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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 사회의 변화, 농가구성의 변화, 조합원의 이질화 확  등 일선조합

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 의 역할에 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 

요구된 농 의 역할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일선조합체제의 개

편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농 법 개정으로 농 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

는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지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 하는 종합농

체제인 일선농 의 구조도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즉, 농 앙회 사

업구조개편에 따라 일선농 과의 역할분담 계가 변화하면서 일선농 체

제 개편 요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재의 일선조합체제가 여건변화와 조합원 

농가의 요구에 응하는 데 합한 구조인가를 평가하고 일선조합의 정

규모를 검토하 다. 한 농업·농 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선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 으며, 이를 가장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선농 체제를 재

구축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아무쪼록 농 이 우리 농업·농 의 발 을 극 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여건변화에 응하여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되

기를 바라며, 농 앙회의 체제개편에 뒤따를 일선조합의 체제개편 논의

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1.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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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 사회에서 비농업부문의 비 증가, 세소농이 증가하고 있는 농가

구성의 변화, 조합원의 이질화 확  등 여건변화에 따라 농 의 역할에 

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종합농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일선농 이 

다양한 사업을 유지하는 동일한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 인 사업

구조인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복과 문성이 부족한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농 법 개정에 따른 농 앙회 신

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일선조합의 여건변화와 더불어 일선조합의 

사업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농 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선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 이 역할을 가장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선농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단기 인 이 아니라 농 앙회 사업

구조개편이 완성되는 2017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장기  에서 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세부 인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  여건변화가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일선조합 사업구조의 문제 을 살펴

보았다. 둘째, 읍면별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농 의 정 합병규모 설정을 

하여 지역농 의 규모의 경제를 계측하고 조합유형별로 정 규모를 달

성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 셋째, 지역농  사업별 규모화를 한 조합공

동사업법인 발 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품목조합과의 계  품목조

합의 역할강화방향 등의 과제를 도출하 다. 넷째, 이러한 일선조합체제의 

개편방향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한 정책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

다.

  먼  일선조합의 사업구조와 조합원의 사업 이용실태에서 드러나는 문

제 을 악하기 해 조합경 계수요람 자료를 분석하고 조합원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지역농 의 경우 국 총액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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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은 크지만 조합당 평균규모가 세하여 조합 간 력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 지역농 이나 품목농  

모두 경제사업, 지도사업, 상호 융 등의 동일한 사업구조이므로 서로 경

쟁 구조를 형성한다는 , 조합사업에서 재 조합원이 많이 이용하는 사

업보다는 향후 을 두어야 할 사업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등이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일선조합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크게 농 지역 환경, 농가구조, 농산물 

시장환경, 농 앙회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농 지역

에서는 농가인구보다는 비농가인구의 비 이 커지면서 농 이 농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서비스, 사회  기업 등 지역사회와 련한 새

로운 역할을 확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농가구조 측면에

서는 소수의 업농과 다수의 세소농이 공존하는 농가 이질화가 더 확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선조합 역할에 한 조합원의 요구 차이는 조합

이 어느 사업에 을 두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 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농산물 시장환경  소비지시장은 형유통업체 성장이 두드러지며 

이들의 산지지배력 강화로 인해 소규모 지역농 은 직 교섭에 응능력

이 낮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인

구 환경 변화에 따라 소량·소포장, 신선식품, 외식 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

어 일선조합이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공 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

막으로 농 법 개정으로 농 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는 일선조합의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읍면별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농 의 정 합병규모의 설정을 하여 규

모의 경제를 계측하고 조합유형별로 정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신용사업의 정 규모는 농 형 조합이 1,800억원이고, 도

시형 조합이 5,000억원 수 으로 재 사업규모에 비해 각각 2.6배, 1.6배

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사업의 정 규모는 농 형 조합이 590

억원으로 재 사업규모에 비해 2.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사

업과 신용사업 모두 정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체 수 을 기 으로 정규모 수  수 을 유지할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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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수를 산출하여 보면, 지역조합은 지 의 반 수 인 약 510개 조합

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일선조합의 사업부문별 발 방향을 제시하 다. 지역개발  

복지사업과 련하여 농 지역 과소화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조합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 은 지역종합센터를 심으로 지

역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사업은 시장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규모화· 문화하여 시군단  이상 역단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에 한 규모화 방안으로는 역합병에 의한 규모화, 품

목조합 심의 규모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의한 연합방안 등으로 지역여

건에 합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 융은 단기 으로 지역농

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장기 으로는 한 지역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지역농 , 지역축 , 품목농 의 상호 융을 하나로 통합하

여 지역 동조합 융으로 발 하여야 한다.

  일선조합의 체제개편 방향은 단기, 기, 장기로 나 어 제시하 다. 농

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5년 이내의 단기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지역농 을 시군단 에 2~3개 정도로 합병하는 수 으로 규모화하

고, 업농가의 마  기능을 담당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육성하

는 것이다. 기 과제는 지역농  역합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이다. 

지역농 을 시군단 로 역합병하고 기존 읍면단  지역농 은 지역종합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하농가 심의 운

체제로 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 으로 지역농 은 상호 융을 기

반으로 하면서 지역 동조합화하고, 시군단 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마 을 담당하고 도단  이상에서는 품목별 문농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사업 문농 조직을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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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 and Role Changes in Primary 
Cooperatives and Reform Direction of Primary 
Cooperatives' System in Korea

Recently it has been required that primary cooperatives should be reform 
the business organization by changes in the rural society, heterogeneity of 
cooperative members, especially reforming the business organization of 
NAC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ssign roles of primary coopera-
tives by change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 and establish strategies for 
reforming business organization of primary cooperativ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we do the 
followings. First, review the circumstantial changes around the cooperative 
business and point out problems on business structure of primary 
cooperatives. Second, analyze economies of scale in order to set optimal 
scale of consolidation using cooperative data and then check whether cur-
rent business scale is optimal or not. Third, establish developing strategies 
of the marketing firms in common of the primary cooperatives for expand-
ing business scale, and then design relationship between primary coopera-
tives and other cooperatives like marketing firms in common. Finally, sug-
gest system and policy issues for promoting reforming business 
organization.

Researchers: Eui-Sik Hwang, Kwangsu Kim
E-mail address: es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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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배경

  농 의 역할 강화에서 일선조합의 역할강화가 요한 과제이다. 일선조

합의 사업이 조합원인 농가와 직 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

앙회의 사업은 일선조합을 경유하여 조합원 농가에게 사업이익을 제공하

고 있으므로 직 으로 조합원 농가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

선조합이 조합원 농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해서는 일선조합의 

사업체제가 보다 효율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의 농 도 농업 개방화

시  이후에 많은 조직 신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 일선조합체제는 크게 지역을 기 으로 하는 지역농 과 지역

축 이 있고, 품목을 기 으로 하는 품목농   업종축 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농 은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품목을 모두 취 하

는 조합이고, 품목농 은 특정품목을 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농 과 품목농 으로 구분되는 체제는 지역농 의 신인 이동조합이 단

조합으로 합병하여 출범하던 1960년  후반부터 구축된 것이다.

  먼  일선조합의 체제를 보면(2010년), 체 으로 245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총 1,181개 일선조합을 형성하고, 이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나뉜다. 지역조합은 1,099개 조합으로 지역농 이 981개, 지역축 이 118

개로 구성되며, 품목조합은 82개 조합으로 원 농 이 46개, 업종축 이 

24개, 인삼조합이 12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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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조합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농 은 할구역이 읍면

단 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 지역

농 에는 세한 농가 혹은 농업에서 사실상 은퇴한 지역주민도 조합원으

로 참여하고 있어 조합의 세성을 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성으로 지역농 은 업농의 조합원 농가가 요구하는 역할이나 농산

물 유통 매사업에서 소비자의 구매자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필요한 기

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일선조합들은 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모두 함께 수

행하는 종합농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업구조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즉, 품목별 차이 은 있지만 사업의 유형이 유사한 구조이다. 일선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농산물 매사업, 농자재 구매사업, 생활물자 매

사업, 상호 융 신용사업, 그리고 지도사업, 환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모든 일선조합이 이러한 사업을 모두 함께 수행하고 있다. 1989년 이  품

목농 은 상호 융인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농산물 매사업과 농

자재구매사업  지도사업 심이어서 차별성이 있었다. 그런데 경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989년에 상호 융

을 허용하 고, 그 이후 모든 일선조합이 모든 사업을 다 함께 수행하는 

종합농 체제의 사업구조가 되었다.

  일선조합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구조를 형성하여야 사업의 경합이 발

생하지 않고 력할 수 있을 것이나,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같은 

지역에서 여러 일선조합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농업이 문화되어 갈수록 

농 도 문화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일선농 은 

그 지 못하여 농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 이 많다. 종합농 체제의 한계

를 극복하는 체제로의 환이 요구되고 있다.

  조합원 농가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잘 수행하는 일선조합

체제로 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구성이 요하다. 

농 사회가 변화하고, 농가구성이 업농과 세소농으로 이질화되면서 일

선조합에 한 요구조건도 조합원 농가유형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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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든 농가가 복합 농을 하고, 농가 경 규모도 큰 차이가 없어서 조

합원의 요구조건도 유사하 다. 그런데 차 농업이 발 할수록 농가 경

규모에서 격차가 생기고, 특정 품목에 문화된 농가들이 많아지면서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 사회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의 이질화 확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 의 역할에 한 요구가 조합원별로 상이해지

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 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

기 해서는 일선조합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를 들어 업농가들은 농

업 의존도가 높아 농업소득 증 가 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산지유통 강화 

등 농 의 경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농 개 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지속 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에 세소농은 농업소득이 

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사업도 요하지만 지역복지사업 등의 다른 사업을 

더 강화하여 주기를 바란다.  고령농가 비 이 높아지면서 고령농가는 

그에 합한 사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는 조합장 직선제를 통해 일선조합의 의

사결정구조에 큰 향을 미치게 되는데, 1인 1표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조

합의 의사결정은 다수인 세소농과 고령농가 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선조합이 업농가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한 사업을 강화하지 못

하게 되고, 농 역할 부족으로 업농가가 농 의 조합사업으로부터 이탈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선진국 농 의 체제개편에서도 농가의 이질화 

확 에 따라 규모화된 업농가가 농 사업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을 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 종합농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농 이 동일하게 다양

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 인 사업구조인가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분야별로 정사업규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경우 종합

농 체제가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농산물시

장구조의 변화, 융시장의 개편 등으로 이 두 부문에서는 효율 으로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모가 과거보다 더 확 되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규모화  문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농지도사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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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등 농 지역개발사업들은 지역  특성을 잘 반 하여야 하고, 농

가와 보다 착될수록 효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규모가 상 으로 

다. 소  지역 착형 사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응능

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와 지역 착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에 따라 

정사업규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업분야별로 효율 인 사

업추진을 해서는 사업별로 문화된 체제로의 환이 필요하게 되고, 이

는 종합농 체제의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농 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농 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역시 일선조합의 사업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앙회 사업구조개

편이 이루어지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 하는 종합농 체제인 일선농

의 구조도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농 앙회 사업조직과 일선농

과의 역할분담 계가 변화하면서 일선농 체제의 개편에 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일선농 의 여건변화와 조합원 농가의 요구에 응하는 데 

재의 일선조합체제가 합한 구조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일

선조합의 정규모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농 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선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가장 효과 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일선농 체제를 재구축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

  이 연구의 목 은 향후 여건변화에 응하여 효율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선조합의 체제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기 인 에

서 체제개편방향을 마련하기보다는 장기  에서 농 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완성되는 2017년 이후에 합한 일선조합체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 다. 일선조합 유형별 사업구조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

는 사업구조조정의 추진방안과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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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  여건변화가 어

떤 것인가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요구사항의 다양성에 한 일

선조합의 체제개편방향을 마련하여 본다. 둘째, 읍면별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농 의 정 합병규모의 설정을 한 규모의 경제를 계측하고, 입지유

형별로 정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추정하여 본다. 셋째, 지

역농  사업별 규모화를 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발 략을 제시하고, 그

에 따른 품목조합과의 계  품목조합의 역할강화방향 등의 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일선조합체제의 개편방향을 효과 으로 추진하

기 한 정책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일선조합 체제개편과 련한 연구로는 가장 먼  지역농 의 규모화를 

한 합병방안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지역농 의 개편에서 규모화를 

한 합병이 가장 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시군단 로 역합병을 하여

야 한다는 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제기되었는데, 그 표 인 연구는 

합병의 필요성과 합병 후 경 방안을 제시한 장종익 등의 발표가 실린 농

학 주최 동조합 합병에 한 세미나(1998)이다. 여기에서는 역합

병을 둘러싼 제문제를 검토하고 역합병 후의 지역농 의 조직정비와 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 다. 사업 리 측면에서는 합병의 목 과 합병농

의 조직  사업운 상의 문제 을 검토하고 합병농 의 신방안을 제시

하 다. 한 경 리 측면에서는 합병에 따른 경 효율성과 농 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 역 합병농 의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 으며, 조직

리 측면에서는 농림업 련 동조합 앙회 조직 개편방안과 지역조합의 

개편  합병 방안을 제시하 다.

  다른 한편으로 고 석 외(1998)는 역합병농  조직과 사업운용의 실

태와 문제 을 분석하고 합병농 의 미래상과 발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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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 추진 이후 합병농 의 조직, 사업, 경 상의 실태를 분석하 으며, 

합병농 의 직원과 조합원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합병농 을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 다. 합병에 한 범 한 합의를 도출하기 하여 국내외 

합병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합병조합의 미래상을 제시하 으며, 합병의 효

과를 발휘하기 한 조직, 사업, 경 상의 신방안과 련 주체의 지도·지

원방안을 모색하 다.

  박성재 외(2000)는 지역농  합병의 논리  근거에 한 구체 인 분석

을 기 로 삼아 효과 인 합병 략과 합병조합의 운 원칙을 제시하 다. 

합병이 필요하고 요한 략인가를 단하기 하여 동조합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어야 하는

지를 이론 으로 제시하고 합병조합을 심으로 합병 효과를 계측하 다. 

 지역조합의 합병 진을 한 추진 략을 살펴보고 합병 효과를 제고하

기 한 역합병조합의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임 선 외(2009)는 지역농 을 심으로 합병조합의 합병 성과와 문제

을 진단하여 향후 합병의 추진 방향과 장기 인 지역농 의 발 방안을 

모색하 다. 조합 경 자료를 이용하여 합병조합의 성장성과 경 효율성을 

분석하고 합병 성과와 문제 을 진단하 다. 시군단  역합병 사례에 

한 설문조사  경 분석을 통해 역합병의 성과와 한계를 악하 다. 

이론과 합병조합의 실태 분석을 종합하여 합병의 정규모를 단기·장기 

에서 도출하 으며, 합병 추진상의 문제 을 도출하여 효율 인 합병 추

진 방안과 장기 인 발 방향을 제시하 다.

  박성재 외(2007)는 농업·농   융시장의 여건변화와 미래 망을 토

로 회원농 의 유형별로 상호 융의 발 방향을 모색하 다. 농업·농

의 여건변화  제도  요소가 상호 융에 미칠 향을 분석하고, 조

합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당면 과제와 상호 융의 성과  경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유형별 발  략을 도출하고, 조합 유형별 차

이를 고려한 앙회의 지도·지원방안  상호 융 시스템 반의 발 방향

과 추진과제를 제시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상호 융의 정규모를 추

정하여 농 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수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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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최소화의 규모가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합병에 해 반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김기태(2010)

는 조합원 이질화가 진행된 가운데 종합농 체제인 지역농 이 합병만으

로는 업농가가 요구하는 매사업 활성화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어렵

다고 지 하 다. 합병은 지역사회발 을 한 지역농 의 사업을 더 축

시킨다는 것이다. 즉, 합병은 지역의 조합원과 착도를 더 약화시키기 때

문에 합병의 안으로 사업분야별 연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사업의 발 모델로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을 추진해

야 한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황의식 외(2006)는 농 의 산지유통사업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지향형 산지유통사업으로 환하는 수단으로서의 

조합공동사업법인 발 방향을 검토하 다. 조합원 이질화에 응하여 산지

유통사업을 강화하기 한 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지유통 여건변화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 설립 황 등을 검토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둘러싼 쟁 사항과 발  제약요인을 분석하 다. 발

제약 요인 분석을 토 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원활한 도입과 지속  발

을 한 제도 ·법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정호근 외(2007)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제도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 다. 조합공

동사업법인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법인으로 환을 계획

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에 한 사례조사를 통해 장애요인을 악하 다. 

행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제도를 검토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발 을 

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 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

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하 다.

  황의식 외(2009)는 농 앙회가 외부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장기 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체제 개편  발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과제의 선택방향을 설정하 다. 농 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체별 분리방안과 역할정립 방

안, 조직체별 자본  배분  부족자본  조달 방안을 모색하 다.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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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사업 부문별로 발 방안을 제시하 으며, 농 앙

회 신경분리 추진을 한 법 ·제도  기반 구축 방안과 분리된 사업체제

와 일선조합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설정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일선조합 체제개편의 각 부분에 한 연구에 집

되어 있고 종합 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결과들을 재검토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합한 일선조합의 체제개편방향

을 체계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역농 , 품목농 , 조합공동

사업법인 간의 역할분담 계와 상호연계방안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일선

조합의 체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이

가 있다. 한 사업부문별 국단  연합조직사업과의 계설정방향을 제

시한다는 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4. 연구범

  일선조합 체제개편에 한 연구는 범 한 연구범 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제약으로 일정부분만 선택하여 논의하고 있다. 먼  연구 상이 

되는 일선조합으로는 지역농 과 품목농 을 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축

  업종축 도 일선조합의 한 유형이지만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뚜렷이 

구분되어 경제사업에서 서로 연 성이 낮기 때문에 일선축 을 명시 으

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 지만 지역농 과 품목농 의 계가 지역축

과 업종축 의 계를 설정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조합 체제개편의 시기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재 농

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일선조합체제개편이 빠르게 이

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지만 농 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완

히 분리되는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조직체제가 정착된 이후를 고

려하여야 한다. 장기 으로 일선조합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의 방향이 재

의 계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  목표를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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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인 2025년 정도를 고려하여 선택한 모습이다.

  일선조합의 체제개편에서는 농 의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만 연구의 제한으로 일선조합의 구체

인 발 방향 제시를 연구범 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추

가 인 연구를 통해 일선조합 유형별로 발 방안을 마련하는 세부 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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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선조합 사업구조

1.1. 일선조합 체제와 사업

  일선조합체제는 크게 지역을 기 으로 하는 지역농 과 지역축 이 있

고, 품목을 기 으로 하는 품목농 , 업종축 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농

은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품목을 상으로 하는 조합이고, 

품목농 은 특정품목을 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농 과 품목농

으로 구분되는 체제는 일선조합이 단 농 으로 출범하던 1960년  후

반부터 구축된 것이다.

  먼  일선조합의 체제를 보면, 체 으로 245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하

여 총 1,181개 일선조합이 있고, 이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나뉜다. 지

역조합은 1,099개 조합으로 지역농 이 981개, 지역축 이 118개로 구성되

며, 품목조합은 82개 조합으로 원 농 이 46개, 품목축 이 24개, 인삼조

합이 12개로 구성된다.

  일선조합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농 은 할구역이 읍면

단 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한 농

가 혹은 농업에서 사실상 은퇴한 지역주민도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품목농 은 품목별 업농가의 여러 읍면 는 여러 시군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농 에 비해 할구역이 넓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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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선조합 구조

  일선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경제사업, 신용사업, 지도사업, 환원사

업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사업은 농산물을 매하는 매사업, 농산물을 

가공하여 매하는 가공사업, 생활물자 매 등 하나로마트의 소매 매사

업, 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매하는 농자재 구매사업 등으로 나뉜다. 상호

융은 신용사업으로   출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이고, 지도사업은 

농지도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는 사업이며, 환원사업은 조합원에게 무

상으로 비료·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외에도 지역과 련한 사

업으로는 장례식장,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을 운 하는 지역복지사업, 

도농교류, 마을개발,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녀를 한 장학  조성, 주거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학사업도 일선조합이 운 하는 사업이다.

  일선조합들은 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농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업구조면에서 유사하다. 즉 

품목별 차이 은 있지만 사업의 유형이 유사한 구조라는 것이다. 1989년 

이  품목농 은 상호 융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농산물 매사업과 

농자재구매사업  지도사업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제사업 추진

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989년에 상호 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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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 이후 일선조합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농 체제의 사업구조

를 가지게 되었다.

1.2. 업종 구분에 의한 일선조합 사업구조 비교

  일선조합 체 1,187개의 사업별 주요 지표를 조합유형별로 보면(2008

년 기 )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지역농 은 경제사업보다 상호

융의 비 이 높고, 품목과 련이 높은 품목농 일수록 상호 융보다는 경

제사업의 비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품목조합의 경제사업 

규모가 더 큰 것은 지역농 은 읍면단 로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만, 품목조합은 할구역이 시군단  이상으로 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업의 체 규모를 보면, 지역농 이 23.6조원으로 경제사업 규모

가 가장 크고, 지역축  7.3조원, 품목축  4.2조원, 품목농  2.6조원 순이

다. 체 으로는 조합수가 압도 으로 많은 지역농 이 가장 큰 비 을 

표 2-1.  일선조합 주요 지표(조합평균)

단 : 개소, 명, 억원, (%)

　구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평균

조합수 987 46 118 24 12 1,1871) 

조합원수 2,088 1,696 2,094 576 1,785 2,040 

경제사업 매출액 221 536 525 1,559 168 290 

상호

융

수 1,248 880 1,521 1,873 202 1,263 

출 950 724 1,252 1,497 107 974 

비율 (76.1) (82.2) (82.3) (79.9) (52.6) (77.1)

교육지원사업비 5.9 4.8 5.8 22.2 1.6 6.2 

당기순이익 8.9 8.0 10.5 5.1 5.7 8.9 

  주: 이 항목은 평균이 아니라 체 조합수임.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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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품목축 의 경제사업 규모가 품목농 에 비해 더 

큰 것은 서울우유 단일조합의 경제사업 규모가 1.2조원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교육지원사업비 지원실 과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보면, 교육지원사업비

는 조합당 평균 6.2억원이고, 품목축 을 제외하고는 평균과 비슷한 수

이다. 그러나 품목축   서울우유조합을 제외할 경우 품목축 의 교육지

원사업비는 5.8억원으로 평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업종유형에 

계없이 일정한 수 의 교육지원사업비가 일선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직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조합당 평균 8.9억원이고, 마찬가지로 품목축 을 제외하

고 다른 조합유형의 당기순이익 평균은 체 평균과 비슷한 수 이다. 그

러나 품목축   당기순이익의 자 폭이 큰 서울우유조합을 제외할 경우 

품목축 의 당기순이익은 9억원으로 평균에 가깝다. 당기순이익 역시 업종

유형에 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조합이 상 으로 경

성과는 조  낮다.

