체계)를 조합한 조어로 개인의 참가를 통
해서 커다란 협동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9 팔시스템생협 도쿄, 팔시스템생협 카나가와유메코프, 팔시스템생협 치바, 팔시스
템생협 사이타마, 팔시스템생협 이바라키, 팔시스템생협 야마나시, 팔시스템생협
후쿠시마, 팔시스템생협 군마, 팔시스템생협 시즈오카, 사이타마현근로자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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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팔시스템생협의 소비지 사업구역

자료: 팔시스템생협연합회 웹사이트

2010년 말 현재 조합원 수는 124만 명, 공급금액 1,903억엔, 출자금 93.5
억엔이며 회원생협 및 연합회 직원 수는 총 3,177명이다. 팔시스템생협의
기본이념은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과 공생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며 ‘산직’
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팔시스템생협의 경제 활동의
중심적인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부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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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팔시스템생협 경제 활동의 키워드
상품

먹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응원합니다.

산직

산직을 통해서 생산자와 조합원의 상호이해의 장을 보급하고
환경보전형 농축수산업을 지원합니다.

환경

환경을 배려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환경 및 지역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자 합니다.

사회

건강을 배려하며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자료: 팔시스템생협연합회의 2011년 브로셔

팔시스템생협의 역사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도권지역
에 점재하던 작은 생협들이 모여 ‘수도권 생활협동조합 사업연락회의'를
발족하여 공동상품개발, 공동납입사업을 개시한 것이 출발이었다. 1989년
에는 ‘생활협동조합 수도권코프사업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생협 법인 인
가를 받았다. 동시에 당시 일본의 생협계에서는 주류였던 반별 공동구입
대신 개인별 가정공급 사업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
전했다. 1991년 말에 일본의 거품경제가 꺼지고 장기적인 불경기가 시작되
자 기존 전업주부층은 파트타임 근무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반별 공
동구입은 이용자가 줄어들거나 반이 해체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팔시스템생협은 각 조합원 개인별로 자택에 직
접 사전 주문상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개인별 가정공급은 기
존 반 이용이 불편했던 소비자층, 예를 들면 유아를 둔 젊은 주부나 임산
부, 독신세대, 남성들이 생협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고 이들을 생
협 안으로 끌어당긴 사업형태였다. 2000년에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
고 2001년부터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가동하여 현재 이용자 수는 29만여명
이다. 2005년에는 연합회 명칭을 ‘팔시스템생협생활협동조합연합회'로 변
경하였다. 사업 면에서 팔시스템생협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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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점포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팔시스템생협은 대다수의 일본 생
협들과는 달리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 형태는 상품 카탈로그와 인
터넷, 전화, 팩스를 이용한 사전 주문제도와 주문 일주일 후 배달이다.
부표 2. 팔시스템생협의 주요 자회사 현황(2011년)
자회사

주요 업무

자본금(출자율)

설립년도

(주) Pal Meat

쇠고기, 돼지고기
정육 가공, 및 상품 제조

8,000만엔
(100%)

1979

(주) GPS

농산물구매, 기획, 판매

5,100만엔
(100%)

1992

(주) Pal Line

배송 (물류)

9,500만엔
(100%)

1987

(주) Pal Bread

빵, 과자 제조

5,400만엔
(81%)

1997

(주) Coop Next

정보시스템 기획, 설계,
판매

2억엔
(60%)

2000

(주) Hureai Service

보험 대리점

3,000만엔
(46.7%)

1991

(주) Eco Support

폐지 등 리사이클사업,
환경사업

2,000만엔
(40%)

2003

(주) Pal Message Service

카탈로그 인쇄, 세팅

2,000만엔
(100%)

2004

(주) Alter Trade Japan

공정무역 등 식료품의
수출입, 판매

9,900만엔
(36.4%)

