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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인문가치포럼2017

주    제 함께하는�행복세상

일    자 2017년� 10월� 20일(금)� -� 22일(일)/3일간

장    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행사내용 개막식/기조강연

인문가치�참여/인문가치�실천/인문가치�학술

폐막식

공식언어 한국어(일부�세션�영어,� 중국어�동시통역�제공)

주최/주관 한국정신문화재단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 경상북도� � 안동시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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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장소
일시

웅부홀 백조홀 국제회의실
안동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
외�부

20.
(금)

오전

경(敬)의�농업
농업은 민족의 

자산이다
10:30-12:30

인문가치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다!
10:00-12:00

공감과�소통,�
배려의�사회학을�

위한�
동양사회사상적�

대안(1)
09:30-12:00

화합의�리더,
김동삼�기획전
10.20-10.22
(갤러리 5)

인문가치와
공예의�만남

10.20-10.22
(갤러리 34)

안동�옛사진전
10.20-10.22
(갤러리 35)오후

개막식
13:00-14:15

기조강연
14:20-15:40

인문�토크콘서트
(인문과 

함께하는 삶)
16:00-18:00

인문학�명사특강
(지구인으로 

살기 등)
16:00-18:30

유학과�한중�
인문협력�방안
16:00-18:00

공감과�소통,�
배려의�사회학을�

위한�
동양사회사상적�

대안(2)
15:00~18:00

한국독립운동사와�
어울림의�여정
16:00~18:00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저녁
가을밤을�
노래하다

19:00-20:30

21.
(토)

오전
독립운동�과정의�

좌우합작
10:00-12:00

선비정신
체험과�실천(1)�
10:00-12:00

인성교육의�습관화�
실천방안

10:00-12:00

행복한�삶을�위한�
관광과�여가

09:00-12:00

오후

빅데이터�속의�
인문가치

14:00-15:00

행복마을만들기�시연
13:00-13:50 

(4개마을)

미래를�위한
유교와�인문가치

Part 1_ 
14:00-16:00

인문가치의
문화산업적�성찰

13:30-15:40

토크&뮤직�
콘서트

16:00-17:00

건전한�공동체�
만들기

14:00-17:50

미래를�위한
유교와�인문가치

Part 2_ 
16:20-17:20

인문가치로�대학,�
기업,�지역의�

공존을�모색한다
16:00-18:00

지역사회와
더불어�사는�삶
15:00-17:00

(안동청소년수련관 
정서함양장)

저녁
창작극�공연

그리운 예안장터
19:30-20:10

22.
(일)

오전
인문가치포럼�
발전방안�모색
10:00-12:00

동아시아
유교의�변화

10:00-12:00

화합의�리더,
김동삼�기획전
10.20-10.22
(갤러리 5)

인문가치와
공예의�만남

10.20-10.22
(갤러리 34)

안동�옛사진전
10.20-10.22
(갤러리 35)

오후

선비정신
체험과�실천(2)
13:00-14:30

폐막식
15: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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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간 일� � � �정

등록 10:00~10:30 3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회

                      • 사  회 : 김성술(안동농협 상무)

10:30~10:35 5′ • 개회와 국민의례 

10:35~10:45 10′ • 환영사 :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10:45~10:50 5′ • 축  사 : 권영세 안동시장

10:50~10:55 5′ • 축  사 : 이용태 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장

10:55~11:00 5′ • 축  사 : 남재원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

휴식 11:00~11:10 10′ • 행사장 준비

발표 

및 

질의 

응답

11:10~11:40 30′

• 제안발표� 

   주  제: “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업 - 敬의 농업”

   발표자: 신정숙(안동농협 경영감사실장)

11:40~12:20 40′

• 제안발표�

   주  제: “경(敬)의 농업, 그 지향성과 실천 방향 구상”

   발표자: 배영동(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문학박사)

12:20~12:30 10′ • 질의응답 :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폐회 12:30~12:40 10′ • 기념촬영 및 폐회

인문가치의 실천 세션1.

“ 의 농업” 일정계획표

주)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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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안동농업협동조합

직책 경영감사실장 

신정숙(申貞淑, Shin, Joung-Suk)

경력 및 주요출판물

경력

1988. 12. 22. 농협 입사

현재 안동농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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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업 – 敬의 농업

배 영 동 (안동대학교 교수) 

Bae, Young-Do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근대화는 기계화와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농

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 공급과잉의 시대를 불러 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를 중

심으로 초과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FTA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국제금융 자본을 바탕으로 

신자유경제와 세계화 확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곳

곳에서 사회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환경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류

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정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가족농과 소농을 배제하고 소수 정예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농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농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이 사람답게 살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

업의 대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안동농협은 ‘지극한 정성’이 바탕이 되는 敬의 정신을 도입하여 ‘敬의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敬의 농업’을 추진하였다. 그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 분석하고, 장래 敬의 정

신이 범국가적인 敬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실천과제를 찾아보고자 시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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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업 -敬의 농업

배 영 동(안동대학교 교수)

Ⅰ. 서  론

Ⅱ. 「敬의 농업」 정립과정

Ⅲ. 「敬의 농업」 추진경과 및 성과

Ⅳ. 「敬의 농업」을 지속적인 농업운동으로

Ⅴ. 결  론

Ⅰ. 서 론

서구화 공업화 합리화 도시화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근대화는, 기계화와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 

공급과잉의 시대를 불러왔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중심이 되어 초과 공급을 해결하

기 위해 FTA 체제를 도입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 고도의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유경제와 세계화로 야기된 시장실패1)와 외부불

경제2)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병폐로 지구촌 곳곳에서 부의 양극화와 실업이 증가하고, 환

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생산과잉의 시대임에도 불구하

1)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

부효과, 공공재 등의 요인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방해되는 상태

2)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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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으로 다수의 궁핍이 해소되지 않고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이 지속되어 오늘날 

인류는 물질적·정신적 곤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4회를 맞이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유교적 인문

가치를 살려 작금의 병폐를 치유하고 미래에 인류가 건실하게 공존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치·경제·문화 확산운동으로 평가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농업·농촌은 개방화, 고령화, 양극화의 3고로 인하여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최

근에는 쌀값 하락과 가축 질병으로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다. 정부는 농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한 농정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기만 하다.

대한민국 농정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소

수정예 농가를 집중 지원하고 가족농과 소농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이 사람답게 살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안동농협은 2010년에 敬의 사상을 도입하고 2011년에는 敬의 인문적 가치를 경영

에 융합하여 敬의 경영방침을 선포하였다. 이어 ‘사람, 자연, 전통을 공경하고, 환경을 보

전하는 지역 내 자원 순환농업이 지향하는 기본가치’를 敬의 농업3)으로 정하고, ‘안동의 

지역경제와 문화가 융성하고 전통과 지역자산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만족하

고, 출향인사들의 가슴에 남아 있으며, 후손들이 품게 될 지역의 미래가치를 풍성하게 증

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안동농협의 敬의 농업 실천과정과 추진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敬의 농업이 지속적으

로 전개되어 범국가적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업·농촌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 있는 실천모델을 발굴하여 敬의 농

업을 범농협 실천운동으로 확산·보급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안동농협의 제일 핵심가치인 敬의 농업은 경제사업 부문 특히 친환경농업에 

치우쳐 있었다. 敬의 농업을 도입한 이래 친환경농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敬의 농업이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敬의 농업은, 

敬의 농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사업과 구매사업을 후방 산업으로 하고 판매·유

3) 안동농협 황찬영 상무, 「敬의 농업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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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공사업을 전방산업으로 범위를 넓혀, 안동농협 사업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구매의향이 지속적

으로 증가4)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구매의향 조사에서 ‘국산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012년 28.5%에서 2015

년 39.3%로 증가하였다. 수입 농축산물 소비증가는 동일한 국산 농축산물의 직접 소비대

체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한 간접 소비대체로 이어져 국산 농축산물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

T)5)이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세웠다. 첨단의 시대에 이경흥농(以敬興農)6)을 

주창하여 당면한 농업·농촌의 문제에 대한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敬의 농업」 정립과정

1. 「敬의 농업」 도입7)

FTA 확대 등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개방화,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농촌의 활

력이 저하되고, 구제역 발생8)과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권순협 조합장은 당면한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 ‘敬의 경영방침’을 도입하였으며, ‘사람을 중시하는 윤리적인 정도경영, 청백하고 투

명한 창조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경영’ 방식을 채택하였다.