  매출총이익에서 사업별 의존도가 차지하는 비 으로 보면, 지역농 은 

신용사업 비 이 69.4%로 이고, 지역축 은 신용사업이 55.7%를 차

지하고 있다. 매출총이익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 은 인삼 이 

71.3%로 가장 높고, 품목축  70.6%1, 품목농  51.4% 순으로 품목조합이 

경제사업에 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매출총이익 구성

비로 볼 때, 지역농 은 상호 융 심으로 발 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고, 품목농 은 경제사업 심으로 발 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1 품목축   서울우유조합은 매출총이익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 이 96%

로 압도 으로 높고 경제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 규모가 커서 품목축  

평균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품목축 에서 서울우유조합을 제외할 경우 

매출총이익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 이 49.9%로 낮아지고 신용사업이 차

지하는 비 은 46.2%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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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이익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세한 조합은 체 1,187개  372

개로 31.3%를 차지하고 있고, 50억원 미만인 조합은 705개로 59.4%를 차

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선조합은 세한 규모이다. 매출총이익은 매

리비를 지불하기 의 수입이기 때문에 매출총이익 규모가 작다는 것은 인

건비 조달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을 극 으로 확 하지 못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매출총이익의 규모가 조합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한 요

소이다.

  매출총이익 규모별 경제사업 실 을 보면, 매출총이익이 30억원 미만인 

조합은 평균 으로 144억원을 취 하고 있고, 반면 100∼300억원 사이의 

조합은 519억원의 실 을 보이고 있다. 경제사업 실 이 낮은 지역농 의 

경우에도 매출총이익이 큰 조합일수록 경제사업 실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규모화를 통하여 매출총이익의 규모를 높여야만 보다 

극 으로 경제사업이 확 될 수 있으며, 매출총이익이 높아야만 매

리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경제사업의 자를 부담할 수 있다. 때문에 

매출총이익의 규모를 확 할 수 있도록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2.  사업부문별 매출총이익 비

단 : 억원, (%)

구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평균

신용
42.5 30.2 46.0 47.6 9.5 42.2 

(69.4) (44.7) (55.7) (27.1) (27.2) (64.2)

경제
15.2 34.7 32.8 123.9 24.8 20.0 

(24.9) (51.4) (39.6) (70.6) (71.3) (30.5)

공제
3.5 2.3 3.9 3.9 0.5 3.4 

(5.6) (3.4) (4.7) (2.2) (1.5) (5.2)

기타 경제
0.04 0.32 0.00 0.00 0.00 0.05 

(0.1) (0.5) (0.0) (0.0) (0.0) (0.1)

합계
61.3 67.6 82.7 175.3 34.8 6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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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은 지난 10년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구매

사업과 마트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가공사업의 경우 실 은 증가하

지만 기 비슷한 규모 던 구매사업에 비해 증가세가 더뎌 가공사업을 

확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업 구성을 보면, 체 으로는 매사업이 

가장 큰 비 인 45.9%이고, 다음으로 농자재 등 구매사업이 22.1%를 차지

하고 있으며, 가공사업은 14.5%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경

제사업의 확 가 요구되고 있다.

  조합 유형별로 보면, 지역농 은 매사업이 46.0%를 차지하고 있고, 구

매사업은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트사업이 상 으로 높은 19.7%를 

유하고 있다. 품목농 은 원 공 장을 운 하고 있어 매사업이 

76.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 반면 구매사업은 업농가를 상으로 하

고 있으면서도 지역범 가 넓어 10.6%로 낮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축 은 사료사업으로 인하여 구매사업이 26.3%, 가공사업이 20.4%로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축 은 상 으로 가공사업이 

39.4%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사업을 극 으로 추진

하고 있다.

표 2-3.  매출총이익 규모별 경제사업실 (조합평균)

단 : 억원

구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평균

30억 미만 131 152 243 441 93 144 

30-50억원 207 305 331 842 163 231 

50-100억원 291 516 446 1,090 347 334 

100-300억원 333 1,312 998 1,631 - 519 

300억원 이상 - - 2,840 12,489 - 6,056 

체 221 536 525 1,559 168 290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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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선조합 경제사업 성장 추이

표 2-4.  경제사업 부문별 실

단 : 억원, (%)

구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합계

구매
50,037 2,605 16,266 6,716 364 75,987
(22.9) (10.6) (26.3) (18.0) (18.0) (22.1)

평균 51 57 138 280 30 64 

매
100,528 18,786 23,377 14,636 774 158,100
(46.0) (76.1) (37.8) (39.1) (38.3) (45.9)

평균 102 408 198 610 64 133 

마트
43,131 1,402 7,522 777 201 53,034
(19.7) (5.7) (12.1) (2.1) (10.0) (15.4)

평균 44 30 64 32 17 45 

가공
20,863 962 12,604 14,752 627 49,809
(9.6) (3.9) (20.4) (39.4) (31.0) (14.5)

평균 21 21 107 615 52 42 

기타
3,845 923 2,154 524 55 7,501
(1.8) (3.7) (3.5) (1.4) (2.7) (2.2)

평균 4 20 18 22 5 6 

계
218,404 24,679 61,924 37,405 2,020 344,4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1 536 525 1,559 168 290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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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지 구분에 의한 일선조합 사업구조 비교

  조합을 업종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시화에 따라 지역별로 조

합의 역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합을 구분하는 것도 유용하

다. 이 에서는 입지 구분을 통하여 일선조합 간 차이를 분석하 다.

  일선조합의 입지유형은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 형, 농 형, 

소도시형, 소도시Ⅱ형, 도시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원 농

과 품목축 은 역단 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입지유형에서 분리하여 

비교하 다.

  입지 구분에 따른 조합 수를 보면, 농 형 조합이 702개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고, 농 형 196개를 포함할 경우 농 형 조합은 체 조

합의 75.7%를 차지하게 된다.

  농 형 조합은 경제사업 규모가 206억원이고, 상호 융 수  규모가 

633억원으로 조합원 수에 비해 규모가 세하다. 농 형 조합 역시 경제

사업 규모가 296억원, 상호 융 수 이 1,035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일선조합 주요 지표(조합평균)

단 : 개소, 명, 억원, (%)

　구분 농 형
농
형

소
도시형

소도
시Ⅱ형

도
시형

원
농

품목
축

평균

조합수 702 196 99 41 67 46 36 1,1871) 

조합원수 1,929 2,426 2,763 2,740 1,388 1,696 979 2,040 

경제사업 매출액 206 296 428 251 369 536 1,095 290 

상호

융

수 633 1,035 2,356 4,563 5,129 880 1,316 1,263 

출 462 765 1,804 3,668 4,207 724 1,033 974 

비율 (73.0) (74.0) (76.6) (80.4) (82.0) (82.2) (78.5) (77.1)

교육지원사업비 4.3 5.5 9.9 18.1 11.6 4.8 15.3 6.2 

당기순이익 5.2 8.1 14.9 32.0 30.7 8.0 5.3 8.9 

  주: 이 항목은 평균이 아니라 체 조합수임.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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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조합은 경제사업 규모가 369억원으로 조합 평균인 290억원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상호 융 수  규모는 5,129억원으로 조합 평균

인 1,263억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형 조합이 

도시화에 따라 상호 융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련하여 상호 융의 경우 농 지역일수록 비율이 낮고, 도시

지역일수록 상호 융 비율이 높아 도시지역이 유리한 환경조건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 규모와 당기순이익 규모를 합한 

실질  경상사업 이익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도시지역일수록 더 많다. 

농 지역 조합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 으로 조합 내 사업기반

이 취약하여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다.

  사업별 의존도를 매출총이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으로 보면, 농 형 

조합도 신용사업 의존도가 60.2%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형 

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사업 비 이 79.6%, 소도시Ⅱ형 조합은 84.8%로 

신용사업이 인 치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총이익에서 경제사업 비

이 가장 높은 조합유형은 원 농 과 품목축 이다.

표 2-6.  사업부문별 매출총이익 비 (조합평균)

단 : 억원, (%)

농 형
농
형

소
도시형

소도
시Ⅱ형

도
시형

원
농

품목
축

평균

신용
24.4 35.6 73.9 153.7 144.9 30.2 34.9 42.2 

(60.2) (62.2) (66.8) (84.8) (79.6) (44.7) (27.1) (64.2)

경제
13.4 18.5 30.8 20.5 29.4 34.7 90.9 20.0 

(33.1) (32.2) (27.8) (11.3) (16.2) (51.4) (70.7) (30.5)

공제
2.6 3.2 5.9 6.9 7.7 2.3 2.8 3.4 

(6.5) (5.6) (5.3) (3.8) (4.2) (3.4) (2.2) (5.2)

기타경제
0.04 0.04 0.03 0.02 0.00 0.32 0.00 0.05 

(0.1) (0.1) (0.0) (0.0) (0.0) (0.5) 0.0 (0.1)

합계
40.5 57.3 110.6 181.2 182.0 67.6 128.5 6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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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이익 규모별 경제사업의 규모를 보면 농 형 조합  매출총이익

이 30억원 미만인 조합은 경제사업실 이 평균 131억원이지만, 100∼300

억원 사이인 조합에서는 466억원으로 매출총이익이 큰 조합일수록 경제사

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규모화가 요한 요소이다.

  농 형 조합에서도 매출총이익이 30억원 미만인 조합은 경제사업실

이 평균 227억원이지만, 100∼300억원 사이인 조합에서는 532억원으로 농

형 조합과 마찬가지로 매출총이익 규모가 큰 조합일수록 경제사업 규모

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시형 조합에서는 매출총이익 규모가 크다고 하여 경제사업 규모

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도시형 조합의 경제사업 확 를 한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형 조합의 경우에는 매출총이익 규모가 50억

원 미만이면서도 경제사업 규모가 은 조합이 있는데, 이런 조합은 경제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업 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 부족하다.

  입지유형별 조합의 경제사업 분야별 비 을 보면, 농 형  농 형 

조합은 매사업의 비 이 49.4%와 43.2%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

고, 소도시Ⅱ형 조합과 도시형 조합은 마트사업의 비 이 40.2%와 

30.0%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매출총이익 규모별 경제사업실 (조합평균)

단 : 억원

농 형
농
형

소
도시형

소도
시Ⅱ형

도
시형

원
농

품목
축

체

30억 미만 131 227 168 - 52 152 238 144 

30-50억원 211 233 303 171 128 305 648 231 

50-100억원 325 326 313 108 120 516 811 334 

100-300억원 466 532 581 261 348 1,312 1,631 519 

300억원 이상 - - - - 2,840 - 12,489 6,056 

계 206 296 428 251 369 536 1,095 290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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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형 조합은 마트사업보다는 매사업에 집 하도록 하고, 도시형 

조합 등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매하는 사업보다는 소비지 매사업

을 활성화하거나 가공사업에 더 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민을 상으로 하여 소매

사업과 가공사업을 확 하는 것이 가능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표 2-8.  경제사업 부문별 실

단 : 억원, (%)

농 형
농
형

소
도시형

소도
시Ⅱ형

도
시형

원
농

품목
축

합계

구매
37,262 14,289 11,128 1,414 2,211 2,605 7,080 75,987

(25.7) (24.7) (26.2) (13.7) (8.9) (10.6) (18.0) (22.1)

평균 53 73 112 34 33 57 197 64 

매
71,595 25,030 16,235 4,204 6,841 18,786 15,409 158,100

(49.4) (43.2) (38.3) (40.8) (27.6) (76.1) (39.1) (45.9)

평균 102 128 164 103 102 408 428 133 

마트
18,513 10,078 10,490 4,137 7,435 1,402 978 53,034

(12.8) (17.4) (24.7) (40.2) (30.0) (5.7) (2.5) (15.4)

평균 26 51 106 101 111 30 27 45 

가공
14,817 6,853 3,418 353 8,026 962 15,379 49,809

(10.2) (11.8) (8.1) (3.4) (32.4) (3.9) (39.0) (14.5)

평균 21 35 35 9 120 21 427 42 

기타
2,729 1,693 1,147 186 244 923 579 7,501

(1.9) (2.9) (2.7) (1.8) (1.0) (3.7) (1.5) (2.2)

평균 4 9 12 5 4 20 16 6 

계
144,916 57,943 42,417 10,295 24,756 24,679 39,425 344,4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06 296 428 251 369 536 1,095 290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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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황과 문제

2.1.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배경

  합병에 의한 일선조합의 규모화가 지체되고 있는 여건에서 구매자의 

형화에 보다 효과 으로 응하고 업농의 농 사업 이탈에 응하기 

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을 2004년 12월 31일 농 법에 도

입하 다. 즉, 지역농 의 사업 략과 조직구조를 신하고 거래단 를 시

군 단  이상으로 규모화· 문화하기 해 도입한 제도이다.

  조공법인은 일선조합들이 특정 사업에 해 서로 연합하여 사업을 규모

화하도록 하는 연합사업법인이며 농 이 서로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기 때

문에 농  내부의 조직체계이다.  동조합  운  원리를 용하되 

요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1인 1표주의가 아니라 비례의결 방식을 도입함으

로써 보다 사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 다.

  조합간 공동사업이 필요한 부문, 특히 경제사업을 결합함으로써 조합이 

보유한 인 ·물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조직과 조직 통합인 합병

의 어려움, 정치사회 인 복잡한 이해 계의 조정 없이 사업 심의 통합

으로 신속한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지역과 기능을 

상으로 선택 으로 통합이 가능한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합뿐 아니라 

앙회,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보하여 실질

인 사업통합 조직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열려 있다.

  조공법인은 동조합  운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출자지분에 따른 

운 참여(의결권  이사수 배분)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사업의 

주도  치에 있는 조합을 심으로 하여 통합의 효과를 결집할 수 있다. 

조합원 선거로 이루어지는 조합 임원 구성과 달리, 조합의 자회사로서 별

도의 의결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문CEO 도입, 독립  의사결정 등 사업 

심의 활동이 용이하다.

  앙회가 일정부분 우선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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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자한 실 은 없다. 한 조공법인 도입 이후, 농 앙회가 자 지원 

 육성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농 체제 속에 있으면서 합한 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 지원의 상으로서 조공법인으

로 환을 요구하면서 많은 조공법인이 설립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조합공동사업법인 현황

  조공법인은 2005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FTA기 사업, 공동마 조직 

사업, 원 랜드 사업, RPC 통합사업 등 정책  지원에 의해 매년 설립되

어 2010년 말 재 56개 법인이 설립 운 되고 있다. 원 부문이 19개이

고, RPC법인이 30개, 품목복합 통합법인이 5개, 축산법인이 2개 설립되어 

운 되고 있다.

  조공법인 평균 출자조합 수는 7개 조합이고 평균 출자  규모는 물출

자 포함하여 약 48억원 수 이다. 조합당 평균 약 7억원의 출자를 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출자  규모는 품목복합 통합법인이 가장 크고, 다음으

로 통합RPC조공법인이 규모가 큰 상태이다.

  RPC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조합보유 RPC와 DSC 물출자가 이루어졌

기 때문에 평균 60억원의 자본 을 확보하 으나 원 법인은 평균 자본

이 17억원 수 으로 차이를 보인다.

  조공법인 총 사업규모는 2010년 기  1조 2,351억원이고 법인당 평균 

229억원이다. 법인별로는 원 가 128억원, RPC가 233억원, 통합조공이 

522억원, 축산이 327억원이다. 조공법인의 사업규모는 조합의 매사업 규

모(<표 2-3> 참조)와 비교해 볼 때 더 규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의 매사업이 거래기표만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조공법인의 사업규모

는 조합보다 상 으로 더 큰 상황이다.

  취 액은 도입 의도와 같이 규모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 으나, 결산 황

을 보면 조공법인 평균 약 10억원의 자를 보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이다. 원 조공은 약 2억원 정도 자이고, RPC조공법인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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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통합조공법인은 39억원의 자를 시 하고 있다.

표 2-9.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황

구분 '05 '06 '07 '08 '09 '10

원
법인
(19)

백두 간

(1)

 

 

성주,제주

(2)

 

 

상주,햇사 ,

의성,나주,

순천,입맞춤,

괴산고추

(7)

강원감자,

서산태안,

신안섬 ,무안

(4)

보물섬남해,

안동 화

(2)

 

청송,부여,

경주시원

(3)

 

RPC
법인
(30)

- 진천,부여

연기,함평

정읍,보성

(6)

산,서김제,

김해,정남진,

김제,용인,

창원,음성,

주 역시

(9)

청원, 암,

강화,익산,

장성,의성

(6)

고성,무안,

충주, ,

만세보령,

고맛나루공주  

(6)

강진,경주,

거창

(3)

 

 

통합
법인
(5)

 
안성,고창

(2)

진주

(1)

여주,횡성

(2)
  

축산
법인
(2)

    

녹색한우,

NH참 우

(2)

 

계
(56)

1 10 17 12 10 6

자료: 농 앙회

표 2-10.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황

단  : 백만원

구분 원 RPC 통합 축산 체

법인

개소 19 30 5 2 56

총출자 32,348 182,112 50,522 5,280 270,262

평균출자 1,703 6,070 10,104 2,640 4,826

출자

조합

평균출자조합수 9 6 9 7 7

평균출자 액 189 1,012 1,123 377 689

자료 : 농 앙회



일선조합의 사업 황과 조합원 이용실태 25

표 2-11.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실
단  : 백만원

구분 원 RPC 통합 축산 합계

'09(44개소) 168,050 581,825 178,992 0 928,867

 평균 12,927 21,549 44,748 0 21,111

'10(54개소) 231,694 677,035 261,067 65,348 1,235,144

 평균 12,872 23,346 52,213 32,674 22,873

자료: 농 앙회

표 2-12.  조합공동사업법인 결산 황
단  : 백만원

구분 원 RPC 통합 축산 합계

'09(44개소) -3,483 -17,745 -5,177 0 -26,405

'10(54개소) -3,175 -32,359 -19,252 484 -54,302

 평균 -176 -1,116 -3,850 242 -1,006

자료 : 농 앙회

2.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문제점

  매사업의 규모화를 해 조공법인을 도입하 으나 여러 가지 문제

이 드러나고 있다. 먼  조합과 조공법인의 역할 분담체계가 미비하다는 

을 들 수 있다. 조합이 조공법인에 출자·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① 규

모시설 투자  운  필요성, ② 출하 규모화와 마  통합 창구의 마련, 

③ 자 의 통합지원  규모 시설 지원 등 정책  유인 등이다. 조합들

은 조공법인으로 사업의 일부를 이 , 통합하고 있으나 실 으로 조합이 

직 으로 운 하는 사업 기능이 존재하고 있으며, 련된 역할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경합이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를 들어 양곡의 경우

에는 조공법인에 조곡 수매, DSC운 ,  매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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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조공법인의 매권 임을 일부 출하처(농 유통)에 한정하

고 있다.

  두 번째는 내부 리 체계화 문제이다. 농산물 매  규모 시설 운

은 리스크가 큰 반면, 이에 처할 수 있는 조공법인 내부 운 의 체계

화가 미흡하다. 감사제도 개선, 주  운  조합 등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부 규정, 직원의 소속 분리 등으로 책임운 에 

미흡한 면이 존재한다.  경 자의 책임으로만 인식하기에는 지역 내 

향이 매우 크고, 장기 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세 번째는 조공법인의 자립  경 능력이 미흡하다는 이다. 재는 수

탁 심의 매사업으로 수익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 물량, 시

설 보유 여부에 따른 손익 목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 수수료율  수

익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출자조합과의 역할 분담, 특히 조직의 

자립  경 을 확보하기 한 정한 손익·손실 배분 방식, 리스크 기  

마련 방식에 한 일반  원칙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조공법인에 농업법인이 참여나 출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지

역통합 조직, 지역 농축산물 마 의 창구로서 조공법인에 농업법인이 참

여할 필요성이 있지만 농 조직과 농업법인 간의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

다. 농 조직에 한 거부감, 농업법인과 운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

등이 있고, 역할분담과 사업범  분담의 문제, 손익·손실 배분 상의 문제  

등 다수의 문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 문제 은 역·품목공동사업법인 모델의 부재이다. 역·품목공

동사업법인의 경우 련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이 이  출자하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다. 역, 품목 심의 공동사업법인을 구상하고 그 활성화가 필

요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련 사업 모델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안성과수농 은 지역조공인 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역품

목조공인 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에 동시 출자하고 있다.  음성농 은 

지역RPC법인인 음성군농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공인 햇사 과일조

합공동사업법인에 동시 출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군연합사업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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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 를 분리하여 법인화하면 세 번째 조공법인에 출자해야하는 상황

이다.

3. 조합원 이용실태조사

  조합원 이질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일선조합의 역할에 한 요구가 어

떻게 달라졌는지를 악하는 것은 일선조합 체제의 문제 을 찾고 이를 바

탕으로 일선조합 체제개편 방안 도출을 해서 필요한 과제이다.

  이에 조합에서 의원 이상을 역임한 조합원을 상으로 하여 조합사업 

이용실태  여건변화에 따른 조합의 역할에 해 설문조사2를 실시하 으

며, 응답한 조합원 302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 다.

  조사 상 조합원들이 가입한 조합은 지역조합이 71.2%로 가장 많았고, 

지역축  18.6%, 품목농  7.9%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이 가입한 조

합  주로 이용하고 거래하고 있는 조합 역시 지역농 이 91.1%로 부

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축 을 주 이용조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 

품목농 은 3.3%에 불과하 다.

  특히 지역농 은 302명 응답자  299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하

고, 이들  92%가 지역농 을 주 거래조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농 이 일선조합의 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응답자의 약 40%

가 조합에 복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조합의 조합원 수는 실제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 수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짐작되며, 이러한 사실은 

사례지역 분석에서도 재확인된다.

  조합유형별 이용사업을 보면, 체 으로는 매사업과 자재구매사업을 

2 설문조사에는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실태와 여건 변화에 따른 조합의 역할뿐

만 아니라 일선조합의 규모에 한 설문도 포함하 다. 규모에 한 응답 결과

는 6장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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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마트사업 60.2%, 상호 융 54.8%, 환원사업 

45.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부분이 지역농 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

에 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농 의 경우에도 자재구매사업과 매사

업을 이용하고 있는 비 이 높았다. 품목농 도 매사업과 구매사업을 이

용한다고 응답한 조합원이 많았고, 품목농 의 상호 융 이용률은 다른 조

합 유형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었다.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에서 주로 이용하는 사업을 보면, 체 으로는 구

매사업이 39.3%, 매사업이 3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 융 11%, 마

트사업 9.3%, 가공사업 3.3% 순이었다. 지역농 은 자재구매사업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은 반면, 품목농 은 매사업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54.5%로 높고 구매사업은 24.2%로 상 으로 낮았다.