1989

자료: 팔시스템생협연합회 2011년 브로셔, 공식 웹사이트

둘째, 조합원의 생애 단계(life stage)에 맞춘 3단계 상품 카탈로그를 발
행한다50. <YUMYUM>는 첫 아이를 임신하거나 생후 3년 이내의 유아를
50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팔시스템생협의 산지도 큰 타격을 입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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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초보 부부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배치되는 상품, 용량, 정보 모두
초보 부부세대의 육아에 적합하게 기획하고 있다. <My Kitchen>은 유치원
생이나 중‧고교생의 자녀를 둔 가정을 상정하여 기획하는데, 상품 용량과
가격에 초점을 더 두며 가장 많은 조합원이 이용한다. <Kinari>는 아이들
이 독립한 장년 부부세대나 독신세대를 겨냥한 상품 기획으로 구성된다.
셋째, 산직을 중시하는 생협인 만큼 농축산물의 직접 구매와 생산지 가
공, 관리를 행하는 산직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들 자회사가 실질적인 농축
산물의 경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1.4. 팔시스템생협의 경제사업(=산직)의 기본 정책과 개요
1977년에 사업을 시작한 팔시스템생협은 초기부터 산직사업을 추진해왔
는데 일찍이 산직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사업조직(축산, 청과 및 쌀 자회사)
를 설립해서 생산자그룹과 직접 거래를 해왔다. 이들 자회사는 신선한 정
육을 조합원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가정용으로는 업계 최초로 가스팩 및
스킨팩을 채용하거나 폐기물배출 제로(zero emission)를 추구하여 지역의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사업을 성공시키는 등 선진적인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팔시스템생협이 약 30년 동안 산직사업을 전개하면서 구축해온 독자적
인 ‘산직론’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책정한 ‘팔시스템생협의 식량 및 농업
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데다 재해지 부흥에 자원을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당분간
2개의 카탈로그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경우 YUMYUM와 My Kitchen이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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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농업이 식량생산의 근본이며 식량과 농업은 기본적으로 통
일해서 파악해야 하며 그 주체는 생산을 짊어지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
하는 소비자(양자는 생활자로 통일됨)라고 생각하여 이런 입장에서 식
량 및 농업정책을 책정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립해서 21세기의 식량과 농업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 산직방침(2004년 10월 이사회 의결)
○ 산직의 목적
팔시스템생협의 산직은 생활자(소비자, 생산자를 내포함)의 건강하
고 안심되는 생활에 공헌하기 위해서 농업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직시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기본으로 삼아 농업과 먹거리를
이어주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용어 정리
팔시스템생협 산직은 조합원과 생산자가 협업하여 위 목적을 실현
하고자 하는 운동과 사업을 말합니다.
○ 산직이 추구하는 4원칙
- 생산자, 산지가 분명할 것
- 생산방법 및 출하기준이 분명하고 생산이력을 알 수 있을 것
- 환경보전형 및 순환형 농업을 추구할 것
- 생산자와 조합원 상호 간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 교류와 참가의 중시
팔시스템생협 산직은 먹거리와 농업을 이어 주는 ‘교류’와 ‘참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한 ‘산직산지’란 ‘산직 4원칙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산직협정
서로 체결한 생산자의 산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
면 팔시스템생협에서 말하는 산직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해서
더불어 창조하는 운동’으로서의 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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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결
성한 임의단체인 ‘팔시스템생협 생산자·소비자협의회'가 있다. 이 단체는
팔시스템생협에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와, 팔시스템생협연합회·회원
생협이 산직 활동에 대해서 협의하고 활동하는 장으로 1990년에 발족했다.
참가 단체는 생산자 127산지, 소비자 생협 및 관련 자회사(GPS, Pal Meat)
12조직, 합계 139단체이다. 활동내용은 선진적인 유기농업 기술 교류, 환
경보전형 농업과 생물다양성 농법51 추진,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만들
기, 생산자의 국제교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정보교환 등이다. 생산자
들은 품목별 분과회(달걀, 채소, 쌀, 과수, 축산) 별로 농법 교류를 하며 청
년농업자 교류회, 여성생산자 교류회, 산직연속강좌 등 소비자와 교류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팔시스템생협의 산직사업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표 3. 팔시스템생협 산직사업의 개요(2010년)
산직 산지 수