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5) ICT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의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함

6) 안동대학교 배영동 교수,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토론, 2015

7) 안동농협이 걸어온 발자취(2003~2013), 2015

8) 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족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으로, 2010.10월 안

동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안동농협은 구제역 피해자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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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은 2011년 시무식에서 敬의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이 敬의 경영방침 

실천을 다짐함으로써, 敬은 안동농협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핵심가치로 자

리 잡게 되었다.

敬의 경영방침을 수립하기에 앞서 2010년 시무식에서도 ‘敬’운동 실천 선포식을 갖고 안

동농협 전 사업장에 안동농협의 보벽(寶璧)인 ‘敬’ 액자를 비치하였으며, 안동농협 전체 임

직원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입소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한 敬의 정신을 함양

하기도 하였다.

안동농협은 ‘敬의 경영방침’을 근간으로 중장기 비전 수립과 실천전략 발굴을 위하여 

「안동농협 조합원 경제활동과 삶의 질 실태조사」9)를 실시하였다. 농업구조와 농산물 시

장 및 농업정책 등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화되는 가운데 농가 영농, 지역 농업,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개척하기 위하여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본 조사는 세부 사업 추진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이었다.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69개 영농회의 조합원 5,60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합원 농가의 일반현황, 영농 및 농가경제 현황, 삶의 

질(복지) 현황, 조합 활동 참여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합원 관리원장을 정비하였

으며, 약정조합원제도에 대한 소개와 참여의향을 함께 조사하였다.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제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敬의 경영

방침 수립과 실천 전략 발굴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였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수

조사로 실시된 소중한 자료는 안동농협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빅데이터 형성에 선도적

인 사례가 될 것이다.

안동농협은 2011년 敬의 경영방침 선포에 이어 2012년을 ‘敬의 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하

고, 6천여 조합원과 7만여 준조합원 그리고 17만여 안동시민을 공경으로 받들어 모실 것

을 표방하였다. ‘敬의 농업’은 민족 산업인 농업을 재활하여 조합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敬의 경영방침이 실천적 전략으로 일진하는 계

기가 되었다.

‘敬의 농업’은 자연과 인간을 존중하고 공경하여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 농업으로, 근대 

산업화 이후 양적 생산에 치우쳐 생명존중이 결여된 현행 농업의 미궁에 대한 대안을 제

9) 안동농협조합원 경제활동과 삶의 질 조사보고서 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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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또한 농업과 농협이 지역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Needs의 균형을 유지하며 장

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개발10)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2. 농업, 천하의 근본을 세우다 [2014년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인문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4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에 「천하의 근본을 세우다-지역농업, 敬에서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농업분야 특별세션

에 참여하였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업과 농협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

하여 생태계의 왜곡, 자연과 사람의 부조화, 생명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지속 가능한 농업

의 도태 등 가치를 무시한 맹목적인 성장 중심의 근대 산업화와 자본주의 현실에 대하여, 

퇴계 이황 선생의 ‘敬’사상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 나아가 인류가 나아갈 혜안을 제시하

였다.

먼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인문적 의미를 통섭하여 새로

운 기회 창출이라는 논제로 기조를 열었다. 농업소득 감소, 도농격차 증가, 삶의 질 저하, 

자급률 저하의 농업·농촌 문제와 서구화된 식단, 성인병과 비만, 인간소외와 공동체의식 

약화, 환경문제 등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경관과 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발전, 지역공동체 유지, 농촌의 치유적 기능을 살려 농

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업 경쟁력과 가치 재발견, 농가소득 및 복지 향상, 농축산물 수급과 유통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경영체 DB구축을 통한 맞춤형 농정, 중앙정부 의존형 농정에서 지자체와 

농업경영체의 자조·자립·책임성 강화, 농업계 역량 결집과 협업 강화를 실천과제로 제시

하였다.

이어 영남문헌연구원 임덕선 원장은 ‘敬의 함의와 농업경영’이라는 주제를 발제하였다.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인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과 함께 훼손되지 않은 농업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유지하여 후손에 물려줄 사명과 책무가 

있고, 이러한 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10) Pisan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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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다. 이에 敬의 성리학적 개념, 시대적 의의, 선대 농정에 드러난 

의의를 고찰하여 도출된 敬의 함의를 농업경영에 접목하여 친환경농업을 제안하고 있다.

선진유학의 요체인 天·性·命·誠·敬·義·道·德을 살펴 궁극적인 의미를 모두 바람

직한 사회공동의 공공의 선으로 귀추하고, 사회공동을 유지하기 위한 선결이 성(性)의 회

복인데 그 실천 방법이 敬이라 하였다. 그리고 수양의 구체적인 방법은 내적으로 거경하

고 외적으로 궁리하는 것이며 나아가 함양하는 것으로, 결국 성리학적 측면에서 敬은 사

회공동의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 위한 덕성의 함양을 통하여 도덕적 인격의 완성으로 드러

난다고 하였다. 

성리학이 고려 때 수입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확장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경의 의미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화되었으며, 시대적 상황과 요구의 변화에도 ‘자신을 수양하여 남

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의 자세’로 정의해도 좋다고 하였다.

임덕선 원장은 ‘진리를 실현하는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敬을 농업경영에 접목하여 친환

경농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부연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부이사장은 ‘敬의 농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제하였다. 녹색혁명 이후 자본의 농업지배와 농업의 공업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실태에 대하여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 내의 물질·자

연순환형 농업과 세종대왕 농법을 제시하며 敬의 농업과 지역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

루는 농업을 제안하였다.

다산의 3농(三農) 즉,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을 통하여 사회 개혁을 시도한 

교훈을 통해 敬의 농업의 당위성을 도출하였으며, WTO체제 하에서 선택 가능한 농업으로 

Bio Dynamic 농법, 영국의 Organic Farming, 세종대왕 농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농법들은 생물 순환 혹은 생태(계) 순환[양분이 토양 → 식물 → 동물 → 미생물 → 

토양]의 시스템을 유지하여 생태계의 엔트로피11) 증가 속도를 늦추게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동농협 황찬영 상무는 ‘敬의 농업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발제하였다. 「지역농협 약정조합원 제도에 관한 연구」12) 결과를 기초로 

11) 고립계에서 무질서 정도에 대한 척도로, 우주는 결국 보다 무질서한 상태로 향해 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

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하여 자연계의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 무질서가 증가하는 정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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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의 농업 도입·정착을 위해 본 연구를 보완하여,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는 지혜와 가르침을, 사람·자연·전통을 공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 내 자

원 순환농업13)이 지향하는 목표인 敬의 농업에서 찾고자 하였다.