  매사업은 지역축   품목농 의 비 이 지역축 이나 품목농 을 

상 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호 융은 품목조합보다는 지역농  

 지역축  등 지역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가입조합  주 거래조합

단  : 명, (%)

구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합계

가입조합
299 33 78 4 6 420

(71.2) (7.9) (18.6) (1.0) (1.4) (100.0)

주거래조합
275 10 17 0 0 302

(91.1) (3.3) (5.6) (0.0) (0.0) (100.0)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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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조합유형별 이용사업

단 : 명, (%)

구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합계

매 243 (81.3) 20 (60.6) 37 (47.4) 2 (50.0) 1 (16.7) 303 (72.1)

가공 45 (15.1) 6 (18.2) 3 (3.8) 0 (0.0) 0 (0.0) 54 (12.9)

마트 229 (76.6) 4 (12.1) 19 (24.4) 1 (25.0) 0 (0.0) 253 (60.2)

자재구매 258 (86.3) 20 (60.6) 20 (25.6) 0 (0.0) 4 (66.7) 302 (71.9)

농지도 166 (55.5) 6 (18.2) 14 (17.9) 0 (0.0) 1 (16.7) 187 (44.5)

상호 융 199 (66.6) 7 (21.2) 23 (29.5) 1 (25.0) 0 (0.0) 230 (54.8)

지역복지 69 (23.1) 0 (0.0) 5 (6.4) 0 (0.0) 0 (0.0) 74 (17.6)

지역개발 53 (17.7) 0 (0.0) 1 (1.3) 0 (0.0) 0 (0.0) 54 (12.9)

환원 162 (54.2) 10 (30.3) 18 (23.1) 0 (0.0) 1 (16.7) 191 (45.5)

장학 92 (30.8) 6 (18.2) 9 (11.5) 0 (0.0) 2 (33.3) 109 (26.0)

주: 복응답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표 2-15.  조합유형별 주 이용사업

단 : 명, (%)

구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합계

매 89 (29.8) 18 (54.5) 27 (34.6) 1 (25.0) 0 (0.0) 135 (32.1)

가공 10 (3.3) 2 (6.1) 2 (2.6) 0 (0.0) 0 (0.0) 14 (3.3)

마트 35 (11.7) 1 (3.0) 3 (3.8) 0 (0.0) 0 (0.0) 39 (9.3)

자재구매 147 (49.2) 8 (24.2) 7 (9.0) 0 (0.0) 3 (50.0) 165 (39.3)

농지도 8 (2.7) 0 (0.0) 4 (5.1) 0 (0.0)  0 (0.0)  12 (2.9)

상호 융 32 (10.7) 1 (3.0) 13 (16.7) 0 (0.0) 0 (0.0) 46 (11.0)

지역복지 2 (0.7) 0 (0.0) 0 (0.0) 0 (0.0)  0 (0.0)  2 (0.5)

지역개발 2 (0.7) 0 (0.0) 0 (0.0)  0 (0.0) 0 (0.0) 2 (0.5)

환원 4 (1.3) 0 (0.0) 3 (3.8) 0 (0.0)  0 (0.0)  7 (1.7)

장학 4 (1.3) 0 (0.0)  0 (0.0)  0 (0.0) 0 (0.0) 4 (1.0)

주: 가입한 조합마다 주 이용사업 하나만을 응답하도록 하 으나 복응답한 경우가 있어

서 조합 유형별로 100%가 넘는 경우가 있음.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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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특성에 따른 이용사업을 보면, 50세 미만의 은 조합은 구매사

업 이용률이 36.5%로 가장 높고 상호 융 이용률이 15.7%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 조합원은 매사업 이용률이 36%로 상

으로 높은 반면 상호 융 이용률은 3.5%로 낮았다.

  농규모가 1ha 미만인 세농가는 매사업 이용이 상 으로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고, 5ha 이상 업농가는 농자재구매사업을 많이 이용

하지만 매사업은 세농가보다 상 으로 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재사업은 조합원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규모에 비

례하여 이용률이 높았고, 상호 융은 은 조합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

다. 특히 매사업은 고 농규모가 큰 조합원의 이용률이 낮았으며, 이

는 업농가의 입장에서 조합의 매사업이 상 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요도와 재 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한 만족도를 7  척도로 조사한 결과, 조합이 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매사업이 6.1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자재 구매사업 5.5

, 농지도 5.1 , 환원사업 5.0  순이다. 지역개발사업, 복지사업에 

한 요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6.  조합원 특성별 이용사업

단 : 명, (%)

구분 매 가공 자재구매 상호 융 기타 소계

연
령
별

50세 미만 45 (28.3) 4 (2.5) 58 (36.5) 25 (15.7) 27 (17.0) 159 (100)

50∼59세 50 (30.5) 7 (4.3) 60 (36.6) 18 (11.0) 29 (17.7) 164 (100)

60세 이상 31 (36.0) 3 (3.5) 34 (39.5) 3 ( 3.5) 15 (17.4) 86 (100)

농
규
모
별

1ha 미만 20 (31.3) 2 (3.1) 21 (32.8) 6 ( 9.4) 15 (23.4) 64 (100)

1∼3ha 49 (31.4) 5 (3.2) 55 (35.3) 1 (11.5) 29 (18.6) 15 (100)

3∼5ha 25 (29.4) 2 (2.4) 36 (42.4) 8 ( 9.4) 14 (16.5) 85 (100)

5ha 이상 24 (27.9) 5 (5.8) 36 (41.9) 10 (11.6) 11 (12.8) 86 (100)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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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사업에 한 만족도는 사업의 요도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 다. 

구매사업이 4.0 으로 상 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상호 융 3.9 , 매

사업, 마트사업  환원사업이 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매사업, 가공사업 등이다.

  한 일선조합이 을 두어야 할 사업을 보면, 고 농규모가 큰 농

가일수록 농산물 매유통사업을 지 하고 있는 반면, 고령농가  세한 

농가는 농지도, 복지사업 등에 상 으로 더 큰 비 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이는 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을 두어야 할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3.  조합사업의 만족도  요도 평균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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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일선조합이 을 두어야 할 사업

단  : 명, (%)

구분 매유통 가공 자재구매 상호 융 기타 소계

연
령
별

50세 미만 69(68.3) 5(5.0) 8(7.9) 2(2.0) 17(16.8) 101(100)

50∼59세 70(63.6) 5(4.5) 10(9.1) 3(2.7) 22(20.0) 110(100)

60세 이상 38(55.9) 6(8.8) 7(10.3) 1(1.5) 16(23.5) 68(100)

농
규
모
별

1ha 미만 28(60.9) 5(10.9) 3(6.5) 1(2.2) 9(19.6) 46(100)

1∼3ha 72(67.9) 3(2.8) 6(5.7) 2(1.9) 23(21.7) 106(100)

3∼5ha 26(49.1) 3(5.7) 6(11.3) 1(1.9) 17(32.1) 53(100)

5ha 이상 44(75.9) 4(6.9) 2(3.4) 1(1.7) 7(12.1) 58(100)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4. 사례지역 분석

  이 에서는 사례지역을 상으로 지역의 조합 구성, 조합의 세성  

복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지역은 각 도의 표 인 농업지역이면

서 조합 수가 비교  많은 시군 에서 선정하 으며, 크게 안성시와 8개 

시군으로 나 어 자료를 분석하 다.

  먼  안성시 소재 일선조합을 살펴보면, 지역농  12개, 품목농  1개, 

지역축  1개, 인삼  1개 등 총 15개 조합이 있다. 총 조합원 수는 약 

23,000명으로 조합당 평균 1,500명 수 이다. 안성시 농가수는 약 10,000

호로 조합당 평균 667호 수 인데, 이는 한 농가가 약 2.3개 조합에 복가

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의 경제사업이나 신용사

업 등 사업규모는 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역농  12개소는 안성시 모든 읍면에 1개소씩 입지해 있기 때문에 사

업범 가 읍면으로 한정되고 사업장 수도 1개소를 넘지 않는 경우가 다

수이다. 다만 지역축 은 안성시 체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3

개소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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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매출액은 4,099억원이며, 이  지역농 이 

2,623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축 이 1,136억원으로 약 28%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당 평균 경제사업 매출액을 기 으로 하면 

지역축 이 1,136억원으로 가장 높고, 지역농  219억원, 품목농  19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농 은 지역농 의 경제사업 매출액 평균에

도 미치지 못하 는데, 이는 품목농 이 지역농 과 경제사업에서 경쟁

계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합의 세성은 지역조합의 정규모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검

증 가능하다. 안성시 내 일선조합  농 형에 해당하는 10개 조합의 평

균 경제사업실 은 약 197억원이다. 이는 농 형 조합의 경제사업 정규

모3인 59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안성시 농 형 10개 조합 

 정규모 이상인 조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안성시 일선조합 주요 지표

단 : 억원, (%)

구 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합계

조합수 12 1 1 - 1 15 

조합원수 19,654 798 1,749 - 1,137 23,338 

 평균 1,638 798 1,749 - 1,137 1,556 

농가수 - - - - - 10,001

 평균 - - - - - 667 

직원수 538 30 84 - 36 688 

 평균 45 30 84 - 36 46 

사업장수 11 1 3 - 1 16 

 평균 1 1 3 - 1 1 

경제사업 
매출액

2,623 197 1,136 - 143 4,099 

(64.0) (4.8) (27.7) - (3.5) (100.0)

평균 219 197 1,136 - 143 273 

상호 융 
수

9,873 363 1,574 - 191 12,001 

(82.3) (3.0) (13.1) - (1.6) (100.0)

 평균 823 363 1,574 - 191 800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3 이는 제4장 지역조합 정규모와 합병추진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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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안성시 일선조합의 상호 융 수 은 총 1조 2,000억원이며, 이 

 지역농 이 9,873억원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지역축 이 1,574억원

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당 평균 수  규모는 경제사업 매출

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축 이 지역농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성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의 일선조합에 해 주요 지표를 살

펴보았다. 이 지역은 각 도의 표 인 농업지역으로 경기 안성, 강원 횡

성, 충북 음성, 충남 논산, 북 김제, 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양 등 

8개 시군이다. 

  8개 시군에는 지역농  79개, 품목농  8개, 지역축  4개, 품목축  1

개, 인삼  2개 등 총 94개 조합이 있어서 시군당 평균 약 12개 조합이 운

되고 있다. 총 조합원 수는 약 19만명으로 조합당 평균 2,000명 수 이

며, 조합당 농가수 1,115호에 비하여 1.78배에 이른다. 조합원이 약 1.8

개 조합에 복 가입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입한 조합원에 비하여 경제사업

실 이나 신용사업실 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8개 시군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매출액은 2조 8,246억원이며, 이  지역

농 이 2조 334억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지역축 이 5,766억원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당 평균 경제사업 매출액은 지역축

과 품목축 이 각각 721억원, 796억원으로 지역농   품목농 에 비

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안성시와 마찬가지로 품목조합의 

경제사업 실 은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실 과 비슷한 규모로 품목조합이 

경제사업에 특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합의 세성을 악하기 해 조합의 정 경제사업 규모와 비교해 보

면, 8개 시군 일선조합  농 형에 해당하는 65개 조합의 평균 경제사업

실 은 약 238억원으로 이는 농 형 조합의 경제사업 정규모인 590억원

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한 농 형 65개 조합  정규모 이

상이 2개 조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융 수 은 총 6조 844억원이며, 이  지역농 이 5조 607억원

으로 약 83.2%를 차지하고, 지역축 이 7,898억원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당 평균 수  규모는 지역축 , 지역농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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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융 정규모와 8개 시군의 입지유형별 상호 융 수  규모를 

비교하면, 농 형에 해당하는 65개 조합의 평균 수  규모는 약 504억원

으로 이는 농 형 조합의 정 수  규모4인 1,838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농 형 65개 조합  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도시형에 해당하는 22개 조합의 평균 수  규모는 약 1,169억

원으로 도시형 조합의 정 수  규모인 4,930억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22개 조합  정 수  규모 이상인 조합이 없었다.

표 2-19.  8개 시군 일선조합 주요 지표

단 : 억원, (%)

구 분 지역농 품목농 지역축 품목축 인삼 합계

조합수 79 4 8 1 2 94 

 평균 9.9 0.5 1.0 0.1 0.3 11.8 

조합원수 155,580 6,032 22,247 321 2,803 186,983 

 평균 1,969 1,508 2,781 321 1,402 1,989 

농가수 - - - - - 11,148

 평균 - - - - - 1,115 

직원수 3,283 125 695 54 61 4,218 

 평균 42 31 87 54 31 45 

사업장수 148 5 27 2 3 185 

 평균 2 1 3 2 2 2 

경제사업 
매출액

20,334 1,142 5,766 796 209 28,246 

(72.0) (4.0) (20.4) (2.8) (0.7) (100.0)

 평균 257 285 721 796 105 300 

상호 융 
수

50,607 1,470 7,898 450 419 60,844 

(83.2) (2.4) (13.0) (0.7) (0.7) (100.0)

 평균 641 367 987 450 209 647 

  주: 8개 시군은 안성시, 횡성군, 음성군, 논산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양시임.

자료: 농 앙회. 2008 조합경 계수요람.

4 이는 제4장 지역조합 정규모와 합병추진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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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선조합 사업체제의 문제

  체 사업비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농 이 세하다

는 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농 의 사업구조

를 개편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지역농 의 경우 국 총액으로 본 사

업비 은 크지만 조합당 평균규모가 세하여 조합 간 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지역농 은 읍면별로 구분되어 있어 세한 규모인 조합의 비 이 많아 

향후 규모화를 한 합병이 필요하다. 역합병조합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매출총이익 비 매 리비  인건비 비 이 낮아 조합사업의 이

익을 조합원을 한 사업에 보다 많이 활용하는 조합원 심의 경 이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합병의 실 은 매우 낮아 일본보다 규모화되어 있

지 못하다.

  지역농 의 규모화를 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 이 지체되고 있다. 경제사업의 규모화를 

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도 지체되고 있다. 정책지원사업을 해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어 있지만 일선조합과 역할 계 복으로 서로 경

합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지역농 이나 품목농  모두 경제사업, 지도사업, 상호 융 등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합유형별로 차별성이 부족하다. 업종별로 동일

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지역에서 지역농 , 지역축 , 품목농

 등이 서로 동일한 조합원을 상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합의 주요 수입원인 상호 융사업에서 경쟁이 심하다. 일선

조합 유형별로 차별성이 낮으므로 조합 간의 특화에 의한 사업별 규모화·

문화가 진되지 못하고, 문화된 사업체제구축으로의 사업 구조조정을 

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조합을 어떤 사업을 심으로 육

성하고자 하여도 경합된 농 의 반 로 극 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

  조합사업에서 재 조합원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보다는 향후 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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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사업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을 두어야 할 사업의 조합원 만

족도가 상 으로 낮은 것도 일선조합 사업체계의 문제이다. 향후 조합원

이 을 두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는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성

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합원 이질화가 확 되면서 업농가와 

세농가를 구분하여 조합원 요구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사업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이다.





일선조합의 여건변화  제3장

1. 농 지역 환경의 변화

  농 지역에서는 농업비 이 하락하고, 비농업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 인구 구성에서도 농민보다는 비농민이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읍면에 거주하는 인구를 농 인구라고 가정할 경우, 농 지역에서 농가인

구의 비 은 2000년 42.6%에서 2008년 34.3%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

는 농 지역에서도 비농민 주민의 요구에 응한 농 의 역할이 강조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 융은 비농민 주민의 이용에 따라 수

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농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

업 활성화의 기반이다.

표 3-1.  농 인구  농가인구 비

단 : 천호, 천명, %

농가수
농가인구
(a)

농 인구 비
(a/b)읍 면 소계(b)

2000 1,383 4,031 3,838 5,618 9,457 42.6

2008 1,212 3,186 4,145 5,132 9,278 34.3

증감율 (△14.1) (△26.5) (7.4) (△9.5) (△1.9)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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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복지서비스 공 이 단 되면서 

이에 한 지역사회 요구가 증 하고 있다.  우선 교육과 련하여 읍면의 

공동화 상  은 층의 농 이탈로 인하여 농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

여 농 지역 학교의 폐교가 지속되고 있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32개소가 폐교하 는데, 이  비수도권에서만 93%인 2,822개 학교가 

폐교하 다. 이와 같이 교육여건이 악화되면서 농 에서의 이탈 요인이 더

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육

아와 교육 등의 사회  기능에 한 농 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실  요

구가 제기되고 있다.

  한 농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특화된 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늘어

나고 있으나 의료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군의 의료기   병원이 

115개, 종합병원이 16개에 불과하며, 더구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

면 군단 에 병원은 1개소 정도 수 이다. 공공의료기 인 보건소, 보건지

소, 보건진료소도 축소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의 자료를 합하면 1997년 1,765개소에서 2006년 1,681개소로 84개소가 

어들었고, 보건지소는 같은 기간 1,123개소에서 1,098개소로 25개소가 

어들었다. 특히 농  면단 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의 공

보건의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 농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근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  여건변화에 따라 농 지역에서는 농 이 경제사업 강화 이

외에 지역사회발 과 련된 새로운 역할을 확 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 지역에서 비농업  경제사업 활성화를 한 사회

기업의 육성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 의 사업 역도 

이러한 방향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복지서비스 공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

성 고삼농 은 1994년부터 안성의료생 의 설립과 육성에 극 개입하면

서 안성의료생 과 연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역시 하남농

, 경기도 용인시 이동농 , 경기도 포천시 인농 , 강원도 삼척시 근덕

농  등은 노인복지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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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기요양운 기 도 운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련하여 주 역시 하남농 은 2007년 공모를 통해 시

니어클럽으로 지정되어 2010년 4억 9천만원의 산으로 고령농가의 일자

리 창출에 참여하고 있다. 안성 고삼농 도 2004년 노동부가 시행하는 ‘사

회  일자리 사업’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농 조합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당시 농 에 필요한 친환경 생균제, 사료첨가제 제조 등과 연

계된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9명, 2005년 10명, 2006년 10명, 2007년 25

명을 고용하 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 원삼농 과 이천시 신둔농 은 여성

농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여성농업인센터로 지정받아 운  이다.

2. 농가구조의 변화

  농가구조의 변화는 조합원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조합원 구성의 변화

는 조합에 한 조합원 요구의 변화를 래한다. 이에 일선조합은 조합원 

요구 변화에 맞춰 조합의 역할과 사업방식을 합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

다. 이 에서는 농업경 주 연령과 경 규모를 조합하여 농가구조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조합원 그룹별로 조합에 

한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경 주 구성을 보면 65세 이상 비율은 ’00년 32.7%에서 ’09년 

49.7%로 크게 증가한 반면 65세 이하 경 주 비율은 감소하여 고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ha 미만의 농가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비

이 '00년 39.5%에서 '09년 55.3%로 증가하고 있어 세소농은 부분 

고령농가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농가가 차지하는 비 이 

높고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망되기 때문에 고령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

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조합이 나가야 할 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 세소농 비 은 ’00년 60.2%에서 ’09년 65.7%

로 증가하고,  3ha 이상 농가도 ’00년 6.1%에서 ’09년 7.5% 증가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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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ha에 속하는 농가는 같은 기간 33.6%에서 26.8%로 감소하 다. 즉 1ha 

미만의 세소농과 3ha 이상 농가 비 은 증가한 반면 1~3ha에 속하는 농

가 비 은 감소하여 소수의 업농과 다수의 세소농 구조가 심화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업경 주 연령이 40세 미만이고 경 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는 ’09년 기  61.6%로 체 농가  경 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 비  65.7%에 비해 낮고, 농업경 주 연령이 40세 미만이고 경 규

모가 3ha 이상인 농가는 12.8%로 체 농가  경 규모가 3ha 이상인 농

가 비  7.5%에 비해 높다. 한편 농업경 주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경 규

모가 1ha 미만인 농가는 73.0%로 체 농가  경 규모가 1ha 미만인 농

가 비 에 비해 높고, 농업경 주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경 규모가 3ha 

이상인 농가는 3.0%로 체 농가  경 규모가 3ha 이상인 농가 비 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업경 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농가

는 체 농가에 비해 세소농 비 이 낮고 경 규모가 큰 농가 비 이 높

은 반면, 65세 미만 농가는 세소농 비 이 높고 경 규모가 큰 농가 비

이 낮은 것이다.

표 3-2.  경 규모별 농가연령별 농가 비

단 : %

구  분 1ha 미만 1-3ha 3-5ha 5ha 이상 합계

40세 미만
2000  6.3  6.2 10.3 14.4  6.6 

2009  1.6  1.7  1.9  4.6  1.7 

40-50세
2000 14.9 18.3 31.7 38.8 17.2 

2009  9.0 10.3 18.4 22.6 10.2 

50-65세
2000 39.3 50.7 48.0 39.6 43.5 

2009 34.1 43.4 56.0 59.8 38.3 

65세 이상
2000 39.5 24.7 10.0  7.2 32.7 

2009 55.3 44.7 23.7 13.0 49.7

합  계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9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업  어업조사결과.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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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가연령별 경 규모별 농가 비

단 : %

구  분 1ha 미만 1-3ha 3ha 이상 5ha 이상 합계

40세 미만
2000 57.8 31.6 6.9 3.7 100.0 

2009 61.6 25.5 5.1 7.7 100.0 

40-50세
2000 52.1 35.9 8.2 3.9 100.0 

2009 58.3 27.0 8.3 6.4 100.0 

50-65세
2000 54.4 39.2 4.9 1.6 100.0 

2009 58.4 30.4 6.7 4.5 100.0 

65세 이상
2000 72.8 25.5 1.3 0.4 100.0 

2009 73.0 24.1 2.2 0.8 100.0 

합  계
2000 60.2 33.6 4.4 1.7 100.0 

2009 65.7 26.8 4.6 2.9 100.0 

자료 : 통계청. 농업  어업조사결과. 각 연도

  소수의 업농과 다수의 세소농이라는 구조는 모든 연령 에서 나타

나는 특징이지만 연령별로 비 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농업경 주가 

65세 미만이고 3ha 이상 경 규모를 가진 농가 비 은 ’09년 기  체농

가의 6.02%에 지나지 않아 고령농가에서 세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농가인구는 2010년에 3,039천명에서 2016년에 2,592천명, 2021년

에 2,292천명으로 감소할 망이고, 그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 은 

2010년 35.3%에서 2016년 41.4%, 2021년에는 45.6%로 증가하여 농가인

구의 고령화가 지속·심화될 것으로 보인다.5 이에 따라 농업 의존도가 높

고 농 의 농산물 매사업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업농가는 조합원 구성

에서 소수를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구조에서 소수의 업농과 다수의 세소농이 공존하는 

농가의 이질화가 확 되고 있으며, 업농가와 세소농은 농업소득의 규

모에 차이가 있어 농  사업에 한 요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

5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 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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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합원 구성이 달라졌고 조합에 한 요구에도 

차이가 난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수인 은 업농가는 농업을 규모화하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농 의 산지유통 활성화에 한 요구가 매우 높다. 일선조합이 요구를 충

족하여 주지 못하면 농 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자체 으로 시장 응 방안을 마련한다. 반면, 농가의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고령화된 세소농은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 의 역할에서 

문화된 산지유통사업보다는 지역복지사업, 사회  기업과 같은 역할 등 직

지원에 한 요구가 크다.