○ 334 산지
- 쌀・청과류 290산지
- 달걀 17산지
- 정육 26산지(닭 5, 돼지 9, 소 10) - 우유 3산지

산직 농축산물공급액

○ 564억엔 (전체 식품공급액 중 39.0％)
- 쌀 101억엔 - 청과 229억엔 - 축산 163억엔
- 달걀 33억엔 - 우유 38억엔

자료: 팔시스템생협연합회 웹사이트, ‘팔시스템생협 산직 데이터북 2011’에서 필자 작성

51 팔시스템생협은 웹사이트에 이 농법을 ‘논에 생물이 늘어나면 생태계의 균형
을 이루게 되어 실지렁이 등 논의 소동물과 미생물이 흙을 갈아줍니다. 따라
서 해를 거듭할수록 흙은 비옥해지며 이를 이용한 벼농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한 송사리, 청개구리, 미꾸라지, 중백로, 오리 등 다양한 생명들이 논을 찾아옵
니다. ‘생물다양성농법’은 논 안팎의 환경재생능력을 부활시키며 생물 전체의
활력을 증진시키므로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합니
다.’고 소개하고 있다(http://www.farmersnet.net/kome/data2008/food.html).이 농
법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영농지도자는 이나바 미츠쿠니씨(稲葉光圀, NPO법인
민간수도작연구소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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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팔시스템생협 산직사업의 주요 산지(2010년)
지역 구분

산지 수

홋카이도(北海道)

32

농협을 중심으로 근채, 과채, 엽채류 생산

특징

도호쿠(東北)

46

주요 쌀 산지, 사과, 버찌 등의 지역특산물

칸토(関東)

40

이바라키현, 치바현은 과채·엽채류 주요 산지

주뷰(中部)

60

고랭지농업, 엽채류와 과일 산지

긴키(近畿)

12

과일(비파, 매실, 감귤, 레몬) 산지

주고쿠(中国)

6

과일과 과채·엽채류 중심

시코쿠(四国)

12

감귤류 주요 산지, 조생종 쌀 산지

규슈·오키나와
(九州・沖縄)

70

연중 온난한 기후 특성상 모든 청과류의 배후
생산지, 오키나와는 파인애플, 애플망고 등 열
대과일 산지

복수 산지

2

여러 지역에 분포한 영농법인

해외

10

국제 산직이란 개념으로 타이, 필리핀, 뉴질랜
드 등에서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등 수입

자료: ‘팔시스템생협 산직 데이터북 2011’에서 필자 작성

부도 2. 팔시스템생협의 산직산지(쌀·청과류) 지역 구분

자료: 팔시스템생협연합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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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조합원 1세대당 산직농축산물 연간 이용량
품목

2008년

2009년

2010년

채소(kg)

58.1

56.6

58.5

1인당 공급량
88.3

과일(kg)

18.6

17.2

18.4

36.5

쌀(kg)

43.1

42.8

43.1

59.5

쇠고기(kg)

1.2

1.1

0.9

5.9

돼지고기(kg)

6.8

6.7

6.7

11.7

닭고기(kg)

7.4

6.3

6.3

11.4

달걀(꾸러미)

23.9

22.4

21.2

16.6kg

우유(팩)

37.3

32.2

29.9

32.7kg

주 １) 달걀 1꾸러미＝10개,우유 1팩＝1000ml.
2) 일본인 연간 1인당 공급량은 일본 농림수산성 ‘2010년도 식량수급표’

