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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행사명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주제 공감과 배려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건

일자 2015년 5월 29일(금) - 31일(일)

장소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행사내용

개막식/기조강연, 

인문가치 공유, 인문가치 모색, 인문가치 구현

폐막식 & 안동선언

공식언어
한국어 

(일부 세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한국정신문화재단

주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회

농업분야 

세션주관
안동농업협동조합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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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이 용 태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김 병 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장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철학)

위원

김교빈	(호서대학교/철학) 이숙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철학)

김문식	(단국대학교/역사학) 이승환	(고려대학교/철학)

김상준	(경희대학교/사회학) 이효걸	(안동대학교/철학)

류석춘	(연세대학교/사회학) 박원재	(한국국학진흥원/철학)

한경구	(서울대학교/문화인류학) 양일모	(서울대학교/철학)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정치학)

간사 이승률	(아산정책연구원/철학)

전문위원 신정원	(예술종합학교/철학)

문화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성균관대학교/유학)

위원

남승섭	(성균관청년유도회	상임부회장) 이윤화	(안동대학교/중국사)

남치호	(안동대학교/행정학) 이두환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	원장) 김현승	(안동시	신도청미래사업단장)

송재일	(대구	경북연구원/관광정책)

간사 권기창	(경북도립대학교/행정학)

전문위원 유은주	(안동대학교	창조연구소/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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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정보

등록  

21세기	인문가치포럼	등록데스크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	로비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등록

자는	등록데스크에서	간단한	신분	확인을	통해	입장	가

능하며,	현장등록자는	로비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

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웅부홀	로비	(2층)	

운 영 일 정 	 5월	28일,	11:00	-	18:00

	 5월	29일	-	30일,	08:00	-	18:00

	 5월	31일,	08:30	-	17:00

안내데스크  

행사	관련	문의	및	숙박과	투어	관련	정보는	등록데스크	

옆에	위치한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소  	 웅부홀	로비	(2층)	

운 영 일 정 		 5월	28일,	11:00	-	18:00

	 5월	29일	-	30일,	08:00	-	18:00

	 5월	31일,	08:30	-	17:00

운영사무국  

장 소  	 회의실	(2층)

운 영 일 정  	 5월	28일	-	31일,	08:00	-	18:00

연사대기실  

모든	연사들은	발표자료	확인	및	수정을	위해	회의	시

작	전	연사대기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국제회의장	부속룸	(1층)	

운 영 일 정  	 5월	28일	-	31일,	08:00	-	18:00

공식 언어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한국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합니

다.	단,	개회식	및	폐막식,	인문가치	모색	1-4는	영어,	중

국어,	일어	동시통역이,	인문가치	구현	6은	중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주차  

일반	참가자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옆	강변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주차장은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안동문화

주차장

안동역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만남의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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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3F 2F B11F

갤러리 34 갤러리 35

갤러리 5 백조홀

야외전시장 웅부홀

2층 회의실

회의실 3

회의실 1 회의실 2

회의실 4국제회의장

1층 회의실

연사대기실

 3F

갤러리 34

5.	29-30	 전문학회	참여마당	

	 (한국멀티미디어학회)

갤러리 35

5.	26-31	 인문의	길	위에서	공예의	가치를	보다	

 2F

갤러리 5

5.	29-31	 	<450년의	사랑,	원이엄마	편지>	유물	전시	및	

	 만화영화	‘미투리’	상영

백조홀

5.	28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	-	‘경(敬)’의	농업

5.	29	 전문학회	참여마당	

	 (한국멀티미디어학회)

5.	30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공감과	배려의	향기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5.	31	 초록군자의	꿈

웅부홀

5.	29		 개막식/기조강연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영화콘서트

5.	30		 	부모와	자식을	잇는	행복	레시피	-	토크콘서트

	

	 가족사랑	숨은그림찾기	-	북&뮤직콘서트

5.	31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가정과	회사를	살리는	한마음	-	‘경(敬)’

	 폐막식

웅부홀 로비

5.	28-31	 등록	및	안내

2층 회의실

5.	28-31	 운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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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2F B11F

갤러리 34 갤러리 35

갤러리 5 백조홀

야외전시장 웅부홀

2층 회의실

회의실 3

회의실 1 회의실 2

회의실 4국제회의장

1층 회의실

연사대기실

 1F

국제회의장

5.	29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공식	연결망	-	중국의	

관시,	일본의	아이다가라,	한국의	연고

	 사회변동에	따른	공감과	배려	양상의	변화

5.	30	 공감과	배려의	여성적	조건과	방법

	 21세기	공감과	배려	윤리로서의	유교

 종합토론

5.	31	 	한·중	마을공동체	속에서	찾는	새생활문화

운동

	 차세대	인문학자	한마당

1층 회의실 

5.	28-31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요원	휴게실

	 통역사	휴게실,	공연단	대기실

국제회의장 부속룸

5.	28-31	 연사대기실

야외전시장

5.	29-31	 	부대행사	(안동	관광·특산품	전시,	목판	찍기	

및	가훈	써주기	등)

 B1

회의실 1-4

5.	28	 	전문학회	참여마당	

	 (한국여성철학회	&	한국윤리학회)

5.	29	 전문학회	참여마당	(한국멀티미디어학회)

5.	30	 	전문학회	참여마당	

	 	(동양철학연구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양

명학회,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환경철학회)

5.	31	 	전문학회	참여마당	

	 (동양사회사상학회,	한국동양철학회)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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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5월 웅부홀 (2층) 백조홀 (2층) 국제회의장 (1층) 회의실 (B1층)

28

(목)
오후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경(敬)’의 농업

14:00	-	17:00

전문학회 참여마당

16:00	-	17:3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전문학회 참여마당

14:00	-	18:00

한국여성철학회	&

	한국윤리학회

29

(금)

오전
개막식/기조강연

10:00	-	12:00

오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영화콘서트

14:00	-	17:00

전문학회 참여마당

14:00	-	18:3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비공식 연결망

13:00	-	15:30 전문학회 참여마당

13:00	-	18:30

한국멀티미디어학회사회변동 따른 공감과

배려 양상의 변화

16:00	-	18:30

30

(토)

오전

부모와 자식을 잇는

행복 레시피

- 토크콘서트

10:00	-	13:00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공감과 배려의 향기

10:00	-	12:00

공감과 배려의

여성적 조건과 방법

09:30	-	12:00
전문학회 참여마당

09:00	-	18:00

동양철학사연구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양명학회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환경철학회	
오후

가족사랑

숨은그림찾기

- 북 & 뮤직콘서트

14:00	-	17:00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14:00	-	16:00

21세기 공감과 배려

윤리로서의 유교

13:00	-	15:30

종합토론

16:00	-	18:00

31

(일)

오전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10:00	-	12:00

한·중 마을공동체 속에서

찾는 새생활문화운동

09:30	-	12:30

전문학회 참여마당

10:00	-	12:00

동양사회사상학회

한국동양철학회

오후

가정과 회사를 살리는

한마음 - ‘경(敬)’

13:00	-	15:00 초록군자의 꿈

13:00	-	15:00

차세대 인문학자 한마당

13:00	-	15:30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13:00	-	15:00
폐막식

15:30	-	17:00

인문가치	구현인문가치	모색인문가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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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인문의 길 위에서 공예의 가치를 보다 
5월 26일 - 31일 | 갤러리 35

	

전시회마다	호평을	받는	안동지역	전통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정신문화

의	수도’	안동의	문화적	저력과	전통공예에	스며있는	느림과	여유,	자연친화적	정서를	

함께한다.

<450년의 사랑, 원이엄마 편지> 유물 전시 및 만화영화 ‘미투리’ 상영
5월 29일 - 31일 | 갤러리 5

	

1988년	4월	안동의	조선시대	무덤에서	죽은	남편에게	보내는	아내의	애절한	사부곡을	담

은	편지와	미투리(마와	머리카락을	섞어	만든	신발)가	발견되었다.	450년	전,	남편을	잃은	

한	아내의	편지에	담겨있는	애틋한	부부애를	관련	유물과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만난다.

안동 관광·특산품 전시
5월 29일 - 31일 | 야외전시장

  

목판 찍기 및 가훈 써주기 등
5월 29일 - 31일 | 야외전시장

문화투어 (초정자 대상)

	

환영 만찬	  5월 28일, 19:00-21:00 ㅣ 안동리첼호텔 사파이어 A (2층)

공식 만찬		 	 5월 29일, 19:00-21:00 ㅣ 안동리첼호텔 크리스탈홀 (3층)

환송 만찬 	 	 5월 31일, 18:00-20:00 ㅣ 안동리첼호텔 에메랄드홀 (2층) 

문화투어 (초정자 대상)

 
5월 31일, 09:00-15:00 | 안동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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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공감과 배려의 향기
 5월 30일, 10:00-12:00 | 백조홀 (2층)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	인간은	완제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존재였다.	이런	까닭에	선현들의	삶의	공간들은	그	자체로	공감과	

배려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다.	사랑방과	안방,	서원과	향촌	등	전통공간에	

스며있는	옛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음미해본다.

세션 2.  가정과 회사를 살리는 한마음, 경(敬)
 5월 31일, 13:00-15:00 | 웅부홀 (2층)

	 	자칫	깨어지기	쉬운	가정을	화목으로	지켜내고,	경쟁과	갈등으로	허물어져가던	회사를	

팀워크으로	살려내는	힘!	상대를	공경하고	서로를	한마음으로	생각하는	 '상경	 (相敬)'의	

문화에	그	답이	있다.	평생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일관했던	퇴계의	

철학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행복의	공간으로	복원시킬	해답을	찾아본다.

세션 3.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5월 31일, 10:00-12:00 | 웅부홀 (2층)

	 	‘한국문화의	창’이자	 ‘또	하나의	한국’,	안동(安東).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임하며	

경북도청의	이전을	계기로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안동의	정신문화사적	

역할을	성찰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지역민들과	공유한다.

인문가치 구현

유교적	가치를	삶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던	전통사회에서	자신은	낮추고	남에겐	관대했던	선현들의	모습과	오늘날	삶

의	현장에서	더불어	삶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사례들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과	배려의	정감이	충만한	지역공

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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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배려, 일상에서 되살리다”

세션 5.  인문과 함께 크는 사회적경제
 5월 30일, 14:00-16:00 | 백조홀 (2층)

5월 31일, 13:00-15:00 | 회의실1-4 (B1층)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의	무한경쟁은	시대적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	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전통	인문정신을	

길잡이로	삼아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세션 6.  한·중 마을공동체 속에서 찾는 새생활문화운동
 5월 31일, 09:30-12:30 | 국제회의장 (1층)

	 	생활	속	인문가치의	실천대안으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감과	배려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지혜를	나눈다.

세션 7.  초록군자의 꿈 
 5월 31일, 13:00-15:00 | 백조홀 (2층)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군자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내는	지역	특화	교육프로그램인	

초록군자의	단원들이	미래세대의	리더십인	‘공감과	배려	그리고	책임윤리’를	주제로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서로의	꿈을	나눈다.

세션 4.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 - ‘경(敬)’의 농업 
 5월 28일, 14:00-17:00 | 백조홀 (2층)

	 	퇴계	이황의	'경(敬)'	사상을	농업에	응용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안동농협의	사례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감과	배려의	가치가	소통되는	친환경	농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인본주의에	토대를	둔	새로운	농업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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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 - ‘경(敬)’의 농업

  5월 28일, 14:00-17:00 | 백조홀 (2층)

	

	 사회	 류장희 (안동농업협동조합 상무)

	기조 연설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2015년	농식품	정책방향

	

 패널 	 임덕선 (영남문헌연구원장)

	 	 가치를	추구하는	경의	농업

  신인식 (농협대학교/농업경제학)

	 	 농업인·소비자	상호	배려를	위한	경(敬)의	농업	현실과	과제

 

 좌장 권영준 (안동대학교/법학) 

	   

 자유 토론	 배영동 (안동대학교/민속학)

  이구의 (경북대학교/한문학)

 

  이규삼 (서원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황찬영 (안동농업협동조합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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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태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직책 차관보

학력 미국	일리노이대학	석사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	1984.	4		 임용(행시	27회)

•	1997.	12~2006.	4		 OECD	대표부	참사관,	농업협상과장,	국제협력과장

•	2006.	4~2009.	1	 식량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	2009.	1~2011.	4		 농촌정책국장,	국방대학원	파견,	녹색성장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정책국장

•	2011.	4~2013.	3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

•	2013.	3~2015.	3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2015.	3.	31~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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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선

소속 사단법인	영남문헌연구원

직책 원장

학력 문학박사

전문분야 한문학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출판물

•	경의함의와	농업경영	2014

•	시에	드러난	송자대전	복각에	대한	인식	2013

•	소은	류병문의	도산구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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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値를 追求하는 敬의 農業

林悳善

영남문헌연구원장/문학박사

Ⅰ. 序論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古代	韓民族은	人間世上을	크게	이롭게	

한다는	‘弘益人間’의	이념으로	국가사회를	건설하였고,	그	운영의	基盤에는	생명을	중시하는	농업이	뒷받

침되었다.	

농업은	국가의	基幹産業으로	古今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主穀

이	농업을	담당하였고,	근대의	조선에서는	유교를	국가운영의	중요	이념으로	삼아	勸農에	힘썼다.	국가에

서	제도적으로	농업을	장려하였으며,	의식	있는	農業人은	農書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農業當局과	農業經營人에게	많은	示唆點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

로	志向할	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이에	따라	과거	우리	先人들의	意識과	經驗을	고찰하고,	드러난	

성과를	바탕으로	유기적	종합을	거쳐,	21세기를	살아가는	농업의	방향을	導出하기로	한다.	먼저	고대	한민

족이	지녔던	弘益의	理念과	國家形成을	살피고,	이어	조선에서	시행된	제반	農業獎勵	정책을	考究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농업으로서의	길을	찾기로	한다.	

Ⅱ. 弘益의 理念과 國家形成 

進化論的	측면에서	人類의	祖上인	人科는	아프리카의	큰	類人猿系譜와	분화되었고,	生化學的	측면에

서	아프리카의	큰	유인원과	人間은	靈長類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집단이었다는	관점이	있다.	유럽에	출몰하

였던	네안데르탈人(Neandrthals)은	10만	년	전쯤에	호모사피언스(Homo	sapiens)로	출발하였으며,	죽은	사

람을	매장할	때	부장품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꽃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4만~3만	년	전의	증거들은	

완전한	현생인류가	호주·보르네오·유럽	등	각지에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1)

인류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은	식량이다.	식량의	확보는	수렵·채집을	거쳐	곡물의	

재배와	동물의	사육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곡물의	생산은	먹고	남은	剩餘物로	가축을	기르게	되고,	가

축의	배설물은	다시	施肥로	이어져	循環的	고리는	생산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확장되자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1)	 	로저	키징/전경수,	『現代文化人類學』,	현음사,	1998,	27~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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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民族의	始原과	국가의	형성은	『三國遺事』를	통해	알	수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초기의	모습이다.	

古記에	이르길,	‘옛날	桓因의	庶子	桓雄이	자주	天下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貪求하였다.	아버지가	아들

의	뜻을	알고	三危·太百의	山頂을	내려다보니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天符印	3개를	주고	

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의	마루	神檀樹	아래에	내려왔다.	이곳을	神

市라고	하고	이	분을	桓雄天王이라고	부른다.	風伯·雨師·雲師	및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을	거느리고	

무릇	인간세상의	360여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2)

百姓을	돌보는	庶子의	職에	있던	桓雄이	桓因에서	分離되어	天王이	되어서	人間世上을	크게	이롭게	할	

이념으로	三危山3)과	太伯山	부근에	새로운	세상을	찾아	건설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桓因의	사회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桓雄天王은	3,000의	무리와	이동하였는데,	새로운	社會를	운영할	風

伯·雨師·雲師와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처리하면서	세상을	다스

리고	교화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風伯·雨師·雲師의	고위직명과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의	主務部署를	보게	되는

데,	앞의	風伯·雨師·雲師는	國政전체를	운영하는	3部分의	직책으로	간주되며,	그중	風伯이	雨師·雲師보

다	上位인	것	같다.	또,	5主	중에	主穀이	먼저	지칭된	것으로	보아	命令을	담당하는	主命보다	穀食을	담당

하는	主穀이	于先되어,	국가사회의	형성에	농업이	중요한	기반임을	알게	한다.	결국	태백산	부근이	인간세

상을	크게	이롭게	할만[弘益人間]하므로	환인사회에서	환웅이	분리하여	3部	5主의	관원을	거느리고	天王

이	되어	농업을	기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래로	三危·太伯의	山頂을	내려다보았다’는	것은	視點이	天上이므로	桓因의	사회는	‘天上’의	

개념을	갖게	된다.	이	天上의	의미는	桓因의	사회가	移動4)·居住하면서	제반	자연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으며	適應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進化하면서,	우수한	문명을	지녀	生存에	選擇되었다는	選民認

識으로	看做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桓因社會는	이미	桓雄에게	1伯·2師·5主를	통솔하게	하여	國家를	分

離시킬	만큼의	응집력을	갖춘	농업을	기반으로	한	社會團體이었음을	類推할	수	있다.	또,	무리	3,000은	奴

隸·家畜	등을	거느린	사회의	일반	구성원인	平民으로	看做되므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환웅시

대의	사회적	규모가	확대되자	檀君王儉에	이르러서	국가가	수립된다.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朝鮮이라	한	시기는	堯와	같았다5)고	한다.	

2)	 	『三國遺事』	권제1	「古朝鮮」,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山頂,	可以弘益人間.	乃

授天符印三箇,	遣往理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

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六十餘事,	在世理化.”	

3)	 	三危에	대해서는	『書經』	「舜典」에,	‘舜이	三苗를	三危로	쫓아버리다.[竄三苗于三危]’라는	기록이	있다.

4)	 	고대	韓民族의	이동	및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言語學者들이	南方由來說·北方由來說·印歐語由來說을	말하였고,	또	어떤	민족

이든	適地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서술의	편의상	假說한다.	언어학적인	측면은	후술하기로	한다.	

5)	 	『三國遺事』	권제1	「古朝鮮」,	“乃往二千載,	有檀君王儉,	立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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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君과	동시대의	농업에	대한	기록은	『書經』의6)	「堯典」을	들	수	있다.	堯는	羲氏와	禾氏에게	명하여	天

體의	운행을	관찰하여	冊曆을	만든	후	제때에	농사일을	알리게	하였는데,7)	羲氏는	天官을	맡았고	禾氏는	

地官을	맡았었다.8)	또	堯는	네	신하를	사방에	파견하여	각각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중	東方을	다스

리는	관직에	있던	羲仲에게는9)	嵎夷의	한	곳인	暘谷에	머물면서	농사일이	순조롭도록	지도하게	하였다.10)

嵎夷가	속한	東方은	옛	조선과	관련된	곳이다.	그	疆域과	制度를	살펴본다.	漢高祖의	손자	淮南王	劉安

(BC	179-BC	122)은	『淮南鴻烈解』	「時則訓」에서	五位	중의	東方에	대해,	

동방의	끝은	竭石山으로부터	朝鮮을	지나	大人國을	넘어	동쪽으로	해가	떠	머무르는	곳,	榑木의	땅,	靑

土·樹木의	벌판에	이르고	太皥·句芒이	다스리며	12,000里이다.	

그	令은	여러	禁法을	세우고,	閉闔을	열고,	窮窒을	통하고,	要塞를	뚫고,	優㳺를	행하고,	怨惡을	버리고,	

役罪를	풀고,	刑罰을	벗기고,	關門과	橋梁을	개설하고,	財物을	내어	베풀고,	外怨을	풀고,	四方을	慰撫하고,	

柔惠를	行하고,	剛强을	금지하였다.11)

라고	하였다.

秦의	焚書坑儒	뒤	劉安은	많은	문헌을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淮南鴻烈解』를	저술하였을	것인데,	

유안과	秦을	멸한	한고조와의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여기에	실린	내용은	古代로부터	秦까지	남아

있었던	기록일	것이다.	「시칙훈」의	내용으로	朝鮮은	碣石山과	大人國	사이에	위치하고	대인국을	넘어서면	

榑木·靑土·樹木의	벌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朝鮮이	記述의	중심에	있다.	

「時則訓」의	앞	내용에서	秦	以前	時期	조선의	疆土를	짐작하게	한다.	뒤의	내용을	근거로	조선을	중심

으로	한	東方의	문물제도의	대략을	살펴보면,	挺群禁·開閉闔·通窮窒·達障塞·行優游·棄怨惡·解役罪·

免刑·開關梁·宣出財·和外怨·撫四方·行柔惠·止剛强의	14令에서	法治·風俗·交通·關防·刑罰·橋梁·財

政·外交·柔和策·制裁	등	諸般	法令의	시행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동일한	내용이	宋의	李昉이	撰한	『太平御覽』에	기술되어12)	있어	좀	더	이해를	돕는다.	『淮南鴻烈解』에	

기술된	14조항의	令	중	解役罪·免刑이	『太平御覽』에는	解赦罪·休罰刑로	기재되었고	이외에	‘免憂患’이	첨

6)	 	『書經』은	『史記』나	『漢書』와	같은	본격적인	史書가	등장하기	전	古代史를	사관들이	기록한	것으로	그	의의가	깊다.(車相轅,	

『新完譯書經』,	明文堂,	1993,	13면.)