그림 3-1.  농가 이질화와 농 역할의 요구에 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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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이질화와 그에 따른 일선조합의 역할에 한 요구의 차이로 인

하여 일선조합은 어느 사업에 더 을 두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 계를 

형성한다. 한 조합장 선거에 의해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 의 역할이 경제사업 확 에 있다하더라도 의사결정 구조가 이를 실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농가와 세소농의 농 에 한 요구조건이 상이한 가운데, 1인 1표

제인 조합장 직선제 선거에서 다수인 세소농의 향력이 크기 때문에 

세소농의 요구에 더 을 둔 경 략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재의 조합원 구성을 두고 직 선거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사

업방향이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사업구조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의

사결정에서 다수를 한 지원기능에 더 을 두게 되고 그에 따라 농

경 에서 소수인 업농가가 요구하는 문 인 산지유통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진다. 은 업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재 조합의 의

사결정구조와는 다른 사업조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 이다.

표 3-4.  조합원 구성에 따른 농가요구조건의 차이 정도

단  :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조합원 구성이 달라지고, 조합에 한 요구도 차이가 나고 있다. 132 (43.7) 

조합원 구성이 달라졌지만 조합에 한 요구는 같다. 40 (13.2) 

조합원 구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조합에 한 요구는 다양하다. 93 (30.8) 

조합원 구성은 변하지 않았고 조합에 한 요구도 같다. 32 (10.6) 

무응답/기타 5 (1.7) 

합계 302 (100.0)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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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시장환경의 변화

3.1. 소비지시장의 변화

  형유통업체들은 농산물 구매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매업체 간 

경쟁우 를 하기 하여 다양한 형태로 산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계

약재배  탁농장 운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 직·간 으로 개입하

는 등 농산물 산지지배력을 확 하고 있다.

  형유통업체의 상 업체 집 도는 더욱 증가하여 과 화 상이 심화

되고 있다. 슈퍼마켓은 통 으로 기업집 도가 낮은 분야로 상  4  업

체 집 도(CR4, Four-Firm Concentration Ratio)는 1995년에 7.7%에 불과

하 으나, 2008년에 13.1%로 크게 증가하 다. 할인  시장도 주요 할인

업체가 포수를 속히 증가시킴에 따라 상  4  업체 집 도(CR4)는 

1995년 25.0%에서 2008년에는 80%로 크게 상승하 다. 슈퍼마켓, 할인 , 

백화 을 모두 포함한 시장에서의 상  4  업체 집 도(CR4)는 1995년 

2.0%에서 2007년 42.9%로 상승하 다. 한 형유통업체 청과물 취

고는 도매시장과 비교하여 2000년 35%에서 2009년 50% 수 으로 확 되

어 인 구매자의 치를 확보하고 있다.

  형유통업체의 성장  식품시장의 성장 등 농산물 시장환경 변화 속

에서 세한 소규모 지역농 은 형구매자의 기, 량, 품, 다양한 

상품구색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직 교섭에서 응능력이 낮아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 형유통업체의 시장 유율이 증가하고 형화되는 

것에 해 보다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이 권역별로, 

국 으로 규모화된 매사업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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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형유통업체 매출액  포수 추이

단 : 조원, 개소

3.2. 식품소비의 변화

  사회인구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와 식품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

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와 농산물 거래 행의 변화로 이어

져 농  경제사업 추진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나타난 농산물 구매패턴의 특징으로는 건강

식품  간편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1회 소량·소포장 구매를 선호한다는 것

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 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신선편이식

품, 외식  업소용 농산물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인구사회학  요인의 변화에 따라 식생활의 간편화와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진 되고 여성취업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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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남에 따라 1990년  이후 식료품비 지출구조가 크게 변화하 다. 가정 

내의 식사 비의 기회비용이 커짐에 따라 외식비 지출과 조리  가공식

품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다. 도시가계의 농식품 지출액  가공식품의 비

은 1970년의 18%에서 2008년에는 26.6%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식비 

비 은 2%에서 45.7%로 증하 다.

  소비 품목도 변화하고 있다. 곡물 등 주식으로 소비되거나 주식과 보완

으로 소비되는 식품의 지출비 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기호식품 성격

이거나 건강식품의 성격을 가진 식품의 지출 비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 내 소비 지출 구조  기호·건강식품의 지출 비 이 높아지면서 1인

당 과일, 채소 소비량(소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한 외식의 비 이 

높아짐에 따라 1인당 곡류 소비량은 감소한 데 반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농산물 생산에도 향을 미쳐 을 비롯한 

식량작물의 생산이 감소하고 경제작물인 채소, 과일, 축산의 생산이 증가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990년 식량작물 생산액 비 이 체 생산액의 

42% 고, 축산과 과일·채소가 각각 22%, 27% 으나, 2007년에는 식량작

물이 26%, 축산과 과일·채소가 각각 33%, 30%로 변화되었다.

  농식품 소비에서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웰빙(참

살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환경을 고려하고 안 한 친환경농산물, GAP농산

물, 기능성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의 경쟁력 요소가 

가격경쟁력에서 품질 랜드, 서비스 경쟁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제도 등 식품안 을 시하는 소비 행태에 부합하는 제도의 시행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품소비의 변화는 기존의 가정용 식품자재 공 방식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보다 가공한 가공식품을 공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단순히 원료농산물의 공 만이 아니라 상품화, 제품화한 

농산물을 공 할 수 있어야만 일선조합이 산지에서 소비지 요구에 보다 효

과 으로 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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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사회인구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소비 패턴 변화

그림 3-4.  도시가구 식품지출 구성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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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자재산업의 성장

간편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수요가 확 되면서 국내 식품시장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성장하 으며, 외식 수요와 련된 식자재 유통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다. 국내 식품시장은 2000년 73조원에서 2009년 134조원으

로 성장하 으며, 이  식품가공업은 같은 기간 37조원에서 75조원으로, 

외식업은 35조원에서 59조원으로 규모가 확 되었다. 외식비 지출 비 이 

확 되면서 단체 식, 외식, 식자재가공이 결합한 식자재 시장이 성장 추

세에 있다. 식자재 시장은 2005년 53조원에서 2009년에 78조원으로 성장

하 다.

  기업형 식업체들은 식재료 시장에 많은 심을 갖고 극 으로 시장

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 최근 연간 20%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식

재료 시장에서 기업 비 이 확 되었다. 식품안 에 한 사회  요구 

수 이 강화되었고, 외식 랜차이즈의 확  한 규모 사업체의 비 을 

확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자재산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일반기업에서는 가의 농산물을 선호하

여 국내 농산물보다는 국 등 해외 식재료를 활용하는 비 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식자재산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국산 농산물 이용확 로 연계

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농 은 가정 소비용 신선농산물 공 에 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연간 7.7%씩 성장하고 있는 외식이나 단체 식 시장에 한 공 능

력이 매우 취약하다. 외식업소용, 단체 식용 원료농산물을 공 하기 해

서는 표 화·규격화된 농산물을 공 할 수 있어야 하고, 원료 농산물보다

는 간편식품, 반가공 식품 등 제품화하는 시설이 필요하나 지역농 이 

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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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단체 식 주요기업의 매출액 성장추이

단 : 억원

구분 아워홈 CJ푸드시스템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푸드시스템 한화리조트

2006 6,800 6,130 5,650 2,903 2,700 1,310 

2007 7,657 6,107 5,700 3,550 2,900 1,500 

2008 8,843 6,900 6,200 3,300 1,800 

자료: 식품 . 각 연도. 식품유통연감.

4. 농 앙회 사업구조개편 추진

  일선조합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앙회 사업구조가 향을 미친다. 일선

조합의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앙회 사업체제이기 때문에 앙회 사업체

제는 일선조합 체제를 검토하는 데 요한 기 이 된다. 농 앙회 사업

체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선조합과 같이 종합농 체제를 유지하여 왔

다. 앙회가 지도사업 이외에도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함께 경 하는 

구조이다. 사업부문별로 표이사체제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법인이 

경 하고 있다. 

  이런 앙회 사업체제가 농 법 개정으로 2012년 3월부터는 하나의 

앙회와 경제· 융지주회사 체제로 환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3-5>참조). 

앙회는 농  표조직으로 경제지주와 융지주를 지배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앙회는 농업인과 농·축  지원을 한 교육지원사업, 상호 융

사업을 수행하고, 2017년까지 한시 으로 농축산 경제사업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 앙회 경제사업 기능은 농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과도기 으로 2017년까지는 앙회의 재 농·축경 표이사가 

부분 으로 사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지주 산하에 기존 경제

부문의 자회사를 편입하고, 앙회의 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단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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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농 앙회 사업구조개편 방향

경제지주에 이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앙회 융부문은 앙회

에서 신용사업을 분리, 융지주 체제로 환하도록 하고 있다. 융지주 

산하에 농 은행과 농 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하고, 기존 신용자회

사를 편입하여 종합 융그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선조합의 사업  상호 융에 한 지원기능은 융지주회사로 구분

되지 않고 앙회가 표이사체제로 하여 운 한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에 한 지원과 연합사업 기능은 농 경제지주회사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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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건변화의 시사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

른 농산물 거래 행의 변화는 산지농 이 경제사업, 특히 매사업에 해 

보다 변화된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농 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만 보다 효과 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 심의 품목농  역할이 

요하다. 이와 련하여 읍면단 로 분산된 소규모 지역농 의 출하채

을 농 앙회로 일원화화여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

한 K-멜론 사례가 있다.

  농업에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업농가가 조합원 구성에서 소수

이어서 그들의 농  유통 매사업 강화에 한 요구를 농 의 경 에서 

심 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업농가는 의사결정과정

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농 앙회가 보다 극 으로 유통 매사업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일선조합의 의사결정과 구분되어 신속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공법인을 육성하고 품목별로 문화된 사업

체제를 구축하는 조직 신이 요구된다.

  소비지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자가 형화되는 것에 응하여 구매요구

조건을 보다 효과 으로 충족함으로써 안정 인 로를 확보하고, 거래교

섭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산지유통에서부터 규모화· 문화하여야 한다.  

산지유통단계에서는 조공법인, 품목연합 육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규모

화하여야 하고 동시에 농 앙회의 경제사업, 특히 유통 매의 도매사업 

역할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 식품산업의 발달과 소비자의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농 이 농축산물의 상품화, 제품화, 나아가서는 간편화

하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 가정 소비용 농축산물의 매만이 아

니라 외식산업, 단체 식 등 업소용 농축산물 수요증 에 효과 으로 응

할 수 있는 산지의 공 능력  매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의 부가

가치를 제고하기 해서는 농  경제사업에서 식품사업을 보다 극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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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 하여야 한다. 이는 성장하는 식품산업이 국내 농산물의 새로운 수

요 확충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해서 필요한 과제이다.



일본 농 체제와 신사례  제4장

1. 일본 농 체제 황6

  일본농 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 하는 종합농 인 JA지역농 , 

경제사업만 하는 문농 , 그리고 일선조합의 연합체인 연합회와 국

연합회 등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농 도 여건변화에 응하여 

일선조합의 개편과 연합회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농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JA지역농 은 우리나라의 

지역농 과 유사하며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함께 운 하는 종합농 체제

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품목농   업종에 비되는 문농 이 있

다. 일본의 문농 은 우리와 달리 농지도사업 심의 경제사업을 담당

하고 신용사업을 겸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농 체제가 아니다. 

  JA지역농 의 연합체는 사업별로 분리되어 단 와 국단 의 2단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단  연합회와 국단  연합회는 경제사업, 신

용사업  공제사업 등이 기능별로 분리 운 되고 있어 JA지역농 과 달

리 종합농 체제가 아니다. 단 는 농 본부  연합회로 구성되

고, 국단 는 ( 국농 앙회), 농( 국농 연합회), 농림 (농

6 일본농 은 우리나라 일선조합과 같이 종합농 체제이다. 일본농 이 신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일선농 체제의 재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된

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장에서는 일본농 의 신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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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앙 고)으로 구성된다. 문농 도 JA지역농 과 마찬가지로 문농

의 연합체인 연합회와 국연합회를 계통조직으로 두고 있다. 연합회

는 축산, 낙농, 원  등 업종이나 품목별로 나뉘며, 문농  연합회에는 

문농 은 물론 지역농 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은 자본  없이 분담 에 의해 일본농 그룹의 지도사업을 담당하

는 조직이다. 은 자체 인력 이외에도 약 1/3 정도는 각 연합회에서 

견 받아 3년마다 국 회를 비하면서 각 사업별로 장기 략을 마련하

여 농  국 회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은 계통조직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  경제사업 연합회인 경제련을 농 본

부로 통합·개편하여 JA농 - 농 2단계 구조로 환되고 있다.

그림 4-1.  일본 농  체계

         JA전농(1)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공제련(1)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림중금(1)    
               (농림중앙금고)

조합원등 시정촌

농업인등

도도부현 전국단계

JA(740)
(농업
협동
조합)

JA 중앙회(47)
JA전국감사기구

(도도부현부)
JA 전중(1)

JA전국감사기구
(전국감사부)

JA경제련(8)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신련(38)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지도
검사

경제
사업

사업
기능

공제
사업

신용
사업

전국
본부현본부

현본부 전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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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 은 신용사업 연합회로서 JA지역농  신용사업의 자 운용, 건

성 리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JA지역농 뿐만 아니라 수   

임 의 신용사업까지 포 하고 있다.

  일본농 은 최근 이원화되어 있는 연합조직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3단계 구조가 2단계로 환되고 있다. 즉, 연합회체제를 국단  단일조

직으로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2006년 기  경제련은 47개  에서 37

개 이 과 통합하 고, 신련은 5개 이 농림 과 통합하 으며 

6개 이 통합을 진행 이다. 공제련은 2000년에 공련과 통합을 완료

한 상태이다.

2. 일본농 의 경제사업 황과 신방향

2.1. 현황

  일본농 의 통  농산물 유통체계는 일본농  계통조직(JA→경제련→

농)을 통한 공동 매와 도매시장을 통한 경매출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990년  반까지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모두 농 을 통해서 출하하

도록 법 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일본농 은 식량 리법, 야채생산출하

안정법, 도매시장법 등 법률  보장 하에 농산물의 산지집하권을 독 하

다. 농과 경제련은 수집한 농산물 부분을 도매시장에 매하면서 량

거래에 의한 가격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도매시장거래는 규격화되어 

출하하여야만 하므로 가의 다양한 농산물 매는 어려웠다. 재는 법

인 보호가 사라지면서 산지출하법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

장에서의 규격출하는 그 로 유지되고 있다.

  농 은 공동출하의 사업방식으로 수탁 매와 공동계산, 수익자부담 원

칙을 철 히 용하 다. 조합원이 농산물의 매시기, 거래처, 수량, 매

가격 등 모든 매조건을 농 에 임하는 수탁 매와 공동 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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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된 농산물 매 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공동정산을 

하는 공동계산 방식을 활용하 다. 한편 공동 매에 소요되는 각종 직 경

비는 실비를 기 으로 조합원에게 수수료 형태로 징구하고 있고, 매사업

에 한 간 비 평균수수료는 4.8%로 수익자 부담 원칙도 용하고 있다.

2.2. 농협 경제사업의 위기

  일본농 의 경제사업은 각종 법률의 보장 하에 정부의 사업을 행하며 

안정 으로 성장해 왔으나 1990년  반 이후 세계화 등으로 기존의 제

도  보호장치가 완화되면서 농산물 수집출하가 어려워졌다. 다른 한편으

로 형소매 이 확 되고 외식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

래가 활성화되어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를 통한 유통이 축되는 여건변화

에 직면하 다. 그에 따라 농 의 경제사업은 속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

고, 도매시장의 기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사업의 경우, 일본농 은 식량 리법에 따라 독 으로 의 유통을 

담당하면서 안정 인 사업을 수행하여 왔지만, 1995년 신식량법의 시행으

로 생산자와 상인 간의 직 거래의 비 이 확 되면서 농 은 독  지

를 상실하고 사업이 축되었다. 농 의  집하율이 1999년 63%에서 

2003년 45%로 감하 고, 농 의 사업 규모는 1990년 2조엔에서 2006

년 1조엔으로 감소하 다.

  청과사업의 경우, 일본농 은 야채생산출하안정법 등의 법  보호 하에 

농가로부터 독 으로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 다. 도매시

장법에 따라 도매업자가 JA지역농 이나 농을 통해 농산물을 탁 매

했기 때문에 농 은 손쉽게 수수료 사업을 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

년  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산지와 소매업체 간 직거래가 증가하고, 도

매시장법 개정으로 농 의 취 규모가 감소하면서 도매시장 심의 청과

사업도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 의 과일류 매사업 규모는 1991년 

8,130억엔에서 2006년 4,520억엔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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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5 2000 2005
*

매 64,113 59,047 49,508 45,373

구매 52,111 49,681 41,660 34,566

합계 116,224 108,728 91,168 79,939

조합수 신용사업 공제사업
농업 련 
사업

생활 기타 
사업

농지도 
사업

272 20.2 0.0 86.4 78.3 -

  생산단계에서는 조합원의 이질화에 따라 농인 업농가가 농 사업에

서 이탈하는 것 역시 일본농  경제사업 기의 한 측면이다. 업농과 

세소농, 후계농과 노령농 등 농가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농가 간 이해가 

립되면서 소수인 업농과 농들이 농 의 경제사업에서 이탈하고 독자

인 출하조직 사업체를 조직하 다. 업농가는 고용인력을 활용하여 규

모화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가격변동 험을 농 이 흡수하여 주기를 요구

하고 있지만, 농 의 수탁사업 주의 수수료사업방식은 시장의 가격변동 

험을 모두 업농가에게 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이 농 의 경제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경제사업이 축소되고 조합경 이 악화되었다. 이는 

농 의 경제사업 개 을 요구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농인 

업농이 농 의 경제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사업 략

이 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업의 기는 사업규모 감소로 나타났다. JA지역농 의 경

제사업 규모는 1990년 11.6조엔, 1995년 10.8조엔, 2000년 9.1조엔, 그리고 

2005년 7.9조엔으로 최근까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3년 기  

표 4-1.  JA의 경제사업 규모

단 : 억엔

  주: *는 농림수산성 종합농 통계 속보치

자료: 농, 「경제사업 기 통계」, 농림수산성, 김응규, 개서, 2007.

표 4-2.  JA의 사업부문별 자농  황

단 : %

자료: 일본농림 종합연구소, 「농 신용사업동향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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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규모 6.0 5.9 5.8 5.6 5.4

표 4-3.  농의 사업규모 변화

단 : 조엔

자료: 농 홈페이지, 김응규, 개서, 2007.

종합농  272개소  사업부문별 자농  비율은 구매  매 등 농업

련 사업의 자 비율이 86.4%(23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

활  기타 사업 부문이 78.3%, 신용사업 부문이 20.2%를 차지하고 있다.

  농의 사업규모도 2002년 6조엔을 기 으로 2005년 5.6조엔, 2006년 

5.4조엔으로 감소하 다. 특히 매사업의 부분이 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농자재와 유류사업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매사업의 자부

분을 수익센터인 유류사업으로 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업의 기를 인식한 일본 농 은 2003년에 이어 2006년 JA 국

회에서도 경제사업의 개 을 거듭 선언하는 등 조직의 존립을 건 신을 

추진 에 있다.

2.3. 일본 전농의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일본농 의 경제사업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으로 주로 지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합회 심의 일률 인 계통사업 방식으로 

인해 소비지 시장의 다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사업경쟁력의 약화를 래

하는 문제, ② 행 1인 1표제는 소규모 업농과 농의 역할에 한 실

질  평등 문제를 야기하여 조합에서 이탈하는 문제, ③ 경제사업의 자

를 보 하는 문제 등이 있다.

  제24회 JA 국 회에서는 지 까지 실천한 개 의 성과를 토 로 강화

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 다. ① 경제사업을 통한 생산자에 한 최 한 

실익 제공, ② 안 한 농산물의 제공을 통한 소비자에 만족 제공, ③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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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에 한 수지 균형을 한 개  등을 제시하 다.

  농은 지속 인 경제사업의 개 을 추진하기 해서 「조합의 조직, 사

업  경 의 지도에 한 기본방침7」  경제사업 개 방침에 언 한 5가

지의 사업목표와 3가지의 재무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4-2.  JAㆍ 농 경제사업 개  방향

자료: 일본 국농업 동조합 앙회, 「일본농  경제사업 개 」, 2006.

7 「조합의 조직, 사업  경 지도에 한 기본방침」

  ① 조합의 조직, 사업  경 의 지도에 한 기본방침은 농 법에 입각하여 

국 앙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県) 앙회는 이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조

합을 지도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② 행 기본방침은 2005년 3월 결정, 2006년 3월 수정한 것으로 ⅰ) 논 농업에 

있어서 담당자 만들기 책, ⅱ) 경제사업 개 , ⅲ) JA경 개선과 기능발휘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농 체제와 신사례62

2.3.1. 핵심 략

가.  농지도 기능의 강화

  JA농 에서는 지역 농 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해 농지도원의 목

표 리 도입, 생산자 분화에 응한 농지도원의 계층화, 농지도원의 

인사·연수체계의 확립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농인력을 유지하

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단 에서는 JA의 농지도 강화에 선행하여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

고, 국단  농체제에서는 농업경 지도 핵심인력인 TAC제도를 도입

하여 농지도사업을 집 화하면서 자격인증·연수체계의 방안을 제시하고, 

농지도사업 기능강화를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소비자 근과 농가소득 향상을 한 매사업 재검토

 농가소득 향상을 해 ① 직 매기능 강화를 통한 국산농산물의 문

매 집매장인 매장을 확보, ② 집하  출하비용과 의 공동계산 운 개

선 등 유통비용의 감, ③ 기능별 정 수수료 설정 등 매사업 시스템

의 재검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  생산자·조합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생산자재가격의 확립  

  JA와 경제련· 농이 연계하여 물류합리화  농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업체보다 가격  품질면에서 우 성을 발휘하고, 생산자재 

가격 인하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확립하도록 하 다.

라.  거 형사업( 물류·농기계·주유·마트사업) 의 수지개선과 경쟁력 강화

  생활 계사업(SS, A-Coop 등), 거  산지유통시설, 물류센터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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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쟁력 강화의 에서 역화하면서 JA· 농 등이 자회사를 통해 일

체화하여 수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것이 경제사업에

서 단 에서 일체화하는 과정이다.

마.  재무목표의 리와 문제 의 명확화

  각 앙회와 국 앙회는 경제사업개 에 있어서 재무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JA는 목 달성에 매진하고, 앙회는 개선이 미진한 원인을 분석

하여 경제사업 수지개선을 이행한다.