조합원 1세대당 산직 농축산물의 연간 이용량은, 일본인 연간 식량 공급
량에 비추어 보아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쌀,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
유의 산직 이용 비율이 높아 팔시스템생협의 산직 농축산물의 신뢰도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팔시스템생협 산직사업을 타 유통체인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더욱 잘 보인다(부표 6).
특히 생산자와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로서 ‘생산자의
이력추적’(trace forward)과 ‘대화를 통한 출하기준의 책정’은 일반 유통체
인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팔시스템생협의 산직다운 특징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 측이 생산 및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것을 트레이스
백(trace back)이라고 한다면 트레이스 포워드(trace forward)는 생산자가
출하한 물품이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해서 어떤 생협에서 이용되는지를 생
산자가 확인하는 쌍방향의 이력확인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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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팔시스템생협의 산직과 일반 유통업체 산직의 차이
팔시스템생협의 산직
관리방법

거래방법

소비자
참가

Food

유통업체

System52

SCM

자립적인 생산조직・지역농협과의 직
접거래, 생산자와의 유대를 중시, 생
산자와 계약재배, 생산과정・생산자
의 지속가능한 소득을 중시(재생산가
격)
생산안정・출하기금제도 설정

도매시장・전국농협연합회 등 구
매・판매기능에 위탁함,
양적인 대량구매를 전제로 소비
자측의 가격교섭, 가격의 일방적
인 통보, 염가판매도 이루어짐

생산과정에 조합원(고객)의 책임 있
고객 참가는 소비와 정보 확인,
는 참가(레인보우기금, 공개확인회53,
민원(메일, 핫라인)
교류사업)
고객에게 봉사하는 형태의 부정
기기획

교류

연중 다양한 교류에 정기적으로 참가

관계

유통업체의 발전이 산지의 발
팔시스템생협이 발전하면 산지도 발
전으로 이어진다는 보증은 없음
전하는 관계성
(관계성은 일방적)

생산이력
추적
안전성
확인
생산자와
대화

쌍방향(trace forward, trace

back)

일방적(trace back)

약속 확인
(2자 인증・제3자 인증, 감사)

제3자 인증, 감사

시장출하규격의 생략

엄격한 시장출하규격

자원순환형 농업의 장려・지역만들
기・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12개 지
역협의회(네트워크 조직)을 형성.
지역의
각 네트워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관여
서 소비자, 생산자, 지역행정 등이
(또는 기여)
협의채널을 만들어 장기적인 계획
에 비추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활
동하고 있음.

이온그룹: 사이타마현 도로휴게
소에 직매소(3곳)를 운영하며 지
역산 농산물을 판매함.
이토 요카도 그룹: 치바현 토미
사토시(千葉県富里市)에서 직영
농장 운영

52 생산물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하여 강 상류의 농수산업, 중류의 식품제조업 및
식품도매업, 하류의 식품소매업, 외식산업, 또한 최종소비단계의 식생활이 각
각 상호관계를 지니면서 전체적으로는 푸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http://wwwsoc.nii.ac.jp/fsraj/)으로 ‘최종적으로 식량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
정과,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의 움직임, 주체 간 관계를 포함하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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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시스템생협은 국내 산직 생산자뿐만 아니라 국제산직(공정무역) 생산
자들도 초청하여 수입된 생산물이 통관 후에 어떻게 관리되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합원 가정에 공급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시장의 출하규격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 독자적인 출하 기준을 정하여 규격 외로 폐기 처분되는 농산물의 양을
줄인다(부표 7).
부표 7. 대화를 통한 출하기준의 차이
팔시스템생협의 출하기준
(네이블 오렌지)

일반시장의 출하기준
(감귤류)

크기

M～2L사이즈까지면 가능

3L,LL,L,M,S 등으로 각각 선별
하고 그 외는 규격 외가 된다

선별
기준

상처, 병충해, 너무 크거나 너무 작
은 것 이외에는 선별 필요가 없음

등급선별(품질)
①형태 ②햇볕에 그을린 정도③
병충해 ④상처 ⑤우피 유무를 기
준으로 수, 우, 양, 무 표시로 판정.