안동농협은 2010년 가축질병(구제역)발생14)을 계기로 새로운 지역농업의 발전 전략으로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연계된 지역 내 자원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15)과 농축산 순환 자원화 사업16)’을 유치하였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

을 위하여 2011년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안동지역 농업

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조합원 중심 경

제사업 활성화 모델로 지역농업과 농협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였다.

약정조합원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 미국의 신세대협동조합 운영원리, 영국의 약

정준수제도(Cross-compliance)에 대한 사례 연구를 선행한 후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약

정조합원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안동농협은 쌀(백진주)과 콩을 중심으로 약정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작물과 작목에 확대 적용하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부가가치 생산 잠재력이 

매우 낮거나 부가가치 생산에 소요되는 거래·투자비용이 높은 쌀과 콩 재배 농가를 중심

으로 전개하였으며, 부가가치 생산의 핵심 요소로 친환경 농업 전환과 농산물 가공이 필

수적이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약정조합원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동농협이 도입하고자하는 약정조합원제도는 지역농협의 약정조합원제도이며, 협동조합 

가격전략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농가 조합원 중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방안의 속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요약하였다. 아울러 안동농협 조합

12) 안동농협 황찬영 상무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년

13) 한국형 친환경 농업지구 육성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농축산순환자원화 산업

14) 2010.11.29.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안동시 전체 가축사육두수의 83%를 살처분함

15)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안동농협은 68억원(국·지방비 보조 

80%, 자부담 20%)을 투자하는 2012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16)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2년부

터 자원화 시설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안동농협은 2012년도 가축분

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272억원(국·지방비 보조 80%, 자부담 20%)을 투

자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여 2014년 4월 사업을 반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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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 대한 약정조합원 참여 의향을 분석하여 연령별·재배면적별·지역특성별·농가유형

별 정착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약정조합원제도가 ‘敬의 농업’을 실현하는 궁극적

인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계약재배와 차별화되는 본 제도의 지향가치와 목적

을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해야 한다.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지구내의 조합원들은 농

협이 요구하는 환경기준과 상호 준수사항의 내용을 이해하며 성실히 실천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들은 안전먹거리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순환 농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보호와 안전먹거리 공급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미흡한 정부의 직

접지불제도를 보완하여 농협이 보조금 지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약정조합원 제도를 통한 지역농협 경제사업 혁신모델 발굴을 위하여 약정가격 

설정, 약정이행을 위한 투자자산의 재산권, 사후적인 배당 등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3. 사람과 자연을 보듬는 농업 – 「敬의 농업」 [2015년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감과 배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5년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는 「사람과 자연

을 보듬는 농업, 敬의 농업」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감과 배려

의 가치로 소통되는 자연 친화적인 농업 구현을 주제로 농업부문에 참여하였다. 농림축산

식품부 및 정관계 인사들과 농업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선현들의 

교훈을 통해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공감과 배려의 정감이 충만한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되찾고자 하였다.

기조발표에서 오경태 차관보는 과거의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 개별분산적 접근

방법으로 인한 도농 격차 및 양극화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

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전제로 농업의 다각적 기능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융

합형 창조농업과 6차산업 활성화, 농식품 산업 육성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 맞춤형 농가소

득 정책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어 임덕선 원장은 ‘가치를 추구하는 敬의 농업’을 발제하며,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국가

를 건설하고 농업을 국가의 기반으로 삼아 장려해온 한민족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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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은 홍익인간을 근간으로 형성되어 농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조선은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농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발전시켰으며, 농업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

지 한국의 기간산업으로 중요시되었다. 다양한 농사의 기술 보급과 농서의 발간을 통해 

농업을 장려하였으며, 농업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맥이 되어온 조상의 역사와 문화를 고

찰하였다. 나아가 농업의 가치를 동북아와 유교사상에서도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향후 우리 농업은 인류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기아와 질병을 예방하며 세상을 널

리 이롭게 하기 위해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선순환구조의 친환경생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당국은 경제적 논리를 초월하여 국민의 생명, 식량안보, 국토의 환경, 국민

의 정서 등이 고려된 종합적 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경영인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실천한다는 敬의 자세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신인식 교수17)는 敬의 농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경제발전·자연환경, 생산

자·소비자·유통업자, 임대인·임차인, 대농·소농, 작물별·지역별, 현 세대·다음 세대 

등 이해상반 관계를 공감과 배려에 의한 상생의 문제로 접근하여 敬의 농업의 실천적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연·사람·농업을 상호 배려하는 농업을 실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새

마을운동처럼 敬의 농업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본 연구는, 환경문제와 敬의 농업

에 대해 살펴보고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중시와 홀대의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검토하

였으며, 敬의 농업 실천과 협동조합 및 안동농협의 구체적 역할을 모색하였다. 

敬의 농업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아직 인지단계에 있으므로 관계자들에 대하여 협

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을 연계한 敬의 농업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확산

을 위해서는 약정조합원제도, 로컬푸드 등 성공사례를 보급하고, 전담 추진기구 및 연구회 

운영 등 장기적인 플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敬의 농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17) 농협대학교 농업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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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敬의 농업」 추진경과 및 성과

지금까지 敬의 농업은 경제사업 특히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극

한 정성을 담은 敬의 농업은 다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농협사업의 일부에만 특정하

여 적용하기 보다는 농업생산의 전·후방 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금차 敬의 농업의 추진성과는 친환경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농협사업 전반에 걸

쳐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산물·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또는 생

산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농협은 무엇을 해왔으며, 농업인·조합원·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敬의 농업을 실천하였는지 사업부문별로 살펴보았다. 

1. 판매사업

  <농산물유통센터>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시

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안동농협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8억원18)을 투자하여 안동시 남선면 일원에 

18,839㎡ 규모의 안동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준공하였다. 단지 내에는 미생물 배양시설과 

우렁이 양식장, 공동 육묘장, 농기자재 보관시설, 건조저장 및 도정 시설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백진주벼, 생강, 콩, 고추를 주요 품목으로 종자공급, 농가교육, 작황

조사, 수매·저장 및 판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상품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수익 보전에 전념하고 있다. 신용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계약재배 현황조사에 동참하여 경작지별 작물의 생육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파종·시비·농약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 농가를 직접 탐문하여 영농의 애로점

을 파악하였다. 최근에는 계약재배, 작황조사, 수매 및 판매절차를 일원화하는 통합판매시

18) 국비 20.4억원(30%), 도비 10.2억원(15%), 시비 23.8억원(35%)를 지원받고 나머지 13.6억원(20%)는 

농협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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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동농협은 2011년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조합원의 지속적인 사

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백진주, 생강, 콩을 

대상으로 4년(생강 1년)의 장기계약을 실시하고 약정서에 약정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상호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엄격한 생산관리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그 이익은 배당으로 농가에 환원하는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백진주벼는 2016년에 3,022톤(37억원)을 수매하였으며 이중 친환경 생산량은 127톤(161

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백진주벼는 자체수매가격19) 보다 포당 12천원 높은 48천원에, 

친환경 백진주벼는 포당 15천원 높은 51천원에 수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였다.