2.3.2. 사업부문별 신 략

가.  매사업 개선

  매시스템과 련하여 JA· 농은 기능분담의 개선, 집하·무조건(無条

件) 탁 매로부터 계약 매, 매취사업, 약주문 등 다양한 매사업 방

식으로의 환, 탁 매 수수료 개선 등 매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농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안심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사업인 미

곡 매, 청과센터, 축산 등을 자회사로 이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동조합 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사업의 문성 확보, 문인력의 채용, 

신속한 의사결정  인건비 축소 등을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매채 에 따라 수수료 체계도 개선하 다. JA· 농은 다원

인 매와 경 수지를 고려하여 매기능별 수수료를 설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JA지역농 은 소비자와의 직거래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보다 조합

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매시장 심의 출하에서 벗어나 형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의 소비

지 시장을 겨냥한 직  매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산 농축산물의 로를 

확보하고자 하 다. 미곡에 해서는 계약재배, 특정계약 등 사 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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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서 매센터에 의한 매를 강화하고, 원 는 직  매를 강화하는 

등 매채 의 다양화를 통하여 국산 농축산물 매장을 확보하여 안정 인 

매를 실 하고 있다.

  농의  사업 신은  유통의 자유화에 응하여 수요자 심의 

매기능 강화에 을 두고 있다. 매 략은 농 심으로 일원화하고, 

펄라이스(  도매자회사) 재편과 자체 미곡센터를 통한 소비지 매를 강

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농 의 시장 유율을 높이고자 하 다. 이와 

함께 공동계산의 투명화와  유통비용 감을 통한 농가수취가격 극 화

를 추진하고 있다.

  농의 청과사업을 신하기 해 도매시장 출하 심에서 소비지의 다

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직  매를 강화하 다. JA농 이나 단  집하

매시설과 연계하여 소비지의 형마트, 생 , 외식업체 등과의 도매 매

채 을 확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 청과센터와 청과서비스(주)를 통

합한 원 직 회사를 설립하여 소비지 도매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나.  생활  자재사업 개선

  생활·자재사업의 신을 해 JA농 과 농의 사업일체화를 통한 역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을 두었다. 개별 조합의 농기계사업을 농 본부의 ‘거 센터’에 통

합 운 하여 수지 개선과 조합원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SS사업

(주유)과 A-Coop사업(마트)은 국단  ‘ 역회사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일체화를 통한 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농

에서 부족한 문인력을 사업부문별 농의 문인력으로 보완하는 

정 인 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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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선조합 신과 시사

3.1. 광역합병의 추진

3.1.1. 합병실

  일본에서 조합합병은 농 의 지속 인 과제 으며, 이는 농림수산성의 

지침과 의 추진방침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농림 의 탄미연방

지법의 도입으로 신용사업의 건 성 강화를 하여 합병이 더욱 진되었

다. 시기마다 환경변화에 따라 에서는 국농 회에서 합병추진을 

결의하 고, 구체 인 추진방침을 정해 합병을 진해왔다.

  일본농 은 합병조성법 개정  농림수산성이 제시하는 농림수산사무차

통달 「농업 동조합합병조성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하여」

에 거하여 합병을 추진하 고, 그 결과 농 합병조성법 시행 당시(1961

년 말) 11,586개이었던 종합농 은 2009년 6월 재 738개까지 감소하

다.8

  일본농 의 합병은 시 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합병정

체기를 제외하면 한국농 보다는 속하게 합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8 한편 우리나라 일선조합은 2000년 농 , 축 , 인삼 앙회 통합과정에서 조합 

부실문제가 두되면서 합병이 추진되었다. 조합수는 2001년 기  1,383개 조

합이었던 것이 186개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되어 2008년 말 1,187개 조합이 남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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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단  합병시기 : (’61년) 11,586개 → (’74년) 4,942개

- 합병 정체기 : (’74년) 4,942개 → (’84년) 4,303개

- 역합병 착수기 : (’84년) 4,303개 → (’94년) 2,635개

- 역합병 달성기 : (’94년) 2,635개 → (’09년) 738개

  제1단계 시정  단  합병기(1961~1974년)의 기에는 정책주도형 합병

이 지배 이었으며, 그 이후 농단지구상과 연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 의 경 규모 확 를 하여 역합병이 검토·추진되기 시작하 다.

  제2단계 합병 정체기(1975년~1984년)에는 신용사업의 안정성을 기반으

로 경제사업의 정 규모화를 목표로 한 합병이 추진되었으나, 합병의 진

  추진체제의 약화 등으로 합병속도가 둔화되었다. 

  제3단계 역합병 착수기(1985년~1994년)에는 융자유화, 농산물의 무

역·유통 자유화의 진 으로 사업 부진, 경 악화가 래되면서 규모 확

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본격 으로 역합병이 채택되었다.

  제4단계 역합병 달성기(1995년~ 재)에는 거품경제의 붕괴와 경기침

체로 농 경 이 속히 악화되면서 부실농  정리와 신용사업의 건 화

를 주요한 목표로 합병을 진행하고 있으며, 1  1농  구상을 추진 에 

있다.

3.1.2. 합병의 성과  한계

  합병의 성과로는 부실조합 정리, 경 효율성 제고, 계통단계 축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합병의 성과는 합병을 통한 부실조합 정리이다. 버블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1999년까지 자조합 수가 증가하 지만, 합병을 

통해 자조합을 정리하 다. 조합의 신용사업 총이익도 1999년까지 감소

하다 합병으로 부실채권이 정리되면서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두 번째 성과는 규모화를 통한 경 효율성 제고이며, 재무기반이나 경

리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체 조합의 사업총이익은 감

소하고 있으나, 순이익은 2001년 이후 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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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 으며, 버블붕괴 이후 악화되었던 사업 리비

율도 2001년 이후에는 차 개선되었다. 

  세 번째 성과는 합병을 통해 농  계통단계를 축소한 것이다. 조합의 

역합병 추진으로  단  연합회의 기능과 존재 의의가 축소되기 시작하

다. 2006년 말 재 15개  단  합병조합이 있으며, 1  1농  합병을 추

진 에 있다. 조합의 사업규모와 사업 역이 커지면서 연합회에 한 의

존도가 낮아지고, 독자 인 사업을 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해 연합회와 국연합회의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규모 합병이 진행되었지만 합병이 신용사업 건 화를 제조건

으로 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경제사업의 기를 제 로 해소하지 못했다

는 한계를 가진다. 신용사업 건 화를 한 합병으로 인해 경제사업에 

한 투자가 제한되면서 경제사업의 정규모 확보와 부가가치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합의 경제사업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표 4-4.  일본농 의 조합과 자조합 수의 변화 추이

단 : 개소

구분 1990년 1999년 2006년

조합 수 3,574 1,618 844

자 조합 수 86 338 116

자료 : 농림수산성,「총합농 통계표」, 각 연도.

표 4-5.  일본농 의 신용사업 총이익의 변화 추이

단 : 억엔

구분 1990년 1999년 2006년

신용사업 총이익 8,587 7,017 7,449

자료 : 농림수산성,「총합농 통계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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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화에 따른 지역센터의 역할 약화도 합병의 한계이다. 의「경제

사업 개 지침」을 보면 효율화 에서만 조직의 개 방향이 나타나 있

을 뿐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 에 해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구( )지소

로부터 농경제센터로의 구매사업과 농지도원의 집   철수는 농가

조합원의 농 에 한 소외감과 불만을 가 시켰다. 융특화 지소의 경우 

조합의 조합원에 한 농 련 응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종합농 체제의 사업 간 상충문제 역시 합병의 한계이다. 경제사업과 신

용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농 체제에서 추진방향이 다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충돌하거나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사업 상을 지역주민, 소기업인 등 조합 외부로 

계속 조합원을 확 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제· 농지도사업은 효율성 

제고를 해 사업 상을 업농 심의 계약농가로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

가 크다.

  경제사업도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체 인 생존 략을 모색해야 하나, 신

용사업 심체제인 지역농 의 한정된 사업구역 안에서만 사업재편을 모

색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 신용사업에 경 을 의존하고 있는 종합농 의 

실에서 고도의 매사업과 농지도 기능을 갖추기 한 조직과 사업체

제의 정비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이다.

3.2. 현단위 경제사업 재편과정

3.2.1. 자회사 추진배경과 실

  일본농 의 조직 신 과정은 크게 지역농 의 역합병 추진과 함께 경

제사업부문에서는 사업별 자회사화가 핵심 인 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농 의 자회사화 략은 1990년  반 이후 시장경제의 세계화 등으

로 기존의 보호 장치가 완화되고,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매시장 역할이 축소되어 경제사업이 기에 직면하고 사업이 축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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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응하고자 한 선택이다. 일본 농은 속한 환경변화에 응하는 

수단으로 자회사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제23회 JA 국 회에서는 사업의 외부화 즉, 자회사 설립 

 아웃 소싱의 확 가 경제사업 개 의 요한 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

다. 즉, 농 본연의 사업이라고 여기는 사업에 해서도 자회사로 분리하

여 사업체  기능을 강화하고, 농은 자회사  본부를 지원·지도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비사업  기능 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일본 농의 자회사 구조를 보면, 2009년 3월 재 농의 국단  자

회사가 45개이고, 본부단  자회사가 103개, 련 법인 등이 137개 등 

총 285개에 이른다. 일본 농의 자회사는 농업을 심으로 하여 상류사

업, 하류사업, 수평  다각화 사업, 인 라 사업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상류사업은 사료공 과 련된 자회사가 많아 축산과 계가 깊은데, 사

료생산·공 , 가공 등 축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축산사업의 경우에는 자회

사가 농사업의 핵심을 이룬다. 하류사업은 축산물, , 청과, 화훼, 표고

버섯 직 , 식품 등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다. 매사업인 미곡사업  원

농산사업인 도매사업, 가공사업, 직 사업을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본체사업인 생산자재 구매  미곡집하 매사업에 해서는 기본 으

로 본체가 행하고, 40년  이후에 확 한 다각화 사업은 자회사가 담당하

고 있다.

3.2.2. 단  매사업 신 : 일체화 략

  JA지역농 , 농 본부, 경제련 간 매기능의 격차가 확 되면서 

계통농 에서는 농 본부를 심으로 하는 본부 경제사업과 지역농

 경제사업을 통합하는 일체  사업 운 을 추진하고 있다. 일체화 과정 

속에서 조직이 매사업을 담당하여 실수요자에 한 직거래 응을 강

화하고, 지역농 이 심이 되어 지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단 에서 

자기 완결구조를 가지는 사업운 을 기본으로 한 구상이다.

  일본 농 본부의 거 형사업을 자회사체제로 강화하고, JA농 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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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거 형 사업으로 통합하는 일체화 략을 강화하는 것은 차 지역농

사업과 연합회사업이 일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사업의 역화  

규모화는 피할 수 없는 여건변화이고, 이에 응하기 해서는 지역단 농

 사업과 연합회사업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규모화·

역화하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기 하여 단  사업을 강화하는 

략을 도모하고 있다. 를 들어 개별 조합의 농기계사업을 농 본부의 

‘거 센터’에 통합 운 하여 수지 개선과 조합원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SS사업(주유)과 A-Coop사업(마트)은 국단  ‘ 역회사화’를 추

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과 JA농  간 거 형 사업 략은 출자 참여자의 역할분담과 자발  

합의를 근간으로 하여 운 되고 있다. 일본 농 의 자회사는 조합과 연

합회  농 등 모두 각각의 자회사를 운 하고 있으며, , 청과 등 계통

간 사업과 생활, 자재사업에서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역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때 조직과 JA농 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조직은 매사업

을 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수요자 심의 생산을 유도하기 해 

농 의 직 매를 확 하고, 이를 지원하기 해 농 본부의 직 매 

문부서와 소비지 매거 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JA지역농 은 농지

도, 작목반 조직 리, 집 장(소매 ) 운 , 농 개발, 로컬푸드 운동 등 지

역종합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화되고 있다. 시장에 응하여 마

을 하는 것은 본부에서 담당하고, 지역농 은 지역농업의 활성화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농가조직 리에 을 두는 체제로 환

하고 있다.

  단  매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은 지역의 특성과 시장과의 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 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획일화되지는 

않는다. 이를 유형화한 것이 <표 5-6>이다. 동경 등 도시근교지역에서는 

직거래, 직 사업을 확 하고 있다. 단  사업기능이 약한 지역에서는 

단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업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형이다. 단  주도형은 본부 혹은  경



일본 농 체제와 신사례 71

유 형 내용 해당되는 

단 (県域)기능
특화형

단 (県域)는 직  등에 
특화, 는 화

소비지 근교 원 주산
지 (県) 등

단 (県域)기능
한정형

단 (県域)를 효율화하여 
제도 응과 의회 기능 수행

원  비주산지 (県) 
등

단 (県域)
주도형

단 (県域)가 주도하여 JA
와 일체가 되어 사업을 운

소비지 원거리 원 주산
지 (県) 등

단 (県域)
일체형

JA· 단 (県域)체제를 상호 
보완하기 해 일체화 운

JA와 역(県域)의 공
동사업화

제련이 심이 되어 지역농 의 경제사업을 선도하는 형태이다. 조직이 

마  기능을 선도하면서 지역농 을 지원하는 체제이다. 비교  단  

매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단

조직과 지역농 의 경제사업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형이다. 조직으

로 통합하는 것과 지역농 을 단  하나로 역합병하여 통합하는 유형

이다. 북해도 지역과 같이 비교  후자의 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역합

병과 경제사업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표 4-6.  단  원  매사업의 기능 재구축 유형

자료: 일본 국농업 동조합 앙회, 「일본농  경제사업 개 」, 2006.

4. 시사

  일본농 의 일선조합 구조를 보면,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JA

지역농 이 있고,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문농 이 있다. 문농 은 신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종합농 이 아니다. 지역단 에서 문농 의 비

이 지역농 보다 낮고, 단 에서 지역농 이 경제사업 연합회를 구축하

여 마 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문농 의 역할이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지역단 에서 품목 심의 문농 은 마  기능보다는 농지도,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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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등 업농가의 생산과 출하에 필요한 문 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 본부 혹은  경제련과 연계하여 마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단  문농  연합회가 매사업을 담하는 것도 있다. 우

리 일선농 에서 품목농 은 신용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농 과 사업

으로 경합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여건변화에 응하여 일본농 의 신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의 방향은 지역농 의 역합병이고, 다른 한 방향은 경제

사업부문의 강화를 한 자회사화와 지역농 과의 일체화 략이다. 경제

사업에서는 업농가가 농 사업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농가가 

농 사업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조직구조의 변화를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지역농 의 역합병은 경제사업 강화를 일체 인 목 으로 하여 추진

되는 략이라기보다는 일선조합의 경 기에 보다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추진된 과제이다. 일본농 은 역합병을 추진하면서 생산자조직 육

성을 한 지역농업 경 리 략을 강화하고 있다. 역화할수록 농가와 

계가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진흥사

업에 한 극 인 참여를 확 하고 있다. 농가경 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정부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 하고 있다. 지역농 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역합병을 추진하면서, 역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한 보완 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사업에 해서는 획일 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단 에서 경제

사업의 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업의 자회사화와 지역농 과 연합

체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는 일체화 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농 본부

의 거 형사업을 강화하고, JA농 과 일체화 략을 강화하는 것은 차 

지역농 사업과 연합회사업이 일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농 과 일체

화하는 데 경제사업의 자회사화는 상호보완 인 유용한 략이다. 특히 

농의 경제사업을 자회사로 환하는 것은 JA뱅크시스템(계통농 의 융

기 화)의 강화에 응하기 해서도 필요한 과제이었다. 신용사업 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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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역농 이 차 융기 화하는 것에 응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

는 경제사업과 유통사업을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 JA와 공동으

로 출자한 자회사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농 의 경우, 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추진되고 있고 

지역농  상호 융의 일체화 략이 강화되는 것에 비하여 농  그룹 내

의 경제사업 추진방식에 한 비가 필요하고, 그 한 가지 안으로 동

조합의 새로운 경제사업 방식인 자회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의 역화, 규모화는 피할 수 없는 여건변화이고, 이에 응하

기 해서는 지역단 농  사업과 연합회사업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규모화, 역화하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기 하여 단  사업이 강

화되고 있는 을 참조할 수 있다. 우리 농 사업에서도 지역단 사업과 

앙회사업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시군단

도 필요하지만 보다 권역별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지

역  차별성을 강화하고 종합농 체제인 지역농 의 마  문성이 부

족한 문제 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선조합의 정규모 분석  제5장

1. 조합 유형별 정규모 개념

  지역농  발 방안의 요한 과제  하나는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이

다. 합병9은 두 개 이상의 조합이 하나로 결합하여 법률 으로나 실질 으

로 단일조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역농 이 성장하기 한 확장

략이며, 경 략상 극 인 투자방법이기도 하다.

  합병동기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효율성

(efficiency) 이론으로 합병을 통하여 조합의 성장  유지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차별  효율성의 이론, 비능률  경 자 이

론, 세 동기 이론, 시 지 동기 이론 등으로 나  수 있다. 다른 이론은 시

장지배력(market power) 이론으로 효율성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경

쟁을 제한하거나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

장이다10.

  지역농 의 규모화를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우선 조합 유형별 

정규모에 한 기 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유형별 정규모를 

 9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는 합병은 다시 한 기업만 존속하고 나머지 한 기

업은 패산시켜 존속되는 기업으로 흡수되는 흡수합병(mergers)과 두 기업이 모

두 해산되고 새로운 기업을 신설하는 신설합병(consolidations)으로 구분된다.

10 김복만 외. 2010. 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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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부실조합과 성장조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조합 유형별 정규모는 각 유형별로 생산비용이 최소화되는 규모를 도

출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

하는 상을 말하며, 정규모는 평균비용의 최 에서의 규모로 생산규

모에 한 한계생산비용이 0이 되는 규모를 의미한다.

  조합 유형별 규모의 경제 존재여부와 정규모를 도출하기 해서는 우

선 조합 유형별 비용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비용함수를 구성

하는 변수들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 지표를 계측하고 한계생산

비용이 0이 되는 정규모를 도출할 수 있다11.

  비용함수에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ize) 지표는 산출의 비용탄력

성(cost elasticity)으로 측정되며 이는 비용신축성(cost flexibility)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다12. 산출의 비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11 지역농 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규모의 경제 지표를 산출한 연구로는 강종만

(2005)과 박성재 외(2007)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강종만(2005)의 연구에서

는 농 형과 도시형의 비용함수 구조를 같다고 가정하여 단일 비용함수로 추

정한 한계가 있으며, 박성재 외(2007)는 농 형과 도시형 조합유형을 구분하여 

각 비용함수를 추정하 으나, 출 과 수 의 평균을 하나의 산출물로 간

주하고 단일 산출물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조합의 다산출물 생산기술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12 비용신축성(cost flexibility)산출량의 변화율에 한 비용변화율의 비로 정의되

며, 비용신축성의 역수는 산출의 비용탄력성으로 정의된다. 비용함수에서 산

출의 비용탄력성은 규모의 탄력성(elasticity of size)이라고도 한다. 이는 생산

요소의 결합비율을 규모(scale)라 규정하는 규모의 탄력성(elasticity of scale)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scale은 일정비율을 제한 생산요소투입량을 기 으

로 한 규모이고, size는 생산확장선을 따라 이동할 때 비용을 기 으로 한 규

모이다(김 식, 2001).



일선조합의 정규모 분석 77

  생산함수에서 산출의 규모탄력성(elasticity of scale)과 비용함수에서 산

출의 비용탄력성은 비용 최소화조건을 가정하면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비용최소화 에서 산출의 비용탄력성은 규모의 탄력성과 같이 평균비용

(Average Cost, AC)을 한계비용(Marginal Cost, MC)으로 나  값과 같아

진다.(김 식, 2001)

  산출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ize)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 반 의 경우를 규모의 불경

제(diseconomies of size)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4-1>에서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 AC가 감소하면 AC>MC이 되고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 AC가 증가하면 AC<MC가 된다. 따라서 산출의 비

용탄력성   이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고,   이면 규모의 불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C가 최소인 규모를 정규모라 하면, 

이 에서는 AC=MC이므로 정규모에서는   이 된다.

그림 5-1.  규모의 경제와 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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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설정

2.1. 산출물과 투입물의 정의

  은행산업에서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정의하는 데는 개기능 근방식

(intermediation approach)과 생산기능 근방식(production approach)이 있

다. 두 가지 근방식에 따라 투입물(input)과 산출물(output)에 한 정의

에 차이가 있다. 

  개기능 근방식은 은행이 자본과 노동, 그리고   차입 을 투

입물로 하여 출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생산기능 

근방식은 은행이 자본과 노동  차입 을 투입하여 , 출 , 유가

증권을 생산한다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기능 근방식을 따라 지역농  신용사업의 산출물

을 수 과 출 으로 정의하며, 부분의 지역농 은 신용사업뿐만 아

니라 경제사업도 병행하므로 산출물을 수 과 출 을 합한 신용사업

실 과 경제사업실  두 가지로 설정하 다. 비용함수 추정을 해 투입물

은 각 투입물의 가격 변수로 설정하 다.

2.2. 자료의 정의

  지역농 의 비용함수 추정을 한 산출물과 투입물 자료는 2009년 경

계수요람 자료를 이용하 다. 다산출물 비용함수를 계측하는 데 이용된 산

출물과 투입물 변수의 정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역농 의 사업특성을 반 하여 비용함수의 산출물 변수는 신용사업실

( 수 , 출 )과 경제사업실 (구매, 매, 마트, 가공, 생장물, 창고, 

이용, 운송, 수수료, 기타) 두 가지로 구분하고, 다산출물 비용함수

(multi-output cost function)를 추정하 다. 자료의 수집가능성  정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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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출의 계좌수보다는 액기 으로 평가하 다.

  다산출물 비용함수의 투입물은 각 투입물의 가격 변수로 설정하 다<표 

4-1 참조>. 투입물은 노동비용, 운 비용, 기타 비용으로 정의하며, 각 투

입물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

  먼  노동비용은 인건비, 퇴직 여충당 , 식비, 복지후생비 등의 합계

이고, 1인당 인건비는 노동비용을 직원수로 나  값을 사용하 다.

  운 비용은 매비와 리비(인건비+퇴직 여+세 과공과+ 산비용+감

가상각비+무형자산 감가상각비+경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단

당 운 비용은 운 비를 체 사업실 (액)으로 나  수치를 이용한다.

  기타 비용은 업비용  인건비와 매비  리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교육지원사업비, 법인세 비용 등을 말하며, 단 당 기타 비용은 기타 비용

을 체 사업실 으로 나  수치를 이용한다.

  비용함수의 종속변수인 생산비용은 모형에 사용된 투입물의 정의에 의

거하여 이들 투입물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인 인건비, 운 비, 기타 비용의 

합계로 규정하 다.