7)	 	『書經』	「堯典」,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8)	 	孔穎達	疏	『尚書注疏』	권1,	“羲和馬云,	羲氏掌天官,	和氏掌地官.”

9)	 	『尚書注疏』	권1,	“羲仲居治東方之官.”	

10)		『書經』	「堯典」,	“分命羲仲,	宅嵎夷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11)	 	漢	髙誘	注	『淮南鴻烈解』	권5	「時則訓」(則法也,	四時寒暑十二月之常法,	故曰時則.),	“五位.	東方之極,	自竭石山過朝鮮貫大人

之國,	東至日出之次,	榑木之地,	青土樹木之野.	太皥句芒之所司者,	萬二千里.	其令曰,	挺羣禁,	開閉闔,	通窮窒,	達障塞,	行優

游,	棄怨惡,	解役罪,	免刑,	開闗梁,	宣出財,	和外怨,	撫四方,	行柔惠,	止剛强.”

12)	 	宋	李昉	等	撰	『太平御覽』	卷37	地部二	「地下」,	“淮南子曰,	東方之極,	…	其令曰,	挺羣禁,	開閉闔,	通窮窒,	達障塞,	行優㳺,	棄

怨惡,	解赦罪,	免憂患,	休罰刑,	開關梁,	宣出財,	和外怨,	撫四方,	行柔惠,	止剛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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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15令이다.	또	『太平御覽』의	注에	갈석산은	東北의	海中에	있다하였고,	조선은	東夷라고	하였으며,	

東方에	大人之國이	있으며,	扶木·青土·樹木은	모두	해가	뜨는	곳이라	하여13)	그	地定的	개략을	짐작할	수	

있다.	또	『淮南鴻烈解』에	註釋한	漢의	高誘는	「時則訓」의	注에서	‘갈석산은	遼의	西界에	위치하며	海水의	

西畔이다.’14)라고	하였고,	‘朝鮮은	樂浪의	縣이다.’라고	하여	朝鮮縣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하였다.	秦이	중

국을	통일할	때	옛	朝鮮에	대한	기록으로는	漢의	桓寛이	撰한	『鹽鐵論』	「誅秦」에,	‘秦이	천하를	병탄한	후	

패수를	건너	조선을	멸하였다.’15)는	것인데,	秦이	한반도	및	인근	북서부지역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이	때의	朝鮮은	낙랑군의	朝鮮縣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

하였다는	箕子朝鮮의	위치는	朝鮮縣일	가능성이	높다.	

箕子에	대한	기술은	『書經』	「洪範」과	『史記』에서	확인된다.	司馬遷의	記述을	본다.	

武王이	殷을	멸망시킨	후,	箕子를	방문하였다.	무왕이,	“아,	하늘은	下界의	백성들을	은연중에	안정시켜	

화목하게	살도록	하는데,	나는	그	常倫의	차례를	모르오.”라고	하였다.	기자가,	“예전에	鯀이	홍수를	막으면

서	五行을	어지럽게	펼치니,	帝가	이에	진노하여	洪範九疇를	주지	않자	상륜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곤이	귀

양	가서	죽고	禹가	이어받아	다시	일으키니,	하늘이	우에게	洪範九疇를	주어	常倫이	순서를	찾게	되었습니

다.	이것은	첫째가	五行이고,	둘째가	五事이고,	셋째가	八政이고,	넷째가	五紀이고,	다섯째가	皇極이고,	여섯

째가	三德이고,	일곱째가	稽疑이고,	여덟째가	庶徵이고,	아홉째가	五福을	누리게	하고	六極을	조심하도록	하

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16)

기자가	대답한	것은	모두	9개	항목인데,	첫째	五行은	만물을	구성하는	자연의	다섯	가지	원소인	水·火·

木·金·土를	가리키는	것으로,	爲政者는	각각	그	사물의	성질에	맞게	일상생활에	五行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그	중	土는	곡물을	재배하고	나무를	길러	인간의	생명을	영위하게	한다.	

五事는	爲政者가	국가를	운영하고	사람을	통솔하는	규범으로	貌·言·視·聽·思를	지칭한다.	위정자의	

몸가짐·말씨·관찰력·청취력	·사고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歲·月·日·星辰·曆數를	아우르는	五紀를	말하였는데,	바로	星辰과	자연의	운행을	관찰하여	春·

夏·秋·冬의	四時를	설정하고	冊曆을	바로	잡아	農事의	시기를	알리는	것이다.	皇極은	君主가	政敎를	시행

하기	위해	세운	準則으로	國家의	기본정책이라	하겠다.	

對民政策으로	거론된	三德은	正直·剛克·柔克이다.	정직을	기본으로	하여	剛과	柔를	적절히	조절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인데,	정직한	사람은	등용하고	강포한	사람은	강하게	화순한	사람은	부드럽게	다스리

는	것이다.	

13)	 	前揭書,	“碣石山在東北海中.	朝鮮東夷.	東方有大人之國也.	皆日所出之地.”

14)	 	漢	髙誘	注,	『淮南鴻烈解』	권5,	“竭石在遼西界,	海水西畔.	朝鮮,	樂浪之縣也.”	

15)	 	漢	桓寛	撰,	『鹽鐵論』	권9	「誅秦」	제44,	“秦既并天下,	東絶沛水,	并滅朝鮮.”

16)	 	『史記』	권38,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武王曰,	 ‘於乎,	維天隂定下民相和其居,	我不知其常倫所序.’	箕子對曰,	 ‘在昔鯀陻鴻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從鴻範九等,	常倫所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鴻範九等,	常倫所序.	初一曰五行,	二曰五事,	三曰

八政,	四曰五紀,	五曰皇極,	六曰三徳,	七曰稽疑,	八曰庶徴,	九曰嚮用五福畏用六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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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疑는	卜筮이다.	君臣이	협의한	일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卜筮를	하고	卜筮者	多

數가	제시한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輿論을	존중하는	것이다.	庶徵은	雨·暘·燠·

寒·風·時를	지칭하며	날씨와	관련된	자연현상에	드러나는	징조를	살피는	것으로	氣象觀測이다.	아홉	번

째로	건의한	것은	五福과	六極이다.	後述한다.	

箕子가	무왕에게	제시한	항목은	모두	농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五行	중의	의	土,	천체관측을	통한	

농사철을	알게	하는	五紀,	기상관측을	뜻하는	庶徵,	삶과	죽음	및	福祉에	관련되는	五福과	六極은	모두	

그	基底가	농업에서	출발한다.

세	번째	항목의	八政에서	여덟	가지	政事는	食·貨·祀·司空·司徒·司寇·賓·師이다.17)	唐의	孔穎達(574-

648)의	『尚書注疏』	<傳>에서,	팔정의	첫째	食은	부지런히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貨는	日用

할	物品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祀는	백성들이	鬼神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司空은	빈	

땅을	다스려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는	것,	司徒는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것,	司寇는	姦盜를	管掌하

여	방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賓은	빈객을	공경하는	것,	師는	군대를	가려	所任을	잘하도록	士卒을	훈련시

키는	것18)이라고	하였다.	

팔정은	食이	처음이고	師가	마지막인데,	食이	먼저	거론된	것은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므로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孔穎達은	師에	대하여	<疏>에서	‘군대를	세워	寇賊을	막아	백성을	편안히	

보호한다.’19)고	註釋하였다.	결국	箕子가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한	것은	農業이고	마무리가	國防이었다.	

箕子는	그	후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들어가	平壤에	도읍을	세웠는데20)	바로	後朝鮮이다.	後朝鮮

17)	 	『書經』	周書	「洪範」,	“八政一曰食,	二曰貨,	三曰祀,	四曰司空,	五曰司徒,	六曰司寇,	七曰賓,	八曰師.”

18)	 	『尚書注疏』	권11,	“三八政.	一曰食傳勤農業,	二曰貨傳寶用物,	三曰祀傳敬鬼神以成教,	四曰司空傳主空土以居民,	五曰司徒傳

主徒衆教以禮義,	六曰司寇傳主姦盜使無縱,	七曰賓傳禮賓客無不敬,	八曰師傳	簡師所任必良士卒必練.”

19)	 	前揭書,	<疏>,	“立師防寇賊,	以安保民.”

20)		여기의	平壤은	韓半島의	평양이	아닐	것이다.	考證學의	鼻祖로	알려진	明末	淸初의	학자	顧炎武(1613-1682)는	『日知録』권31	

「前明一綂志」에서,	“『漢書地理志』에	樂浪郡은	25縣인데	그	중	하나가	朝鮮이다.	應劭(後漢)는,	‘故朝鮮國을,	武王이	箕子를	

이곳에	봉하였다.’라고	하였고,	『漢書地理志』에는	‘殷의	道가	약해지자	箕子가	朝鮮으로	떠났다.’라고	하였다.	『山海經』에는,	

‘조선은	列陽의	동쪽에	있고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이다.’라고	하였으며,	註에는,	‘조선은	지금의	樂浪縣인데	기자가	봉해진	

곳이며	지금	高麗	국경	안에	있다.	慕容氏가	營州의	境內에	朝鮮縣을	세웠고,	魏가	또	平州의	경내에	조선현을	세웠다.	그러

나	그	이름만	취하였을	뿐	漢이	세운	縣과는	거리가	1,000여	里가	된다.’고	하였다.	『一統志』에는	곧	‘朝鮮城은	永平府	경내에	

있으며	기자가	受封한	땅이다.’고	하였으니	바로	箕子는	지금의	永平에	封해졌다.[漢書地理志,	樂浪郡之縣二十五,	其一曰朝

鮮.	應劭曰,	故朝鮮國,	武王封箕子於此.	志曰殷道衰,	箕子去之朝鮮.	山海經曰,	朝鮮在列陽東,	海北山南註,	朝鮮今樂浪縣,	箕

子所封也,	在今髙麗國境内.	慕容氏於營州之境,	立朝鮮縣.	魏又於平州之境,	立朝鮮縣.	但取其名與漢縣相去,	則千有餘里.	一

綂志乃曰,	朝鮮城在永平府境内,	箕子受封之地,	則是箕子封於今之永平矣.]”라고	하였다.

		 	또,	晉의	郭璞은	『山海經』	권12	「海内北經」에서,	“조선은	列陽의	동쪽에	있으며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燕에	속

한다.[朝鮮在列陽東,	海北山南,	列陽屬燕.]”라고	하였다.	또	그	注에서,	“朝鮮은	지금의	樂浪縣으로	箕子가	封해진	곳이다.	列

은	물의	이름인데,	지금	帶方에	있고	대방에는	列口縣이	있다.[朝鮮今樂浪縣,	箕子所封也.	列亦水名也,	今在帶方,	帶方有列口

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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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성들에게	禮義,	농사짓기,	누에치기,	베	짜기	등을	가르치고	8條의	政敎를	시행하였다.	그러자	도둑

이	사라져	문을	닫지	않았으며,	부인들은	정절을	지켜	음란하지	않았고,	음식은	籩豆에	담아	먹는,	仁賢의	

교화가	있었다고21)	하였다.	8조의	政敎	중	3조는	注를	통해	알	수	있다.	殺人한	사람은	즉시	목숨으로	갚게	

하였고,22)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보상하였으며,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奴婢로	삼았다.	도둑질한	자가	

50萬(단위	없음)으로	속죄하면	노비에서	벗어나	백성이	될	수는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므로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	남을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았다

는	것은	穀類가	財貨로서의	가치로	인식되었다는	것이고,	또	범죄자를	노비로	삼아	농업생산력에	충당된	

것은	농업이	굳건히	자리	잡힌	국가였다는	傍證이다.	

그	후	朝鮮에	封해진	箕子가	周에	朝謁할	때	궁실이	허물어진	옛	殷의	故都를	지나게	되고,	이	때	폐허

에	벼와	기장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감개하게	된다.	

보리	이삭은	패고		 	 麥秀漸漸兮

벼	기장	파릇하네		 	 禾黍油油

저	간교한	아이는		 	 彼狡僮兮

나와	좋지	않았네	 	 不與我好兮	

狡僮은	자신의	간언을	듣지	않은	殷의	紂王을	가리킨다.	슬퍼도	통곡할	수	없고	아녀자	같이	울먹일	수	

없어	망국의	시를	읊자,	殷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23)	한다.	箕子는	무왕에게	정

복당한	紂王의	叔父였는데	亡國의	詩情에서	보리·벼·기장이	感情移入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고대	馬韓은	밭갈이와	파종이	끝나는	5월과	농사가	끝나는	10월에	사람들이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며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24)	迎鼓·同盟·舞天·祭天	등은	모두	농경과	관련된	고대	韓族의	祭儀였다.	東北亞에

서는	농사짓는	법을	가르친	神農氏를	농업의	창시자로	보고	神格化하였고,25)	『書經』	「舜典」에는,	‘舜이	棄

를	后稷에	명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백곡을	파종하게	하였다.’26)는	기록이	있다.	

21)	 	『欽定四庫全書朝鮮史略』	권1	「箕子」,	“周武王克商,	箕子率中國人五千,	入朝鮮,	武王因封之.	都平壤,	是為後朝鮮.	教民禮義田

蠶織作,	設八條之教,	其民終不相盜,	無門戸之閉,	婦人貞信不淫辟,	飲食以籩豆,	有仁賢之化.”	

22)		『欽定四庫全書朝鮮史略』	권1	「箕子」	<注>,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榖償.	相盗者男沒入為其家奴女為婢,	欲自贖者人五十萬,	

雖免為民,	俗猶羞之,	嫁娶無所售.”	

23)		『史記』	권38	「宋微子世家」제8,	“其後箕子,	朝周過故殷虛,	感宫室毁壊生禾黍,	箕子傷之欲哭則不可,	欲泣為其近婦人,	乃作麥

秀之詩,	以歌詠之.	其詩曰,	麥秀漸漸兮,	禾黍油油,	彼狡僮兮,	不與我好兮.	所謂狡童者紂也,	殷民聞之,	皆為流涕.”	

24)	 	『晉書』	권97	「列傳」	제67,	<馬韓>,	“常以五月耕種畢,	羣聚歌舞以祭神,	至十月農事畢亦如之.”	

25)		『史記』권1	「五帝本紀」第1	<集解>,	“班固曰,	教民耕農,	故號曰神農.”	

26)		『書經』	「舜典」,	“帝曰棄,	黎民阻飢,	汝后稷,	播時百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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殷墟에서	발굴된	甲骨文에는	商王이	己巳일에	점을	쳐,	그	해	商王朝의	도읍지인	商과	東土·南土·西

土·北土의	수확이	吉하다는卜辭와27)	商王의	조상	上甲에게는	소	5마리를	제물로	바쳤고,	蠶神에게는	소	3

마리로	제사하였다는28)	기록에서	商王朝가	農蠶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商은	地力의	

증진을	위해	西單의	밭에	人糞을	施肥하였고29)	商王이	그	조상이나	河神에게	祈雨祭를	지낸30)	기록	등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近代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농업에	관한	기록은	『日本書紀』	「神代」에	보인다.	

이때	天照大神이	기뻐하며,	‘이	물건은	분명히	蒼生이	먹고	살아갈	만하다.’라고하며,	이에	조·피·보리·콩

을	밭의	종자로	삼고,	벼를	논의	종자로	삼았다.	또	天邑君을	정하여	곧	그	벼	종자를	처음	天狹田·長田에	심

자,	가을에	이삭이	달렸는데	8주먹	크기여서	매우	기뻐하였다.	또	입	안에	누에를	머금고	곧바로	실을	뽑으니	

이	때부터	비로소	양잠의	방법이	시작되었다.31)

神代의	농업과	양잠의	始作이	기술되었다.	그	후	‘應神	7년(276)32)	9월에	高麗人·百濟人·任那人·新羅人	

등이	來朝하자,	당시	武內宿禰[다케시우치노수쿠네]에게	명하여	韓人들을	인솔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韓

人池라고	命名	하였다.’33)는	『日本書紀』의	기록에서	일본에	수출한	韓族의	水利施設이	확인된다.

이상으로	古代	東北亞의	韓族이	농업을	기반으로	국가를	形成·運營한	사례와	이와	관련된	주변국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조선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농업을	장려하였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Ⅲ. 朝鮮의 農業獎勵 

조선은	儒學을	국가이념의	根幹으로	삼았다.	先秦時代의	孟子는	왕도정치를	주창하였는데	그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었다.	유학은	先秦시대부터로부터	宋의	新儒學을	거치며	誠敬思想으로	발전하였다.	

맹자는,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곡식이	남아돌고	촘촘한	그물로	잡지	않으면	고기가	남아돌고,	산을	

돌보면서	때맞추어	벌목을	하면	재목이	충분하여,	백성들에게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27)		심재훈,	『甲骨文』	민음사,	1990,	200면에서	재인용,	“己巳,	王卜貞,	今歲商受年,	王占曰,	吉.	東土受年,	南土受年,	吉.	西土受年

吉.	北土受年吉.”	

28)		前揭書,	210면,	“貞,	元示五牛,	蠶示三牛.”

29)		前揭書	205면,	“糞西單田.”

30)		전게서,	206면,	“求雨于夔,	求雨于河.”

31)	 	『日本書紀』	권제1	神代	上,	“于時	天照大神喜曰,	‘是物者,	則顯見蒼生可食而活之也.’	乃以粟稗麥豆爲陸田種子,	以稻爲水田種子.	

又因定天邑君,	卽以其稻種,	始殖于天狹田及長田,	其秋垂穎,	八握莫莫然,	甚快也.	又口裏含蠶	,便得抽絲.	自此始有養蠶之道焉.”	

32)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의	年代는	2週甲(120년)의	차이를	보이는	例가	6건이다.	일본기원이	우리	기원과	맞는	년도는	476년

부터이다.	成殷九	역주,	『日本書紀』,	정음사	1987,	17면.	

33)		『日本書紀』	應神7年	條,	“七年秋九月,	高麗人百濟人任那人新羅人並來朝,	時命武內宿禰,	領諸韓人等作池,	因以名池號韓人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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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34)이라고	하였다.	곧	巨視的	국가운영체제를	제시하였는데,	微視

的	세부추진	사항도	제시하였다.	魏侯	畢罃과의	문답에서,	‘5畝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자가	비

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돼지·개	등	가축의	사육에	繁殖期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100畝의	밭에	농사짓는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	온	식구가	굶주리지	않을	

것’35)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건의하였다.	

朝鮮의	태조가	漢陽에	遷都한	후	가장	먼저	造營한	것은	社稷壇이었다.	동쪽에	土地神에게	제사지내는	

社壇을	설치하고,	서쪽에	穀物神의	稷檀을	설치한	것은,36)	농업을	국가체제의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

다.	조선	건국에	적극	참여하였던	三峰	鄭道傳(1342-1398)은	農桑을	衣食의	바탕으로	여겨	王政의	근간으

로	보았다.	중앙에	司農寺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勸農官을	두어	백성들의	勤惰를	조사하는	등	농업의	성과

에	따라	勸懲하였다.	의식이	풍족하면	염치를	알고,	창고가	채워지면	예의가	흥기할	것을	기대하며	농업을	

태평성세의	기틀로	여겼기	때문이다.37)	이러한	방침에서	朝鮮은	‘守令七事’를	적용하여	지방수령의	考課를	

법령으로	엄격히	시행하였다.	『經國大典』에는	수령이	지켜야	할	農桑의	振興,	戶口의	增加,	學校의	興起,	

軍政의	樹立,	均等한	賦役,	簡潔한	詞訟,	姦猾의	根絶	등	7조항을	관찰사가	조사하여	임금에게	啓聞하도

록	하였는데,38)	農桑의	盛衰가	행정의	최우선이었다.	

농업은	古代로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基幹産業으로	중요시	되었다.	조선시대의	농업은	국가전

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는데	制度的	改善과	技術의	普及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

에	대한	관심은	時空을	초월하여,	古代부터	王宮의	殿閣에	1년의	農事를	묘사한	『詩經』	「豳豊」의	그림을	

그려놓아	농사를	소중히	여겼고,	농업을	根本으로	상공업을	枝末로	여겨	농업에	힘쓰려	하였다.39)	周의	世

宗은	농사에	유의하여	항상	나무로	깎은	農夫·蠶婦의	像을	殿庭에	두었으며,40)	조선에서는	御殿에	「豳豊」

의	그림을	병풍에	그려	놓기도	하였다.41)

1176년	2월	16일	静江守였던	宋의	張栻이	官屬을	거느리고	들녘에서	농부를	위로하며	父老들에게,	民生

의	근본은	농사에	있고	농사의	성패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堤堰의	관리와	농기구의	활용,	施肥·深耕과	철

34)		『孟子』	「梁惠王上」,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	是使民養

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35)		『孟子』	「梁惠王」上,	“五畝之宅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勿奪其時	數

口之家可以無饑矣.”	