그외

즙이 흐르거나 곰팡이, 가위나 손
톱으로 생긴 상처 등은 취급 불
가, 그외 인체에 해가 없는 찰과
상이나 흑점병 등 경미한 상태는
선별하지 않고 출하가능

병충해나 상처 이외에도 ‘수3L’,
‘우LL’ 등 합계 20종류의 선별이
필요함

산직사업의 장점은 안전하고 환경에 배려한 물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
고 이는 환경보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만족감을 충족시킨다는 점,

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개념”(도키코야마, 時子山ひろみ)으로 정
의한다.
53 팔시스템생협의 조합원과 생산자가 쌍방의 관점에서 생산 현장을 서로 확인하
는 것을 뜻한다. 조합원 및 타 생산자가 해당 산지를 방문하여 산지의 이념,
정책, 재배사양, 관리 현장을 확인하고 도달점과 과제를 공유하는 2자 인증 방
법이다. 2010년 말까지 공개확인회가 개최된 산지는 97곳이며 3,692명이 참가
했다. 공개확인회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팔시스템생협의 산직 정책과 농축산물
인증 체계 등에 대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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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확인회를 비롯하여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는 점, 적정 가격으로 안정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와 유대관계를
지니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산직사업의 약점으로는 우선 다른 곳에서 좋은 물품이 있다고 하
더라도 금방 산지를 바꿀 수 없는 점, 가격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
로 결과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실현이 어렵다는 점, 수급조절과 결품 대응
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2. 팔시스템생협의 산지 정책

2.1. 팔시스템생협의 농축산물 취급기준
일본의 농산물은 재배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행재배, 특별재배, 유기
재배로 구분된다. 재배방법에 따른 표시 제도는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
에 따른 특별재배표시, JAS법에 따른 유기농산물 표시가 있다. 특별재배농
산물은 ‘그 지역의 관행수준(각 지역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삭감
대상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상황)에 비해서 삭감대상 농약의 사용횟수가
50% 이하, 화학비료의 질소 성분량이 50% 이하로 재배된 농산물54'이다.
유기농산물은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화학적
으로 합성된 비료 및 농약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토양의 성질에
유래하는 농지의 생산력(버섯류의 생산에 있어서는 농림산물에서 유래하
는 생산력을 포함)을 발휘시킴과 함께, 농업생산에 따르는 환경 부하를 가
능한 한 삭감한 재배관리방법을 채용한 포장에서 생산한 것'이거나 '채취

54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tokusai_03.pdf(일본 농림수산성 <특별
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2007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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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생하는 농산물을 채취하는 장소)에서 채취장의 생태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한 농산물55'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표 8. 팔시스템생협 독자 산직 기준
단계별 명칭

용어의 정의

취급 비율
(2009년도)

산직 농산물

○ 팔시스템생협의 산직 산지에서 재배
- 생산자가 명확, 농약사용 상황 및 흙살림 자
재가 확인된 농산물.
- 또는 환경보전형 농업·자원순환형 농업을 추
진하며 농약삭감 프로그램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산지의 농산물

청과 61.7%
쌀 41.4%

Eco
Challenge

○ 출하예정산지·생산자가 모두 팔시스템생협
이 정한 우선배제·문제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나 토양훈증제를 배제한 농산물(토마
토, 우엉, 파는 토양훈증제 사용 가능), 또는
천적 및 생물자재를 도입하여 살충제·살균제
의 사용량을 삭감한 농산물. 품목에 따라 시
기나 산지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
산물도 포함
- 쌀은 위 기준에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관행재배의 1/2 이하로 줄여 재배

청과 34.4%
쌀 53.6%
저농약 쌀
2.6%

Core Food

○ 팔시스템생협의 최고 브랜드
- JAS법으로 정한, 유기농산물의 생산 기준에
따라서 재배된 농산물, 또는 그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농산물.