표 5-1.  산출물과 투입물

구분 변수명 산출방법

산출물
신용사업실 , 
경제사업실

신용사업실 은 수 과 출 의 합계이며, 경제사업

실 은 구매, 매, 마트, 가공, 생장물, 창고, 이용, 운

송, 수수료, 기타 사업액의 합계

투입물

노동비용 인건비, 퇴직 여충당 , 식비, 복지후생비 등의 합계

운 비용 매비와 리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기타 비용
업비용에서 매비  리비를 제외한 비용(교육지

원사업비, 법인세 비용 등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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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형 설정

  비용함수는 주어진 기술조건 하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산출물량을 투입

요소의 가격조건 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경우의 생산비를 의미하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C(w,y)= min x[wx: x로 y의 생산이 가능]

    단, w=투입물 가격 벡터, y=산출물 벡터, x=투입물 사용량 벡터

  실증분석을 한 식(2)의 비용함수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월 수 다산

출물 비용함수(translog multi-output cost function)를 설정하 다. 여기서 

는 각 투입물의 가격이며, 는 신용사업 실 과 경제사업 실 이다.

(3)  ln 




ln




ln 











lnln
 












lnln









lnln
                                     

  식(3)의 월 수 다산출물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해서는 칭성 조건

(symmetry condition)   ,   과 다음과 같은 동차성 조건

(homogeneity condition)을 부과해야 한다.

(4)   ,    ,     ,   

  식(3)의 월 수 다산출물 비용함수 구조에서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산출물이 같은 배율로 동시에 변할 때 총비용의 변화를 

계측하는 ‘방사형 규모의 경제(ray economies of size 는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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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es of scale)'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13. Panzar and Willing(1979)에

서 도출된 다산출 비용함수에 한 방사형 규모의 경제 지표(SE)는 다음과 

같다.

(5)  








 ln
 ln 





















  식(3)에서 수입비  방정식(revenue-share equations) 는 다음과 같다.  

즉, ‘방사형 규모의 경제’는 각 산출물에 한 비용신축성 합계의 역수라 

할 수 있다. 식(5)의 계측결과가   이면 규모의 경제(ray economies 

of size),  이면 규모의 비경제(ray diseconomies of size),   이

면 정규모 는 최 규모(optimal size)를 나타낸다.

  지역농 이 규모의 경제 역에서 운 되고 있다면, 그 조합은 장기 으

로 비용을 최소화 시켜주는 정규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규모를 운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장기평균비용곡선(long-run average cost 

curve)의 최 이 장기 으로 비용을 극소화시켜주는 최 규모인데, 그 

왼쪽 역(장기평균비용곡선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은 장기 으로 비용을 극소화 시켜주는 수 보다 작은 규모에서 생

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3 다산출물 비용함수에서 규모의 경제를 계측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산

출물에 한 규모의 경제(product specific economies of scale)'를 고려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다른 모든 투입물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의 산출물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계측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다산

출 기업의 규모의 경제 분석에는 치 않다. Carey(1997)은 ‘특정 산출물에 

한 규모의 경제’는 하나의 산출물에 한 규모의 경제를 측정할 때는 유용

하지만, 다산출물에 한 추정에 있어서는 산출물의 총비용을 과소추정하게 

된다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형 규모의 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조합유형

별 규모의 경제 여부와 정규모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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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n




ln   

  다산출물 비용함수를 추정하면,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두 산출물 간의 

비용 상보성 효과(cost complementarity)를 검증할 수 있다. 비용 상보성은 

한 산출물의 한계비용이 다른 산출물 변화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를 나

타내며, 범 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한 

산출물이 증가할 때 다른 산출물의 한계비용이 감소한다면 두 산출물간에

는 비용 상보성이 있어 단일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다산출물을 생산하

는 것이 비용 감 측면에서 더 경제 이라는 범 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식(3)에서 비용 상보성 효과를 검증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된다(Glass and McKillop, 1989).

(7)  







 

  여기서 는 총비용, 과 는 각각 과 의 수입비  방정식을 의

미한다.   이면 두 산출물간에는 비용 상보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면 두 산출물간 비용 상보성이 있어서 범 의 경제가 존재한

다는 것을 말한다.

  다산출물 비용함수의 추정을 해 식(3)에 Shephard 정리를 용하면, 

각 품목의 생산비가 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 인 는  ln/ ln와 

같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8)   lnln   ,

  식(8)의 비  방정식들을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기법을 

이용하여 체 비용함수와 동시에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하되, 방정식 간의 

완 한 의존성을 제거하기 해 노동비용의 비 방정식을 제외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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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정하 다.

  조합 유형별로 생산기술과 비용구조가 다르다고 가정하여 농 형과 도

시형( 소도시형과 도시형 포함)으로 비용함수를 구분하여 각각 추정하

고 두 지역 유형별 평균 조합의 정규모를 도출하 다.

3. 조합유형별 정규모 도출

3.1. 이용한 자료

  본 연구에서 지역농  유형을 입지유형에 따라 농 형과 도시형 두 가지

로 구분한다. 경 계수요람에는 조합의 입지유형이 농 형, 농 형, 소

도시형I, 소도시형II, 도시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농 형을 제외한 다

른 입지유형의 조합 표본수가 어 각각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 형, 소도시형I, 소도시형II, 

도시형 조합들을 묶어 도시형으로 분류하여, 크게 농 형과 도시형의 두 

비용함수를 추정하 다. 품목농 , 품목축 , 인삼  등의 품목조합들은 입

지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본 분석에서 제외하 다.

  2009년 경 계수요람의 지역농  산출물과 투입물 변수들의 기 통계량

은 <표 4-2>와 같다. 2009년 도시형 조합의 평균 신용사업 실 은 농 형 

조합의 4배 이상 많으며 평균 경제사업 실 은 1.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나, 특히 신용사업 실  측면에서 농 형 조합과 도시형 조합 간 규모 

차이를 보 다.

  체 비용  운 비용의 비 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투

입물에서 도시형 조합의 평균 비용이 농 형 조합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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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신용사업 실 은 수 과 출 의 합으로 정의되며, 농

형과 도시형 조합들의 수 과 출  분포는 <그림 4-2>과 같다. 수

과 출  모두 농 형 조합들은 은 규모에 집 해서 몰려 있는 분포를 

보이는 반면, 도시형 조합들은 그 규모 분포가  범 에 걸쳐 퍼져 있다.

  농 형 조합의 수  분포는 약 1,000억원 주변에서 가장 높은 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  분포는 800억원에서 가장 높은 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도시형 조합의 수  분포는 약 2,000억원 주변에서 가장 높

은 도를 보이고 있으며, 출  분포는 1,200억원에서 가장 높은 도를 

나타낸다.

표 5-2.  농 형과 도시형 조합의 기 통계량

단 : 백만 원

구분 농 형(760개) 도시형(339개)

산출물
신용사업 실 133,316 538,146

경제사업 실 24,802 35,431

투입물

노동비용 2,354 6,215

운 비용 3,517 9,140

기타비용 510 1,270

그림 5-2.  지역농  유형별 수  분포(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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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지역농  유형별 출  분포(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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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산출물 비용함수 추정결과

  농 형 조합과 도시형 조합의 두 비용함수 추정결과, 추정된 모수들의 

부분이 1% 확률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두 비용함수의 

추정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 한 두 비용함수 구조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있어 농 형과 도시형 비용구조는 차이

가 있다는 것으로 명되었다. 각 비 함수의 추정치 98% 이상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 모형의 합성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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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다산출물 비용함수 추정결과(1차동차성 조건 고려)

구 분 농 형 도시형

llnx2 0.230
*** -0.103

llnx3 0.960*** 0.663***

lny1 0.380
** 0.735

***

lny2 0.074 0.274
llnx2*llnx2 0.049*** 0.025***

llnx2*llnx3 -0.037
*** -0.069

***

llnx2*lny1 0.005
** -0.017

***

llnx2*lny2 -0.001 0.009*

llnx3*llnx3 0.121
***
 0.116

***

llnx3*lny1 0.016
*** 0.0159

***

llnx3*lny2 -0.0004 -0.006
lny1*lny1 0.082

*** 0.047
**

lny1*lny2 -0.043
*** -0.059

***

lny2*lny2 0.065*** 0.068***

constant 4.055
*** -1.782

표본수
R-square

753
0.965

***
335

0.964
***

주1) lnx1=log(1인당 인건비), lnx2=log(단 당 운 비), lnx3=log(단 당 기타 비용), 

llnx2=lnx2-lnx1, llnx3=lnx3-lnx1, lny1=log(신용사업실 ), lny2=log(경제사업실 )

  2) * p<0.05; ** p<0.01; *** p<0.001

표 5-4.  다산출물 비용함수의 투입요소별 비 함수 추정결과

구분
운 비용 비 함수 기타 비용 비 함수

농 형 도시형 농 형 도시형

llnx2 0.0494*** 0.0249
***

-0.0368*** -0.0685
***

llnx3 -0.0368
*** -0.0685

***
0.1207

*** 0.1162
***

lny1 0.0054
** -0.0166

***
0.0158

*** 0.0159
***

lny2 -0.0014 0.0092
*

-0.0004 -0.0064

constant 0.2298
*** -0.1032 0.9596

*** 0.6634
***

주1) lnx1=log(1인당 인건비), lnx2=log(단 당 운 비), lnx3=log(단 당 기타 비용), 

llnx2=lnx2-lnx1, llnx3=lnx3-lnx1, lny1=log(신용사업실 ), lny2=log(경제사업실 )

  2) * p<0.05; ** p<0.01; *** p<0.001

  3) 노동비용 비 함수가 추정을 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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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형과 도시형의 다산출물 비용함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비용 상보성 

효과를 검증한 결과, 농 형 조합의 경우 5% 유의수 에서 비용 상보성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으며, 도시형 조합은 

1% 유의수 에서 비용 상보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각할 수 있었다.

  즉, 농 형 조합에서는 한 사업의 실  변화가 다른 사업의 한계비용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않아 한 사업만을 할 때와 비교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할 때 비용 감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도시형 조합에서는 한 사업의 실  증가가 다른 사업의 한계비용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표값이 0보다 크게 

나타나 비용 상보성의 역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제사업 실  증가

는 신용사업의 한계비용을 증가시키는 범 의 불경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도시형 조합은 단일사업을 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감에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표 5-5.  비용 상보성 검정 결과

귀무가설 유형 평균값 p-value

비용 상보성이 존재하지 않음

(  )
농 형 0.000000125 0.0772

도시형 0.000000919 0.0000

3.3. 조합유형별 신용사업의 적정규모 도출

  규모의 경제지표가 1로 정의된 신용사업의 정규모를 찾기 해 신용

사업 규모 구간을 최 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 규모의 경제 지표를 계측

하 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추정된 비용함수의 라메터들을 이용하여 체 

조합의 규모의 경제지표를 계측하고 지표가 1인 조합들의 규모의 평균값

을 각 유형별 정규모로 간주하 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도출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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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엄 한 의미에서 <그림 4-1>의 평균비용의 최 을 나타내는 규모

(SIZE=1)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인 규모의 단순 평균값에 불과

하다.

  따라서 평균비용 론티어상에 치한 정규모를 도출하기 해서는 

규모를 몇 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규모구간의 평균비용 론티어상

에서 규모의 경제지표를 계측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측된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인 그 규모 구간이 정규모( 는 정규모 구간)이다(Benston et 

al., 1982).

  도시형과 농 형 조합의 비용구조는 다르다는 가정 하에 두 유형별 비용

함수를 각각 추정하여 각 유형별로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규모를 

도출하 다.

  신용사업 규모 구간을 세분화하여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이 되는 규모 구

간을 찾아낸 결과, 농 형 조합에서는 3,000∼3,500억원, 도시형 조합에서

는 8,500∼9,000억원에서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이 되었다. 단, 도시형 조합

에서 9,000억원 이상 규모에서 규모의 경제 지표가 1보다 커지는 상이 

보이는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자료에서 2009년 농 형 조합의 평균 신용사업 규모는 1,333억원

인 반면,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이 되는 정 규모는 약 3,400억으로 재보

다 약 2.6배의 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도시형 조

합의 평균 신용사업 규모는 5,381억원이지만, 정규모는 약 8,600억원으

로 재보다 약 1.6배의 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이 되는 신용사업 규모 구간의 비율(농 형  

85%, 도시형 74%)을 용하여 신용사업 규모를 수 으로 환산하 다14. 

그 결과, 농 형 조합의 재 평균 수 은 721억원이나, 정 수  규

14 각 신용사업실  구간별 평균 비율을 용하여 신용사업 규모를 수 으

로 환산하면, 정 신용사업 규모로부터 정 수 을 도출할 수 있다. 정 

출 을 계산할 수도 있으나, 지역농 의 규모는 수 을 기 으로 규정하

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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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약 1,838억으로 약 2.6배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한편 도시형 조합의 

재 평균 수 은 3,085억원이나, 정 수  규모는 4,930억원으로 약 

1.6배의 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 형 조합의 2009년 수 과 정 수  규모간 격차는 도시형 조

합보다 더 크게 나타나, 도시보다는 농  지역농 에서 소규모 조합들의 

병합을 통한 규모화 실 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005년 실제 수 과 정 수 간 격차는 농 형 조합의 경우 4.5배, 

도시형 조합의 경우 2.6배로 계측된 바 있었다(박성재 외. 2007). 따라서 

2005년 결과와 비교할 때 2009년 농 형과 도시형 조합 모두 실제 수

과 정 수  규모간 격차는 어들었다. 즉, 지난 5년 동안 지역농 의 

규모화가 진 되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농 형 조합의 

정규모를 해서는 2배 이상의 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표 5-6.  지역농  유형별 신용사업의 규모의 경제 지표 분포

농 형 도시형
신용사업 규모구간 규모의 경제지표 신용사업 규모 구간 규모의 경제지표
600억원 미만
600∼800억원
800∼1000억원
1000∼1200억원
1200∼1400억원
1400∼1600억원
1600∼1800억원
1800∼2,000억원
2,000∼2,500억원
2,500∼3,000억원
3,000∼3,500억원
3,500∼4,000억원
4,000억원 이상

1.096
1.069
1.056
1.046
1.039
1.029
1.020
1.015
1.009
1.004
1.000
0.995
0.965

2,000억원 미만
2,000∼4,000억원
4,000∼6,000억원
6,000∼8,000억원
8,000∼8,500억원
8,500∼9,000억원
9,000억원 이상

1.065
1.064
1.054
1.049
1.021
1.000
1.069

표 5-7.  지역농  유형별 정 수  규모

단 : 억원, %

구분
재 평균 

신용사업 규모(A)
재 평균 
수

정 신용사업 
규모(B)

정 수 B/A

농 형 1,333 721 3,400 1,838 2.6
도시형 5,381 3,085 8,600 4,930 1.6

주: 정 신용사업 규모와 정 수 은 규모경제 지표값이 1인 신용사업 규모와 수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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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업 규모 분포를 몇 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이 되는 규모 구간을 찾아낸 결과, 농 형 조합에서는 580∼600억원에서 

규모의 경제지표가 1이 되었다. 2009년 농 형 조합의 평균 경제사업 규모

는 248억원이나, 규모의 경제 지표가 1이 되는 정 규모는 약 590억으로 

재보다 약 2.4배의 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형 조합에서는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지표가 1보다 크게 나

타나, 경제사업 정규모를 이루기 해서는 경제사업 규모를 계속 키워나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8.  지역농  유형별 경제사업의 규모의 경제 지표 분포

농 형 도시형

경제사업 규모 구간 규모의 경제지표 신용사업 규모 구간 규모의 경제지표

200억원 미만
200∼300억원
300∼400억원
400∼500억원
500∼580억원
580∼600억원
600억원 이상

1.072
1.038
1.025
1.008
1.006
1.000
0.977

300억원 미만
200∼300억원
300∼400억원
400∼500억원
500∼600억원
6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1.061
1.054
1.048
1.047
1.046
1.045
1.043

4. 일선조합의 정규모 분석 결과

  일선조합 사업의 정규모에 한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상호 융의 

수  규모로는 농 형 조합이 1,838억원이고, 도시형 조합이 4,930억원 수

으로 재 평균 수  규모보다 각각 2.6배, 1.6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

된다.

  정 경제사업 규모는 농 형 조합이 590억원이고, 도시형 조합은 모든 

조합이 정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농 형 조합의 재 평균 경제

사업 규모는 248억원으로 정 경제사업규모는 평균보다 2.4배 더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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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정규모 이하인 조합의 비 을 보면, 먼  상호 융 수 의 경우 농

형 조합에서는 체 760개 조합  95.9%에 해당하는 729개 조합이 

정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형 조합의 경우에는 339개 조합  

82.3%에 해당하는 279개 조합이 정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업의 경우에는 농 형 조합의 경우 정규모 이하인 조합이 체 

760개 조합  94.7%인 720개 조합이 해당되고, 도시형 조합의 경우에는 

체 조합 모두 정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농 형 조합의 경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정규모에 도달하지 못

한 조합은 91.8%에 해당하는 698개 조합이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정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은 1.2%인 9개 조합에 불과하다. 상호 융만이 

아니라 경제사업의 경우에도 정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규모화를 

더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체 수 을 기 으로 하여 정규모 수  수 을 유지할 경우 정 

조합 수를 산출하여 보면, 농 형 조합은 302개 조합이고, 도시형 조합은 

208개 조합으로 총 510개 조합 수가 된다. 지역조합(농 , 축 )의 경우에

는 1,099개 조합이 약 510개 조합 정도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9.  일선조합 사업부문별 정사업규모

단 : 억원, (%)

　구  분 농 형 조합(760개) 도시형 조합(339개)

정 수  규모(A) 1,838 4,930

정 경제사업 규모(a)  590 모두 규모의 경제 존재

조합평균 수 (B)  721 3,085

평균 경제사업규모(b)  248 모두 정규모 이하

A/B 2.6 1.6 

a/b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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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농 형 조합 정규모 이하 일선조합 비

단 : 개수, (%)

　구  분
신용사업 수 ( 정규모 1,838억원)

정규모 이하 조합 정규모 이상 조합 합계

경제사업 

( 정규모

 590억원)

정규모 
이하 조합

698  (91.8) 22  (2.9) 720 (94.7)

정규모 
이상 조합  31   (4.1)  9  (1.2)  40  (5.3)

합계 729  (95.9) 31  (4.1) 7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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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농 체제와 사업별 문화체제의 이론  배경

1.1.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일선조합은 지도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모두 겸 하는 종

합농 체제이다. 그런데 종합농 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사업별로 효율 인 

사업규모가 서로 상이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사업부문별

로 효율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다. <그림 6-1>

에서 A라는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아 a라는 에서 최소비용

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B라는 사업은 규모의 경제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b라는 에서 최 규모에 도달하게 되는 A사업과 B사업을 일선조합

이 함께 수행하는 체제를 고려하여 보자.

  이 경우 농  A사업과 B사업을 겸 하는 체제에서는 두 비용곡선의 합

이 체 비용곡선을 이루고, 그 경우에는 c라는 에서 최 사업규모를 달

성하게 된다. 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c의 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선조합의 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A사업의 측

면에서는 규모가 비교  큰 규모이고, B사업의 측면에서는 규모가 오히려 

세한 수 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비효율성은 있지만 체 으로는 

최 비용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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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사업별 효율  사업규모의 차이에 의한 비효율성 

  그런데 두 농 이 있어 서로 문화된 체제를 구축할 경우에는 비용구조

가 달라진다. 한 조합이 A라는 사업을 담하여 수행하고, 다른 한 조합이 

B라는 사업을 문 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된 체제를 보자. 이 경우 

A사업의 경우에는 평균비용이 a의 수 이 되고, B사업의 경우에는 평균비

용이 b가 된다. A사업과 B사업의 평균비용 합(a + b)은 각 사업별 최 규

모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겸 체제의 평균비용 c보다는 낮은 수

이다. 두 조합이 문화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두 사업

을 문화하는 것이 더 효율 이다.

  그러나 조합이 A라는 사업이 보다 큰 비 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업

을 보다 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겸 체제를 유지할 수는 있

다. 즉, A라는 사업이 규모의 경제성이 없으면서 많은 비용을 래할 경우 

그 자를 보 할 수 있는 B라는 사업을 겸 하는 것이다. A사업은 규모

의 경제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을 요하게 고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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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고, 반면 조합원에게 A사업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더 요한 목표

가 된다. 이 경우에는 겸 체제인 종합농 이 조합원 농가에게 필요한 A사

업을 충분히 제공하는 효과를 얻기에 유리하다.

  반면 B사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 체제로 환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규모의 경제성을 

더 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A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의 규모가 

결정되어 B사업을 확 하지 못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확 시킨다. 이때는 

종합농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일선조합에서는 A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지역발 을 한 환원사업이 해

당되고 있고, B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경제사업  신용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업 강화를 하여 규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 이 제기되

고 있으면서 합병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지역단  사업, 조

합원과 착되는 사업이 요하 으나 차 농 의 시장 응기능의 강화

가 요구되면서 규모화가 요한 과제로 두하고 있어 문화 체제로 환

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조합의 사업별 정조합규모에 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의견에서는 1개 읍면단 를 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유통사업과 가공사업에 해서는 시군단  정

도로 규모화하는 것이 바람

표 6-1.  일선조합 사업부문별 합한 규모에 한 의견

단 : %

구 분
농산물

유통사업
가공사업

농자재

구매사업
상호 융

 지역복지

사업

1개 읍면 30.1 21.2 43.7 39.4 37.1

2∼3개읍면 29.8 31.8 28.8 28.5 27.5

시군 단 27.8 36.1 19.9 22.2 25.8

시군단  이상  2.3  4.6  1.3  2.0  3.3

무응답/기타  1.7  0.7  2.3  3.3  3.0

합 계 302(100) 302(100) 302(100) 302(100) 302(100)

자료: 조합원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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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농자재구매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조합원이 수요자인 사업에 해서는 1개 읍면단 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 합하다는 인식이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합원 의

향에서도 사업별로 정 사업규모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2. 지역농협 합병의 효과

1.2.1. 규모의 경제효과

  취 물량을 확 하여 취 비용을 감하거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여 

매가격을 제고하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는 것이 합병의 가장 큰 효과

라는 것은 일반  인식이다. 즉, 합병을 통해 개별 으로 존재하는 업농

가를 조직화하여 사업물량을 증 함으로써 사업의 집 화‧ 문화를 실

하여 공 비용  구매비용을 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간 기후나 지리  차이가 은 상황에서 주산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 간 특성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 한 만큼 나타나지는 않

고 차별화만 약화시킨다.

  합병으로 시장교섭력의 제고 이외에 사업 추진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유통‧가공시설의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를 들어 경남 산청군과 

같이 읍․면 단 의 세한 조합에서는 투자여력이 없어 농민이 필요로 하

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같은 유통시설을 투자할 수 없었던 것을 합병

을 통해 투자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산지유통시설  가공사업을 해서는 

자기자본 의 규모가 요하다.