36)		社稷壇은	지방에도	造營되었는데,	平壤·安東도	모두	府의	서쪽에	조영하였다.(『平壤志』	권1	「祠墓」,	“社稷壇在府西.”	『永嘉

誌』	권4	「壇廟」,	“社稷壇在府西二里.”)

37)		『三峯集』	권7	「朝鮮經國典」上	<農桑>,	“農桑,	衣食之本,	王政之所先,	國家內而司農,	外而勸農,	使驗民之勤惰而勸懲之.	…	將

見衣食足而知廉恥,	倉廩實而禮義興,	太平之業,	基於此矣.”

38)		『經國大典』	1	「吏典」	<考課>,	“觀察使具守令七事,	實跡啓聞.(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姦猾息.)

39)		『世宗憲皇帝上諭八旗』	권5,	“古者圗畫豳風於殿壁,	所以誌重農務本之心.”

40)		『大學衍義』	권27	「察民情田里戚休之實」,	“周世宗留意農事,	常刻木為農夫蠶婦,	寘於殿庭.”

41)	 	『秋齋集』	권3	「次耕織圖韻」	<二耘>.	“御屛聞有豳風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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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김매기를	강조하였다.42)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水利施設의	효율적	관리,	農器具의	이

용,	깊이갈이	및	철저한	김매기를	제시한	것이다.	

수리시설은	고금을	통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조선시대	농업의	발달은	移秧法으로	이어지지만	水利

施設의	부족은	移秧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물이	있는	곳에	미리	苗種을	길러	4월에	移種하던	농법은	유래

가	오래되었으나,	旱魃이	우려되는	慶尙道와	江原道는	移秧을	법령으로	금지하였다.43)	수리시설이	충분하

지	못한	상황에서	행여	한발의	피해를	입기보다는	차라리	수확이	적더라도	안전한	播種法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후기에도	이어져,	移秧法이	비록	농사에	드는	功力을	줄일	수	있어	三南	이

외의	他道에서도	이행되었지만,	여전히	旱魃을	만나면	全失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44)	제기되었다.	

수리시설의	확충은	끊임없이	건의되었다.	柳壽垣(1694-1755)은	『迂書』	「總論四民」에서,	

우리나라는	水利를	다스리지	않고	농사의	독려에	법도가	없어	농사의	無實이	심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벼농

사를	지으면	반드시	도랑물을	끌어들이기만	하고	水車로	쉽게	물을	댈	줄	모른다.	그러므로	논	아래	도랑이	한	

길이	되지	않아도	굽어보기만	하고	끌어	올리지	않으려	한다.	이런	까닭에	황폐한	논이	늘	10에	8~9나	된다.	

나라의	큰	政事는	농사보다	더한	것이	없고	농사의	요체는	수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水利는	灌漑·저수

지·隄堰·방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山場의	경작을	금지하고	물길의	옮김이	바로	수리의	근본이다.	산	밑

이	붕괴되지	않으면	물길에	대한	근심이	없고	물길이	바뀌지	않으면	溝洫에	제도가	있고,	제도가	있고	난	뒤

에라야	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	人事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를	다한	뒤에라야	天災가	있더라도	백성

들이	손을	놓고	죽기를	기다리지	않게	될	것이다.45)

라고	하여	수리시설을	농사의	關鍵으로	보았다.	또,	수리	시설물의	營造만이	水利가	아니고	火田을	금

지하여	水源을	確保하는	것도	水利라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고려하였는데,	“산은	

그대로	산이고	밭은	그대로	밭이다.	平地에서	갈아	먹어도	충분한데,	奸民이	禁法을	어기고	불을	놓아	산

을	태우니	도처의	산천이	바귀고	覆沙·成川의	피해가	날로	심하여	1,000리가	蕭條하여	보기에	매우	처참

하다.	…	산허리	아래는	경식할	수	있다는	법령은	더욱	한심하다.	이미	산허리까지	허락하면	불이	山頂까

지	번지지	않겠는가?”46)	라며	火田制度의	허점을	指摘하기도	하였다.	

42)		『五百家播芳大全文粹』	권91,	「勸農文」,	“淳熈三年二月既望,	静江守臣率其屬,	勞農于郊,	進父老而告之曰,	民生之本在於農事,	

農事之修,	貴于瘽力,	治其陂澤,	利其器用,	糞其田疇,	其耕也必深,	其耘也必詳.”

43)		『朝鮮王朝實錄』	世宗	17년	4월	丁巳	條,	“擇有水處,	預養苗種,	待四月移種,	其來已久.	…	禁慶尙江原人民苗種之法,	載在六典.”

44)		肅宗	24년	備邊司	勸農節目,	“移秧之法,	大省功力,	卽今三南之外,	他道亦皆慕效,	已成風俗,	一遇旱乾之時,	則未免全失.”

45)		『迂書』	권1	「總論四民」,	“我東則水利不修,	課農無法,	農事之無實甚矣.	吾東人治水田者,	必引溝澮,	不解水車之易注.	故田下有

渠,	曾不足尋丈之深,	下瞰而不敢激.	是以汚萊之田,	十常八九.	…	國之大政,	無過於農,	農之大要,	無過於水利.	所謂水利者,	

非但灌漑蓄洩隄堰陂塘之謂也.	山場之禁耕,	水道之遷徙,	乃是水利之本.	山脚不崩,	則水道不憂,	水道不變,	則溝洫有制,	溝洫
有制然後,	水利乃可興,	而人事乃可盡.	人事盡然後,	雖有天灾,	民不至於束手待死矣.

46)		『迂書』	권7	「論火田」,	“山自山,	田自田,	耕食平地足矣.	奸民冒禁,	縱火焚山,	到處山川變換,	覆沙成川之害,	日以益甚,	千里蕭條	

所見極慘.	…	山腰以下耕食之令,	尤極寒心,	旣許山腰,	則火不延於山頂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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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농업에	대한	장려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기술의	보급도	함께	이루어졌다.	農書의	간행으로	兩方

向에서	多方向으로	농업기술의	移轉이	가능하게	되었고,	품종의	개량에	대한	노력도	함께	試圖되었다.	동

북아의	빠른	시기의	農書인	『齊民要術』은	後魏(386-534)의	賈思勰이	저술한	것으로	모두	92편이다.	農圃

와	衣食에	대한	방법이	纖悉하게	모두	갖추어져	있고,	문장이	古雅하며	인용한	근거가	넓고	깊어	농서	중

에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47)	書評이	있었으며,	조선에서도	많이	이용하였다.	

『農桑輯要』는	7권으로	元	至元	10년(1344)에48)	국가에서	간행하였으며,49)	고려	때	합천에서	이	『農桑輯

要』가	간행되었다.	간행을	위한	牧隱	李穡(1328~1396)의	「農桑輯要後序」가	남아	있다.	

고려의	풍속이	拙朴하고	어질지만	生産을	다스리는	데는	잘하지	못하여	농가는	한결같이	하늘만	쳐다보

니	홍수와	한발이	들면	곧장	황폐하므로,	자신의	保養도	매우	검약하여	貴賤과	老幼를	막론하고,	蔬菜ㆍ乾魚

ㆍ脯肉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秔稻를	중하게	여기고	黍稷을	가볍게	알며	삼·모시는	많고,	명주·솜은	적어,	

사람들의	속이	빈	것	같고	겉도	충실하지	못하니,	바라보면	병들었다	방금	일어난	것	같은	사람이	열에	여

덟·아홉이다.	…

奉善大夫	陝州知事	姜蓍가	나에게	書翰을	보내어,	‘『農桑輯要』는	杏村	李侍中이	外甥인	判事	禹確에게	주

었는데	내가	또	우확에게	얻었다.	무릇	衣食을	충족하게	하는	방법과	재물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	곡식을	심

고	짐승을	번식하는	방법이	두루	갖추어져	있고,	부문별로	나누고	종류별로	모아	자세하게	분석하고	명확하

게	살폈으니,	참으로	治生하는	훌륭한	법이다.	내가	장차	州理에서	새겨	널리	전파하려는데,	그	글자가	크고	

권질이	무거워	먼	곳에	보내기가	어려울까	근심하여	이미	작게	楷書로	베껴	썼는데,	按廉	金湊	공이	또	약간

의	布로	그	비용을	도왔다.’라고	하며	卷末에	기록해	주길	부탁하였다.50)

합주[陜川]의	知事였던	姜蓍(1339~1400)가	州廳에서	『農桑輯要』을	판각하여	配布하려고	序文을	부탁하

자,	牧隱이	지은	것이다.	明의	徐光啟가	지은	『農政全書』는	모두	60권인데	農本	3卷,	田制	2卷,	農事	6卷,	

水利	9卷,	農器	4卷,	樹藝	6卷,	蠶桑	6卷,	種植	4卷,	牧養	1권,	製造	1卷,	荒政18卷으로	편차되었다.	다른	

農書는	대체로	農事의	일만	기술하였지만	이	농서는	政典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으므로	책명도	‘農政全書’

라고	하였다.51)	그	밖에	元	魯明善의	『農桑衣食撮要』,	元	王楨의	『農書』,	明	鮑山의	『野菜博錄』,	淸의	官撰

47)	 	『欽定四庫全書簡明目録』	권10	農家類	「齊民要術」,	“後魏賈思勰撰	凡九十二篇,	於農圃衣食之法,	纎悉畢偹,	又文章古雅,	援據

博奥,	農家諸書,	無更能出其上者.”	

48)		元	順帝	때의	연호는	至元6년	이후,	다시	至正27년	까지	이어진다.	아마	通算한	것	같다.	

49)		『欽定四庫全書簡明目録』	권10	農家類	「農桑輯要」,	“七卷,	元	至元十年,	官撰.”

50)		『牧隱文藁』권9	「農桑輯要後序」,	“高麗俗拙宜仁,	薄於理生產,	農之家一仰於天,	故水旱輒爲菑,	自奉甚約,	無問貴賤老幼,	不過

蔬菜鱐脯而已.	重秔稻而輕黍稷,	麻枲多而絲絮少,	故其人中枵然而外不充,	望之若病而新起者,	十之八九也.	…	奉善大夫知陜

州事,	姜蓍走書於予曰,	農桑輯要,	杏村李侍中,	授之外甥判事禹確,	蓍又從禹得之.	凡衣食之所由足,	貲財之所由豐,	種蒔孶息

之所由周備者,	莫不門分類聚.	縷析燭照	實理生之良法也.	吾將刻諸州理,	以廣其傳,	患其字大帙重,	艱於致遠,	已用小楷謄書,	

而按廉金公湊,	又以布若干,	相其費矣,	請志卷末.”

51)	 	『欽定四庫全書簡明目録』	권10	農家類	「農政全書」,	“六十卷,	明	徐光啟	撰.	凡農本三卷,	田制二卷,	農事六卷,	水利九卷,	農器

四卷,	樹藝六卷,	蠶桑六卷,	種植四卷,	牧養製造各一卷,	荒政十八卷,	諸書所載,	不過農事而此書多及於政典,	故以農政為名.”	



038

인	『欽定授時通考』	등	많은	농서가	流行하였다.	

世宗	때	官撰한	『農事直說』은	王命으로	鄭招(?-1434)·卞孝文(1396-1454)	등이	편찬한	것으로	1429년	간

행되어	배포되었고	日本에도	전파되었으며,	그	뒤	『農家集成』·『山林經濟』·『林園經濟志』	등	여러	농서에	인

용되었다.	私淑齋	姜希孟(1424-1483)의	私撰	『衿陽雜錄』은	『農事直說』과	쌍벽을	이룬다.	私淑齋는	좌찬성

에서	물러난	뒤	衿陽縣(경기도	시흥)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老農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였는데	

「農家穀品」·「農談」·「農者對」·「諸風辨」·「種穀宜」·「農謳」	6部門으로	分類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농서가	출현되었는데,	그	중	『千一錄』은	朝鮮後期	水原의	儒生	醉石室	禹夏永(1741-

1812)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전국을	답사하여	기술한	것이다.	‘千一錄’이란	명칭은	「醉石室主人翁自敘」	중	

‘千慮之一得’에서	命名한	것인데	晏子의	‘聖人의	천	가지	생각에도	반드시	한	가지	잘못이	있고,	愚人의	천	

가지	생각에도	반드시	한	가지	쓸	만한	것이	있다.’52)는	내용을	取義한	것이다.	『千一錄』의	내용은	단순한	

農業	技術書籍이	아니고	당시	사회	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輯에	「建都」·	「置官」,	2輯에	「田

制」·「兵制」,	3輯에	「關防」,	4輯에	「觀水漫錄」上·下,	5輯에	「科制」·「用人」·「化俗」·「賑政」,	6輯에	「穀簿」·「均

役」·「井田軍賦說」·「錢貨」·「鑄錢利害說」·「採銀便否說」·「採金便否說」·「漕倉變通說」·「六鎭僧徒說」·「平市

革罷議」·「路傍植木說」·「禁盜說」·「申明法制說」·「養育人才說」,	7輯에	「廉防」·「譜弊」·「鄕弊」·「幕弊」·「營吏

弊」·「京鄕營邑軍校弊」·「蔘幣」·「軍木弊」·「山地廣占弊」·「奴隸」·「忠義」·「禁改嫁,	8輯에	「農家總覽」,	9輯에	

「孝行」·「忠烈」·「貞烈」·「剛直」·「仁厚」·「守宰」·「雜錄」,	10輯에	「丙辰四月應旨疏」·「甲子二月應旨疏」·「漁樵問

答」이	수록되었다.	

『千一錄』의	순수한	농서	부분은	「農家總覽」이다.	우하영은	「農家總覽」에서	“行마다	書頭에	直說이라	

쓴	것은	모두	古方	『農家直說』이고,	그	아래	한	글자	내려	‘附管’이라고	쓴	것은	자신의	좁은	의견이다.”53)라

고	하여	경험에	의한	자신의	견해를	붙였다.	一例로	鋤草法의	附管을	본다.	

잡초를	매는	방법은	水田·旱田을	막론하고	처음	제초할	때	반드시	때에	맞추어야하고	또	마땅히	그	뿌리

를	끝까지	제거하여야,	두	번째	세	번째	김맬	때	바야흐로	그	효과가	커	힘이	적게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만

약	처음	김맬	시기를	놓치면	이미	穀物의	싹이	잡초에	시달리고,	또	잡초의	뿌리가	이미	굳어지면	비록	두	번	

세	번	김을	매더라도	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잡초는	더욱	무성해진다.54)

시기에	맞는	김매기로	잡초의	뿌리를	철저히	제거하여	穀物의	생장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水田	

중	旱魃을	만나	물이	없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날마다	乾耕하여	한번은	볕을	쬐고	한번은	뒤집어	

여러	번	반복하여	흙이	灰粉처럼	되도록	밑바닥까지	볕의	기운을	묻어두면,	비를	만나	移秧할	때	거름을	

52)		『晏子春秋』	권6	内篇	「雜下」	제6,	“聖人千慮,	必有一失,	愚人千慮,	必有一得.”	

53)		『千一錄』	「農家摠攬」,	“凡每行書頭,	書以直說者,	皆是古方農家直說也,	其下下降一字,	書以附管者,	卽自己之管見也.”	

54)		『千一錄』	「農家摠覽」	<附管>	“鋤草之法,	毋論水旱田,	初除必須及時,	又宜永除其根,	至再除三除,	方見其效之大而力之省矣.	若

初除失時,	則穀苗已困於草,	而且草根已固,	則雖再除三除,	苗不蘇而草愈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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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더라도	비옥하여	일찍	여물고	수확은	倍가	된다.’55)고	하였다.	우하영이	1796년	「丙辰四月應旨疏」를	

올리자	正祖가,	“그대가	진술한	13조목은	모두	백성과	나라의	실질적인	쓰임에	관련이	있다.”56)라고	批答하

였고,	1804년	君德十條와	時弊十條의	내용으로	「甲子二月應旨疏」를	올리자	純祖가,	“네가	초야의	疏遠한	

처지로서	이런	良箴을	말하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	책자를	보고	난	뒤	마땅히	廟堂에	채택하도록	지시하

겠다.”57)라고	하였다.	이	때	우하영은	“외람되게	兩朝의	常道를	넘어서는	은혜를	입었다.”58)라고	술회하였다.	

농업에	대한	正祖의	관심은	지대하여	많은	人士들이	진언하였다.	1798년	正祖의	求農書綸音에	應旨上

疏한	裵宜는,	“보리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벼보다	못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밭에	씨	뿌리면	좋은	

줄	알면서	논에	씨	뿌리면	좋은	줄	모릅니다.	무릇	논에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빈	토지가	되니,	빈	토지가	

될	때	물길을	틔워	乾坪을	만들고	萬頃千畦에	모두	보리를	심고,	보리를	수확하고	난	뒤	곧바로	모를	심으

면	설령	벼가	가을에	여물지	않더라도	보리로	기근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59)라며	水田種麥法을	건의하

였다.	二毛作을	보급하여	旱魃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農法뿐만	아니라	種子의	선택도	建議되었다.	鄭道星은,	“무릇	볍씨는	약한	종자도	있고	강한	종자도	있

는데,	약한	종자는	가뭄을	만나면	잘	자라지	못하여	쉽게	말라	죽지만,	강한	종자는	홍수나	가뭄에도	피

해가	없습니다.	대개	볍씨는	강한	종자가	세	가지	있는데	天上稻·斗於羅山稻·淳昌稻입니다.	이	3종의	볍

씨는	그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논에	모를	부을	수	있고	밭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60)라고	하며	災

害에	耐性이	강한	品種을	추천하였다.	

고대	馬韓時期의	한민족은	이미	농사를	지으면서	養蠶하였고	목화를	재배하여	면포를	짜서	입었으므

로,61)	당시의	綿織製造技術은	전승되면서	발전하였을	것이다.	三憂堂	文益漸(1329-1398)이	중국에서	木緜	

종자를	가지고	돌아와	試行錯誤를	거쳐	3년	만에	번식시켰던	것은62)	傳來의	품종보다	우수하다고	여겨	수

입하였을	것이다.	

조선에서의	種子의	수입은	楓石	徐有榘(1764-1845)에	의해	건의되기도	하였다.	서유구는	中國	通州의	

60日稻,	上海의	深水紅稻,	德安府의	香秄晩稻	등이	늦게	심어도	잘	여물어	수확할	수	있으므로	使臣길에	

55)		前揭書,	“凡水田之遇旱,	無水處及其未雨,	日而乾耕,	一曝一翻,	無數反復,	土解如灰紛,	而徹底埋陽,	則及其遇雨移秧,	不糞而

沃,	早成倍穫.”

56)		『千一錄』	「醉石室主人翁自敘」,	“賜批答若曰,	爾所陳十有三條	皆關民國之實用.”	

57)		前揭書,	“爾以草野,	踈遠之蹤,	言此良箴,	其心嘉尙,	豈比芹曝?	冊子披覽之餘,	當令廟堂採之也.”	

58)		前揭書,	“兩聖朝猥蒙出常之恩.”	

59)		『朝鮮王朝實錄』	正祖22	11월	己丑,	“麥之有補於人,	不下於稻,	而民知其種田之爲好,	不知其種水田之亦好.	夫水田秋穫之後,	便

作空地,	當其空地之時,	決水作乾坪,	萬頃千畦,	悉以種麥,	刈麥之後,	乃揷秧之時,	設或稻未秋稔,	足可麥以免饑也.”

60)		前揭書,	“凡稻種有柔者,	有强者.	柔者遇旱,	則難茁而易枯,	强者於水於旱,	並無害焉.	盖稻種之强者有三,	天上者,	斗於羅山稻,	

淳昌稻是也.	三稻之種,	其性最强.	故水田則注秧,	乾田則付種.”	

61)	 	『魏志』	권30,	“韓在帯方之南,	…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知蠶桑作緜布.”

62)		『高麗史』	「列傳」	권제24	<文益漸>,	“奉使如元,	…	乃還得木綿種歸,	屬其舅鄭天益種之.	初不曉培養之術,	幾枯止一莖在,	比三

年遂大蕃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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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方으로	구하여	8道에	나누어	재배하면	1~2년	안으로	그	이익을	누릴	것63)이라며	새로운	벼	품종을	수입

하여	보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업기술의	보급은,	고려	때	元의	農書	『農桑輯要』를	간행하여	배포하던	것

을	시작으로,	세종	때	官撰	『農事直說』이	배포되었고,	이후	많은	종류의	농서가	출간되었다.	그	중	禹夏永

의	『千一錄』	중	「農家總覽」은	저자의	경험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술의	보급에는	종자의	선택과	개량을	위

한	노력이	함께	시도된	점도	확인되었다.	