청과 3.9%
쌀 2.3%

자료: (주)GPS의 <회사 안내 2011>에서 필자 작성

그런데 팔시스템생협은 이러한 국가 기준을 산직 취급기준에 그대로 도
입하지 않고 재배방법의 수준별 3단계를 <부표 8>과 같이 독자적으로 정

55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kikaku_a091027.pdf 일본 농림수
산성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9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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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산직 농산물 상품 카탈로그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취급되며 가
장 저변에 위치한 산직 농산물이다. 에코 챌린지(Eco Challenge)는 중간 단
계에 위치한다. 코어 푸드(Core Food)는 팔시스템생협 산직의 최고 단계로
질, 양 모든 면에서 상품 피라미드의 정점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치
바현에서 재배되는 당근인 경우 치바현의 관행재배 기준으로는 농약 살포
횟수는 14～18회인 데 비해서 팔시스템생협의 산직 당근은 원칙상 농약
살포는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에코 챌린지 사양의 당근은 농약 살포
는 0회이거나 많아도 2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직 농산물은 인증 표시는
없으나 팔시스템생협의 독자적인 관리와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 면에서
는 관행재배 농산물보다는 환경부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기본으로 구체적으로는 청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우유, 달걀별로 취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단, 이 기준은 고정불변한
내용이 아니라 기본 사항은 유지하면서도 농축산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산직 운동의 과제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2.2 팔시스템생협의 생산자(지) 거래 기준
팔시스템생협의 산직 생산자 거래 기준은 앞서의 산직방침에서 언급했
듯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공헌', ‘식량의 자급, 안정, 안전을 실현' ‘상
호 파트너로서 대등한 관계를 맺음(교류·정보공개·동료 확보)' '산지와 생
산자, 재배방법, 출하 기준이 명확할 것'에 합의하면 양자가 산직거래 계약
서를 체결함으로써 시작한다. 계약서에는 계약내용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하고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비율을 설정하여 상호 리스크를 경감하고
자 하며 생산자의 평가와 상품력 평가는 분리해서 다룬다.
거래를 시작할 때는 상호 연간 거래량을 가늠하여 팔시스템생협에서 연
간 구매금액의 대중을 약속해 시장가격의 변동에 크게 좌우됨 없이 안정적
인 가격을 유지하자는 원칙을 공유한다. 실제 이런 거래를 담당하는 것은
팔시스템생협 쌀·청과 부문의 자회사인 (주)GPS이다. (주)GPS는 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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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구매하여 팔시스템생협에 납입하는 위탁사업을 맡고 있다.
거래 산지에는 생산자·소비자협의회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산직 활동을 추진하는 자주적인 단체 활동을 통
해서 상호 신뢰를 함양하고 새로운 농법 개발 등 산지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2.3 산직 산지와의 거래 시스템(쌀·청과를 중심으로)56
팔시스템생협의 쌀·청과의 구매를 전담하는 (주)GPS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주)GPS(Green Plaza System)는 팔시스템생협의 100% 자회사
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회사 이념은 '환경보전형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본 농업의 재생을 꾀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에 공헌'하는
것이며 사명은 ‘소비자의 구매대리인, 생산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산직을
추진하는' 것이다. 업무 내용은 ① 팔시스템생협의 산직청과 ·쌀의 취급기
획, 납입, 판매 및 물류 ② 농산가공품의 판매 대리(帳合)57 ③기타 농업 관
련자재 개발 및 보급, 판매 등이다. 따라서 팔시스템생협의 산지와의 거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주)GPS와 산지, 또는 판매 대리 역할을 하는 산
지와의 상류, 물류를 살펴본다.