맛과 품질이 우수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벼 보다 33%(일반), 42%(친환경) 비싼 가격으

로 수매하고 있는 백진주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백진주 쌀

밥 시식회와 홍보용 소포장 샘플을 증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을 통

해 다양한 판촉을 시도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전국적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재고 증가

로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여 수도권 아파트단지, 일반기업체, 공공기관을 통해 가판 홍보활

동을 집중 추진하였으며, 전 임직원이 개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판매활동을 전개

하기도 하였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하는 농업인·조합원과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전 임직원들이 하나가 된 결과, 안동농협 백진주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적인 

택배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수도권 및 대도시 유통매장 입점권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경북은 2009년에 전국 생강 생산량의 35.65%(5,792톤)를 생산하여 전국 제1의 생강 주

산지가 되었다. 2016년말 현재 경북 생강 총생산량은 22,897톤20)이며, 그중 약75%는 안동

과 영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안동농협은 홍수 출하기 대규모 물량을 흡수하여 

생강유통을 안정화하고 생강의 시장가격을 합리화하고자 경북생강출하조절센터 건립을 추

진하고 있다. 경북생강출하조절센터는 유통과 시장합리화뿐만 아니라 국산 종강21)을 보급

하여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지역 명품생강의 위상을 높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것으로 

19) 2016년 일반미 자체 수매가격은 40kg 기준 36,000원이며, 정부공공비축미는 1등품 기준 44,140원임

20) 2016년 기준 생강 생산량 – 전국 58,947톤, 경북 22,897톤(38.84%), 충남19,977톤(33.89%), 전북 

7,629톤(12.94%), 전남 3,418톤(5.8%)

21) 종자가 되는 생강, 상품으로 판매되는 생강은 원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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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다. 

2014년까지 안동지역의 종강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 종강을 사용하였으며, 경북

지역은 생강의 재배 경험이나 저장시설 및 기술이 부족하여 호남·충청지역에 비해 종강

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생강은 투입량 대비 수확량이 높지 않아 종자가격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가의 생강종자 구입비용은 영농생산비를 상승시켜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국산 종강을 공

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안동농협 전체 종강 공급량의 54.6%를 자체 저장 종강

으로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중국산 종강은 10kg 박스당 47천원이었으나 안동농협 

자체 저장을 통하여 공급한 생강은 33천원으로, 박스당 14천원 낮은 가격으로 종강을 공

급하여 생강재배농가는 159백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하였다.

생강종자 수입 시 저율관세할당(TRQ)22) 물량은 20%의 저율관세가 적용되고 일반 수입 

생강종자는 377.3%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데, 수입 상인들이 저율관세할당(TRQ)을 독점하

여 고율관세 적용 생강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농업인을 위한 저율관세 혜택이 일부 수입 상인들의 배만 불리고 정작 농업인들에게는 생

산비를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동농협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

품부,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

여 저율관세할당(TRQ)의 50%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농협이 배정받게 하였다. 그 성과

로 2016년 생강종자 한 박스당 31천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왔으며, 안동농협 전체로 419백

만원 그리고 전국 농협을 기준으로 2,883백만원의 절세 효과를 달성하였다. 

2013년 20kg에 약40천원이었던 생강수매 가격이 2014년부터 상승세를 타면서 2016년에

는 재배 농가수와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작황까지 좋아져, 전국 생산량23)은 2015년 보다 

51.1% 증가되어 생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강 20kg 기준 시장가격은 2015년도

에 약 80천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31천원부터 32천원24)에 형성되었고, 이에 (사)안동생

강생산자연합회원 등 관외 농민 70여명은 안동농협 앞에 생강을 적재하고 생산량 조절을 

22) Tariff Rate Quotas -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23) 2013년 24,549톤, 2014년 32,102톤, 2015년 39,007톤, 2016년 58,947톤

24) 2016년도 생강 수매기간 중 가락공판장 평균시세 31,000원, 안동공판장 평균시세 32,000원, 2015년에

는 가락공판장 평균시세 80,000원, 안동공판장 평균시세 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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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계약재배 확대와 목표가격 지정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생강농가들이 

풍년기근현상으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팔을 걷

어붙이고 생강 제값받기에 동참하였다. 직원들은 조를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판촉활동에 나

섰으며, 안동생강 샘플을 나눠주며 품질의 우수성을 전파하였다. 안동농협은 시장가격보다 

포당 약 5천원 이상 높은 평균 36,597원에 약정물량 전체를 수매하였다.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생강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까지 임직원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

었다. 2010년도 초반까지는 서산, 태안, 완주 등이 생강의 주산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안

동에서 생산된 생강은 서산생강 등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안동농협

은 안동 농업인들의 정성과 안동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2014년에 중국 산동성을 

수 차례 방문하여 수확 후 관리 및 저장기술을 연수하고, 2014년 8월 경북생강출하조절센

터 건립·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8월에는 일본 후쿠오카 생강가공

산업을 연수하기도 하였다. 기존 단순 수탁판매 방식에서는 안동생강이 서산생강 등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2014년부터는 생산 전량을 매취방식으로 매입함으로써 농가의 판매

위험을 농협이 100% 흡수하고, 자체적인 품질 기준에 의한 수매 검사와 엄격한 선별 작업

으로 안동생강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종전에는 흙이 묻은 생강이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흙을 제

거한 생강을 유통시켜 생강 유통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야

간과 주말을 반납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며 생강의 흙을 털고 손질하였으며, 온몸이 흙투성

이가 되었지만 원가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여 명품생강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2016년부터는 GAP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생강재배 약정조합원들을 

대상으로 330여 농가가 GAP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백진주를 비롯한 타 작물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농협은 2016년에도 1,945톤을 수매하여 안동생강을 새로운 지역대표 명품 농산물로 

만들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물량의 3.3%, 경북 생산량의 8.5%를 취

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북생강출하조절센터가 운영되면 생강시장의 유통구조변화와 가격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공판장>

안동을 대표하는 농산물에는 쌀(백진주), 콩(안동생명콩), 생강 그리고 사과가 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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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2016년에 농산물 78,465톤, 1,236억원을 취급하였으며, 그중 사과 

품목만 60,371톤, 948억원을 판매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사과 유통의 리더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과를 선별한 후 경매하는 산지형 도매시장을 정립하여 농가는 일

손을 덜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체는 품질 등급별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

입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최근에는 당도·색택·갈변 전자선별시스

템 도입과 잔품격리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유브랜드 개발과 마케

팅 혁신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하루 평균 처리능력이 200~250톤이지만 성수기에는 700톤을 

처리하며 불철주야 운영하고 있다. 성수기 사과출하 농가의 평균 대기시간은 10~15일 수

준에 이르나 산지선별장과 정가수의매매25)을 통하여 농가의 편의 제공과 농산물의 신선도

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가수의매매는 농산물 공급량과 시장가격을 합리화하여 참여농가의 

농업경영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효과적인 정가수의매매 확산

을 위하여 참여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기준26)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하

고 있다. 기후변화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 일원까지 확장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의 판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안동농협은 사과전용 고유브랜드 “애이플”

을 개발하고 경상북도 도단위 통합마케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도단위 통합마케팅은 지

자체와 지역농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과 품목을 중심으로 2016년 8월에 안동시 지역농협들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에는 봉

화군 지역농협들이 참여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 사과 주산지 농협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리고 안동농협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사과 출하유치 확대와 생산농가의 정성에 보답하고

자 16개 지역농협에 무이자 자금 100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농협들과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 실익증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동농협 공판장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히 판매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25) 거래 당사자 간 가격과 물량 및 출하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거래하는 제도로, 도매시장법인·상장예외중

도매인·시장도매인이 중재자가 되어 농산물의 출하와 소비자의 농산물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26) 농산물 생산지 현장에서 취급되는 정가수의매매금액의 2%를 장려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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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정성을 담아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유통혁신을 통

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농업경제 활성화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꼭지 짧은 수박유통

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수박 풀(Pool)방식·전자낙찰표·순번대기시스템·공판장홈페이지를 

도입하여 농산물유통을 선진화하고, 압상방지를 위한 사과·수박용 종이패드와 신선도 유

지를 위한 PE 보호필름을 제공하는 등 농산물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

력을 시도하고 있다. 