Ⅳ. 價値追究의 農業 

東北亞의	농업에	관련한	가장	오랜	문헌기록은	『三國遺事』의	고조선에	대한	記述인	것	같다.	桓因에서	

桓雄을	거쳐	檀君이	開國한	시기가	堯와	同時代이기	때문이다.	古代	桓雄은	桓因社會로부터	분리할	때	

弘益人間의	理念으로	風伯·雨師·雲師와	농업	담당관이었던	主穀을	비롯하여	主命·主病·主刑·主善惡의	

관리를	거느리고	桓雄社會를	건설하였다.	弘益人間을	사상적	이념으로,	농업을	국가	産業의	基盤으로	삼

은	것이다.

농업은	個人·國家·人類의	생존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산업이다.	개인과	국가는	지향점이	분명할	때	

더욱	발전할	것이다.	여기서는	농업과	관련된	문헌적	기술을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농

업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1. 國家基盤으로서의 育成 

고대	韓民族의	농업에	관한	文獻記錄은	매우	疏略하다.	오랜	기간	잦은	외침으로	문헌이	소실되었기	때

문일	것이다.	동북아	주변에	한민족의	농업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당시의	농업환경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대	燕에	인접한	韓의	존재는	『詩經』에서	확인	된다.	追族과	貊族이	함께	

어울려,	조세로	운영되었던	농업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詩經』	大雅	「韓奕」이다.	

저	커다란	韓나라의	성은	 溥彼韓城	

燕나라	백성이	완성한	것	 燕師所完

선조가	받은	명으로	 以先祖受命

곧	많은	오랑캐	다스렸네		 因時百蠻

왕이	한후에게	내린	백성	 王錫韓侯	

63)		『朝鮮王朝實錄』	헌종	4년	6월	己卯條,	“臣聞中原通州等地,	有六十日稻,	初秋下種,	初冬收穫.	上海靑蒲等地,	有深水紅稻,	六

月播種,	九月成熟.	德安府,	有香秄晩稻,	耕田下子,	五六十日,	可以食實.	此皆晩蒔而可食者也.	臣謂每歲節使之行,	多方訪求,	

賜來頒之,	八方傳殖,	則不過一二年,	人享其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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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족과	맥족이네		 其追其貊

북쪽	나라를	함께	받아서		 奄受北國	

이어	그곳의	侯伯이	되니		 因以其伯

성을	쌓아서	해자를	파고	 實墉實壑	

밭을	일궈	조세를	받았네	 實畝實籍

바친	것은	비휴의	가죽과		 獻其貔皮

붉은	표범과	누런	곰이네		 赤豹黃羆	

燕人을	동원하여	견고한	韓城을	쌓고	田地를	일구어	조세를	받아	국가를	운영한	사실과	특산물이	비

휴의	가죽과	표범·곰이었음이	확인된다.	이	韓城에	대해	明末	淸初의	顧炎武는,	“王符의	『潛夫論』을	살펴

보니,	‘옛	周	宣王	때	韓候가	있었고,	그	나라는	燕에	가까웠으므로	詩에	‘普彼韓城,	燕師所完.’이라	하였

다.	그	후에	韓의	서쪽에	또	韓姓이	있었으나	衛滿에게	멸망하게	되자	海中으로	옮겨	살았다.”64)고	하여	貊

族으로	구성된	韓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서	桓因社會에서	분리된	桓雄이	농업을	根幹으로	하여	弘益의	이념으로	桓雄社會를	건설하

였고,	이어	王儉朝鮮의	건국	전에	菜蔬가	재배되었음을	보았다.	또,	殷·周의	王朝交替期의	혼란한	사회를	

무마하기	위해	武王이	정치적	諮問을	구하였을	때,	箕子는	八政에서	食를	가장	먼저	거론하였다.	그	후	箕

子가	後朝鮮을	경영할	때	백성들에게	農蠶과	織造를	가르쳤다.	또	燕에	隣近한	韓이	田制를	마련하여	租

稅를	거두어	국가를	운영할	때	그	백성의	상당수는	貊族이었다.	迎鼓·同盟·舞天·祭天	등은	모두	農業과	

관련된	고대	韓族의	祭儀였다.	農耕文靑銅器에	정교하게	새겨진	밭고랑·따비·괭이·등의	농기구와	밭갈이

하는	인물의	형상은	馬韓	地域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동기	제작기술이	뛰어난	고대국가가	형성된	것

임을	알게	한다.	

朱熹(1130-1200)는	先秦儒學을	이어	誠敬思想의	新儒學을	발전시켰는데,	국가의	기반인	농업에	대한	

인식이	「勸農文」에	나타난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民生의	바탕은	식량에	달려있고	식량을	넉넉히	하는	바탕은	농사에	달려있으니	이것

은	자연의	이치이다.	농부가	일에	부지런히	힘쓰고	바쁘게	일을	쫓으면	소득이	많고,	힘쓰지	않고	제때에	미

치지	못하면	소득이	적을	것이니	이	또한	자연의	이치이다.	…

이미	밭	갈고	씨	뿌리기를	때에	미치지	못하고	김매고	거름주기에	또	힘을	다하지	않고,	堤堰으로	灌漑하

는	이로움을	버려두고,	蠶桑·苧麻의	일을	다스리지	않고	소홀하여	힘쓰지	않는다면,	이런	까닭으로	삶을	영

위하는	식량충족의	계책이	대체로	소략하게	된다.	…

더구나	官物이	중대하다하여	별도로	資助할	방도가	없어,	한번	水害나	旱害를	입게	되면	반드시	流移하게	

될	것이니,	아래로	祖考가	물려준	生業을	잃게	되고,	위로	국가를	經常하는	賦稅가	이지러질	것이다.	백성을	

64)		顧炎武	『日知録』	권3	「韓城」,	“又攷王符潛夫論曰,	昔周宣王時有韓侯,	其國近燕.	故詩云普彼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為衛滿所伐,	遷居海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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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경에	이르게	하고도	長民·勸農하는	官吏가	또한	어찌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65)

農業의	증대를	위해	農家의	勤勉,	灌漑施設의	확충,	勸農官의	責務를	제시·지적하였다.	농가의	근면은	

농민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관개시설의	확충은	국가의	몫이고,	권농관의	임무는	관리의	책임이다.	

灌漑施設의	확충은	古代	농업의	始初부터	중요시	되었다.	『周易』	需卦는	수렵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진입

하는	초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明末	淸初의	黄宗羲는	『易學象數論』에서	『周易』	「需」를	설명하며,	需는	

飮食이며	農事가	음식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였다.	需卦	初九의	‘需于郊’,	九二의	‘需于沙’,	九三의	‘需于泥’,	

六四의	‘需于血,	出自穴’은	모두	농사짓는	일로	보아	‘血’은	‘洫’字로	需于血은	溝洫에	致力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바로	수리시설에	힘을	다하면	그해	농사가	잘	이루어지므로	酒食으로	손님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고대에는	穴居生活을	하였으므로	농사가	시작되면	굴	밖으로	나오고	농사가	끝나면	다시	굴속으로	들

어갔다는66)	설명이다.	

孟子의	王道政治는	농사와	직결된다.	縢文公이	국정에	대해	맹자와	문답할	때	맹자는	民事(農事)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국가의	대사는	농사가	가장	급하므로,	天子가	諸侯를	巡狩할	때도	토지의	開闢·

荒蕪에	따라	褒賞·逐黜하여	제후에	대한	평가를	오로지	토지의	開荒을	기준으로	삼았다고67)	대답하였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司馬遷은	「貨殖列傳」에서	農夫가	농사

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工人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물품이	부족하고,	商人이	유통시키지	않으

면	세	가지	보배(음식·용품·재물)가	끊어지며,	산림에서	산물이	나지	않으면	물산이	부족하고,	물산이	부

족하면	山澤이	개발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네	가지는	衣食의	근원인데,	근원이	크면	풍요로워지고	작으

면	결핍하게	된다고68)하여	농업·공업·상업·임업의	종합적	발전을	주장하였다.	

고대로부터	농업은	국가의	생명으로	인식되어,	國家에	9년의	備蓄이	없으면	‘不足’으로,	6년의	비축이	없

으면	‘急한’	상태로,	3년의	비축이	없으면	‘國家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다.69)	禹夏永은	『千一錄』에서	이	관

점을	이어	國家와	家戶에	동시에	적용하여,	크게는	천하	국가의	經用으로	작게는	閭巷	庶民의	生涯’70)로	

65)		『晦庵集』	권99	「勸農文」,	“竊惟民生之本在食,	足食之本在農,	此自然之理也.	若夫農夫之為務,	用力勤趨事速者所得多,	不用力

不及時者所得少,	此亦自然之理也.	…	耕犂種蒔既不及時,	耘耨培糞又不盡力,	陂塘灌溉之利廢,	而不修桑柘麻苧之功,	忽而不

務,	此所以營生足食之計大率䟽畧.	…	加以官物重大,	别無資助之術,	一有水旱,	必至流移,	下失祖考傳付之業,	上虧國家經常之

賦.	使民至此,	則長民之吏,	勸農之官,	亦安得不任其責哉?”	

66)		『易學象數論』	권三3,	“需為飲食,	農者飲食所自出也.	需郊,	需沙,	需泥,	需穴,	皆農事也.	血即洫字,	需血者,	致力於溝洫,	由是

而嵗功成矣,	故得酒食以速客.	古者穴居,	農事興而出穴,	農事畢而入穴.”	

67)		『毛詩集觧』	권38,	“滕文公問為國,	孟子曰民事不可緩也	國之大事莫急於農,	天子廵守諸侯之國,	觀其土地開闢則賞之,	土地荒

蕪則黜之,	諸侯之所以為賢否,	惟在於土地之或開或荒.”	

68)		『史記』	권129,	「貨殖列傳」	제69,	“農不出則乏其食,	工不出則乏其事,	商不出則三寳絶,	虞不出則財匱少,	財匱少而山澤不辟矣.	

此四者,	民所衣食之原也.	原大則饒,	原小則鮮.”	

69)		『禮記』	권5	「王制」,	“國無九年之蓄曰不足,	無六年之蓄曰急,	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也.”	

70)	 	『千一錄』	「農家摠覽」,	“王制曰,	國無九年之蓄曰不足,	無六年之蓄曰急,	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	…	大而天下國家之經用,	小而

閭巷匹庶之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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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농업을	국가의	기반과	家戶의	삶으로	간주하였다.	

농업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산업이다.	‘농업에	실패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모두	도둑

이	된다.’는71)	생각은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新羅	聖德王	神龍2년(706)에	흉년이	들어	백성

들이	굶주리자,	정미년(707)	정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사람	당	하루에	3되씩	모두	300,500石의	벼를	

나누어	준	기록은72)	일정량의	비축미로	진휼한	국가다운	신라였음을	알게	한다.

宋의	孝宗이,	“근세의	사대부가	대부분	농사에	대해	말하길	부끄러워한다.	농사는	바로	국가의	근본인

데도	사대부가	高論을	좋아하면서	實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말하길	부끄러워한다.”고	개탄하자,	신하가,	

“사대부가	高論을	좋아한다지만	어찌	孟子를	능가하겠습니까?	맹자는	말만하면	반드시,	‘5畝의	집에	뽕나

무를	심고	100畝의	밭에	시기를	빼앗지	말라’고	하였습니다.”73)라고	하였다.	농업이	어떤	高論보다도	우선

해야	된다는	君臣의	일치된	인식이다.	1554년	1月	3日에	退溪	李滉(1501-1570)이	아들	李寯에게	보낸	書簡

에,	“그	중에	산업을	경영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네	아버지가	비록	평생	踈拙하였지

만	어찌	전혀	힘쓰지	않았겠는가?”74)라며	농업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였다.	

정조가	1798년	농사를	권장하고	農書를	구하는	求言傳旨를	내렸을	때,	公州의	生員	柳鎭穆은	15조항을	

진언하였다.

○	鄕約法을	밝혀	농민을	권장할	것

○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눠	씨뿌리기·모내기를	토질에	맞게	할	것

○	해변·평야지대의	창고에	보관된	잡곡을	파종할	수	있게	할	것.

○	堤堰을	두루	쌓을	것

○	伐木의	禁止로	水源을	豊富히	할	것

○	水車의	제도를	반포하여	물을	편리하게	끌어댈	것

○	均等한	물利用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

○	『農家集成』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는	農書를	만들	것

○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하지	말	것

○	木花밭을	災結처리하여	목화	농사를	권장할	것

○	논에	가을보리를	심어	식량을	넉넉히	하도록	할	것

○	社倉法을	본받아	農粮을	도울	것

○	가난한	집부터	밭갈고	김매게	할	것

71)	 	宋	熊克	撰	『中興小紀』	권12,	“失其農業,	無食無衣,	同歸於盗.”

72)		『三國遺事』	제33,	“聖德王神龍二年丙午歲,	禾不登人民飢甚,	丁未正月初一日,	七月三十日,	救民給租,	一口一日三升爲式,	終事

而計,	三十萬五百碩也.”	

73)	 	宋	李心傳	撰	『建炎雜記乙集』	권3	「孝宗論士大夫㣲有西晋風」,	“上曰,	近世士大夫多恥言農事.	夫農事乃國之根本,	士大夫好為
高論,	而不務實,	却恥言之.	奏曰,	士大夫好高論,	豈能過孟子?	孟子之言必曰,	五畝之宅樹之以桑,	百畝之田勿奪其時.”	

74)	 	『家書』,	한국국학진흥원,	2011,	386면,	“其中營産等事,	亦人所不能不爲者,	乃翁平生雖踈拙,	亦豈全不爲乎?”



044

○	소돌림병의	치료	방법을	農書에	첨부할	것

○	農民을	貴하게	여기고	선비들을	권장하며	마을의	풍속을	바로잡을	것75)

토지의	등급에	따른	苗種,	堤堰의	증설,	伐木禁止,	水車의	이용,	균등한	물의	利用,	시대에	맞는	農書의	

보급,	가난한	집부터	농사일을	마치도록	할	것,	牛疫病의	예방조치,	농민의	지위향상	등을	進言하였다.	

유진목과	같은	마을의	幼學	林博儒가	진언한	14조항은	伐木禁止를	통한	水源確保,	堤堰의	施設,	水車

의	이용	등은	유진목과	大同小異하였으나,	그	중	農事擔當官을	가려	임명하고	농사의	장려를	근무고과에	

반영하여	농민을	부지런하도록	권장하자는	것과,	농민을	귀하게	여겨	농사지을	마음이	생기게	하자는	것	

등의76)	進言은	농업과	농민의	지위를	격상하자는	새로운	시각의	제안이었다.	같은	해	谷山에서	茶山	丁若

鏞(1762-1836)이	應旨疏에	진달한	3가지	조항은	便農·厚農·上農이었는데,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농가의	이익이	많아지도록	하며,	농업을	높이자는	제안이었다.77)	농민을	귀하게	여기고,	농사지을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	농업을	높이자는	上農	등의	제안은	당시	이미	농업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의	근간으로서의	농업은	단순한	경제논리	뿐만은	아니다.	이웃	간의	농업적	협력은	순후한	풍속을	

만들며	太平을	同樂하는	어울림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安東府에서	각	面으로	보낸	傳

令에는	農牛와	農丁을	서로	빌리고	도와	태평을	함께	즐기자는	淳素한	풍속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농가에서	소를	빌리고	일꾼을	빌리는	것은	곧	이웃	간에	서로	돕는	두터운	풍습이다.	참으로	소	없는	사

람이	밭을	갈지	못하고	일꾼	없는	사람이	김을	매지	못하게	되면,	「豳風」에서	말한	쟁기를	수리하고	밭을	갈	

때	어찌	소를	가진	上農이	盡力할	수	있으며,	周雅에서	말한	萬人이	짝	지을	때	많은	일군을	가진	饒戶가	어

찌	盡力을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本府는	평소	鄒魯之鄕으로	일컬어지며	아울러	唐魏의	풍속이	있었고	지

금까지도	醇素한	풍습이	있다.	

무릇	바야흐로	농사철	빌리고	도울	때에,	수령의	번거로운	飭諭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봄	사이의	傳令

이	문득	空言이	되어버려	기름진	땅이	모두	閑廢의	지경이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朝夕으로	바라던	것이겠는

가?	접때	한	달을	넘긴	심한	가뭄에	백성들이	매우	근심하였는데,	다행이	이번에	奎璧(기우제)을	거행하자마

자	단비가	내려	높고	낮은	데를	골고루	적시니	들에	농부들의	노래	소리가	가득하여	벌써	大有의	모습을	헤

아릴	수	있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미	天心을	얻었으니	마땅히	人功을	배가하여야할	것이나,	저	富饒한	백성은	소와	일군

이	있어	제때에	밭	갈고	김맬	수	있지만,	불쌍한	이	가난한	백성들은	소와	일군이	없어,	바라는	것은	오직	이

웃	부호들의	여력인데	매번	마음대로	빌려	쓰지	못한다.	비록	열	손가락에	모두	피가	맺히고	밤낮으로	부지런

75)	 	한국고전종합DB,	『國譯朝鮮王朝實錄』	정조	22년	무오(1798)	11월30일	條.

76)	 	前揭書.	

77)		『與猶堂全書』	詩文集	제9권	「應旨論農政疏	戊午在谷山」,	“謹將三條臆說,	仰塵乙覽,	一曰便農,	將以佚之也.	二曰厚農,	將以利

之也.	三曰上農,	將以尊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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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힘써도	폐농하지	않는	자가	드물어,	때를	놓친	탄식을	끝내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어찌	크게	矜念하지	않

겠는가?	이번	단비를	만난	뒤로	이어지는	우려를	더욱	절로	그만	둘	수	없다.	이에	다시	장황하게	명령을	전하

니	이것을	坊曲의	大小民人에게	曉諭하여	각자	때맞추어	빌리고	도와	태평을	同樂함이	마땅할	것이다.78)

밭갈이	時期를	가리키는	萬人이	짝	지을	때는79)	『詩經』	「噫嘻」에서	인용된	詩語이다.	安東府는	예로부터	

唐魏의	풍속이	있어	지금도	인심이	醇素하므로	이에	걸맞게	서로	農牛와	農丁을	빌리고	도와	함께	태평을	

누릴	것을	당부한다는	것이다.	근검하고	질박한	帝堯의	도읍이었던	唐과	검소한	풍속과	성현의	유풍이	있

던	舜·禹의	도읍인	魏를	함께	지칭한	‘唐魏’에	안동부를	비유하였다.	退溪	李滉은	예로부터	安東府는	풍

속이	근검·순박하여	당위의	유풍이	있었고80)	하였다.	

지금껏	살펴본	것과	같이	농업은	개인·국가·인류가	생존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산업으로	인식

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은	국가	산업의	한	부분으로	다른	산업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上昇效果를	창조

하면서	다방면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그	규모가	작다거나	비용이	절

감된다는	이유로	외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남에게	맡길	수	없을뿐더러	食糧安保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농업은	단순한	산업으로만	인식할	수	없다.	국토의	환경,	국민의	정서,	어울림의	원

동력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농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나아가	적극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78)		『入政錄』	「丁酉傳令各面」,	“田家之借牛借丁,	卽比隣間相助之厚風.	苟使無牛者不得畊,	無丁者不得耨,	則豳風之于耟擧趾,	豈

盡有牛之上農?	周雅之十千其耦,	豈盡多丁之饒戶哉?	況本府素稱鄒魯之鄕,	兼有唐魏之俗,	至今有醇素之風.	凡係方農借助之

節,	似不待長吏之煩飭,	而春間傳令,	便歸空言,	致使膏沃之壤,	多至閑廢之境,	是豈所望於夙昔哉?	向者跨朔亢旱,	民憂傾洞,	

幸玆圭璧才擧,	甘霔乃降,	高低均洽,	滿野農謳,	已占大有之象.	第念旣得天心,	宜倍人功,	而彼富饒之民,	有牛有丁,	耘耕及時,	

哀此貧民,	無牛無丁,	所冀者,	惟隣比間富戶之餘力,	而每悉不得如意借用.	雖十指俱血,	宵晝齕齕,	不廢農者幾希,	而失時之歎,	

畢竟免不得矣.	寧不大加矜念乎?	得此喜雨以後,	憧憧憂慮,	尤不能自已.	玆更費辭傳令爲去乎,	以此曉諭於坊曲大小民人,	俾各

及時借助,	以爲同樂太平之地宜當.”	

79)		傳令에서	‘그대들	밭갈이	하는데[亦服爾耕],	만	사람으로	짝하기를[十千維耦]’의	구절은	『詩經』	周頌	「噫嘻」에서	인용된	밭갈

이의	描寫이다.	