56 이 절은 (주)GPS의 상무이사 노무라 가즈오씨와의 인터뷰와 제공 자료에 의거
한다.
57 帳合의 사전적인 의미는 장부를 맞춘다는 의미와 함께 집산지 수매상이나 판
매 대리인처럼 복수의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서 매상이 오가는 관계를 칭하므
로 여기서는 판매 대리로 옮겨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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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산지와 생협의 상류와 물류
팔시스템생협의 쌀·청과 거래산지는 290곳이나 실제로 (주)GPS가 거래
하는 산지는 146곳이다. 즉 모든 산지가 (주)GPS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
라 판매 대리산지를 통하는 곳이 상당수 있다. 실제로 (주)GPS의 거래 상
위 12산지는 (주)GPS의 매취금액의 50.4%를 차지하며 이 중에는 JA전농
청과센터58(출하금액별 3위), JA후쿠오카 야메59(6위), 호쿠렌60(7위) 등 현
지 생산자의 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농협 및 자회사가 있다. 팔시스템생
협의 거래 산지는 농장은 각각 달라도 팔시스템생협 출하단체를 조직하여
(주)GPS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바라키산직센터(출하금액
별 2위), 다이키코프팜(8위) 등이 그런 사례이다. 거래 흐름은 <부표 9>와
같다.
부표 9. (주)GPS와 산직 산지의 거래 흐름
상류

생산자 → 산지출하단체 → (판매대리처) → (주)GPS → 팔시스템
생협 → 회원생협 → 조합원

물류

생산자 → 산지출하단체 집하장 → 팔시스템생협 물류센터 → 회원
생협 배송센터(62곳) → 조합원

주: 대부분 생산자나 산지출하단체에서 소분, 완전 포장해서 물류센터로 도착하지만 양파,
감자, 바나나의 소분과 배추, 무, 호박 커팅은 (주)GPS가 물류센터에서 담당한다.

58 JA全農青果センター株式会社는 JA전농(일본전국농협연합회)이 100% 출자한
청과 부문 자회사로 2007년에 자본금 29억엔으로 설립되었다. 사업금액은 2010
년도 실적으로 1,524억엔이다. 주요 거래처는 대형 유통체인, 일본 전국의 각
생협 및 백화점 등이다.
59 JAふくおかやめ는 후쿠오카현를 관내로 조합원 25,071명(이 중 정조합원 1만
1,458명), 직원 1,126명(이 중 비정규직 438명), 농축산물 판매금액 94억9,000여만
엔의 지역농협이다. 특산물은 딸기, 두류, 차 등이다.
60 ほくれん은 북해도지역농협연합회로 1919년 설립되었다. 회원 130조직, 직원은
1,938명,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9,820억엔(2010년도)이며 유제품 판매금액이 가
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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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산지에서 팔시스템생협 물류센터까지의 물류는 기본적으로 산
지 출하단체의 몫이다. 그러므로 물류비용은 산지납입가격에 포함되어 있
다. 산지물류비용은 저마다 다른데 (주)GPS가 파악하기로는 납입가격의
10%를 넘는 곳은 없다. 오히려 근교산지인 경우에는 4～5% 이내인 곳도
적지 않다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출하물량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점, 둘째로는 산지 간 물류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치바 현의 팔시스템생협 출하단체로는 여러 곳이 있는데 이들이 지역 운송
회사와 공동교섭을 하여 물류비 절감을 달성했다.