2. 식품가공사업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백두대간의 청량산과 학가산으로 둘러싸인 안동지역이 토질

과 배수가 적당하여 콩 재배 적지로서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안동시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대체 작목으로 ‘안동생명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미래핵

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구축 지역특화 품목 중 안동은 유

일하게 콩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안동지역에는 5,918호 농

가가 1,628ha에서 3,224톤을 생산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이며 주산지로서 메주와 두부 등 다양한 콩 요리가 발

달27)하였다. 두만강(豆滿江)의 이름도 콩이 가득한 강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에는 콩 소비량의 10%만을 자급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에 이르렀으며, 이에 

안동농협은 우리 먹거리가 천대받지 않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콩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

하기 위해 안동생명콩을 원료로 두부 등을 가공하기에 이르렀다. 수입 콩이 판을 치는 두

부시장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건강한 두부를 공급하여 농가 소득과 국민의 건강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2008년 ‘안동농협더햇식품사업소’를 건립하였다. 식품사업소는 안동에

서 생산된 콩의 25%인 800여톤을 매년 수매하여 두부류 50종, 우리밀 콩칼국수, 가루제품

으로 연간 680톤을 가공하고 있다.

HACC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정, 안동시 특산물 상표 

27) 콩세계과학관 자료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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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및 대한민국 스타팜 지정,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장 인증, 한국식품연구원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을 통해 ‘안동생명콩’의 안

전과 전통과 믿음 그리고 정성을 담아냈다. 우리 콩으로 만든 농산물에 이러한 인증을 부

여하는 과정에는, 농부가 흘린 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안동의 전통과 운치 그

리고 고향의 포근함을 전달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내 두부시장은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막대한 투자와 광고로 진입장벽이 높고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안동농협의 두부제품은 우수한 원료를 바탕으로 학교 급식 시장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었으

며,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두부 제조과정 견학과 농식품 박람회 초청을 통하여 틈새시

장을 개척한 결과 초창기 연간 5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학교급식을 3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식품사업소의 성공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HACCP 인증을 거친 위생적인 생산라인에서 우리 전통의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온두부 제조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두부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균일한 맛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GMO28)나 수입 콩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동지역의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로 생산된 안동생명 콩을 엄선하여 

수매하고, 입고일자·생산자·인증번호별로 분류하여 저온저장 방식으로 원료의 신선함을 

유지하였다. 원료 콩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콩 재배 및 병

충해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퇴비와 영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였다. 그

리고 계약재배 농가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파종, 생육 및 시비내역을 일일이 방문 조

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당년도 생산량 및 품질 관리와 익년

도 영농계획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농협 가공제품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원은 “농협 

식품가공사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의 가공공장은 6차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아 

이를 제품 판매와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농협 더햇식품사업소

는 콩을 계약재배(1차산업)하고 이를 두부로 가공(2차산업)해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며 두부 

28)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재조합식품) – 식품 생산성 및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유

전자를 새롭게 조작·변형시켜 만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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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체험행사(3차산업)를 병행하는 6차산업을 실천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년 제4차 6차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 경영체로 시상하였으며, 농민신문사도 6차산업의 우

수 사례로 선정29)하였다.

3. 생활물자사업

안동농협 파머스마켓은 소비자들에게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농

가에게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에 개점하였다. 

안동농협은 파머스마켓을 주축으로 강남점, 서후점, 남선점, 원림점 5개의 매장을 운영하

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하나로마트 강남점은 1차 상품을 중심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매장과의 차별성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2016년에는 64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1차상품의 매출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매출의 57%에 

이르며,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1차 상품 전문매장으로 지역 소비자들에게 각인되

고 있다. 농가 직거래와 농협간 계통거래를 통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농산팀은 관내 321농가로부터 1,525백만원의 농산물을 순회 수집하여 소포장을 거쳐 판

매하고 있으며, 축산팀은 71농가로부터 4,152백만원(한우 389두)의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

다. 특히 한우는 비거세 황소를 취급하여 가축복지(Farm Animal Welfare)형 축산30)을 지

향하고 있다. 농가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수취가격 제고에 기

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명절이면 안동농협의 파머스마켓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제수용품에는 조상에 대한 후손

들의 정성과 공경이 담겨 있는데, 굳이 안동농협에서 제수용품을 사야한다는 고객들이 많

다. 고객들의 신뢰가 이렇게 두터운 것은 敬의 농업으로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믿음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임직원들이 주차장을 누비며 지역민과 고향을 찾은 고

29) 2016.7.27.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30) 사육가축에 있어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개선하

고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축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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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물건을 함께 싣는 모습은 참 정겨운 풍경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 들고 고객을 배웅하는 임직원들의 행동에 지극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4. 구매사업

기존에는 농약, 사료, 일반자재를 당북동 본점에서 취급하고 비료와 농기계 관련 업무는 

법흥동 현 영농지원센터에서 취급하여 구매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04. 5. 13. 현 

영농지원센터 위치에 <간이지소>를 개설하고 구매사업 전반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에게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유류저장소(2013.9.17. 매각)를 시작으

로 송현주유소, 용상주유소, 서후주유소를 차례로 개점하여 유류 가격을 선도하고 농업인

과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심이 되는 유류31)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마트사업에 이어 유

류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사업에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매사업은 조합원의 수요를 집중화·대량화하여 영농자재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도소매

상의 과다한 유통이윤을 견제하고 있다. 구매품의 판매가격은 시가주의가 아닌 실비주의를 

채택하여 매입가격에 최소한의 비용만 추가되어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성수기

에 집중되는 영농자재의 수요를 비수기에 사전 비축하고 원자재의 생산가격 변동이나 농

업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726만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명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32)하였다. 특히 농업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

어 초고령사회33)에 진입하여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매사업은 농약과 영농자

재 그리고 농기계를 공급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업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용방법도 직접 교육하고 있다. 

31) 안동농협 고객 만족도 제고방안(2014.12) - 안동농협 유류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류

의 품질 52%, 유류의 가격 20%로 나타남

32) 2017.9.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17.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3,820명, 65세 이상 7,257,288명

이며,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

33) UN은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

면 초고령사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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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는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농기계대리점은 농기계를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기계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뒷전이다. 안동농협은 농협에서 구입한 농기계가 아니더

라도 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없이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기구 

무상수리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기계수리서비스는 연중 무휴로 운용되고 순회수리와 사전수리34)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새벽부터 심야까지 철야근무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계획에 차질이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대형농기계 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기계 운반차량(세이프티 로더)을 취득하였으며, 방문수리가 곤란하거나 간단한 고장수리

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기 위해 순회수리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기술 발전

과 함께 새로운 농기계가 출시됨에 따라 직원들은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이수하며 최신 기

술을 습득하고 있다. 

안동농협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대행, 자동차 수리서비스, 면세유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농협 구현에 앞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력 증대를 통

해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있다.