	 아아	성왕이여		 	 	 噫嘻成王	

	 신이	밝게	강림하셨네	 	 旣昭假爾	

	 이	농부들을	거느리고		 	 率時農夫	

	 온갖	곡식을	파종하되	 	 播厥百穀	

	 너희	속히	밭갈이하여		 	 駿發爾私	

	 삼십	리	땅	다	마치길	 	 終三十里	

	 그대들	밭갈이	하는데		 	 亦服爾耕

	 만	사람으로	짝하기를	 	 十千維耦	

80)		「安東府三功臣廟增修記」,	“古稱本府風俗,	勤儉惇朴,	有唐魏之遺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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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世上을 利롭게 하는 農業 

앞서	우리는	韓民族의	農業이	桓因時代에	이루어져	東北亞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당시	‘人間世上을	널리	이롭게	한다[弘益人間]’는	이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미래를	지향할	방향으로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理想的으로	보인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韓民族은	印歐語의	일종인	드라비다語	(Dravidan)를	사용하던	원주민이	바다로	북

상해서	이동한	것으로	보는	미국	선교사	헐버트	(H.	B.	Hulbert)의	南方由來說81)과	알타이(Altai)어족에	포

함시키는	핀랜드의	람스테드	(G.	J.	Ramstedt)의	북방유래설82)	등이	假說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람스테드

의	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발전시킨	蒙古	語學者	포페	(N.	Poppe)는,	한국어의	알타이語的	요소에	대해,	

‘한국어는	원시몽고어,	원시	만주-퉁구스어,	원시	투르크語가	물려받은	동일한	언어로부터	수많은	요소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83)	하여	그	親緣性을	제시하였다.	

어느	가설을	따르더라도	한민족이	한반도내에서	독립적으로	자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끊임없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진화하며	이동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또	포페의	說이	지지

받는다면	원시몽고어,	원시	만주-퉁구스어	및	원시	투르크語를	사용하는	민족과	긴밀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투르크	족의	광활한	지역을	참작하면	한민족의	뿌리는	유라시아(Eurasia)에서의	移動說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이	알타이(Altai)語族이며	북방도래설이	지지를	받을	경우,	한민족은	알타이(Altai)山을	포함한	

일정지역에서	상당기간	사회와	문명을	형성하였을	것이고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居住·移動을	반복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적응과	거주·이동을	거치면서	생존하여	선택되었다는	의식은	자

연스럽게	天孫으로	자부하게	되었을	것이다.	檀君의	탄생을	본다.	

이때	한	곰과	한	범이	같은	굴속에서	살다가,	항상	神雄(桓雄)에게	기원하며	사람	되길	원하였다.	이때	神

雄이	신령스러운	쑥	심지	하나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

면	곧	사람의	형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21일	동안	禁忌하였는데,	곰은	여자

의	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할	짝이	없어	날마다	

神檀樹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祝願하였다.	환웅이	이에	잠시	변하여	혼인하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壇君

王儉이라	하였다.84)

81)	 	崔鶴根,	『韓國語	系統論에	關한	硏究』,	명문당,	1988,	69면.	

82)		前揭書,	129면.	

83)		前揭書,	169면.	

84)		『三國遺事』	권제1	「古朝鮮」,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

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

而婚之孕生子,	號曰壇君王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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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사회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先住民	등	인근의	부족과	갈등·화합을	겪었을	것이고,	그	중	熊族과	血

緣관계로	맺어져서	檀君王儉을	중심으로	국가가	성립되는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곰과	범이	‘사람	되기

를	원하는	것[願化爲人]’은	바로	到來한	先進社會였던	桓雄社會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先住民인	雄族

과	虎族85)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사람답게	사는	환웅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儀禮(?)	過程에서	

虎族은	통과되지	못하고	熊族이	통과하여	새로운	국가건설에	참여한	것을	정항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의례	

과정은	환웅사회와	熊族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화해로	발전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雄族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환골탈태하여	檀君王儉의	국가건설에	참여하였을	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다.	韓民族의	遺傳因子에	이러한	原形質이	母胎	속에	내재되었다면	끊임없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

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보류하였던	箕子가	武王에게	건의한	洪範九疇의	아홉	번째	조항은	五福과	六極이다.	爲政

者가	백성에게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을	享有토록하고,	凶短折·疾·憂·貧·惡·弱에86)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최상의	福祉政策이다.	특히	五福은	壽·福·康寧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적	완성을	위해	德을	

좋아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攸好德과,	천명을	다하고	온전한	죽음을	맞게	하는	考終命이	되도록	하는	국

가의	對國民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대의	어느	국가에도	못하지	않는	우수한	내용이다.	인간의	존엄성

과	생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고려	때	止軒	李奎報(1168-1241)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新穀行」이다.	

한	알	한	알	어찌	가볍겠는가	 一粒一粒安可輕

사람의	생사와	빈부가	달렸네		 	係人生死與富貧

난	농부를	부처처럼	공경하니		 我敬農夫如敬佛

부처도	굶주린	사람	살리기	어렵지		 佛猶難活已飢人

기쁘다	흰머리	늙은이가	 	可喜白首翁

올해	또	새	벼를	보누나	 又見今年稻穀新

죽더라도	여한이	없으니		 	雖死無所歉

봄	농사	남은	혜택	이	몸에	미치리		 東作餘膏及此身87)

85)		『魏志』	권30의	‘濊는	南으로	辰韓,	北으로	高句麗·沃沮와	접해있고,	東으로	大海에	닿았다.	지금	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땅

이다.	…	범에게	제사를	지내며	신으로	여긴다.[濊南與辰韓,	北與髙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	皆其地也.	…	祭虎以

為神.]’라는	기록에서,	濊는	범[虎]을	숭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三國遺事』	「古朝鮮」에	나타

나는	’一虎‘는	범을	토템(Tdtem)으로	숭상하는	先住民의	한	종족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86)		六極은	불행한	삶이다.	凶短折에서의	凶은	이를	갈기	전	어릴	때	죽는	것이고,	短은	冠禮	전에	죽는	것으로	未成年者의	죽음

이고,	折은	혼례	전에	죽는	것이다.	나머지	疾·憂·貧·惡·弱은	모두	五福과	相反되는	개념이므로	국가가	백성의	불행을	원

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福祉의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

87)		『東國李相國後集』	제1권	「新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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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불교가	흥성하던	시대였지만	농사를	지어	굶주린	사람을	살리는	농부를	부처보다	더	공경한다

고	한	것이다.	『農政全書』를	지은	明의	徐光啟는	옛날	先王이	백성을	다스릴	때	먼저	농업에	힘쓴	것은	단

순히	땅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겼기88)	때문이라	기술하였는

데,	모두	農心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민족은	고대	초기사회로부터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弘益人間’

의	이념을	지녔고,	이것을	바탕으로	농업에	基盤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단군조선의	건국에는	

인간다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熊族의	노력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다.	

箕子는	殷을	멸망시킨	武王의	정치적	諮問에	대답할	때,	農業과	軍師를	포괄한	八政과	복지정책인	五

福과	六極	등에	대해	진언을	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정책은	箕子가	亡命하여	다스렸던	韓民族의	일부	疆

域에	자연스럽게	施行되었을	것은	8條의	政敎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신라가	凶年에	30萬石을	賑恤할	수	있

었던	것은	有備無患의	대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불교가	성행하던	고려	때	農夫를	부처보다	존경한	지

식인의	의식은	虛實을	명백히	한	점이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守令七事를	적용하여	農桑의	盛衰를	于先視

하는	등	농업에	대한	多角的	장려책을	시행하였다.	正祖의	求言에	上疏한	建議에는	농민과	농업에	대한	

地位의	格上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考察한	일련의	사례에서	21세기에	적용할	농업의	방향을	導出할	수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농업이다.	여기에서의	세상은	動植物·微生物·環境·情緖를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공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禹夏永은,	“사람의	窮達은	참으로	天命일	것인데	진실로	一言·一事가	국민과	국가에	補益이	되어	훗날	

補治하는	도구로	전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하겠다.	널리	문헌에	실린	것

을	궁구하고	古今의	時期的	형편을	참작하여,	…	장차	이익이	될	것을	計出하고	害가	될	단서를	미리	궁구

하였다.”89)라며	자신의	心府를	드러내었다.	

21세기의	우리	농업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규모가	적은	만큼,	善循環構造의	親環境農業으로	건강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국토환경이	보존되며,	식량안보가	확보되고,	국민의	정서가	고려되는	多次元에서	육

성·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의	미래는	어떠한	경제논리보다	앞서야하기	때문이다.	‘농

사가	잘	지어지지	않으면	樂土가	廢墟가	된다.’고90)	하였듯이	우리는	농촌이	황폐한	국토를	상상할	수	없

다.	생명과	환경이	죽어가고	정서가	말라버리면	더	이상	국가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	睿宗의	知遇를	받아	金門羽客으로	불리었던	郭輿(1058~1130)가	應製한	「長源亭應製野叟騎牛」는	

농촌의	日常을	그렸다.	

88)		『農政全書』	卷一	農本	「諸家雜論」上,	“古先聖王之所以理人者,	先務農業,	農業非徒為地利也,	貴其志也.”

89)		『千一錄』	「醉石室主人翁自敘」,	 “人之窮達固命也,	苟有一言一事之可以裨益於民國,	垂以爲他日補治之具,	猶可謂不虛過此生.	

博究文獻之所載,	參酌古今之時宜,	…	計出將利,	預究爲害之端.”	

90)		宋	沈樞	撰	『通鑑總類』	권20上	形勢門	「晉王導議不宜徙建康」,	“農事不修,	則樂土為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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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	모습으로	마음껏	소를	타고		 太平容貌恣騎牛

안개비에	반쯤	젖어	밭두렁	지나네		 半濕殘霏過壟頭

물가의	집	가까운	줄	알겠거니와	 知有水邊家近在

그를	따라	시냇가에	해가	저무네	 從他落日傍溪流

건강한	농촌을	배경으로	한	폭의	神仙圖같은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의	情緖와	일치한다.	21세기를	살아

가는	농업경영인은	농사를	지을	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때,	환경을	고려할	때,	세상을	이롭게	할	時

宜에	적극	참여한다면,	세상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林宵漢(1856-1931)의	「春日」은	근래	安東의	한	농

촌을	그렸다.	

조물주	또	공평히	봄을	보내니	 天翁第送不私春

온갖	물건	갖가지	절로	새롭네	 萬物形形自有新

이웃집	쟁기	때에	맞춰	나오니	 耒耟四隣時以出

들	풍경	보고	풍년을	헤아리네	 試看野色占豊年91)

때맞추어	농사짓는	이웃을	보며	풍년을	기원하는	소박한	바램이	묻어	있다.	自然의	理致를	認識하고	그

것을	實踐하는	것은	敬이다.	이제	우리	농업경영인은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을	利롭게	하는	농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농촌과	국가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Ⅴ. 마무리

우리는	지금까지	古代로부터	朝鮮後期에	이르기까지	韓民族의	농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文獻中心

으로	通時的·多角的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대	桓因時代에	이미	정신적으로	‘弘益人間’이란	理念이	

사회를	운영하는	思想的	바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主穀이	농업을	管掌하는	古代社會의	面貌를	文獻으

로	보았다.	이러한	基底를	이어	桓雄시대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으며,	檀君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

가	형성되었음을	알았다.	또	古代	東北亞	지역에	韓民族으로	구성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국가는	상당한	수준의	사상적·제도적	바탕위에	운영되었던	사실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는	농업을	국가의	기반으로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기술의	보급에	힘쓰는	등	다

방면으로	농업을	장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식	있는	先覺者들은	農書를	스스로	간행하고,	정부가	추진하

는	제도의	개선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저서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또,	일부	선각자들은	

농민·농업의	格上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였고,	農書에	자신의	경험을	수록하여	농업기술의	보급에	기여한	

것도	확인하였다.	

91)	 	『溪窩集』	권1	「春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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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고찰은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끔	한다.	이에	따라	時宜에	맞게	우리

의	농업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志向點을	도출하게	된

다.	농업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류가	생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의	농업은	인류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飢餓와	疾病을	예방하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위해	生命과	環境을	중시하는	善循環構造의	親環境生産體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

업당국은	경제적	논리를	초월하여	國民의	生命,	食糧安保,	國土의	環境,	國民의	情緖	등이	고려된	종합적	

차원에서	적극	농업을	육성하여야하고,	농업경영인은	경건한	자세로	생명을	존중한다는	마음과	自然의	

攝理를	실천한다는	敬의	자세로	농업에	적극	종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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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농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경제발전·자연환경,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임대인·임차인,	대농·소농,	작물	

별,	지역별,	현	세대·다음세대	등	상호이해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호	공감과	배려에	의한	상생의	문제로	접

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은	주어진	여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최적	만족도	달성을	위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농협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경의	농업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안동농협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신뢰와	임직원의	열정과	전문성은	갖추어져	있고,	농산물	수요자도	안전성과	신선

도를	중요시하므로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업에서	출하자

의	출하편리성과	신속한	정산,	구매사업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구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도사업에서	

경의	농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의	농업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아직도	인지단계에	있으므로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안동농협이	조합

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을	연계한	경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

산을	위해	약정조합원제도,	로컬	푸드	등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경의	농업	추진전담기구

설치와	경의	농업연구회	운영	등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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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식

농협대학교	교수	

I. 서 론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고도화로	환경악화가	심각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	개별적	문제에서	지구촌	전체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도	유엔은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여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위한	기

본행동강령에서	경제발전문제와	자연환경을	별개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농업발전	역시	현세대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도	충분한	식량	공급과	좋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인에	대한	감사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일체화로	농업정책을	환경보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동시의	환경은	경북도청이전,	중앙선	복선화	등	파급력이	큰	변화가	발생하여	경북북부지역의	환경

적·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기회와	위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재

단에서	개최한	2014년	제1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그동안	경제적	관점에	의한	농업이해로	농업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므로	새로운	인식(경의농업)에	의한	농정이	요구되며	이를	실천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

였다.	

1회	포럼에서	시장경제(이기성)·공공경제(공공성)·사회적경제(상호성)·생태경제(자연과	공존)를	아우르

는	협동경제의	실천을	위한	경(敬)의	농업,	경의농업	정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형이상학적,	추

상적	개념에	다소	치우	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의농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경제발전,	자연환

경,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임대인·임차인,	대농·소농,	작물별,	지역별,	현세대·다음세대	등	상호이해

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나	상호	공감과	배려에	의한	상생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협

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방향이	있으면	최적이나	이는	이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현제	지

역실정에	맞게	실현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농협이	어떻

게	해야	하는	지	등	경의	농업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연·사람·농업을	상호	배려하는	농업실천을	위해	순차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새마을	운동처럼	경의	농업	운동의	불씨	역할을	안동농협이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

서는	먼저	환경문제와	경의	농업에	대해	살펴보고,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중시와	홀대의	측면에서	시

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경의	농업	실천과	협동조합	및	안동농협의	구체적	역할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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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호 배려에 의한 경의 농업

1. 경제발전과 환경

경제발전은	현세대만이	아닌	후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고도화에	의한	경제발전

으로	지구온난화·기후변화·오존층	파괴·이동성	대기오염·해양오염·유해폐기물	발생·생물종의	감소·산

성비	등	환경악화가	심각하게	되었으며	이는	개별국가	문제에서	지구촌	전체문제로	확산	되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국제협약(국제환경	기준	준수	생산)에	의한	무역제재	등을	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보면	1973년	유엔환경협약	채택으로	미	가입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하

였으며,	1989년도에는	경제협약	성격인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1)을	채택하였다.	1992년도에는	세계	각

국의	정상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여	지구헌장(earth	chapter),	21c	지구

환경보전강령(agenda	21)	채택과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위한	기본행동강령	및	원칙을	세웠으며	지속가능

한	발전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즉“다음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

면서	지금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발전”다시	말해서	경제발전문제와	자연환경을	별개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농업의	발전은	자연	생태계의	흐름을	이용하는	산업,	자연과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농

업으로서	환경을	보전하며	다음세대에	있어서도	우리	세대와	같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인류가	생존하

는	한	영원히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여야한다	고	하였다.	

2. 농업과 환경

산업화·근대화·도시화과정에서	땅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농산물의	가치와	농업인의	노력을	무시함으로

써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농업인은	국토의	정원사이므로	

여러	국가들은	농업인에게	경작면적당	일정금액을	보조함으로써	환경보전적	역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

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으로	홍수조절기능,	수자원보호	기능,	토양보전기능,	대기보전	기

능,	보건	휴양기능	등이	있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환경보전기능의	반대인	역기능이	있다.	이를	보면,	첫째,	농업은	토지와	물을	오염·

파괴시켜	농업자원의	양적·질적	유지보전이	곤란하여	생태계	보전·균형	및	조화를	깨트린다.	둘째,	농산

물	생산과정에서	과도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농부병)할	뿐만	아니라,	잔류독성	등

에	의한	소비자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셋째,	농업은	농촌지역	경관훼손	및	파괴로	환경보존	기능이	상실

되고	있다.	넷째,	농업이	경제적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경제적	효율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

질	뿐만	아니라	농업의	본래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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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농업의	역기능	개선을	위한	환경	보존형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보존형	

농업은	생산성·경제성	중심농업에서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적	농업으로	정의	할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

별로	경제여건·자연환경이	다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정책이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므

로	나라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의·정책목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1990년	미국	농업법에서	지

속적	농업은	환경보존과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는	농업으로	장기적	식량수요	충족,	농업경제	터전인	환경

의	질과	천연자원기반	향상,	농업경제성	유지로	전체사회	및	농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농업생산방식의	종

합체계라	하였다.	

이러한	환경보전형	농업	즉,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세계적	조류를	보면	FAO와	네델란드	농무부	공동으로	

1991년	「농업과	환경」에	관한	농업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은	환경보전형	농업으로서	기술

적	측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농촌개발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1994년	국제소비자	기구(IOCU)의	제13회	대회에서	「90년대의	소비자	주권」으로	식량의	자유무역,	

식품의	안전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조하였다.	같은	해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농업경제학회(IAAE)	제21차	

대회에서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농업발전,	참다운	국제협력을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국제협

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2년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속적	농업에	대한	

공동연구회에서,	농업정책을	환경보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	즉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일체

화”를	결의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으로	첫째,	경제적으로	성립	가능한	농업	시스템,	둘째,	

자연자원·생태계의	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농업,	셋째,	쾌적한	농촌공간이나	아름다운	경관의	유지·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추진동향을	보면	미국의	저투입	지속적	농업,	EU의	환경보전형	조방농업,	일본

의	현재	생산을	유지하는	적정투입요소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보전형	농업이	1970년대	후반,	종교단

체의	유기농업운동이	효시로서	1990년대	초	수입개방과	UR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보전형	지속적	농업에	

대한	정부,	학계의	관심이	높아	1994년	환경	조화형	농업을	정부공식정책으로	채택하였다.

3. 상호 공감과 배려에 의한 경의 농업의 실천적 개념

경(敬)의	성리학적	개념을	보면	도덕적	인격의	완성,	즉	덕성의	함양과	무사	공정한	개념으로	자신을	수

양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하였다(임덕선,	2014).	권영근(2014)에	의하면	경의	농업	기본

원리는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고,	외부불경제와	시장실패가	없어야	하며,	엔트로피	증대법칙에	토

대를	둔	지역	내	물질	순환형	농업과	다산의	3농	사상을	토대로	협동적	사회적경제	및	상호의존적	관계성

이라고	하였다.	황찬영(2014)은	경의	농업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약정조합원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에	의한	

지역농업의	토착화를	주장하였다.

공감과	상호배려에	의한	경의	농업의	실천적	개념은	농산물의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토지의	임대

인·임차인,	대농·소농,	작물별,	지역별,	현세대·다음세대	등	상호이해가	상반되나	상호	공감과	배려로	모

든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농업관련	모든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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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성원	간	이해가	상반된다.	즉,	생산자인	농업인은	높은	가격에	의한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고,	유통

업자는	높은	유통이윤을,	소비자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의	지불을	원하며,	임대인은	높은	임대료를	원하

는	반면	임차인은	낮은	임대료의	지불을	원하며,	현세대는	현재의	이익을	위해	자원	착취를	하는	방향으

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상반된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

으나	이는	이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상호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의	최적만족도를	추구하는	

방향이	경의	농업	실천방안이라고	본다.

모든	구성원의	상호	공감과	배려로	최대	만족도가	아닌	적정	만족도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이기성)·공

공경제(공공성)·사회적경제(상호성)·생태경제(자연과	공존)를	아우르는	협동경제의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농업의	발전	즉,	경(敬)의	농업	지역토착화에	안동농협이	맹아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III. 농업에 대한 시대적 시각 고찰

농업은	땅을	이용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식물재배	및	가축을	사양하는	것으로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

소이므로	토지	즉	토지의	소유와	이용관계를	중심으로	농업중시와	경시에	대해	시대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1. 토지소유사상 

자유주의	계몽사상가인	J.	Locke(1954)2)에	의하면	토지는	천부의	시혜물3)이므로	만인에	의해	공유된다

는	토지의	사회화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토지를	독점하는	것은	자연법의	위반이라고	하였다.	영국의	T.	

Speneer,	W.	Ogilvie,	T.Paine,	J.B.O’Brien	등도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토지의	평등소유

권	실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적	관념	토대에	의한	토지국유론,	토지평등	수익론은	사유재산제폐지

의	사상적	기조가	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부인함으로서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왈라스4)는	토지사유제에	기초한	지주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책으로	토지의	공개념으로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즉,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은	소작인이	하는	것이다.	J.	B.	O’Brien	은	토지국유론의	객

관적	근거	제시로	지대는	불로소득이며	토지의	자연적	제한성을	강조하여	토지공유를	주장하였다.