  둘째, 지역의 확 로 원료농산물의 조달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동조

합의 유통사업에서 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료조달의 부족으로 가동률

이 하되기 때문인데, 합병을 통해 유통·가공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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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면 단 당 감가비용을 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셋째, 구매사업에서 량구매에 따른 구매‧생활물자의 구매가격을 낮추

는 효과이다. 특히 구입가격이 구입량에 따라 변동(인하)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구입가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량수송에 따

라 수송비용을 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농가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품목별 문 농지도컨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요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러 조합이 동일한 복합 인 농지도를 수행하던 것을 통합하여 

문화함으로써 서비스 수 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조합경  측면에서는 

통합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1.2.2. 조정의 경제효과

  동조합의 합병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효과가 바로 조정의 경제효과

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립 계에 있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동조합은 

사업 이용자인 조합원과 공 자인 조합 간에 정보교환, 의사결정의 참여, 

농 사업의 이익배분에 참여 등으로 서로의 이익이 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 조합원 간 혹은 조합원과 조합 간 서로의 의사결정을 조

하게 되면 체  이익은 증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조로 얻는 이익이 

조정의 경제 효과이다. 나아가 동조합 간 조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정의 경제효과란 합병조합이 지역농업계획 차원에서 조합

원과 조합 간 생산  사업방식의 조정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지역  특성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효과보다 조정의 경제 

효과가 더욱 요해진다. 를 들어 서로 다른 품목을 결합하여 같이 매함

으로써 매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합병조합이 에 보이지 않은 조정의 

효과를 얻는 것이 합병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동조합 사업에서 조정의 활동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 내 복투자를 방지하고 농시설  유통시설의 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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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연합의 

경우 조합 간 조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방지한 것이 경제성을 확보

한 것보다 요한 효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둘째, 출하시기  출하물량 조정을 통하여 매시장에서 연간 공 체계

를 형성함으로써 매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동조합 매사업의 

형인 산지유통시설을 심으로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기

능은 더욱 강조된다. 유통 약이란 조합과 조합원 간 조정을 계약형식으로 

표시한 표  표상이다. 

  셋째, 생산- 매 일 체제 형성을 통한 품질을 리하는 것이다. 생산단

계에서부터 매를 고려한 농지도가 이루어져 최종 농산물의 품질이 

리된다. 우수 랜드 농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리가 이루어

져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농정과 조합사업의 조화를 통해 지역농업발 을 도모하

는 것이다. 일본의 역합병에서 가장 을 두고 있는 계획이 지역농업발

계획이다. 안성시의 경우 안성맞춤조합공동사업에서 지역농 발 을 

한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지방농정과 동조합 사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1.2.3. 범 의 경제효과

  범 의 경제효과란 서로 다른 사업 부문을 운 하는 기업이 합병하여 시

지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부족한 사업부분을 보완하기 해 

합병을 추진한다. 일반기업 부문에서 합병의 가장 큰 목 이 범 의 경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농 의 경우 모

든 조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범 의 경

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지만 서로 다른 사

업을 수행하는 조합을 통합하는 경우 복되지 않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

는 범 의 경제 효과를 릴 수 있다.

  동조합 합병에서 범 의 경제 효과를 얻는 분야를 보면, 첫째 조합별

로 다른 농‧유통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합병을 통해 다른 지역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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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유하지 못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순천조합의 경우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없는 지역에서 간단한 건조 장시설만 설치

하여 산물벼 수매가 가능하다. 둘째는 지역이 다양화되면서 출하품목의 다

양화로 형소매 이 요구하는 품목구색을 충족하여 매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소비지 유통업체는 모든 품목을 건건이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납품품목을 다양하게 구비한 곳을 선호한다. 품목별 문

조합의 경우 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품목 구색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매능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4. 합병의 부정  효과

  합병이 반드시 정 인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합병으로 오

히려 경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지 되고 있다. 첫째는 조합경 이 경 주의 강화로 동조합의 역할인 지

도기능이 약화되고 조합원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규모 확 에 

따라 리능력이 부족하여 오히려 규모의 비경제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첫째 부정  효과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조합경 이익을 목 으로 사업

을 추진하여 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으로 동조합과 주식

회사의 차이 이 모호해지고 있다. 실제 조합이익을 한 신용사업과 가

공사업에 치 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유통사업과 지도사업은 축소되

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은 주인의식 결여로 사업참여를 

기피하여 조합이  더 경 주의에 집착하게 된다.

  둘째 부정  효과인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조직 규모의 확

에 따라 경 리방식을 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 방식을 

유지하여 오히려 경 성과가 하되기 때문이다. 조합 리방식을 두 가지

로 구분하여 보면(<그림 6-2> 참조), 규모가 은 상태에 합한 방식인 E1 

방식과 더 큰 조직에 합한 방식인 E2 방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E1 

경 방식은 S1
*
의 규모에서 최 의 성과를 나타내고 E2 경 방식은 S2

*
의 

규모가 최 상태이다. 재 규모가 S1
*인 상태에서 합병을 통해 규모가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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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과거의 경 방식(E1)을 그 로 유지하고  있

으면 경 성과가 B 에서 나타나 오히려 합병 인 P1
*보다 낮은 P3의 성

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경 방식을 규모에 합하게 E2 방식으로 환하

다면 성과는 A 에서 나타나 P1
*
보다 높은 P3′의 성과를 얻게 된다. 따

라서 합병으로 규모를 확 하면 확 된 규모에 합하게 경 방식을 환

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조합원과의 거리감이 확 되는 것을 개선하고 

거래규모의 확 와 거래의 복잡성을 조정하기 해서는 문경 인체제로 

환되어야 한다. 농민인 조합장에 의한 경 방식을 그 로 답습하는 것은 

합병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그림 6-2.  조직 규모에 따른 경 방식

(성과)

S3 S*2

  

PP*2

P

 0

P*1

P3

A

B

E1

E2

S
*
1 S(조직규모)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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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선조합 사업부문별 발 방향

2.1. 지역개발 

2.1.1. 지역개발  복지사업 강화 필요성

  농 지역에서 과소화에 따른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농 에 해 지

역사회 발 을 한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기 가 

높아지고 있다. 농 이 농업생산, 농산물유통사업 심으로 규정되는 것에

서 나아가 사회  기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동조합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과 련하여 읍면의 공동화 상  은 층의 농 이탈로 인

하여 농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여 농 지역 학교의 폐교가 지속되고 있

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32개소가 폐교하 는데, 이  비수도권

에서만 93%인 2,822개 학교가 폐교하 다. 이와 같이 교육여건이 악화되

면서 농 에서의 이탈 요인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육아와 교육 등의 사회  기능에 한 농

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실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한 농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특화된 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늘어

나고 있으나 의료시장에서 공 되는 민간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군의 

의료기   병원이 115개, 종합병원이 16개에 불과하며, 더구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군단 에 병원은 1개소 정도 수 이다. 군의 병․의

원이 주로 군청 소재지에 집  배치되어 있다는 을 감안하면, 실제 농

의 핵심부인 면단  주민들의 의료기  근성은 더욱 제한되고 있는 것이

다. 공공의료기 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축소되고 있는데, 보

건진료소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의 자료를 합하면 1997년 1,765개소에

서 2006년 1,681개소로 84개소가 어들었고, 보건지소는 같은 기간 1,123

개소에서 1,098개소로 25개소가 어들었다. 한 농  면단 의 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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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의 공 보건의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 농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근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역농 이 이러한 지역복지서비스를 공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의 부분이 고령농가라는  역시 지역

농 의 지역복지서비스 역할 강화에 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지역농 이 경 안정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조합

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해서는 지역사회가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

여야 한다. 일본농 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공동화를 방지하고 농가유입을 

진하기 하여 농업생산법인에 한 출자참여를 하고 있다.

  보건, 교육, 행정 련 정부기 의 통폐합은 농 지역, 특히 면단  지역

에서 련 서비스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각종 서비스의 공동화에 

한 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최근 지역사회복지 의체에 한 농

의 참여나, 농어 공동체기업 등 사회  기업의 역할에 한 농 의 참

여를 요구하는 기 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기업이 독자 인 역할을 하

겠지만, 개별 사회  기업에 한 지역별 불균등 발 , 기 자본 의 부

족, 지도자의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지역농 이 극 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동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해 스

스로 참여하는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농 은 국의 면단 에 고

루 분포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지역농 은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상호

융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 확 를 해서라도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농 의 역화 등 농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

회가 창출되고 있다. 2000년부터 농 에 한 심과 함께 여러 가지 

련 정책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국 으로 확 되

고 있다. 기의 행정리 단 의 농 사업은 차 범 가 확 되어 법

정 리 는 2～3개 법정 리(농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농 의 기

본단 가 확 되었다. 그러나 지속 으로 도시주민을 유치하려면 개별 마

을의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더 넓은 범 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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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북 진안군의 군단  농 의 네트워크형 발 략은 이런 

의미에서 농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다.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역친환경단지사업 등은 기에 농 의 참여를 의도하지 않고 설계된 정

책이지만, 몇몇 농 에서는 이들 농 이나 지역개발사업을 농 의 사

업으로 받아들여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농업의 축소와 농 의 재발견이

라는 측면에서 이런 지역 련 사업에 한 농 의 참여는 농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 동조합으로서의 

농 의 지역종합센터는 <그림 6-3>에서와 같이 지역사회발 을 한 노인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농 사랑운동, 농 사업 등 사회  연 를 필

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개념이다.

그림 6-3.  농 의 지역종합센터 개념도

자료 : 농 앙회 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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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 은 지역종합센터(가칭)을 심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하에서도 지역복지사업을 하는 역할을 지역조합센터라는 용어로 통

일하여 사용한다. 지역종합센터는 지역농 이 지역사회에서 농 개발·복

지·문화· ·도농교류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농 의 활력과 농외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종합센터 

개념은 <그림 6-3>과 같이 지역 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2.1.2. 지역종합센터의 개념과 기능

  지역종합센터의 개념은 “구매- 매라는 생산자 동조합의 기본 기능을 

심으로 하면서, 기존의 상호 융의 신용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이익을 창

출하는 것에 응하여 새롭게 두되는 지역 동조합으로서의 기능으로 

확장하여 운 하는 지역종합농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지역농 은 다양한 형태로 모색할 수 있다. 

  를 들어 하나의 방식은 기존 종합농 체제에 병행하여 새로운 농 사

회 동조합의 기능을 추가하는 업무확  유형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

역농 의 기존 업무 일부를 연합사업으로 이 하고,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확 하는 혼합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업무를 부 연합사업으로 

이 하고 지역개발사업에만 집 하여 완 한 지역 동조합이 되는 업무변

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단계

으로 근하여야 하지만 각 조합의 조합원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 일반 으로 소규모 면단  농 을 유지하는 곳은 업무변환 유형이, 

재 읍을 주소재지로 하거나 2~3개 읍면단 로 합병하고 연합사업이 활성

화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혼합유형이, 역합병농 은 업무확 유형이 

합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지역종합센터의 기능은 ① ·소규모 작목의 구· 매사업, ② 읍면단  

농 을 총 하는 지역개발사업, ③ 조합원의 정보를 체계 으로 리

하고 조합원이 생산계획과 경 지도를 진행하는 생산지도사업, ④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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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지역종합센터 구상

과 지역주민을 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⑤ 지역복지 로그램을 행하는 

복지사업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지역종합센터로서 핵

심사업은 농 지역 복지 로그램을 사업화하여 확 하는 복지사업 역이

다. 고령자 복지서비스나 농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을 보다 효율 으로 집행 가능하게 하고, 수 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

을 제공하기 해 지역에 착한 지역농 에서 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속가능성을 해 손익분기 을 넘어가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1.3. 지역종합센터 역할의 선도사례

  지역복지서비스 공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

성 고삼농 은 1994년부터 안성의료생 의 설립과 육성에 극 개입하면

서 안성의료생 과 연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역시 하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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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이동농 , 경기도 포천시 인농 , 강원도 삼척시 근덕

농  등은 노인복지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

된 장기요양운 기 도 운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련하여 주 역시 하남농 은 2007년 공모를 통해 시

니어클럽으로 지정되어 2010년 4억 9천만원의 산으로 고령농가의 일자

리 창출에 참여하고 있다. 안성 고삼농 도 2004년 노동부가 시행하는 ‘사

회  일자리 사업’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농 조합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당시 농 에 필요한 친환경 생균제, 사료첨가제 제조 등과 연

계된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9명, 2005년 10명, 2006년 10명, 2007년 25

명을 고용하 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 원삼농 과 이천시 신둔농 은 여성

농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여성농업인센터로 지정받아 운  이다.

  최근 육아서비스와 련된 가장 확 된 정책은 지역아동센터 정책으로,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식, 학습지도,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 한 보호를 목 으로 

하는 시설이다. 2009년 6월 재 국 3,274개 설치되어 있고, 지역아동센

터 미설치 읍면은 체 1,409 읍면  879개소로 부분 시단  지역에 설

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역에 해서는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지역농

의 사업확 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남 순천농 은 마트사업과 연계하여 마트에 방문하는 소비자를 상

으로 각종 교양교육 로그램과 육아사업을 동시에 운 하여 시 지 효과

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도시형 농 의 지역사회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모델이다. 북 완주군 고산농 은 역친환경단지사업의 주 기

이 되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과 학교 식, 농 사업을 연계

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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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

2.2.1. 경제사업 활성화와 일선조합 체제개편

  농산물시장 환경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 농 의 경제사업을 

규모화· 문화하는 농 체제 개편이 요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 일본농

에서 경제사업을 자회사화하고 지역농 과 단  연합사업조직이 일체

화하여 규모화· 문화하는 것과 같은 과제이다. 이와 같이 농 의 역할에

서 유통 매사업이 요해지면서 유통 매사업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농 개 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농 체제인 일선

조합의 체제개편에서는 유통사업 외에 다른 사업의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

요하다. 조합원 농가가 요구하는 사업이 유통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

이다. 를 들어 조합 역합병이 유통사업의 규모화를 실 하는 방안이지

만 반드시 유통사업만을 목 으로 합병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은 오히려 

상호 융의 경쟁력 제고를 해서 더 필요한 략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조합 체제개편에서 유통 매사업의 강화를 어떻

게 달성할 것인가가 가장 요한 요소이다. 그만큼 경제사업 활성화가 핵

심 인 과제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는 일본농 의 경제사업 개편과 같이 시

장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역유통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서구농 들과 같이 품목별로 문화체계를 구

축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역단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사업의 규모화 방안으로는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안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선

조합 체제가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사업을 한 규모화에 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지역농 을 규모화하여 자체 으

로 경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역합병 방식의 규모화하는 것이다. 둘

째는 선진국 농 과 같이 품목농 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단 에서 품

목별로 문농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농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경제사업을 문화하는 방안이다. 다음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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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경제사업 규모화 안에 해 장단 을 비교하여 본다.

2.2.2. 지역농 의 역합병에 의한 규모화 방안

  경제사업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먼  제기되는 것이 종합농

체제 하에서 합병을 통하여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농 이 규모화

되는 것만큼 유통 매사업도 규모화되므로 시군단 로 역화하는 방안이

다. 시군단 의 역합병은 지역조합 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  

확 에 따른 사업추진여력을 높이기 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

히 읍면단 로 세한 지역농 의 구조로는 조합원 요구를 효과 으로 충

족시킬 수 없어서 역합병이 제기되고 있다.

  역합병을 통해 유통 매사업의 규모화· 문화하는 방안은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지역농 이 단일 의사결정구조을 가진다는 장 이 있다. 기의 

사업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 책임 계가 분명하여 효율 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종합농 체제의 장 을 활용하

여 상호 융 등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반면 역합병은 종합농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업농과 다수의 세소농이라는 조합원 이질화가 더 심화되는 경우에는 

지역농 에서 경제사업을 한 투자가 확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 제

기된다. 결국 다수의 세소농 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

다. 종합농 체제에서 역합병을 추진하면 이질화만 더욱 진시키고 조

합원과 착도가 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합병하기 

에 비해 세소농을 한 지역복지사업이 효율 으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 한 지역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  결정에서 갈등 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경제사업 강화를 한 투자를 더 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역합병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종합농

체제에서는 경제사업만을 하여 합병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업의 필요에 

의해 역합병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 경우 경제사업을 한 규모화가 지

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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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합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느 규모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 인 방안인지에 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선조합의 역할강화를 해 규모화하는 역합병이 농 개

과제로 제기되었지만 그 실 은 만족스러운 수 이 되지 못하고 있다.

2.2.3. 품목조합 심의 규모화 방안

  경제사업을 규모화하는 다른 방안은 품목조합을 육성하는 것이다. 품목

조합은 역단 로 형성되어 있어 규모화하기가 유리하고, 조합원 간 동질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즉, 품목별로 문화되어가는 업농

가의 요구를 효과 으로 충족시키기 해서는 품목조합 심으로 환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품목농 을 육성하여 지역농 의 유통사업

을 체한다는 방안이다.

  품목조합은 업농가 심의 동일품목 재배농가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질성이 높아 조합원 합의를 도출하고 품목별 문성을 강화

하는 데 품목조합 심의 규모화가 장 을 가진다. 즉, 조합원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해 계가 일치한다는 것이

다. 한 동일품목을 심으로 국단  연합을 진할 수 있어서 수 조

의 기능까지 확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품목조합을 육성하더라도 다수의 세소농을 한 지역농 을 

필요로 하고, 품목농 과 지역농 이 같은 사업구조인 종합농 체제를 유

지하고 있다는 에서 지역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품목농

도 1989년 이후 상호 융을 취 하고 있어 지역농 과 경쟁하고 있다.15 

품목농 이 종합농 체제로 환되면서 유통 매사업보다는 상호 융에 

집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농 보다는 사업구조면에서 경제사

업의 비 이 높기는 하지만 보다 수익성이 높은 상호 융을 더 강화하고자 

15 재부터는 새로 설립된 품목농 은 상호 융을 취 할 수 없어 상호 융을 

취 하지 않은 품목농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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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례가 있다.

   체 인 농산물 경제사업의 사업규모에서는 지역농 이 품목농 보

다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농 의 육성만으로는 지역농 의 유

통사업 활성화를 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품목농 이 소수이

기 때문에 새롭게 품목농 을 결성·육성하지 않고서는 지역농 이 담당하

고 있는 경제사업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는 것이다. 

2.2.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의한 연합사업 방안

   경제사업을 규모화하는  다른 방안은 조공법인을 통해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합사업이란 종합농 인 일선조합을 그 로 유지하면서 

특정사업에 해 일선조합이 서로 연합하여 규모화· 문화하는 방안이다. 

농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공법인은 경제사업에 해 연합사업을 추진하

기 해 도입되었다. 조공법인은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로서 

특정사업부문에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며, 농 법에 의해 설립되어  

일선조합과 동등한 지 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사업은 특정사업에 해서만 필요에 의해 통합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규모화· 문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일선조합의 참여

에 의한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종합농 체제의 한계 을 극

복하고 경제사업에 해서는 외국 농 과 같이 품목별로 문화할 수 있다

는 것도 장 으로 꼽을 수 있다. 일본농 의 단  경제사업연합회의 자

회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출하농가를 업농가로 한

정하여 유통 약에 의해 정 화할 수 있어 조합원 이질화에 보다 효과 으

로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조공법인에 의한 규모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일선조합이 조

공법인에 사업을 이 하지 않고 일선조합과 조공법인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복성만 더 확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조합 간 갈등이 발생하고, 경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조달

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조공법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사업의 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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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공법인의 문제 은 농 체제에

서 이의 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에 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부분이 있다. 즉, 산지유통기능 강화를 해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하 으나 그 상이 분명히 설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앙회가 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앙회 

회원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조공법인에 한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앙회 지원에 의해 조직이 육성되지 않은 것이 일선조합과 

사업경합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5.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

  경제사업 활성화를 해서는 시군단  이상의 역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자재 구매사업에서는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역단  

조직이 아니어도 되지만 매유통사업과 가공사업은 거래교섭력, 경쟁력을 

갖추기 해서는 시군단  이상의 역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

조직체계는 인 으로 하나의 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시

장과 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역합병, 조합공동사업

법인으로의 통합, 품목조합 육성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지역농 의 경제사업을 규모화하는 방안으로는 역합병에 의해 규모화

하는 방안과 조합이 경제사업에 해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장단 을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역합

병에 의한 규모화는 종합농 체제를 유지하면서 규모화하는 것으로 종합

농 체제의 장 과 단 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연합사업체는 특정사업에 

해 연합하는 것이어서 종합농 체제를 탈피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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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경제사업 규모화에서 합병과 연합사업의 장단  비교

구분 특징 장  단  

역합병
종합
농 체제

·투자자본조달에 유리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  

 사업책임 계 명확

·겸 에 의한 시 지 효과

·경 안정 사업 지속 확보

· 역합병 추진이 어려움

·조합원 이질화로 사업 간  

 갈등발생

·순환보직으로 문성 부족

·다른 조합과 력 부족

연합사업
(조공법인)

사업
문체제

·사업의 문성 확보 유리

·조합 간 력체제 구축이 

 편리하여 규모화에 유리

·권역범  확

·다른 사업과 갈등 최소화

·참여주체 간 책임과 권리

 계에서 갈등 발생

·자본조달이 불리하여 외

 기에 의한 불안정성

·의사결정 지체로 효율

  그 지만 조합원 농가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업농가가 농 사업에서 

차 이탈하는 상황에서 종합농 체제는 합하지 않다. 업농가 심으

로 매유통사업을 하는 역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역합병

을 하는 경우에도 경제사업에 해서는 자회사를 도입하여 분리 운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방안이다. 역합병조합의 경제사업 자회사를 도입하

여 문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단 의 한

계 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품목별로 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요한 과제이다. 수 안정 등의 기능

을 강화하기 해서는 품목 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품목 문

화는 시군단  이상으로 규모화하여야 하고, 가능한 국단 로 규모화하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품목조합이 심이 되어 국단  품목

연합을 결성하고, 사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조합에는 지

역단  품목별 조공법인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해서는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업농가에게 농지도를 하고, 농가 조직화를 리하는 기능이 요하다. 