5. 지도사업

안동농협의 모든 사업에는 敬이 베여 있지만 특히, 지도사업은 敬의 정신이 바탕이 된 

실천운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농민 조합원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행

복해질 것인가를 간절하게 고민하는 것이 지도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도사업은 영농

지도사업과 생활지도사업으로 대별된다. 농기계은행사업, 무인헬기 항공방제, 토양 미생물

사업, 친환경대학을 통해 영농생산을 지도하고 여성대학, 원로대학, 다문화여성대학, ‘敬의 

마을’ 어린이 농업학교 등을 운영하여 지역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여성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계화율

이 낮은 우리 농업의 특성상 일손 부족은 농업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 

경운기 동력에 의존한 병충해 방제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농약에 

34) 시한영농이 요구되는 농기계(이앙기, 콤바인 등)를 영농철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함으로써 농번기 

수리 지연을 예방하고, 농기계 성능향상과 수명연장을 위한 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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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독 우려와 토양 오염은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이다. 이에 안동농협은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농기계은행을 통해 농기

계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관내 백진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체 벼 재배 농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은행사업 초기에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농기계 부채가 8,249천원으로 농업용 

부채 21,389천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규모 농업인(4.5ha 미만)도 융자를 받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30%

가 과잉 공급되어 농가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안동

농협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작업대행자를 책임운영자로 지정하여 농

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장기 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였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단

순히 농기계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업을 대행하여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규모 농업인의 농기계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안동농협은 21명의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이앙기 16대, 트랙터 19대, 콤바인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1,284건, 586ha의 농작업대행 실적을 올리고 있다.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업료를 10%~15% 정도 저렴하

게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업을 대행하는 책임운영자에게는 농작업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유

류대와 농작업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안동지역에 새로운 농업의 가치와 희망을 불어넣고자 2011년부터 친

환경대학을 운영하여 2015년까지 161명의 친환경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식산업 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천연농약 만들기, 친환경농업의 우수사례 및 실천사례 검

토, 농수축 부산물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농업을 전파하였다.

아마도 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업은 장례사업일 것이다. 핵가족화가 확대됨에 따라 기

존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식은 전문 장례식장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고인에 대한 예와 정

성이 소홀해져 가고 있다. 상업화된 장례식장은 무리한 임대료와 장례용품 구입대를 요구

하고 불필요한 관행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마찰을 빗고 있다. 이에 신종추원35)의 아름다운 

35) 論語 學而編9 - 愼終追遠 民德歸厚矣라 증자가 말한 것으로, “장례를 곡진한 예로 치르고 선대 조상들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다면 백성들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하여 장례를 극진한 정성으로 모시고 효를 

다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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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장례문화를 지켜나가고,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장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농협 

가운데 최초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성소병원 내 267평을 임차하

여 6개의 분향실을 8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장례식장에 공급되는 물품들은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음식재료를 파머스마켓에서 판매

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4명의 전문 장례지도사를 고용하고 3팀의 전문 산역반을 

구성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전통 장례절차와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그리고 

벌초대행단을 구성하여 불가피하게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유족들을 대신하여 정성으로 분

묘를 관리하고 있다.

전통사회에는 품앗이라는 고유한 노동교환 방식이 있었으며, 노동의 교환은 금전적 거래

가 아니라 정성과 인정을 나누는 형태로 공동체 형성의 근본이었다. 요즘에는 기계화가 

일반화되어 노동력 교환이 사라지거나 노동력은 금전으로 거래되고 있다. 사라져가는 이웃 

간의 인정을 되찾고 사람 냄새가 나는 마을을 만들고자 2016년에 敬의 마을을 만들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함벽당이 위치한 서후면 광평2리 마을에 주말농장을 만들어 도시

민과 어린이들이 직접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며 흙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敬의 마을과 더불어 어린이 농업학교를 운영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자문 한자교실을 

통해 인성교육과 생활예절을 배우고, 농촌문화체험캠프와 식생활개선교실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

며 敬의 사상을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들의 역할과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

었다. 안동농협은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을 육성하고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교양과 

정서 함양을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1987년에 개설된 여성

대학은 현재 31기수 2,608명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여성 사회재교육센터가 되었다. 

여성대학은 여성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통과 사회참여의 채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복지와 문화를 한층 격상시켰다. 

여성대학과 총동창회는, ‘아름다운 안동 가꾸기 운동’을 통해 낙동강 수계를 청소하고, 

월2회 농촌지역(남선면, 서후면) 경로당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사과

적과·마늘양파수확·생강수확을 지원하고, 지역 복지시설(애명복지촌, 성좌원, 아네트의 

집 등)에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기, 연말 김장김치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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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월대보름행사(국수나누기·어묵나누기), 여성민속한마당행사(토속전·막걸리 나누기), 

안동양로연(100인 어르신들께 밥상 올리기)을 주최하고, 국제탈춤축제 자원봉사 활동과 농

협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에 동참하고 있다.

여성대학 수료생은 사단법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 가입되어 농업과 농촌

을 지원하는 소비자단체로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총동창회를 활성화하여 회원 간 친

목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대학의 구성원은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며 농협사업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개최되는 한마음행사36)는 안동지역의 성대한 여성잔치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소득증대와 함께 식생활

이 개선되고 의료서비스가 향상되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농촌사회의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2000년부터 원로대학을 개설하여 금년까지 18

기 1,412명을 배출하였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신 노고에 대한 심

심한 감사를 안동농협은 섬김의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 보답하고자 하였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양, 건강, 노인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성하

였다. 안동농협 원로대학은 敬을 바탕으로 정성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안동농협의 복지사업은 농업인과 지역민들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농업학교에서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원로대학 그리고 여성들과 다문화가정

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보살피며 지역 종합복지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켜 안동을 전

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36) 2013.5.29. 제4차 행사(국제 탈춤페스티벌 공연장) 1,500여명 참석, 2015.10.28. 제5차 행사(국제 탈춤

페스티벌 공연장) 1,600여명 참석, 2017.9.12. 제6차 행사(안동실내체육관) 1,8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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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사업

국경을 상실하고 국제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는 글로벌리즘 확산으로 인하여 금융산업

은 가장 먼저 개방에 직면하여 거대 자본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순수한 

민족자본을 토대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의 거대 자본에 당당히 맞

서고 있으며, 그 저력은 민족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국민들에게 전해져 믿

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농협의 신용사업은, 敬의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후방산업으로, 시중의 일반자금을 기반

으로 농업인에게 저리의 농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이 농가의 소득

을 지원하는 상호금융사업과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부득이

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업으로 대별된다.

안동농협은 2010년말 예수금 8,821억원, 대출금 4,488억원에서 2016년말 현재 예수금 

13,526억원, 대출금 7,032억원, 총자산 15,269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5개년 동안 예

수금 4,705억원과 대출금 2,544억원이 증가하여 매년 9%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시장 경쟁심화에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대 민원37) 근절교육을 펼치

고, 고객의 Needs를 공감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고객만족

도 향상을 통한 전사적인 세일즈 역량강화를 위해 SM38)을 양성하여 TMSP39)를 실시하고 

‘더 헤아리는 서비스 CS 3.040)’를 실천하고 있다.