2)	 	Locke,	J.(1954,	1676),	Essays	on	the	Law	of	Nature,	Oxford	:	The	Clarendon	Press.	

3)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8th	ed.)	London	:	MacMillan	Co.	Ltd.,1959.p.115.	토지는	대자연의	무상공여물이라

고	하였음.

4)	 	A.	W.	Wallace	「토지국유론의	필요성과	목적,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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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D.	Ricardo	의	차액지대론,	J.	S.	Mill의	불로소득과세론	등이	지대과세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특히	

차액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집약도,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데	지주가	차액지대를	취득하는	것은	사회정의·

공평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대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대과세론의	기초가	되었다.

밀은	저서	「경제학원론,1848」에서	지주의	지대소득에	과세를	하여	정부가	전액	몰수하여	국고수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Henry	George는	지대가	상승하면	자본이윤과	노동자임금의	억압을	초래

하므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사회가	발전하면	지대(지가)가	등귀하므로	지가에	과세(사회적	공정)하

여	국비를	충당해야한다.	즉	조세는	지대에	한정하고	지대이외	과세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보다	후발	자본주의국가들이	전	산업보호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내부적으로	자

유무역에	의한	수입개방으로	해외농산물	유입이	많아	농업은	대불황5)을	가져왔다.	당시	영국의	농업상황

을	보면	지대하락률	보다	농산물	가격하락률이	높아	가격에서	지대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았으며,	지주는	

생산자	착취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등	지주와	소작인	간	분쟁으로	소작인(차지농,	임

차농)이	몰락함으로서	방치된	토지가	증가하여	공황	탈피가	어려워져	1931년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환(농

업포함)하였다.

3. 토지이용자의 의사결정

농업인의	의사결정이	보수적인	경향이라	새로운	제도	및	기술수용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제임스	스콧
6)

에	의하면	생계	지향적	농민은	평균적	수입극대화	보다	경제적	재난을	모면하는	쪽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R.H.	Tawney7)는	“생계농민인	농촌주민들은	물속에서	물이	턱에	찬	상태로	서있기	때문에	물결이	조금만	

일어도	익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생계유지	+	지배자	욕구충족)	수세기	동안	시행착

오를	거쳐	종자개량,	재배기술,	시기조절	등	지역적	전통적	고안	등	기술적	장치,	사회적	장치,	호혜성,	강요

된	관대성,	토지공동체적	소유,	공동노동	등으로	생계선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하였다.	그

러므로	생계농은	새로운	기술	및	제도에	부정적이며	완고하다.	자본주의	출현	이전에	사회	안정은	농민잉

여의	지배자로의	이전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	제공사이의	균형에	좌우되므로	공동체적	조직	내에

서	자원의	공유와,	힘	있는	후원자와의	유대에	대한	의존은	농민이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개선하는	방

5)	 	영국은	자유무역.	완전개방정책	고수로	보호농정을	도입하지	않고	농업손실을	공업	및	금융부문에서	보전하면	된다는	생각

으로	농산물은	생산비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었음.	미국은	지대	없는	평야	개척과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유럽에	수출하

였음.	

6)	 	James	C.	Scott,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	김춘동	역	대

우학술총서	565.	번역,	아카넷	출판사.2004.	

7)	 		R.	H.	Tawney,	Land	and	Labor	in	China,	Boston	:	Beacon	Press,	196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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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국가는	묵인과	지원을	하였다.

임차농은	임차료가	얼마나	되는가	보다	임차료를	주고	얼마나	남는가에	관심이	클	것이다.	임대인은	안

정된	수입(임차료)을	선호하는데	비해	농업인은	기후	및	농산물가격변동	등이	심해	당해	연도	소득과	연계

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농협은	농업인(조합원)의	생산비,	대출금부담	등을	당해	연도	소득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ompson(1966)8)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고,	Scott(1972)이	제3세계로	외연	확대를	한	도덕경제이론에	의

하면	도덕경제는	사회적·문화적	제	관계로부터	이론상	격리된	물질적	제	관계를	의미하는	근대적인	의미

의	economy	범주에	포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물질적	관계를	사회적·문화적	관계

와	분리하여	추상화·보편화하는	방법을	배척하고	economy	범주에	물질적	관계,	사회·문화적	관계와	결

합하여	사회관계나	가치규범,	도덕이나	관습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계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생계농

은	작은	토지와	전통적	기술,	변덕스러운	날씨,	기술적	한계	속에서	가족	노동력을	동원하여	힘겹게	생산

한	것을,	국가에	세금으로,	지주에게	지대로	납부하고	남는	것을	가족의	생계로	유지하므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계농은	많은	수입이	기대될지라도	생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와	관

계를	선호하는	명백한	경향성이	있다.	그러므로	생계농은	안전제일,	생계의	경제학,	자연환경,	소비자기호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생계농을	경험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약정재배	

등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으로	수용을	망설일	것이다.

도덕경제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가	도덕경제가	기능하는	장으로서	지역사회단위를	톰슨은	시장,	스콧

은	촌락사회를	단위로	하였으며	지역적	틀	안에서	생존을	위한	경제를	매개하는	규범으로	구성원(임대인,	

임차인	등)간	호혜성의	규범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물질적	기초로	보고,	전통과	관습을	문화

적	기반으로	하였다.

Scott	은	농업의	상업화,	국제화,	현대화	등으로	농민의	생계윤리가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첫

째,	농업이	시장에	기초를	둔	새로운	불안정에	노출되어	불안정성증대로	생계의	위험성이	확대된다고	하

였다.	둘째,	마을,	친족집단의	위험	공유에	대한	가치와	관행	파괴에	의한	개인주의로	마을	내	생계보호	

장치가	붕괴되었다.	셋째,	전통적	생계안전판	역할을	해온	이차적	생계자원이(마을공동	토지	등)제거되어	

생계농의	생계역량이	축소되었다.	넷째,	지주의	보호주의적,	온정주의적	의무	약화	즉	전통적	농업적	계급

관계	약화로	식량위기,	시장위험에	취약하다.	다섯째,	과세지	측량,	이주보고서	작성,	인구조사,	토지소유

권과	허가권	발급	등	행정체계발달에	의한	세금으로	농민수탈	효율화로	농민의	실제적	수입	감소보다	이

전의	사회적	생계보장의	다양한	제도와	관행이	소멸된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농업인이	정부농업정책,	

농산물수입,	농업에서	시장논리	적용	등에	저항	반대하는	것이	합리성	결여로	보일지	모르나	도덕경제의	

문화적,	전통적	관념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농민사회를	공동체라기	보다	조합이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8)	 	E.	P.	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	Vintage	Books,	1966.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	Century,”	Past	and	Present	50(February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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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토지소유와 이용의 변천 

1)	고려시대	이전	

원시사회의	토지는	종족,	씨족	등	집단내부의	집단적	소유,	집단적	노동으로	토지공유제도라고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족제조직에	기초한	토지국유제하에	토지는	국가가	지배계급에게	공노를	보상하기	위

하여	혹은	녹봉	지급	대신	분여한	토지와	일반	피지배계층인	농민에게	분급하여	경작하는	토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지배계급에게	분여한	토지로는	식읍(食邑)9),	녹읍(祿邑)10),	사전(賜田)11)	등이	있었다.	국가로부

터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경작이용에	일정액	전조(田租)를	국가에	납부하였고	수시로	강

제부역	노동에	징발되었다.	조세는	국민에게	직접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공동체(씨족	등)단위로	부과하면	

공동체가	개별농민에게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였다.	식읍,	녹읍,	사전은	노예노동에	의존하였으나	농민

의	경작노동이	삼국시대의	지배적인	생산형태이었다.	

통일신라시대는	당나라의	공전(公田)12)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토지를	공전으로	규정하고	왕족과	문무백

관에게	계급에	따라	식읍과	녹읍을	사급하는	사전제도(賜田制度)를	채택하였다.	피지배층인	농민에게는	

정전제(丁田制)	실시로	정년(丁年,	20세)의	농민에게	정전을	분급하였는데	국왕의	명의로	분급함으로써	지

배층이나	호족으로부터	약탈을	못하게	하였다.	정전은	60세가	되면	국가에	반납하였으며	농민이	자유롭게	

경작함으로써	생산을	많이	하게하여	수탈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고려시대	이후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토지공유제	확립으로	집권	봉건적	토지지배	관계를	완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식읍,	사전(구왕족과	지배층을	회유할	목적으로	주었음),	역분전(군사적,	정치적	충신에게	보상으로	주었

음)	모두	수조권만	부여하여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료들에게	월급대신	주는	것으로서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관료에게	납부하였다.	이조시대	전기에는	과전법(科田法)13)에	입각한	토지제도를	확

립하였으며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전조를	수납함으로써	지배층의	농민수탈을	막았다.	후기	15c	중엽	사전

(私田)확대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수조지의	사유화가	확대되었다.	이조후기에는	관

료적	봉건지주나	농민	간에	봉건적	소작관계가	형성되었다.	봉건층과	농민관계는	수조권자와	전조납부자	

관계에서	지주와	소작농	관계로	전환되어	농민의	부담이	전조에서	소작료	형태로	바뀌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	제86조에	의해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으로”	농지는	농

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로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고하였다.	

9)	 	왕족이나	공신에게	주었으며	상속이	가능하고	소유권을	부여하였음.

10)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월급)하였으며	상속이	안되고	소유권이	없음.

11)		임금이	내려준	논과	밭

12)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收租權)이	있고	왕실	혹은	국가기관에	귀속되었던	토지임.

13)		수조권이	있는	토지를	관리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시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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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 중시사상

1)	중농주의	

중세까지의	경제사상은	당위적,	규범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혹은	국가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인	반면	근대	경제학이론은	현상,	존재에	대한	서술적	설명위주로	경제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은	국가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중상주의(Mercantilism,	16~18세기	초)와	중농주의(physiocracy)는	고전학파로	시작되는	근대경제학	이

전에	등장한	과도기적	사고로	평가되며	중상주의는	보호무역에	의한	국부의	증대를	강조하였다.	

핵셔(E.	F.	Hecksher,1931)의	중상주의	정리에	의하면	중세에는	교황	중심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보편주

의와	봉건영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의	결합으로서	왕은	양자사이에	실권	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절대

왕건의	국왕은	교황에게	독자적	권력쟁취	영주들을	아우르고	국가단위에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확보하

여	국가	단위의	시장을(natural	market)	형성하였다.	유럽전체(영·프·독)	중상주의	사조를	보면	정치가	경

제를	압도하고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는	국가주의이다.	예를	들면	“루이	14세	짐이	바로	국가이다”,	프랑스

의	콜베르주의,	독일의	관방학파	등이다.

고전학파	등	주류경제학이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부의	추구를	지향하는	반면,	중상주의는	절대국가

의	이념에	맞게	국가를	위한	국가에	의한	국부의	추구를	주장하는데	영토와	인구로	규정되는	국력(power)

과	물질적	풍요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였다.	중상주의는	국부의	수단으로	상업과	무역을	중시하였다.	즉	싸

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역의	주도자는	국가이다.	중상주의는	무

역은	쌍방이익이	아니고	일방적	가치이전이나	수탈을	통해	부가	가치를	증식하므로	수입을	최대한	줄이고	

수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중농주의는	18세기	중엽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의	맹아로서	콜베르	등	중상주의에	대해	반

발하면서	프랑스에서	17c	중엽에	등장한	경제사상으로	고전학파의	발판이	되었다.	케네14)	등은	경제에	대

한	과학적	인식을	시작하는	등	농업을	중시하였으나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농업으로	자연이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중농주의는	토지에	기반을	둔	농업에	중시,	즉	농업	혹은	농업노동에서	잉여나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주장함으로서	농업에서만	순생산물이	생기며	수공업	등	여타산업들은	가치의	물체

를	동일한	가치의	다른	물체로	변형시키는데	불과하다고	하였다.	중농주의는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을	표

방하였으나	경제적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의	토대를	알리고	있다.

14)		케네는	노동자계급의	자녀로서	루이	15세	애첩의	주치의로서	유럽의	공자,	근세의	소크라테스라	불리었다.	케네의	경제표는	

여러	산업과	경제주체들이	상호작용과	의존적인	경제의	순환에	대한	최초의	분석으로서	중농주의가	생각하는	경제의	자연

적	질서를	이틀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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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중농주의	

농업의	중시는	우리나라	왕조시대의	정치이념과	정책의	기본기조이며15),	농민들의	이상은	“경자유전”의	

실현,	즉	자영농이자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농이념은	고려	초에	확립되었다.	유교적	중농이념의	

지향하는	목표는“국가는	민을	근본으로	하며	민은	식을,	식은	농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왕정에서	

우선	행해야	한다는	이해,	즉	지배층의	도덕적	반성	및	실천이라는	면과	자영농민층의	육성”이다.

조선시대	농업중심의	이상국가론은	실학보다	먼저	농촌을	토대로	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려는	주장이	

대두되어	자영농민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한	토지제도나	행정기구,	군사조직과	같은	제도상의	개혁에	치

중하는	이른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이	효종·현종시대의	유형원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유형원의	반

계수록(磻溪隧錄)16)에	전제(田制),	교선(敎選),	임관(任官),	녹제(祿制),	병제(兵制)	등에	관하여	그	역사와	

현실을	상세히	비판	검토하였다.	이러한	경세치용의	학문을	하나의	학파로	이룩한	학자는	숙종·영조대의	

이익으로서	대표저서로	성호사설(星湖僿設)17)이	있다.	경세치용의	학문을	집대성한	학자는	정약용(丁若

鏞)으로	순조	원년(1801)신유사옥으로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조선사회의	현실분석과	비판에	

대한	많은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실학	최대의	학자로	볼	수	있다.

경세치용	실학에서	농촌문제의	해결을	지주층	중심이	아닌	토지경작자	즉,	농민	중심으로	생각하였

다.	유형원이	국가가	토지를	공유하고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주는	공전제(公田制)를,	이익이	농가

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업전(永業田)의	소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균전제(均田制)를,	그

리고	정약용이	한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경작하여	노동량을	기준으로	수확을	분배하는	여전제(閭田

制)18)를,	후에는	가족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농업종사자에게	정(井)자로	구분한	토지의	8구를	분배하고	1구

의	수확을	세금에	충당하는	정전제(井田制)를	주장하는	등	모두	농민	중심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독립된	자영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이상국가의	건설을	목표

로	하였다.	즉	사농일치(士農一致)의	원칙에서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	능력

위주로	관리를	등용하며	상공업의	발전이나	화폐의	유통에	의한	농촌경제의	침식을	방지할	것을	주장하

였다.	즉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상	국가를	구상하였다.

15)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	즉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농사짓는	일은	衣

食의	근원이고,	王政에서	우선해야	하는	바이다.	

16)		유형원이	농촌에	살면서	농촌사회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학문연구에	전념한	결과	현종	11년	1670년	완성되었음.	

17)		성호사설은	천지(天地),	만물(萬物),	인사(人事),	경사(經史),	시문(時文)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치,	경제,	가족	등에	관해	

고증으로	사회	각	부문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임.

18)		후에는	가족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농업종사자에게	정(井)자로	구분한	토지의	8구를	분배하고	1구의	수확을	세금에	충당하는	

정전제(井田制)	주장	등이	농민	중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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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敬)의 농업 실천을 위한 농협의 역할

1. 협동조합과 협동경제 

주류	경제학	300년	동안	경제활동은	인간의	완벽한	합리성에	입각한	사고로	물질이익	추구를	최우선

으로	하는	경제적	인간,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인간의	이기심과	시장효율성에	의한	

개인이익	추구가	사회(국가)이익	극대화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기오염	산업	등은	후진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결혼·출산	등에	대해서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의한	시장	만능주의	실패와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인간의	속성은	이기심

만이	아니고	남을	생각하고	불공정	행위를	응징하는	상호적	인간(Homo	reciprocan),	즉	배려하는	경제활

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의	실천으로	이상적이나	추구할	가치가	있는	협동

적	합리성(Coop	Economicus)인	시장경제(이기성)·공공경제(공공성)·사회적경제(상호성)·생태경제(자연과	

공존)를	아우르는	협동경제가	경(敬)의	경제,	즉	인간존중의	경제활동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존중의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자·이용자·경영자인	조직이며,	조합경제	

활성화는	협동조합	규모와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먼저	협동조합	규모는	경제규모

(조합원수	*	조합사업	이용도)와	조직규모(조합원수	*	조합원	상호결합도)로	구분되는데	모두	조합원수도	

중요하나	조합원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합원의	조합참여도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	보편적으

로	조합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는	열성파가	10%,	협조하는	협력파	20%,	이해에	따라	참

여하는	중간파	40%,	협동조합에	대해	회의적인	회의파	20%,	협동조합	사업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비판파	10%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높여	

참여도	제고에	의한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중간파·비판파·회의파의	비율을	낮추고,	열성파와	협력

파의	비율을	70%	이상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박의	참여조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틴	노박

의	협동조건을	원용하여	보면,	첫째,	혈연선택(kin	selection)으로	협동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이	친척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직접상호성(direct	reciprocity)으로	유·불리에	따라	참여하는	것으로	이익

이	되면	참여하고	불이익이	되면	참여	안하는	것이다.	셋째,	간접상호성(Indirect	Reciprocity)으로	협동조

합에	대한	사회적·지역적	및	주변의	평판에	따라	참여,	비참여를	결정하는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상호성

(network	reciprocity)으로	유유상종,	즉	공간적	사회적	관계요인(지역,	종교,	학력	등)에	의해	참여하는	것

이다.	즉	협동조합은	노박의	4가지	참여조건에	의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농업인의 의사결정과 농협

농업인은	토지·노동·자본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의해	생산한다.	의

사결정	내용을	보면	생산의	목적(자가소비,	판매용	등),	작목선택,	생산방법,	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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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농용자재를	언제·어디서·얼마나	구입하고,	생산물을	언제·어느	곳에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농업인의	의사결정	환경을	보면,	가장	의사결정을	하기	쉬운	환경인	확실성(Certainty),	즉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알려져	있고	획득가능	한	경우로서	예시가격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위험(Risk)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상,	일기예보	등에	대한	확률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위험을	회피하고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농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결과에	대한	확률이	알려지지	않은	상

황,	즉	경제	환경,	기후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으로	생산량	및	농산물과	농용자재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여	

농업인은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농협은	농업인의	생

산·경영능력향상과	교육	및	농업기술확산을	위한	시범포	운영,	작물보험,	계약재배,	다각경영등과	교육지

원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을	하고	있다.

3. 경의 농업 수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농협의 역할

농업관련	경제활동에서	생산자인	농업인이	구성원의	상호	공감과	배려를	하는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한	

개별농업인과	농가전체의	수용경로를	알아보았다.

개별농가의	경의	농업	수용결정	과정을	보면,	첫째	경의	농업에	대한	인지단계(awareness	stage)로서	제

한된	정보,	관심이	적은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수용하는	농가를	혁신적	수용자(innovator)라	한다.	둘째,	

관심단계(interest	stage)로서	타인의	성공사례를	보고	관심이	높아지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수용하는	농가

는	조기수용자(early	adopter)일	것이다.	셋째,	평가단계(evaluation	stage)로서	수용	시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타당성검토를	마친	후	수용하는	단계로서	대다수	농가가	수용하는	단계이다.	넷째,	시행단계(trial	stage)로

서	시험	삼아	일부	수용	혹은	타인	수용	현황·성공사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한	후	수

용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수용하는	농가를	후기수용	농가라	하며,	마지막으로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	

농가는	비수용	농가이다.

상호	공감과	배려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의	농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지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의사결정에서	전통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므로	경의	농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의	확산을	위해서는	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부	시범사업에	의하여	안전하다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작물보험,	약정조합원제도	등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업생산은	전통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축력,	조사료	등	근대적	투입요소인	농기계,	농약,	비

료,	배합사료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보하였다.	이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보다	비싼	요소를	절약

하고	싼	요소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보하였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전

통적	투입요소인	토지,	노동의	가격	즉,	지가와	임금이	높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를	많이	사용하

므로	비료산업이	발달하였고	노임이	비싸	농기계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생산방법은	생태계	및	환경

파괴·생산자·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생산자·소비자·후세대	등을	배려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앞

으로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농협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불확실성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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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방안	강구에	의한	근대적	투입요소를	적게	투입하는	생산방법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농업인은	스스로	불확실성에	의한	위험회피로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내적	자본제한(Internal	Capital	

Rationing)을	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경의	농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이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구성

원을	배려하는	생산	방법이라는	것을	시범사업에	의해	보여주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4. 경의 농업 실천과 로컬 푸드

농협과	정부19)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로컬	푸드	상설매장	운영은	경의	농업의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다.

1)	농산물	유통의	참여자

중농주의	학파가	유통은	비생산적이고	농산물	생산만을	생산으로	인정하고	시장	활동,	즉	유통은	가치

이전이지	증대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유통의	가치증대,	즉	농산물의	형태효용,	장소적	효용,	시간효용),	

소유효용을	간과한	것으로서	유통비용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은	아니다.	