이러한 기능은 농가와 연계성이 요하므로 지역단 로 근하는 것이 효

과 이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사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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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사업만 담당하는 조직이 수행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상호 융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지역농 이 이 기능

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지역농 이 읍면단 별로 품목별 업

농가에 한 조직 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업 

조직이 지역농 의 지역개발조직과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상호금융 활성화 방향

2.3.1. 상호 융의 문제와 과제

  상호 융은 일선조합의 요한 수익원이지만 이용자는 조합원 농가보다

는 지역주민 등 조합원을 포함한 비조합원이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조합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이라 할 수 

없다. 상호 융은 많은 이용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에서 동조합으로

서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일선조합의 상호 융사업은 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결

하여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일선조합들이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

어 상호 융 규모가 무 세하다는 이다. 융은 차별화보다는 규모의 

경제성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이어서 세한 규모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

는 문제가 있다. 제4장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농 지역에서는 수  규모가 1,800억원 이상, 도시지역에서는 5,000억원 

정도에 도달하여야만 정규모에 이르게 된다. 세한 규모는 자본  세

성으로 이어져 동일인 출한도 제한으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지역 내 

출을 취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모든 일선조합이 동일한 종합농 체제로 상호 융을 취 하고 있

어 같은 지역에서 농  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시장권 

내에서 지역농 , 지역축 , 품목농  등이 서로 상호 융으로 경합하는 

구조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 지역에서 농  간 경쟁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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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상호 융이 지역의 조합 융으로서 정체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규모의 세성 속에서 상호 융이 난립하는 것은 규모화를 통해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셋째, 수익성 확 를 한 외 출 확 는 상호 융의 험을 증 시키

고 있다는 이다. 농 지역에서는 출수요가 어지면서 수도권으로 

출수요를 찾는 외 출 규모가 확 되고 있다. 그러나 외 출 확 는 

출 리의 애로 등으로 출 험이 높아져 장기 으로 발 에 해요소

로 작용하고, 조합 융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넷째, 상호 융의 앙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 융 총본부의 역

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선조합 상호 융이 비율이 하락하면 자

운용이 어려워 상호 융 총본부에 치하는 규모가 확 된다. 이의 자  

운용능력이 상호 융의 수익성을 결정하게 된다. 외국의 조합 융의 경우 

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연합회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양한 자회사를 두어 자 운용능력을 극 화하고 있다. 상호 융 총본부는 

앙회의 사업부서로서 업무 역에 한계가 있고, 자 운용을 한 다양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2.3.2. 상호 융 활성화 방향 

  상호 융은 지역 동조합 융으로 정체성을 확 하면서 지역사회발 을 

한 지역 내 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인 방향이다. 상호 융

이 농업 융만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융을 담당하는 지역 착형 발

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상호 융을 하여 농가만이 아니

라 지역주민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주의를 확 하여

야 한다. 상호 융 발 은 지역 착화 략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 을 

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조합 지역 융기 으로 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 융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도 도단  권역별 자

운용을 스스로 담당할 수 있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

별 조합의 상호 융 여유자 을 자본시장으로 운용하기만 하지 않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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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업 등에 자 을 공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발 의 역

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으로는 지역농 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장기 으로

는 한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지역농 , 지역축 , 품목농 의 상호

융이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 동조합 융으로 발 하여야 한다. 상호 융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단기 으로 규모의 세성을 극복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므로 합병을 진하여 조합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으로는 지역권역별로 상호 융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

동조합 융으로 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과제인 통합의 경우 지역

농 , 품목농  등은 각각 차별화된 사업기능에 문화하고, 지역 동조합

융의 조합원  지배주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다. 지역농 이 품목농 의 상호 융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통합

된 상호 융기 을 설립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역농  등은 상호 융을 

이 한 후 통합된 지역 동조합 융이 창출한 수익을 바탕으로 하여 차별

화· 문화된 다른 사업을 담당하는 체제로 발 하여야 한다.

  장기 으로 상호 융연합회를 설립하여 상호 융 자 운용능력을 제고

하고, 일선조합의 상호 융과 연합회가 하나의 융기 으로 인정되는 일

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상호 융의 업무 효율화를 해서는 체 조합이 

동일한 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공정거래법상 상호 융

총본부에 의한 동일한 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여 지

하고 있다. 일본농 의 경우에는 지역농 을 단일 융기 으로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의 외를 인정하고 있다. 

  상호 융은 장기 으로 랑스 크 디 아그리꼴, 네델란드 라보뱅크 등

과 같이 상호 융연합회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동조합 융그룹으로 

발 하여야 한다. 여수신의 업무는 지역단  동조합 융인 상호 융

이 담당하고, 앙단  연합조직은 융기 으로서 법인격을 갖추면서 자

운용, 자산운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는 제1 융권, 제2 융권 등으로 업무 역이 구분되어 있어 추진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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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선조합체제 개편방향

3.1. 일선조합 체제개편 시 고려사항

  일선조합체제는 조합원의 자율 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조합은 자율 인 조직이므로 조합원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그

지만 조합원이 보다 합리 인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은 필요

하다. 이를 해서는 일선조합체제가 합한 구조인가에 해 논의하는 장

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농 의 경우 3년마다 국 회를 비하면서 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스스로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례는 본받을 만하

다. 정부가 시군단 에서 일선농 의 체제를 검토하고, 사업 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스스로 논의하여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선조합은 사업이용자인 조합원의 소유권, 지배권이 강화되는 방향으

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이용에 동질성이 높은 조합원을 심으로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결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체제는 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  세소농과 업농가의 요구

조건이 다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분리하여 련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사업

을 선택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만 조합원 구분은 

무 세분화되지 않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 되는 범 에서 선택되어

야 할 것이다. 조공법인의 경우 출자조합과 함께 사업 이용농가가 조합원

이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

로 사업이용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일선조합의 정체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상호 융 이용에서 비농민 지역주민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면 

단계 으로 사업이용자인 주민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동조합으로

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랑스 크 디 아그리꼴 농

이 조합원을 농가에서 지역주민으로까지 확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일선조합이 지역사회발 을 한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

기 해서는 이에 필요한 수익원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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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역할에는 수입보다는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역단

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상호 융을 활용하는 것이 합하다. 상호 융의 

사회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 융과 지역종합센터의 역

할은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호 융의 입장에서

만 보면 선진국 동조합 융과 같이 도단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

이다. 규모의 경제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지역조합

센터의 역할도 요하기 때문에 두 사업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사업  유통 매사업은 가능한 업농가를 심으로 하여 역단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군단 에서

는 조공법인, 도 단  권역별로는 품목농 , 국단 에서는 농 경제지주

의 자회사가 사업을 담당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장에 보다 효과

으로 응하여 거래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서는 장기 으로 상호 융 수익으로 경제사업의 자를 보 하는 의존

인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단계 으로 경제사업이 충분한 자본 을 가지

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자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상호 융에서 

나온 수익으로 경제사업 자를 지원하는 교차보조가 확 되면 사업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체제로의 환이 해되기 때문이다.

  일선조합 간 역할분담과 력체계 강화를 해 동조합 간 동의 원칙

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서 어떤 사업은 역

화하여야 하지만, 조합원 농가와 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표 인 로 개별 농가를 한 농지도사업은 농가와 착도가 

요한 사업이다. 즉, 경제사업이 규모화하여야 하지만 농지도사업은 농

가와 가장 해 있는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 이다. 농산물 유통사

업을 조공법인으로 규모화더라도 농지도사업은 개별 조합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 이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 간 역할분담과 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역할을 한 조합이 담당하기보다는 사업별로는 문화

하면서 력 계를 통해 문제 을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일선조합 사업조직은 앙조직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한다. 농 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그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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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사업이 분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일선조합 사업에서부터 앙조

직의 사업이 서로 일체화되어 추진되도록 하여야 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농 의 경우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단 조직과 지역농 이 

일체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다. 앙조직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

선조합의 사업별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2. 일선조합 체제개편 방향

가.  단기  과제 : 지역농  규모화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일선조합의 체제개편과 련하여 단기 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기·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 이다. 농 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5년 이내의 단기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로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지역농 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

진하는 것이다. 재 역합병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제4장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상호 융의 정 수  규모, 즉 농

지역에서는 1,800억원, 도시지역에서는 5,000억원 수 에 도달하도록 규

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 으로 시군단  약 2∼3개 정도의 지

역농 으로 합병하는 수 이다.

  합병을 하면서도 지역사회발 을 한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 은 합병을 하더라도 읍면단  기존 지역농 을 지

역종합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본농 의 경

우에는 주간 지소라는 개념과 동일하고, 랑스 크 디아그리꼴의 경우 사

업기능이 없는 지방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읍면단 에서 의사결

정을 하여 필요한 지역발  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업농가를 한 마 기능을 담당하는 조공법인을 설

립 육성하는 것이다. 농 경제지주회사의 산지출하조직으로 조공법인을 육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 은 다수의 세소농과 지역사회를 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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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단계별 일선조합체제 개편과제(안)

할을 담당하여 시군단 로 통합되지 않으므로 조공법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역농 이 조공법인 출하농가 조직 리를 하고, 조공법인이 마 을 담

당하는 체제로 환하여야 한다. 조공법인 육성을 해서는 앙회 차원의 

리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농 이 시군단 로 역합병한 경우에는 

독자 으로 매유통사업을 추진하여도 되지만 업농가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하여 지역농 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목농 은 역단 로 규모화되어 있으므로 경제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 과 경제사업 력을 강화하도록 조공법인 설립을 주도

하여야 한다. 마  능력을 확보하고, 산지공 장을 운 하는 품목조합이 

역단  매유통사업의 주체로 발 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지역농

의 매사업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공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자

체 으로 경제사업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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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과제 : 지역농  역합병,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기 으로는 지역농 을 시군단 로 역합병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할 

단계이다. 지역농 이 상호 융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로 환하는 것이다. 기존의 읍면단  지역농 은 주간지소

로서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로 환한다. 상호 융의 발

을 하여 약에 의해 국 으로 리를 단일화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

다. 상호 융의 규모화를 진하고자 하고, 지역 융으로 환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경제사업 부문에 해서는 조공법인을 출하농가 심의 운 체제로 

환하여야 한다. 출하 의 일정비율(  1∼2%)을 일정기간(  5년) 유보

하 다가 다시 환원하여주는 회 출자제도를 통해 출하농가 심의 자본

이 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하농가가 조합원의 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 출자하는 농가의 표가 이사회에 일정 부분 참여하여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공법인이 하나의 마 농 으로 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품목조합은 시군단  이상으로 규모화하도록 품목조합  조공법인과의 

통합을 진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동조합 간 력하여야 

할 분야가 나타나므로 품목조합을 보다 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목

심으로 농 이 재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장기 과제 : 지역 동조합화, 품목별 마 농 으로 환  

  장기 으로 지역농 은 상호 융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동조합으로

서의 상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농가 수

가 감소한 상태에서 농 으로서 역할만 한정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지

역농 의 상호 융 이용자 부분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상호 융의 성

장을 해서는 지역조합으로 환이 필요하다. 장기 으로 비율이 하

락하고, 신용사업의 수익성이 차 감소하면서 상호 융도 규모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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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상호 융이 일정규모 이하이면 오히려 

자사업 부문이 되므로 상호 융을 유지하는 것이 조합경 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일본 지역농 의 경우에도 상호 융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역

합병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농가를 한 경제사업이 품목조합, 조공법인 등으로 문화하기 때문에 

지역종합센터로서 역할을 더 강화하기 해서는 지역조합으로 상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군단  역합병이 완성되고, 업농가를 

한 경제사업부문이 정착된 이후 지역 동조합으로 환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사업에 해서 시군단 에서는 조공법인이 마 을 담당하고, 도 

단  이상에서는 품목별 문농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으로 농 이 품목별로 문화되는 체제로 환하는 것이다. 시군단  조

공법인과 품목 문농 이 력하는 체제이다. 이를 통하여 품목별로 미국 

썬키스트 농 과 같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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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선조합체제 개편의 주요 과제

4.1. 지역농협의 광역합병 추진

가.  지역농 의 역합병 추진 필요성

  일선조합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농 이 읍면별로 구분되

어 있는 세성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 한 과제이다. 지역농 에 

해 시군단  정도의 역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는 부실조

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상호 융 자보호기 을 통하여 합병이 추

진되고 있다. 부실조합 간 합병이 추진되면서 합병의 목 과 필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합병 효과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총이익 비 매

리비의 비율을 낮추어 조합원을 한 지원을 확 하기 해서는 건 한 상

태에서 합병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합병조합일수록 매출총

이익 비 인건비 비 이 낮게 나타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을 통한 규모화는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과제이다.

  지역농 의 정사업규모를 추정한 바와 같이 상호 융 수  규모로

는 농 지역 조합의 경우에 1,800억원 이상으로 하고, 도시형 농 의 경우

에는 5,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으로 역

합병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군당 2∼3개 조합으로 

우선 통합하고, 이후에 역합병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재 단계에서는 그 정도 규모이면 상호 융의 정규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합병의 경우에도 규모화· 문화가 필요한 경제사업에 해

서는 자회사 등으로 분리하고 다른 조합과의 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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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합병추진방안

  합병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합병 추진 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조합 합병은 단순히 조직만을 통합하는 일반기업의 합병보다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 간 계 설정, 사업운 에서 사업 

간, 조합원과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합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조합원 공통의 이해를 도출하고 합병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단

계  합병추진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먼  지역 내에서 여건변화에 응한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 내 일선조합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하다. 지역단 에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앙회의 역할이다. 지역단 에서 합병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선결과제이다. 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정책 으

로 지역단 에서 일선조합 체제개편방향에 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

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합병계획과 사업 합리화를 한 자 지원신

청을 하면 그에 따라 앙회와 정부가 자 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단

에서 스스로 논의하여 합병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합병을 진하기 해서는 과거에 폐지되었던 지역농  

합병 진법에 의한 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병에 해 인센

티 를 제공하는 것이다. 합병을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조합마다 차이

가 있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동반 부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조

합마다 차이가 있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에서 

합병지원자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합병 이 에 규모화된 합병조합의 효율  운 을 한 모델을 제시하여 

조합원의 동참을 유도하여야 한다. 규모 합병조합은 지역과 기능이 구분

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병조합의 부가가치 창출기능은 시설 

심의 본소 리체제인 반면 조합원의 의사결집과 지도  지역개발기능 등

의 지역종합센터의 기능은 읍면의 지소 단 로 수행되는 이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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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합병조합 경 방식

조합원 조직

◦작목조직 강화
◦ 동조합 사업교육
⇒ 공동의 이해도출

합병조합의 특성

   ◦ 지역과 기능의 이 구조
   ◦ 조합원 지배구조의 취약성
   ◦ 규모화, 시설의 집 화
   ⇒ 새로운 경 패러다임 필요 
      ( 문경 , 견제와 균형)

지배구조

◦이사회 기능강화
◦지역과 품목의 의견수렴
  - 지소운 원회
  - 분과 원회 활동 강화
     ( 담이사배치)

운   

 ◦본소-기능 심 회원제
 ◦합리  시설배치
 ◦ 문경   리강화
 ◦감사기능 강화

조합원 요구

비 제시: 지역농업계획

의사결정  구조 집행  구조

<합병의 효과 발휘>

3가지 측면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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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소의 기능과 시설 심의 사업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지역소외의 문제가 발생하여 합병 효과가 반감하는 결과를 래한다.

  조합원이 지역 으로 분산되고 이해 계가 복잡해짐으로써 조합원의 지

배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 외국에서도 합병조합의 해결과제로 조합원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면 튼튼히 확립하는가를 제일 먼  지 하고 있다. 합병

조합은 규모화를 추구하면서 운 에 있어서는 다시 분권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합병조합의 신분야는 첫째, 새로운 개념의 조직구조와 운 방식을 모

색하여야 하는 것이고, 둘째,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조합원 

내부생산조직을 정비하는 것이며 셋째, 효율 이고 합리 인 의사결정구조

와 집행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규모로 합병한 조합은 조합원의 

이해가 다양해지고 지역이 확 되므로 사업 심의 지역농업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다시 조직화하여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규모 합병조합의 기본 운 방향을 모델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 인 

방안이다. 

  동조합의 운 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즉, 조합원 내부조직 분야, 조합경  집행과 조합원의 수요

를 연결하는 의사결정구조 분야, 그리고 조합을 운 하는 사업 리체제 분

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서로 일치성을 유지하

여 조화를 이루어야 합병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조합원의 요구가 효과

으로 결집되어 조합의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수렴되어야 하

고 그와 같은 결정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행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 방향의 심에는 반드시 개별 사업 측면에서 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발 이라는 비 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역합병

이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이라는 비 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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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일선조합 체제개편이 원활히 추진되기 해서는 업농가를 한 경제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역단  매유통사업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인 과제이다. 이를 해서는 조공법인을 농축산물 산지유통, 마  

심의 문화된 조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역합병조합, 품목조합도 

역유통주체가 되지만 조공법인과 같이 별도 육성 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

다. 이들 조직은 상호 융을 겸 하고 있어 자체 으로 발 계획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공법인은 주산지를 심으로 하여 지역, 주품목 산지유통, 마 을 

통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지역농 의 공동출자에 의한 농  경제사업 통

합으로 거 화, 문 품목 심 기능을 확 하는 것이다. 특히 조합과 농

앙회(경제지주)가 공동출자로 거 을 심으로 조공법인을 빠르게 설립

하여야 한다. 거 화된 APC, 신선편이  가공, 장·물류 시설 결집, 규모

화된 시설 심의 공동투자이다. 사업구조개편에서 앙회 경제사업 활성

화계획에서 조공법인 육성이 핵심과제이다.

  조공법인 육성을 해서는 먼  발 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주고, 체

계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담조직을 농 앙회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공법인이 설립되어도 발 하지 못하고 있는 요한 요인이 이들을 지원, 

육성하는 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자 할 경우 문의하여야 할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조공법인의 조직육성, 기

획, 매 등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공법인 표 모

델 개발, 조공법인 설립 지원, 농가조직화 지원, 지역 력사업 개발, 조합

과 법인의 역할 조정, 조공법인 경 지원, 조공법인의 로 지원 등의 역할

을 담당한다.

  조합과 조공법인의 역할 분담과 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공법인

은 주산품목의 매사업을 담당하고, 조합은 법인 미취  품목 매사업, 

구매사업과 공선출하회 조직화를 담당하는 계를 형성한다. 일본농 의 

경제사업 신체제를 보면, 경제사업 문조직인 농 본부가 마 기



일선조합 체제개편 방향과 과제 127

능을 담당하고, 지역농 이 농지도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

다. 농가조직화, 농지도는 보이지 않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농가와 인

한 조직이 보다 잘 수행한다. 조공법인을 설립하여도 지역농 과 역할분

담이 효과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선출하회 출하선도 을 연 에 조공

법인에게 제공하여 자 운용 수익을 조직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도 한 방안이다.

  지역별 조공법인 장기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농산물 생

산과 매수요에 맞는 지역단  조공법인 발 모델 설계하여야 한다. 지역

의 자원과 역량 분석, 지자체‧조합‧농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한 모델을 구

축하여야 한다. 사업의 방향과 범 , 상품목  사업규모, 정시설, 조

직구조, 인력, 시설통폐합, 정부‧지자체‧ 앙회(경제지주) 지원, 조합과 법

인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다.

  조공법인 추진에 한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먼  조공법인의 부족

한 자본  문제를 해결하고, 앙회 지원과 리가 책임있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일정부분 앙회 출자참여가 필요하다. 농 경제지주회사가 지역

별 조공법인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출자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책 으로

는 산지유통활성화 자 지원체계를 공선출하회 육성에 집 하여 조공법인 

 경제사업 자회사의 출하조직으로 등록된 조직에 해서만 정부와 앙

회(경제지주) 자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앙회(경제지주) 유통지원자 을 매칭하여 조공법인의 육성에 집  지원

하도록 한다. 정부의 산 지원, 앙회 교육지원직 사업비의 지원체계도 

조공법인 설립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조공법인을 육성하기 하여 제도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먼  조공

법인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운 원회 등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는 출하농가가 출하 의 일정 비율을 회 출자하여 회원의 자격을 확보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규정 표 안, 지도지원 규정을 마련하

여 조공법인에 한 지도·감사, 출자농   앙회(경제지주) 인력 견운

용, 법인에 한 자 지원 차, 산시스템 개발지원, 회계처리 개선, 평



일선조합 체제개편 방향과 과제128

가시스템 구축  경 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법 으로는 먼  농 경제지주가 조공법인의 회원으로 출자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조공법인의 앙회 특별회원 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

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회원과 동일 자격  지원하는 것이다. 조공

법인의 타 법인에 한 출자와 회원가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조공법

인의 공동사업 투자, 조공법인 간 합병에 필요하다.  회 출자 을 리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3. 품목농협 발전방향  

  조공법인 육성과 함께 품목농 도 육성하여야 한다. 품목농 은 체

으로 비 은 낮지만 개별조합별로는 경제사업이 규모화되어 있다. 

  품목농 은 우선 시군 조공법인의 원 부문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품

목농 의 장 을 살려 시군단  조공법인의 원 부문 생산지도  마  

기능을 주도하는 방안이다. 기존 조합원인 품목별 업농의 조직화를 강화

하여 공선출하회 조직의 확 를 통한 시군단  경제사업의 모델을 구축하

여야 한다. 신사업을 개발하고, 랜드마 을 수행하기 해서는 농기

술컨설  등 농가에 한 생산기술지도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농  지역농

은 우수한 기술지도사를 운 할 여건이 어려우므로, 품목농 이 주도하

여 기술지도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기존 농지도 의 단순 기술지도에

서 한 단계 발 하여 컨설턴트 자격을 갖추고 자재–생산–수확후 리–

매를 일 하는 기술컨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농업경

컨설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컨설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기술과 결합

된, 품종, 자재 등을 통한 구매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합구매를 바탕으로 

업농의 구매실 을 품목농 으로 집 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목농 은 업무구역 역화 략을 강화하여야 한다. 업무구역의 역

화를 통해 역품목농 으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조공법인 육성

을 주도하는 것이다. 도단  농업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시스템  농정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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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지공 장을 심으로 물류센터를 구축

하여 역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4. 일선조합 체제개편을 위한 지원

  일선조합 체제개편이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조합유형별

로 사업을 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품목농 이 경제사업을 

문화하면 지역농  경제사업을 이 하고, 신 지역농 은 상호 융에 

문화하면서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하는 체제로 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을 주고받는 사업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조공법인으로 

유통 매사업을 통합할 경우 지역농 은 다른 사업에 특화할 수 있도록 자

투자를 확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체제개편이 보다 효과 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 사업별로 수익성에 차이가 있고, 자본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 

쉽게 사업구조를 조정하지 못한다. 품목농 의 경우 상호 융을 이 시키

면 경제사업만 남게 되고, 그 경우 조합경 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  일선조합의 주요 수익원인 상호 융 수익이 다른 사업부문

에 지원하는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상호 융 수익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체제개편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목농 도 경

제사업의 자를 보 하고 자본을 안정 으로 조달하기 하여 상호 융 

취 을 요구하 고, 차 상호 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농 의 

경우에는 규모화를 해서는 조공법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참여

를 기피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상호 융 수익은 내부유보와 지역종합센터

의 재원, 경제사업에 한 출자지원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공법인 등 경제사업만 하는 조직에 자 지원이 효과 으로 이루어져야만 

문화체제로 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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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상호 융 수익의 사업부문별 분배( )

  이러한 사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앙회 조합육성자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흡수된 조합 지

역에 사업을 확 하도록 하는 것이 합병참여를 진하는 유인이 된다. 사

업이 으로 다른 사업을 확 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조합지원자  에 일선조합 사업구조조정자 을 마련하여 보다 

규모화· 문화하는 사업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해 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지역농 이 경제사업은 조공법인으로 이 하고, 지역종

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농 개발사업에 한 지원을 집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단 에서 사업구조조정 계획과 그에 따른 일선조합 체

제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 지원을 신청하면, 그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 이다. 이를 통해 지역단 에서 스스로 가장 바람직

한 사업구조를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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