2017년 8월말 현재 안동농협 조합원은 6,840명, 준조합원은 80,941명으로 관할 지역민 

대부분이 안동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용사업 핵심고객인 하나로우수고객

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1.2% 성장하여 2016년말 현재 31,302명에 이르며, 안동시 경제활

동인구 147,690명41)의 21.2%에 해당된다. 안동농협의 관할인 안동시지역과 서후·남선면

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핵심고객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는 기후이변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경영의 불안

37) 불친절, 업무미숙, 상품설명미숙

38) Sales Manager(세일즈매니저)로 TMSP 현장교육을 이수한 강사요원

39) Total Marketing Stimulation Program(통합영업력 강화프로그램)

40) ‘고객 더 알기, 업무 더 알기, 소통 더 하기, 혜택 더 하기’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운동

41)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수를 말하

며, 2015년 안동시통계연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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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다. 가입면적은 2010년 16ha(36건)에서 2016년 318ha(395건)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7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862농가 중 150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445

백만원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지원42)하여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963명에게 269백만원의 보험료를 지

원하였으며, 농작업 사고 등 피해 농업인들에게 총1,342건, 59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

여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7. 敬의 농업 상표 등록

안동농협은 자체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2015.12.10. ‘敬의 농업’

을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위해 출원하였다. 안동지역 농업인들의 지극한 정성을 담아 

생산한 농산물에 敬의 사상이 담겨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경의 지극한 정성이 담

긴 우리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

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체를 

말하며, 판매자가 의도하는 아이덴티티(Identity)를 담은 상표권은 등록순서에 따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먼저 ‘敬’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1

자의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라 통상적인 사물의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敬의 

농업’만 상표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로써 안동농협 최초로 등록된 독자적인 공식 브랜드이자 지적재산권으로 敬의 농업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안동농협 통합브랜드로서 10개류 143개 품목의 상품과 서비

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에는 ‘사람공경·자연존중’의 敬의 농업 이미지를 상표

42) 2017년 사업계획 기준으로 농업인 1인당 3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DM발

송을 통해 가입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업– 敬의 농업

▶ 안동농업협동조합 

33

로 등록하여 백진주 쌀, 생강 등에 사용하고 있다. 敬의 농업의 상표와 이미지는 안동농협 

CI43)로서, 내적으로는 안동농협을 통합하고 외적으로는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농협사업은 농업인 조합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영농자재를 파는 것은 농협의 입장에

서는 판매사업이어야 하지만 조합원의 입장에서 구매사업이 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을 농협이 매입하는 것은 구매사업이어야 하지만 조합원의 입장에서 판매사업이라고 부른

다. 농협의 구매사업은 농업경영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판매사업은 농업

인의 수취가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동농협의 모든 사업은 농업인 조합원을 위

한 사업이며, 안동농협의 발전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들의 지극한 정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문화와 복지를 증진하여 농업

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敬의 농업이다. 2010년에 敬을 도입하여 체

계화했을 뿐이며, 안동농협은 오래전부터 敬의 농업을 실천해왔다. 敬의 농업은 조합원과 

농업인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구축하고 조합사업 전이용으로 이어져 경영성과를 창출하

고 있으며, 농협의 잉여이득은 조합원 실익지원사업의 자원이 되고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으로 환원되어 敬의 농업의 선순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敬의 농업을 바탕으로 안동농협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2010

년 ‘敬’ 운동 실천을 선포하고, 2011년에 敬의 경영방침을 도입하고, 2012년을 敬의 농업의 

원년으로 표방하였다. 2010년 이후 안동농협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농협 종합업적평가44)에서도 2013년과 2015년에 전국 최우수 농협, 2012년·2014년·2016

년에는 우수농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43) Corporate Identity – 기업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기업 이미지나 

행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며, 대체적으로 시각적인 수단을 사용함

44) 전국의 모든 농협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 유통혁신, 조합원 영농지도, 복지증진,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농협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평가해 가장 농협다운 농협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평가



34

Ⅳ. 「敬의 농업」을 지속적인 농업운동으로

1. 농업의 비전

최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데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 변화, 개발·발전·성장에 

대한 가치체계를 새롭게 하는 시도,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농촌의 

위상과 가치 그리고 농촌개발전략을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고, 농업의 범위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식량을 생산하는 전통적 역할에서 생명산업, 에너지 산업, 소재산업, 의료

산업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농업의 후방산업인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농자재 등도 

성장하고 있고, 식품의 유통과 가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농업 전방산

업도 변화에 속도가 붙었다. 

어느 나라 농업이든 식량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생산주의 농업으로 성장한다. 그러다 점

차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생산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농

촌이 가진 기능, 그러니까 환경부터 경관 유지, 문화 보전 등의 차원을 말한다. 유럽의 농

업은 이미 생산에서 다원주의로 넘어갔다. 모든 농업은 생산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농업생

산 정책에서 농촌정책으로, 산업에서 지역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농업은 그 변곡점

에 있다.

다가올 신세대 농업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이변을 예측하거나 작물의 상태에 따라 일조량을 조

절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미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에도 괄목할 정도의 기계화

를 진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농업기술은 산업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인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에도 언제나 새로운 문명과 공존하며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시대의 멘토인 이어령 박사는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농부에게서 나올 것

이다. 과학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다”라

고 말한다.

앞으로는 농사에 대한 모든 경계가 없어지고 농민과 도시민의 구별이 약해질 것이다. 과

거 농업은 육체적 노동에만 의지하였으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농사는 이미 정보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화 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

능을 연구하던 엔지니어가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연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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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수도, IT기술자도 농부가 될 것이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기술이 농업과 만나 스마트 팜45)을 실현하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사물인터넷46),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로봇이 결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변

화를 가져올 것이며 농업과 농촌에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즘에서 우리 민족의 농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족의 독립운동가이자 농촌계몽운동가

였던 윤봉길은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라는 것은 결코 묵은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억만년

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 진리이다. (중략)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

에 잡고 있다’하여 한민족의 농업철학을 적절히 담아내었다.

도시의 문명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후방기지

인 농촌이 없으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비옥한 땅에 옥수가 흘

러도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곡식과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쌀 ‘미(米)’자가 팔(八)과 팔(八)

을 합한 글자(八 ╋ 八)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농

부의 손이 여든 여덟 번이나 가야한다는 이야기이다. 곡식은 하늘, 땅, 사람이 하나가 돼

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 톨의 농산물이 가진 의미가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른 이

유다. 농업은 정성을 담는 철학이다.

우리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6년 국민의

식조사47) 결과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농촌이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데 

동의했고,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수(54.9%)가 동의했다.

앞으로는 인간의 많은 영역, 특히 생산과 경쟁을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 남을 즐겁게 해

주고 더불어 사는 이상적인 커뮤니티가 될 것이며 이기적이고 물질만 아는 사람은 불행해

질 것이다. 농업은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온 전통산업이자 다가오는 제4차 산

업혁명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이 될 미래산업이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

란다’는 옛말처럼, 우리 농업은 농업 관계자들의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야 성장할 수 있다. 