농산물	유통은	무엇보다	상호	공감과	배려가	중요한데	경의	농업	참가자	중	생산자는	생산비가	높고	재

배가	어려워	높은	가격을	받기를	바라며,	유통업자는	신선도	유지	등으로	유통비용이	높아	높은	유통마

진을	원하며,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하기를	원하므로	상호	이해가	상충된다.	그

러므로	농협이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적극적	개입으로	상호	공감과	배려로	각	부문의	

최대만족도가	아닌	적정만족도의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로컬	푸드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2)	로컬	푸드

(1)	로컬	푸드	상설매장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원칙	

경의	농업	확산을	위한	농협의	로컬	푸드	매장	운영의	필요성을	보면,	첫째,	농업인	생산품목이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이므로	소규모·다품목	생산	농업인의	유통창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과	판로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얼굴	있는	농산물	유통으로	생산에	대한	농가책임	의식	고취가	필요

하고,	소비자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넷째,	WTO,	FTA	등	개

방화로	인한	글로벌	푸드의	폐해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	필요하다.

로컬	푸드	매장운영의	원칙을	보면,	첫째,	지역의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신선한	형태로	취급한다.	둘째,	

당일	출하하고	남은	농산물은	당일	수거함으로써	신선농산물의	1일	유통체계를	고수	한다.	셋째,	출하농

업인이	가격과	출하물량을	결정한다.	넷째,	친환경·GAP	인증농산물·추적	이력제·잔류농약	검사품	농산

19)		현재	70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00개소이상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태리어·장비·시설비·교육비·	컨

설팅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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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취급한다.

(2)	로컬	푸드	매장운영의	효과

농협이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첫째,	지역	농산물의	당일	유통으로	출

하	농산물은	항상	신선하다.	둘째,	지역	내	농산물로	이동	거리가	짧아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량을	낮추

어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다.	셋째,	유통단계	없이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가	생산비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다.	넷째,	농업인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이	

관리하므로	신뢰할	수	있다.	다섯째,	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마음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장소가	될	것

이다.	여섯째,	농업인이	판매처나	판매망	구축	없이	가공식품을	출하하기	어려운데	10%의	수수료	부담으

로	가공품을	로컬	푸드	매장에	출하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농식품유통연구원(2014)의	조사에	의하면	로컬	푸드	직매장운영의	효과로서	마트에	비해	소비자가	

20.6%	싸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19.5%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에	크게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로컬	푸드	

매장	운영이	경의	농업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이므로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5. 안동농협의 실천적 접근

최근	경북도청	이전과,	중앙선	복선화로	안동·예천	등	경북북부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안동시의	기회인	동시에	위기의	요인이	될	것이다.	안동시는	1읍(풍산읍)	13면	10

개동이	있으며,	안동농협은	10개동	2개	면을	구역으로	하고	있다.	안동시의	인구는	168천여	명인데	2008

년	도청이전	결정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농가인구는	33,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0%이며	경지면적	

20,600	ha이다.	이러한	안동시의	경의농업	정착을	위한	안동농협의	실천적	접근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

사를	하였다.

1)	설문대상자	현황	및	안동농협의	SWOT	분석

안동농협의	경의	농업	실천적	접근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는	안동농협	본·지점과	사업장	고객	520

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에	면접청취	조사하였다.	응답자	현황을	보면	조합원	46.6%·비조합원	53.4%이

며,	남,	여	각각	49.7%,	50.3%이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4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35.5%,	

30대	이하	19.1%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조합원	비율이	높고,	남녀성별은	비슷하나	40~50대는	남성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단위	:	%)

구분
연령 성별 조합원	여부

~30 40~50 60~ 남 여 조합원 비조합원

구성비 19.1 45.4 35.5 49.7 50.3 46.6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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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의	상황분석을	위하여	기업의	상황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SWOT	분석을	하였다.	SWOT	분석

은	일정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을	기회요소(Opportunity)와	위기요소(Threat)

로	분류하고	이들을	전략적	관점에서	기업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결합시켜	효과적인	전략

을	수립하는	분석방법이다.

고객(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생각하는	안동농협의	강점요인은	지역사회의	강한	신뢰감과	높은	위상이며,	

이는	종합농협으로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실현으로	지역민의	편익증진에	조합장·임직원·	조합원의	일치

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안동농협의	약점은	타농협의	약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의	욕구와	충족에	미흡하고	경쟁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형성	및	중앙선	복선화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기관과	지역민의	상호

협조가	잘되는	것이	안동농협	사업	확대의	기회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위협	요인으로는	일반적	요인으로	

조합원의	고령화와	감소로	인한	사업기반약화	및	사업별	경쟁심화	및	도청이전에	대한	과잉기대와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볼	수	있다.	

2)	고객	만족도	분석방법

안동농협	사업	및	서비스의	중요도	및	만족도	측정을	위한	변수	및	차원을	구성하고	회귀분석에	의한	

가중치	부여로	중요도를	측정한다.	조사	항목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은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그리고	매우	만족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다시	100점	척도(1점	0점,	2점	25점,	3점	50점,	4점	75점,	5

점	100점)로	환산한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식	1)	차원별	만족도	지수	산출.	차원별	체감	만족도에	기초한	회귀분석

	 Yi	=	aX1	+	bX2	+	cX3	+	dX4	+	......	+	ε

	 Yi	=	i	차원의	체감	만족도,	X	=	i	설문의	만족도

식	2)	종합만족도지수	산출.	체감	종합만족도에	기초한	회귀분석

	 Yi	=	aX1	+	bX2	+	cX3	+	dX4	+	......	+	ε

	 Yi	=	체감	종합만족도,	Xi	=	i	차원의	체감	만족도

식	3)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Wi	=	i	차원의	중요도(가중치)	=	
Ii	

∑I.i	
n

.i=1

	 Ii	=	i	차원의	회귀계수(a,b,c,d,....)

식	4)	종합	만족도지수	=	∑	
n

.i=1
(Wi	×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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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설문	또는	차원의	가중치가	산정되면	각	차원별	만족지수는	세부항목별	점

수를	각	항목의	중요도에	근거한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함으로써	구한다.	

그리고	종합만족도지수는	차원별	점수에	각	차원의	중요도에	근거한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하였으며,	

SPSS	12.0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	사업별	실태	및	만족도

(1)	도청이전과	신도시형성의	영향

도청이전과	신도시	형성이	안동시와	안동농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각각	66.9%,	64.5%이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8%,	8%	이었다.	대체적으로	

도청이전이	안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보다	안동농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	효

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크므로	정확한	영향력을	예측하여	거품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동지역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재활성화,	인구증가,	고용창출효과	순이

며	각각	44.1%,	32.9%,	16.7%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의	이유를	높은	순으로	보면,	부동산	및	임대가격	상승	

40.9%,	구도심	공동화와	슬림화	32.6%,	물가인상에	의한	생계비	증가	16.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도

심을	구역으로	하고	있는	안동농협의	사업에	영향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표	2>	경북도청이전과	신도시	형성이	안동지역과	인동농협에	미치는	영향(단위	:%)

구분 ~30 40~50 60~ 남 여 비조합원

안동지역 12.4 54.5 26.3 5.9 0.9 100.0

안동농협 9.9 54.6 28.0 7.1 0.9 100.0

	 	 <표	2	-1>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단위	:	%)

구분 경제활성화 인구증가 고용창출 행정서비스개선 기타 계

구성비 44.1 32.9 16.7 3.8 2.5 100.0

<표	2-2>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단위	:	%)

구분
부동산	및	

임대가격	상승

구도심공동화	

및	슬림화
물가인상

난개발과	

환경오염
기타 계

구성비 40.9 32.6 16.7 8.3 1.5 100.0

	

(2)	사업간	중요도와	만족도	

안동농협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타	농협에	비해	종합만족도,	사업실익성,	조합의	변화대응성,	조합원

의	참여도	등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20)	유형별로	보면	조합원이	비조합원	보다	전	항목에서	만족도

20)		전국의	경우	시기는	다르나	동일문항으로	농협대학	농협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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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으며,	도시지역은	농촌보다	종합만족도와	사업실익성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대응성과	참여

도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안동농협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이	어려울	때	희생(출자	증액,	손실부담	등)을	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낮은	반

면,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조합원	탈퇴의사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	조합원

의	충성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21)

<표	3>	고객	유형별	만족도

구분 종합만족도 사업실익성 변화대응성 참여성

안동농협 76.8 73.8 77.5 70.7

전국 69.3 69.0 71.5 67.3

조합원 79.0 74.9 79.7 73.8

비조합원 75.0 71.5 75.9 68.1

도시 77.0 73.3 77.5 70.7

농촌 75.8 71.6 77.8 71.1

30대	이하 74.0 70.5 74.9 69.5

40-50대 76.2 73.5 76.9 69.2

60대이상 75.6 73.9 79.1 72.5

안동농협	고객의	사업간	중요도와	만족도조사결과를	보면	중요도의	순위는	신용사업,	구매사업,	판매

사업,	교육지도사업	순이었다.	그러나	만족도는	마트,	유류,	장례식장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조합원

의	마트·유류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안동농협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사업에	많이	노력한	결과

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교육지도사업은	중요도는	높은	편이나	만족도는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사업간	중요도와	만족도

구분 신용 판매 구매 마트 농기계 유류 교육지도 가공 장례식장

중요도 23.8 13.1 17.5 10.8 8.8 3.1 12.1 9.6 1.2

만족도 75.0 74.6 73.5 79.1 73.2 78.1 71.4 73.9 76.3

(3)	사업별	만족도	

①	신용사업

신용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직원의	전문성	

21)		참여성의	세부	항목에서	조합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만족도는	59.4%,	실익이	안	되면	조합원을	탈퇴하겠다는	조합원은	63.7%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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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상품의	다양성	21.1%,	신속한	업무처리	17.0	%	순이었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직원의	서비스	79.1,	업

무처리	7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이동	시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동농협에	예금을	하는	이유는	금리보다	이용의	편리성,	안전성,	비과세혜택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의	이용이유도	이용의	편리성과	직원과의	유대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안동농협의	보헙가입	이유도	직원권유와	편리성이	보장내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동농협	고객의	신용

사업이용	이유는	금리나	이용고배당	보다도	접근성과	직원의	노력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동

농협의	신용사업은	지역금융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신용사업	세부항목	간	중요도와	만족도

구분 상품다양성 직원전문성 영업점환경 고객편의시설 업무처리 서비스

중요도 21.1 35.5 13.6 2.5 17.0 9.9

만족도 68.4 73.5 74.2 65.5 75.8 79.1

<표	6>	예금하는	이유(단위	:	%)

구분 이용편리 안전성 비과세혜택 직원권유 높은금리 기타 계

구성비 45 25 14 10 2 4 100

<표	7>	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단위	:	%)	

구분 이용편리 직권권유 이용고배당 절차간편 낮은금리 기타 계

구성비 47 16 11 9 8 9 100

<표	8>	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단위	:	%)

구분 직원권유 편리성 보장내용 기타 계

구성비 53 20 13 14 100

	 ②	경제사업

경제사업	중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세부항목	간	중요도와	만족도를	보면	중요도	순위는	생산자조직과	

농가수취가격	순인데	비해	만족도는	역순위로	나타났다.	농협은	판매사업에	대해서	임직원의	전문성과	열

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농가수취가격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자	조직	활성화에	의한	농

가수취가격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의	농업	확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농축산물	판매사업	세부항목	간	만족도

구분 농가수취가격 생산자조직 임직원열정 직원전문성 품질

중요도 20.7 39.2 14.0 16.2 9.7

만족도 66.8 65.6 70.9 70.9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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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이유는	이용편리성,	신속한	대금,	좋은	가격	순이며,	이용고	배당과	출하선

도금	지원	때문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2)

마트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품의	신선도·가격·직원	서비스	순이며,	만족도	역시	신선

도·직원서비스	순이었다.	상품의	신선도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격은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농협이	신선도	유지와	직원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보

인다.	가격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대한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고배당	등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고객이	신선도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안동농협의	

경의	농업	정착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영농자재구매사업에서	이용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은	직원의	전문성과	친절이며	다음으로	

취급자재의	종류라고	응답하였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외상구매와	직원의	전문성과	친절	순이었다.	취급자

재의	종류는	중요도는	높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취급상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다양한	자재의	구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안동농협사업에	대해	고객은	임직원의	열정과	전

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족도도	높았으며,	농용자재의	외상구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농산물을	출하하는	이유(단위	:	%)	

구분 편리성 신속한정산 좋은	가격 조합원	의무 이용고	배당 출하	선도금 기타 계

구성비 27 23 19 17 9 3 2 100

	

<표11>	마트사업	세부항목	간	만족도

구분 상품다양성 상품가격 상품신선도 직원서비스 편의시설

중요도 2.0 24.0 45.6 19.3 9.1

만족도 69.2 70.2 79.5 75.7 72.2

	

<표	12>	영농자재	구매사업	세부항목	간	고객	만족도

구분 자재종류 자재가격 자재배달 직원전문성·친절 외상구매

중요도 23.2 15.9 11.2 40.5 9.0

만족도 70.0 71.4 72.3 74.8 76.3

	

4)	경의	농업에	대한	인식

경의	농업	정착은	농협의	지도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도사업에	대한	우선추진분야를	조

사한	결과	농산물유통,	선진농법,	문화복지,	친환경농업	순으로	나타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순위가	높지	

22)		잉여금	배당과	출하선도금지원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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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경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안동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의	농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모르겠

다고	응답한	비율이	65.6%이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에	불과하므로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게	경의농업	이해력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의농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3.7%가	경의	농업이란	사람,	자연,	전통을	공경하고,	환경

을	보전하는	지역자원	순환농업이라고	하여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의농업	확산방안에	대해서	비전제시와	이해증진이	46.2%,	실천과제	및	실천방안	제시에	대한	요구가	

23.7%,	약정조합원제도	등	합리적	농산물가격보장	요구가	16.5%	이었다.	이는	경의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비전제시와	홍보를	통한	조합원과	주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약정조합원제도,	계약재배,	로컬	푸드	등	실체

를	느낄	수	있는	실천과제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경의농업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정립

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	13>	지도사업	우선추진분야(단위	:	%)

구분 농산물유통 선진농법 문화복지 친환경농업 귀농·다문화정책 계

구성비 46 24 16 10 4 100.0

	

<표	14>	경의	농업에	대한	이해	정도(단위	:	%)

구분 잘	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처음	들어	본다 계

구성비 7.6 26.8 33.5 32.1 100.0

	 <표	15>	경의	농업	정착을	위한	필요	사항(단위	:	%)

구분
비전제시와	

이해증진

실천	

방안제시

약정조합원	

가격보장

현재농업지속

불가능	인식

내부	

조직구성
기타 계

구성비 46.2 23.7 16.5 8.3 4.5 0.8 100

	 	 	

5)	약정조합원제도에	대한	인식

안동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정조합원제도23)에	대해	조합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4.1%가	

약정조합원제도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경의농업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하게	나

타났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이므로	참여의	편익을	홍보하기	위한	시범사업·교육	및	홍보

가	요구된다.

약정조합원제도	참여의향을	묻는	설문에	참여	하겠다는	응답이	50%나	되는데	이는	이해를	하고	참여	

23)		농협법	제24조의	2	(조합원의	우대),	지역농협은	농산물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

는	조합원(약정조합원이라함)에게	사업이용.	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안동농협에서는	백진주(쌀),	찹쌀,	콩,	고추	등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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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다는	농협에서	사업을	하니	믿고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약정조합원제

도	참여희망이유를	묻는	설문에	안정적	판로와	가격확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44.8.%,	22.4%	이며,	조

합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는	응답이	16.8%	이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친환경농법	지식과	

경험	부족이	33.8%,	소득증대가	크지	않을	것이다24)가	28.2%	이었다.	약정조합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약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매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	농산물	수취가격을	제

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야야	한다는	응답이	30.6%	이었다.	높은	가격에	안정적	판로가	중요하다고	하였

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편익과	조합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약정조합원제도의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에	의해	조사한	후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판로확

보,	가격,	자재지원,	이용고배당	등은	70점을	상회한	반면,	교육	및	대상품목	등은	70점에	미치지	못하였으

나	항목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만족도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안동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정조합원제도는	조합원의	이해는	부족한	편이나	가입의사가	있는	조합

원은	많으므로	장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조합원의	안정적	판로	및	가격보장	뿐만	아니라	소비

자만족도를	높여	경의	농업정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약정조합원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단위	:	%)

구분 잘	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처음	들어	본다 계

구성비 10.5 25.4 26.1 38.0 100.0

	

<표	17>	약정조합원제도에	대한	참여	의향(단위	:	%)

구분 참여	희망 모르겠다 참여	안함 계

구성비 47.8 38.6 13.6 100.0

	 <표	17>	약정조합원제도에	참여한	이유(단위	:	%)

구분
안정적	

판로확보

가격하락	

피해방지
조합원의무 높은	가격 기타 계

구성비 44.8 22.4 16.8 11.2 4.8 100.0

	

<표	18>	약정조합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단위	:%)	

구분
친환경농법	

경험지식부족

소득이	낮을	

것이다

품목제한.	

재배어려움
기타 계

구성비 33.8 28.2 14.1 23.9 100.0

24)		농촌진흥청	2013년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단보	당	소득비교를	쌀의	경우	관행,	무농약,	유기농업이	각각	437천원,	378천

원,	380천원이었고	배추는	2,186천원,	2,163천원,	2,162천원이며,	사과는	3,876천원,3,853천원,3,756청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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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약정조합원제도	정착을	위한	필요사항(단위	:	%)

구분
약정물량

수매보장
높은	가격 교육 이용고	배당 자재지원 기타 계

구성비 44.9 30.6 12.5 6.0 5.6 0.4 100.0

<표	20>	약정조합원제도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백분율	환산)(단위:	%)	

구분 판로확보 가격 자재지원 교육 대상품목 이용고배당 계

구성비 71.6 70.0 70.4 68.8 66.6 70.6 100.0

4)	안동농협의	실천적	접근

(1)	접근방법

경의	농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경제발전·자연환경,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농지의	임대인·임차인,	

규모별,	작목별,	지역별,	현세대·다음	세대	등	상호이해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호	공감과	배려에	

의한	상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은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경의	농업이	아니라	주어

진	여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	만족도	달성을	목표로	실현가능	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

이다.

(2)	실천방안

①	경의	농업	이해	증진	교육

경의	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비전제시와	이해도	제고	및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

로	조합원(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농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교육뿐	만아니라	친환경농업,	로

컬	푸드,	약정조합원제도	등	구체적	실천적	교육으로	안동농협이	경의	농업의	정착	및	활성화에	맹아	역할

을	해야	할	것이다.	

②	경의	농업	참여자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참여도	제고

농업인은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것에	대

한	수용이	늦은	편이다.	경의	농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지단계에	있으므로	조합원의	경의	농업	수용은	

도입단계	라	볼	수	있어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다.	그러므로	농협이	시범사업,	약정수매,	친환경농용자재	

공급	등	에	의해	관심단계,	평가단계	등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의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의	농업에	의한	안정적	소득증대의	확신이	없으면	참여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안정적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안정적인	농산물가격	및	농용자재가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의	농업	참여자에게	약정조합원제도,	계약재배,	작물	보험,	자조금제도	도입,	농용자재	보조	등으로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농협의	모든	사업을	여건과	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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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컬	푸드	상설매장	운영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에	의한	경의	농업	확산을	위해	농협이	로컬	푸드	상설매

장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컬	푸드	출하	농산물은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농산물로

서	추적이력제,	잔류농약검사를	한	지역농산물을	1일	유통체계로	출하농업인이	가격	및	출하물량을	결정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안동시의	소비자가	신선도와	안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므로	다소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	여건에	따라	매장운영은	기존	하나로	마트에	공동

운영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로	마트에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차별성이	부각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④	경의	농업확산을	위한	사업별	추진	방안

안동농협의	사업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결과	모든	사업성장은	지역민의	신뢰와	임직원의	열정	및	전문

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업	출하자는	이용편리성,	신속한	정산을,	농산물	수요자는	

신선도,	안전성을	중요시하며,	구매사업에서는	자재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친환경농업은	지

도사업에서	후	순위에	있다.

안동농협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신뢰와	임직원의	열정과	전문성은	갖추어져	있고,	농산물	수요자도	안

전성과	신선도를	중요시하므로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업에서	출하자의	출하	편리성과	신속한	정산,	구매사업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구비에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	지도사업에서	경의	농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⑤	약정조합원제도	적극	추진

약정조합원제도	참여자의	만족도와	이해도는	높지	않나	참여의사가	있는	조합원은	많으므로	약정조합

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정적	판로	및	가격보장에	사업역량을	집중	함	으로서	사업간	연계에	의한	경

의	농업	실천방안의	모범사례로	확산의	불씨로	하여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경의농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경제발전·자연환경,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	임대인·임차인,	대농·

소농,	작물별,	지역별,	현세대·다음세대	등	상호이해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호	공감과	배려에	의

한	상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은	주어진	여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최적	만족도	달성

을	위해	실현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농협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경의농업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노력하였다.