2.3.2 가격과 수급 결정 및 조정 시스템
(주)GPS가 가격과 수급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통로는 '근교산지회의'와 '
출하조정회의'라는 두 가지 협의구조이다. 근교산지회의의 구성원은 생산
지 출하금액의 50% 이상을 (주)GPS와 거래하며 생산자·소비자협의회의
회원인 산지이다. 반면 출하조정회의는 더 넓은 범위의 거래산지가 참가한
다. 근교산지회의와 출하조정회의는 매달 개최되며 여기서 단기적인 수급
상황의 점검과 시장동향 검토, 미묘한 가격 조정의 내부합의가 이루어진다.
수급조정을 위해서는 (주)GPS와 산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중층적인 조
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① 연간 2회 반년 기준 재배계획 수립: 춘하기(4-9월)와 추동기(10-3월)
(과일주스용 가공원료는 계절별로 재배계획 수립)
② 출하예정표(월, 주 단위)는 약 4개월 전에 산지가 제출함. 팔시스템생
협의 상품 카탈로그 기획 일정에 맞추어서.
③ 공급태세 보고 : 매주, 다음주간 출하가능수량을 점검
④ 계획 물량의 부족 시에는 대체 집하(주로 JA전농청과센터를 통해서)
더불어 사과산지회의, 감귤산지 회의가 각각 년 2회 개최되는데 이는 팔
시스템생협의 과실 중 취급량이 가장 많은 감귤류(30.1%, 3,192t)와 사과
(23.0%, 2,442t)61의 가격 및 수급 조정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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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도 품목별 재배계획회의가 열려 쌀, 청과의 예상 조합원 공급량
을 가늠하여 재배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가격결정의 틀은 기본적으로 고정가격이 아닌 상대가격으로 산지와 사
전에 예상 가격을 결정한 후에 시장동향과 작황을 반영하여 시시때때로 조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근의 작황이 좋아서 시장 가격도 내리고 수확량
도 풍부하면 근교산지회의, 출하조정회의에서 예상 공급량보다 더 늘리고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서 목표 공급량을 달성하는 식이다. 산직 농산물의
가격 구성내용을 정리하면 <부표 10>과 같다.
부표 10. 산직 농산물의 가격 구성
산지 → (주)GPS

(주)GPS → 팔시스템생협연합회

산지가격 100엔

(주)GPS의 납입가격 114엔

(주)GPS의 매출 총이익률(gross profit ratio)은
11.8%. 이 중 4.2%는 환급금(rebate)으로 팔시스
템생협연합회에 불입

회원생협 → 조합원
조합원 공급가격 146엔
회원생협의 매출 총이
익률은 22.5%를 보장
하는 가격구조

주: 평균 추산임.

정리해 보면 (주)GPS와 산직 산지의 가격 및 수급 결정, 조정은 산지와
의 이중 협의구조(근교산지회의, 출하조정회의)와 교차 협의구조(사과산지
회의, 감귤산지회의, 품목별 재배계획회의)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협의를
반복하는 가운데 정해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GPS가 산지와의 이러
한 협의구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능력이 매우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주)GPS의 사업관리비는 인건비율 1.4%, 물건비율 3.5%, 일반관리비율
4.9%로 합계 9.8%이다(2010년도). 이 비율이 높은 실적인지를 비교할 만
한 타 사례를 찾지는 못했는데 (주)GPS은 경영 효율이 높은 실적으로 평

61 2009년도 실적. (주)GPS의 과실 취급량 3위는 바나나로 구성비 15.0%, 1676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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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한편 (주)GPS가 취급하는 산직 청과 중 코어 푸드에 해당되는 중량을
일본의 유기농산물 생산량과 비교해 보면 <부표 11>과 같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자 수는 5,523호인데 이 중 팔시스템생협에 출하
하고 있는 유기생산자 수는 560호로 약 10%를 차지한다.
부표 11. 일본 유기인증 농산물 중 코어 푸드 농산물의 구성비
구분

자급률
(칼로리 기준)

총생산량①
(천 t)

유기인증
수량②(t)

구성③
(②/①)

코어푸드
④

구성비
(④/②)

채소

81%

16,265

36,529

0.22%

1,246

3.41%

과일

41%

3,492

2,199

0.06%

182

8.28%

쌀

94%

8,998

10,828

0.12%

618

5.71%

보리

14%

1,104

721

0.07%

대두

5%

227

986

0.43%

녹차

-

94

1,702

1.81%

기타

-

141

4,231

3.00%

합계

40%

30,321

57,196

0.19%

자료: 일본 국내 수치는 2007년도, 팔시스템생협의 코어푸드 수치는 2008년도. 자료는
(주)GPS 노무라 상무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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