모든	구성원의	상호	공감과	배려로	최대	만족도가	아닌	적정	만족도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이기성)·공

공경제(공공성)·사회적경제(상호성)·생태경제(자연과	공존)를	아우르는	협동경제의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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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발전	즉,	경의	농업	지역토착화에	안동농협이	맹아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의	농업	정착을	위해

서는	조합원참여도가	중요하므로	협동조건에	의한	참여도	제고에	의해	경의	농업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

이다.

경의	농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의	확산을	위해서는	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약정조합원

제도	등)에	의하여	안전하다는	사례를	보여	주고	로컬	푸드	상설매장운영,	작물보험,	구·판매사업	등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로컬	푸드	상설매장운영은	출하	농산물은	반드시	친환경농산

물·GAP	인증농산물로서	추적이력제·잔류농약검사를	한	지역농산물을	1일	유통체계로	출하농업인이	가

격	및	출하물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동농협의	사업성장은	지역민의	신뢰와	임직원의	열정	및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업	출하자는	이용편리성,	신속한	정산을,	농산물	수요자는	신선도.	안정성을	중요시하며,	구매사업

에서는	자재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친환경농업은	지도사업에서	후	순위에	있다.

안동농협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신뢰와	임직원의	열정과	전문성은	갖추어져	있고,	농산물	수요자도	안

전성과	신선도를	중요시하므로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업에서	출하자의	출하편리성과	신속한	정산,	구매사업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구비에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	지도사업에서	경의	농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의	농업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아직도	인지단계에	있으므로	이의	도

입을	위해서는	안동농협이	조합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을	연계한	경의	농업의	중

요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산을	위해	약정조합원제도,	로컬	푸드	등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경의	농업	추진전담기구설치와	경의	농업연구회	운영	등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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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구하는 敬의 농업」에 대한 토론

배영동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임덕선	박사님의	귀한	발표문을	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경의	농업”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고대국가의	홍익이념,	조선의	농업	장려	등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여	번역

하고	정리하신	노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쓰신	글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숙

연해집니다.

그럼에도	토론자로서	경의	농업에	더	어울리는	내용을	찾아	더	논의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경의	농업’이라는	주제	속에서,	경의	농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발

표자께서	지난해	발표하신	훌륭한	원고(「敬의	含意와	農業經營」)를	읽어	보았습니다.	거기서	밝혀두신	경

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詩經』에서는	경의	대상이	바로	德이며,	또한	경은	德性의	함양을	말한다.	『논어』에서는	경이	바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다.	『예기』에서는	경의	효과가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다.	정자는	경을	誠에	집중하는	인격수양이

라	했다.	정이는	경이야말로	邪念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했다.	주자는	居敬의	개념을	경으로	自處하여	엄격

히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명했다.	퇴계	이황은	경을	聖學의	시작과	귀결점으로	보고	存養을	중시했다.	

또한	경을	학문의	요체로	보고	사람이	학문,	일	등	일상의	動靜에	경을	위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경의	농업이란	개념은	과거부터	정립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시	말해서	옛적의	농업사에서	명확하게	찾아	규명하는	농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갖는	실천적	농업의	개념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바람직한	실천적	농업의	방향으로서	옛	유학자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경	사상이	포함된	농업

이,	지금	발표자께서	표방하고	주창하는	경의	농업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의	농업은,	

유학자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바람직한	삶의	방향,	수양의	방향에	어울리는	농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경의	농업은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람직한	의미를	부여한	이

상적인	농업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결국,	경의	농업은	‘덕성을	함양하는	농업’,	‘인격을	수양하는	농업’,	‘정성을	기울인	농업’,	‘환경을	보전하

는	지속가능한	농업’,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농업’,	‘국민을	위한	농업’,	나아가	‘인류를	위한	농업’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런	지향성을	갖는	총체로서	농업이,	곧	경의	농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추구하는	경의	농업’을	논하는	작업은,	경	사상의	토대	위에서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

킬	것인가,	즉	以敬興農의	길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

표자께서	심혈을	기울여	쓰신	고대의	홍익인간	사상,	조선시대의	농업	장려와	같은	내용은	농업을	중시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	속에	과연	경	사상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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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종,	정조	등과	같은	국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녕	그것이	경의	농업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

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추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	자료를	더	검토하면,	경의	농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1)	조선전기에	국가에서	어떤	태도로	농업을	장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세종대왕	때	편찬된	농서	『農事

直說』	서문(』왕조실록』에서	이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께서	鄭招에게	명하여	『농사직설』을	엮었는데,	“農者天下國家之大本”이라	했습니다.	예부터	성

왕이	이에	힘쓰지	않은	이	없었으니	순임금이	구관십이목에	우선적으로	의론함이	식량이라.	나라의	큰	제사

의	제수나	백성을	養生하는	자원이	이것이니	이를	제외하면	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중략)	.....이에는	농

사	이외의	잡된	他說이	섞이지	않았고	곧고	간결한	내용을	엮는	데	힘썼으므로,	山野之民(농민)이	효연히	알

기	쉬울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이를	주자소에	보내심은	약간의	책을	찍어	중외에	배포함으로써	백성을	厚生

의	길로	인도코자	함이다.	신이	주	나라의	시를	엿보건대	주	나라는	農事爲國으로	팔백여	년이나	오랫동안	

나라를	지탱할	수	있었다.	이에	전하께서	이	나라	백성을	惠養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농사를	장려하고	계시니	

어찌	후직이나	성왕의	정사와	같지	않다	하겠는가?	이	책이	비록	작으나	이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클

진저.

이를	보면,	농업을	천하국가지대본이라	한	점,	『농사직설』을	반포하는	것은	백성을	후생의	길로	인도코

자	한	것이라는	점,	주	나라는	農事爲國으로	8백여	년	동안	나라를	지탱하였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가

치가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왕의	중농주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2)	경의	농업을	설계할	때	크게	참고해야	할	책이	공주목사	申洬이	1655년에	편찬한	『農家集成』이	아닐

까	합니다.	이	책은	기존의	3종	농서(농사직설,	衿陽雜錄,	四時纂要抄)과	송시열의	서문,	세종의	勸農敎文,	

朱子勸農文,	신속의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대왕의	권농교문과	주자의	권농문을	농서를	편찬하면

서	덧붙인	것은	경의	농업과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문에서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내가	일찍이	朱夫子의	글을	읽으니	그	넓고	크며	상세한	뜻을	감히	모두	알	수	없으며	또	감히	남과	더불

어	말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중	권농문	몇	조문만은	진실로	수많은	백성이	이용하는	바라.	그러므로	매양	시

골	늙은이나	들에서	일하는	농부를	만날	때마다	곧	말하기를	되풀이하였도다.	(중략)	백성의	지도자는	진실

로	먼저	이	글로써	백성을	가르치고	그	생업을	성취시키도록	하며	또	우수한자로	하여금	주자가	보인	바와	같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케	한다면	국가의	포상이나	백관의	부가	반드시	그	가문에	들어와	그를	나타내

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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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영농과	농본국가	체제를	확립한	세종대왕의	권농교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문공(주자)은	남강태수가	됨에	榜文하여	인쇄하여	붙이며	백성에게	권하였다.	쟁기질하여	거름흙을	뒤

집고	계절에	따라	풀을	베고	씨뿌리며	삼(麻)과	콩을	심고	저수지를	보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되풀이

하며	가르치되	빠짐이	없었다.	때로는	친히	지방	순시에	나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으니	대체

로	이리하여	자주	번거롭고	요란하였던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주자	권농문은	조선시대	유학자의	모델이었던	주자가	권농을	하면서	강조한	사항이	흥미를	끕니다.

대체로	농상에서	힘써	할	일이	앞에서	말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토	풍속에는	저절로	같지	않은	

데가	있으므로	오히려	몸소	가보지	않은	데가	있을까	두려우니	널리	묻고	두루	찾아	삼가	본분을	지키고	힘

써	행하도록	하라.	다만	근로에	지나침은	좋으나	나태함은	옳지	못하다.	전해오는	말에	민생은	부지런함에	있

으니	부지런하면	궁핍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경서에	이르기를	게으른	농민은	어리석지	않다	자처하며	힘들여	

일하지	않다가	마침내	논밭에	곡식이	없더라	하였으니,	이	모두가	성현의	훈계임이	명백하다.	무릇	서민은	꼭	

준행할	일이다.

송시열의	서문,	세종대왕의	권농문,	주자	권농문에는	모두	주자의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이런	내용은	

단순히	농업기술상의	발전을	강조하는	이야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

르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의	농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상주와	안동	하회마을에서	집필된	충효당	소장	『渭濱明農記』의	내용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봅니다.	이	책은	서애	류성룡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과	그의	조카	졸재	류원지(1598~1674)가	

편찬한	농서입니다.	이	책의	뒤에	류진과	류원지가	남긴	후기가	있습니다.

수암	류진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나의	성품이	본래	주의가	부족하고	치밀하지	못하여,	일을	하는	데	있어	실질이	없는	것이	많다.	그리하여	

이것을	챙기면	저것을	놓치고,	하나를	얻으면	열을	잃어버려서,	일	년	내내	이루어낸	것이	일년을	버티는	데에	

쓰기도	부족한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스스로	나태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	것

은,	다름이	아니라	힘써	근실하게	일하여	먹을	것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팔짱을	끼고	앉아서	죽는	것을	기

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졸재	류원지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물며	선비로서	하늘의	때를	잘	따르고	땅의	이로움을	좇아서	이로써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바로	효이

다.	그것이	부자(공자)의	가르침이다.	전답에	나아가	일하고	농사짓기에	힘을	쓰는	것을	실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득을	획득하는	데에만	골몰하여,	자잘하게	부지런히	힘쓰면서	악착같이	영리에	몰두하면,	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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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효는	적고	해로움은	크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수암과	졸재의	생각과	실천의	바탕에는	정성과	수양과	덕성을	함양하는	경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입니다.	경의	농업을	추구하는	정책	설계를	할	때	농업기술	개발보다는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

과	소비자들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농업,	그래서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농업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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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의

소속 경북대학교	

직책 교수

학력 문학박사

전문분야 한문학

林悳善 선생의 “價値를 追求하는 敬의 農業”에 대한 討論文

李九義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林悳善	선생은	토론자가	소속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토론자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	한	동안	개별학문만을	숭상하다가,	이제는	融複合	學問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학문은	모두	유

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분야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포럼은	인문학을	자연과학에	접목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

할	일이다.	토론자는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	CEO를	맡고	있는	친구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漢文獻에	나타난	경영학이다.	현재로서는	그	방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만큼	시간적,	정신적으

로	여유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틈틈이	그	방면에	대하여도	留念할	생각이다.

임선생의	논문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책임을	면할까	한다.	

첫째 ‘弘益의 理念과 國家形成’에 대하여 

발표자는	이	항목에서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한	古文獻을	다방면으로	인용

하는	것은	좋으나,	이	논문의	주제인	‘敬’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朝鮮의 農業獎勵’에 대하여 

발표자는	이	항목에서도	여러	문헌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물론	독자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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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는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글의	내용이	산만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성	현감을	지낸	㵢溪	兪好仁이	안동을	題材로	하여	지은	시가	있다.	그	제목이	「花山十

歌」인데,	농업장려와	春窮期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을	발표자	나름대로	분석하여	본	項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셋째‘價値追究의 農業’에 대하여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國家基盤으로	여겨왔다.	이점에	대해서는	문

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기	때문이

다.	원시시대부터	우리민족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	곧	조·피·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민족은	

서양의	遊牧民族과는	다르다.	농사를	지어	밥을	먹었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영양을	보충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드신	음식은	육류보다는	곡물이	훨씬	많았다.	몇	년	전	안동	출신	한	노인을	만나니	그분이	하

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나는	어릴	때	가난해서	초근목피로	끼니를	때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잔병이	없네.”

라고	하셨다.	곧	식물이	현대의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라는	말과도	서로	통한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

은	지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발표자의	화두가	‘敬’이다.	농업에서	이	敬이	어떻게	스며들었는가를	좀	더	보완하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이다.	두서없이	요구만	하여	죄송하다.	발표자의	좋은	논문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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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삼

소속 서원농협

직책 전	조합장

학력 상지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근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	전	서원농협	조합장

•	전	농협농산물	가공공장	전국협의회	회장

•	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횡성군	지회장

•	현	법사랑	원주검찰청	수석부회장

•	현	풍수원성당	사도회장

•	현	원주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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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영

소속 안동농업협동조합

직책 상무

학력 경제학박사

전문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농업인 소비자 상호 배려를 위한 경의 농업 현실과 과제’ 토론문

황찬영

안동농협	상무,	경제학박사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인문가치실현	세션에서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	-	경의	농업’	주제발표에	대하

여	토론	참여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하,	인사말씀은	생략하옵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경의	농업	진행경과를	요약	서술하고	발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고

자	합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농협은	2011년	초	농업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1),	안동농협이	비록	지역의	일개농협에	불

과하더라도	안동의	선도	농협으로서	안동	농민들의	농업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역농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지역농업의	자원,	원천	

가치를	승격(upgrade)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안동농협의	자체	지역농업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실

천함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접수하고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으로	‘경(敬)의	농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안동지역에서는	2010년말,	2011년초	가축질병의	확산으로	농가경제의	충격이	축산업	이외의	업종으로까지	전이되고	지역의	

정서와	농업	명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근본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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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농업 혁신전략으로 경(敬)의 농업 추진 경과 

1.		전문가	의견	청취	:	2011년	초	농업분야,	협동조합	전문가	의견청취

2.		지역농업	혁신전략을	수립	:	2011년	초부터	정부정책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농림축산식

품부	주관),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환경부	주관)	유치활동	착수	→	지역농업의	친환경농업으로	전

환	전략

3.			선진사례	학습	: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협동조합	복합체(2011년	7월),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꼴	농협은행

(2011년	7월),	이탈리아	소비자	연맹(2011년	7월),	국내	고삼농협(2011년	6월)	등을	방문하여	지역단위	협

동조합의	다양한	혁신	잠재력	학습

4.			조합원	경제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조합원의	영농형태	구성과	소득구간별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업	실천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한	후	최

종적으로	안동의	지역농업	정체성과	추진목표를	‘경(敬)의	농업’으로	정하고	그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	농협의	경영목표	‘경(敬)’을	통해	지역농업	생산,	소비,	소득	순환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1단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천계획으로	‘안동농협의	길(ANDONG	Way)'을	제

창하고	실천

5.			안동농협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

	 •	2011.	3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농림축산식품부)

	 	 2011.	4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신청(환경부)

	 •	2011.	5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총사업비	272억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2012.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	총사업비	66억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2012.12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시설용량	변경	신청

	 	 	 -	당초	사업비	272억원	→	120억원

	 •	2011~‘13		 사업예정지	주민반대에	의한	사업예정지	변경(4차례)

	 •	2014.	2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대상자	취소결정

	 •	2014.	5~현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변경승인에	의한	추진

6.		약정조합원제도	시행

	 •		2011.3.1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통한	부가가치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외부

환경	변화	대응전략으로	약정조합원제도시행(이사회의결)

	 	 	 -	대상품목	및	농가수(2014)	:	백진주(쌀)	627농가,	콩	794농가	참여

7.		경(敬)의	농업	선포	및	연구	발표

	 •		2012.7		 경의	농업	연구회	발족	예비모임	

	 •		2014.6.14		 경(敬)의	농업	심포지움	및	경의	농업	선포식(유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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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농업,	경에서	길을	찾자	-

	 •		2014.7.4.		 21세기	인문가치포럼(특별세션:	농업분야)

	 	 	 농업,	천하의	근본을	세우다	-지역농업,	경에서	길을	찾자-	

	 	 	 기조연설:	인문적	관점에서	본	박근혜정부의	농정구상(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주제:	경의	함의와	농업경영(임덕선	박사/영남문헌연구원장)

	 	 	 제2주제:	경의	농업	방향	모색(권영근	박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이사장)	

	 	 	 	제3주제:	경의	농업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황찬영	박사/

안동농협	상무)

이상	추진	경과를	통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동농협에서는	2010년부터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고,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을	경의	농업으로	추진하여	2014년	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

려	놓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약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을 해야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체의	본질’로	인식되는	자연이	지금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현

재	‘생명’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위협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자에	의하면,	예컨

대	1980년대	중반	이후	하루에	100~150종씩,	연간	4~5만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0년	안에	전체	종의	5분의	1정도,	100년	안에	2분의	1정도가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업	발전이	‘우

리	생활	근거로서의	자연’에	끼치는	악	영향이	특히	극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연이	심각하게	피폐해져감

에	따라	인간의	자연(nature)	즉	인간의	본성	자체가	더욱더	극심하게	날로	황폐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2)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1	회	포럼에서	‘경(敬)을	기반으로	한	농업경영의	모색’에	이어	오늘	‘가치를	추구하는	경의	농업’이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신	임덕선	박사의	발표에서	‘경(敬)의	함의’와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중시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자세로	실천하는	농업’이	경의	농업이라는	의

미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국민	모두는	교훈으로	새겨	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상반된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이는	

이상이므로	상호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의	최적만족도를	추구하는	방향이	경의	농업	실천

방안이라는	실천적	개념을	정리하여	주신	신인식	교수님의	발표에서	경의	농업	로드-맵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실천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	 	박호성,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가을의	아침,	20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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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의	사업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결과3)	모든	사업성장은	지역민의	신뢰,	임직원의	열정과	전문성

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사업	출하자는	이용편리성,	신속한	정산을	농산물	수요자는	

신선도,	안전성을	중요시	하므로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한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터는	실천입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신인식	교수님의	발표에서	제시한	안동농협의	실천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야	함에	동의하며,	발표자께서	지면의	제한으로	

담지	못한	내용과	발표내용에	덧	붙여	실천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발표자의	진전

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경의	마을	시범사업	실시와	확대추진

농촌	촌락공동체는	고령화	과소화로	위축된	농촌마을은	존립의	위기,	공동체	붕괴의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농촌마을에	대안의	처방을	가져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농협이	농촌

마을의	견인차이자,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개별단위	영농의	한계	극복,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측면에서도	규격화,	물량	규모화를	요구하는	시장에	

개별농가	단위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	단위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농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조직이나	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시급한	현실을	즉시하고,	경상북도

에서는	복합영농의	개념을	마을로	확대하여	마을영농4)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농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의	마을은	복합영농의	개념을	마을로	확대하는	마을	영농의	궁극적	목

적이	농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단순히	경제적	수익	못지않게	공동체	복원도	중요한	목표로	설

정되어야	합니다.	잊혀	졌던	이웃	간의	정을	복원하고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영

역	또한	경의마을	추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활동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안동농협	구

역	내	전통과	미풍양속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실시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의농업	연구회	설치	및	전담책임자	지정

경의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협	임직원,	조합원,	지역	내	외부	전문가,	관계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

지식,	생활	지혜,	인적·정신적·금전적	협조와	지원	등	입체적인	동력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경의	농업	연구

회는	경의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필수	사업을	개발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외부에서	입체적인	동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자문하는	연구회를	설치하고,	전담팀	구성	

및	전담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3)	 	안동농협	내부자료,	2015.	경상북도	도청	이전과	신도시	형성에	따른	안동농협의	사업활성화	전략	및	2020	비전	수립을	위하

여	조합원만족도	조사(2014.5	~	2015.	2)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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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약정조합원제도의	체계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5.3.11)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문가그룹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정조합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약정

조합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약정조합원의	책임과	우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동농협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약정조합원	제도에	대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64%가	약정조합

원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참여의향을	묻는	설문에	참여	하겠다는	응답이	50%나	됩니다.	

	안동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정조합원제도는	조합원의	이해는	부족한	편이나	가입의사가	있는	조합

원은	많으므로	약정조합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조합원의	안정적	판로	및	가격보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만족도를	높여	경의	농업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정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넷째,	협동조합	교육	강화

경의	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이면서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협동조합	특성이	어떻게	이익을	주는지

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협동조합의	독특한	원칙,	구조,	운영방식에	대한	조합원	등의	이해

를	증진시키며	협동조합	관계자는	사업체의	협력방식인	협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협동조합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초등학생,	중교교생,	대학생,	정책

결정자,	준조합원	등)에	대한	협동조합	특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조합원과	임직원의	책임과	역량	강화로	성공사례를	만들자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임직원,	조합원	등의	책임과	역할	

부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경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이면서	소유자인	조합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특성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안티고니쉬운동의	창시자	Jimmy	Tompkins	박사께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생각에	다

리를	붙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동농협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경의	농업	실천을	위하여	조금

씩,	조금씩	천천히	행하되	계속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동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업그레이드시켜나가며	경의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방향과	단기적	실천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상북도는	지역농업이	처한	산적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의	한	방식으로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을	2013년

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업비	규모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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