45) Smart Farm -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46) IoT(Internet of Things)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

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47)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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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의 농업은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드높이고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농업은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하여 식품, 의약, 생명, 신소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농산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동농협은 敬의 농업으로 스마트 전문화하여 농

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농촌

의 공간과 정서를 리디자인(Redesign)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완성」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2. 지속적인 농업운동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수입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은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이 요구

되고 있다. 정부의 ‘쌀을 소비합시다’라는 홍보정책에 쌀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

려운 시대이다. 우수한 품질에 더하여 지극한 정성을 담아 소비자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로 도시와 농촌 간 생활·문화양식과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

화됨에 따라 학생이나 학식있는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하여 농촌을 대상으로 

농촌의 교양수준 향상, 생활의 질적 개선, 보건위생에 대한 인식 확대, 생산성 향상 또는 

국가정책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 농촌계몽 운

동가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심훈은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

다”는 생각에서 브나로드 운동48)을 확산시켰다. 농민을 위한 사회교육운동이었으나 주체는 

농민이 아니라 지식인·학생들이었던 농촌계몽운동은, 한말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식민통치 항쟁기에는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고 광복 후에는 농촌사회의 근대화를 목표로 

전개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마을 운동이다. 

최근 국제사회를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밖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내

적으로는 교묘한 보호무역과 민족주의를 펼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에서 

48)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사가 주축이 되어 일으킨 농촌계몽운동이며, 전국적인 문맹퇴치운동으로 확산되어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거국적인 민족자강운동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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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적인 정치세력이 정권을 획득하거나 다수당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농업·농촌의 노령화 지속, 도시와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농촌이 활력을 잃어 사회공동체마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근대 농촌계몽운동의 

시대적 배경은 현대에도 흡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농업과 농촌을 근간으로 

다시 한번 농촌계몽운동의 불꽃이 되어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안동

농협은 이러한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敬의 농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아직은 미약하지

만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농업에 무슨 敬이냐고 묻는다면 농업의 본연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업

은 특성상 기계화에 한계가 있어 인간의 땀과 정성이 그대로 묻어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지극한 정성이 결실이 되어 열매가 되고 식량이 되는 것이다. 그 지극한 정성이 敬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는 敬이 깃들어 있다. 그 敬이 가치이고 상품이 되는 것이다.

나라마다 유명한 상품들이 있지만 칼을 예로 들어 보면 독일의 칼에는 원칙을 고수하는 

마이스터의 열정이 담겨 있고, 사무라이 정신이 바탕이 된 일본의 칼은 대를 이어 전수되

는 사명감과 혼이 담겨 있고, 청교도 정신이 바탕이 된 스위스의 칼에는 정교함이 담겨 

있다. 하나의 상품에도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다. 

우리 농산물에는 어떤 문화와 정신을 담아야 할 것인가의 질문에 당연히 지극한 정성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기일회49)의 마음과 자세로 농업과 농업경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敬의 사상이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비전(VISION)을 제시하여야 한다. 농협의 존

립목적은 농협법 제1조50)에 잘 드러나 있고 안동농협의 존립목적은 안동농협 정관 제2

조51)에 함축되어 있다. 안동농협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협 

49) 일생 단 한번밖에 없는 기회로 차를 대접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뜻(출처:「야마노우에노 

소오지(山上宗二期)」)이며, 모든 것이 생애 단 한 번의 만남이란 주제로 법정스님이 2003년부터 말년까지 

설법한 내용을 엮은 법문집의 제목이기도 함

50) 농협법 제1조(목적) -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51) 안동농협정관 제2조(목적) -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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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위별로 지향하는 목적과 그 기대효

과가 다르다. 敬의 운동은 안동 지역의 농업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지역적인 농업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범국가적인 이상과 

가치를 창조하고 나아가 인류를 위한 농업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지향성은 시대적 환경을 바탕으로 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가

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관념적·추상적인 이념이나 가

치는 사회운동의 바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실천적 운동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밑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고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실현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

다. 비전은 敬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참여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敬 운동의 당위

성을 공감하고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대안이라는 확신을 가져와 참여자들의 패러다

임52)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실천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변화

를 가져와야 한다. 단순히 이상이나 가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실천을 이

행하여 농업·농촌의 소득 증가와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고 나아가 범국가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고 확산되어야 한다. 안동에서 시작한 敬의 운

동은 경북지역을 거쳐서 전국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운동의 주체는 지역농협에서 전국 농

협으로 그리고 국가가 함께 동참하여 사회계몽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 효과는 생산

자인 농업인에게는 소득향상으로,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먹거리를 취득함

으로써 공공의 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敬의 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敬의 운동의 모범사

례들을 발굴하고 전파해야 한다. 선행적인 경험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소모적인 

정책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敬의 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 즉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명쾌한 패러다임 설정이 요

52) 토마스 쿤(미국) -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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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거시적인 변화들을 고려한 글로벌 패러다임을 채용하고 스마트 전문화를 바탕으

로, 국가 또는 광역 수준에서 구조화하는 프레이밍(Framing)을 거쳐, 지역수준(Local)에서 

구현하는 행동계획(Action Planning) 수립과 집행의 체계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후방적인 협력관계와 ‘Push & Pull 작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農心이 살아 있는 농협다운 농협,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농협 구현”을 기본 방침으로 범농협 비전과 100대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다. 농심은 

‘지극한 정성’이며, 지극한 정성이 바탕이 되는 농협다운 농협운동이 바로 敬의 운동이다.

3. 「敬의 농업」에 대한 성찰

기존에는 안동농협이 주창하는 敬과 敬의 농업의 개념이 모호하여 응축된 문장으로 표현

하기가 어려웠다. 그간 敬의 농업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실천적인 영역인 농업(1차산업)이나 

실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차에 그간 혼란이 되었던 敬의 개념을 “지극한 정

성”으로 규명하고, 敬의 농업을 “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업”으로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2010년 도입된 ‘敬’의 사상은 ‘敬’ 운동 실천 선포식 이후 ‘敬의 경영방침’을 거쳐 ‘敬의 

농업’으로 발전하였다. 敬의 사상이 敬의 경영방침에서 敬의 농업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는 안동지역 농업이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삶의 질

을 개선하고자 했던 의지가 담겨 있다. 2011년 3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과 

2011년 5월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신청을 배경으로, 敬의 경영방침은 敬의 농업으로 

특정화되면서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집중화되었다. 

2015년 11월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였으나, 백진주와 안동생명콩의 친환경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으

며 친환경농업의 사업추진과 성과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전히 생산기

반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업의 추진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지

수이다.

현재까지 친환경적 농업의 성과와 향후 안동농협이 지향하는 바를 고려할 때 敬의 농업

을 친환경적 농업으로 보는 견지에는 한계가 있다. 敬의 사상이 안동농협의 비전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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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탕이 되고 범농협 운동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敬의 농업을 농협 사업 전반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敬의 농업을 농업

의 전·후방 사업으로 확장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敬과 敬의 농업은 2014년과 2015년 포럼을 거치는 동안 농업 전문가들의 연구로 많이 진

전되었으며, 敬의 농업 연구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앞으로 

敬의 농업이 敬의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학·연·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 보다 현실적인 농업정책 개발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공조해야 할 것이다.

4. 미래지향적 「敬의 농업」 실천과제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적인 탈농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농업 인구가 2016년 249만 6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더구나 65세 이상 고령 농업 인구 비중은 1949년 농업조사이래 처음

으로 40%를 넘어 40.3%(100만 5천명)로 급증한 반면, 20세에서 49세의 젊은 농업 인구는 

1970년 30.5%(440만 4천명)에서 2016년 18.7%(47만명)로 크게 감소했다.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비율은 2003년 10.7%

에서 2013년 31.3%로 급상승하였다.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이 2004년 35.2%에서 2012년 

62.2%로 급증하는 등 공급처리시설, 정보화 및 문화·체육 시설 등 사회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53)’와 ‘농업과 농촌 활동의 다각화’ 추진에 의하여 참여

농가와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기도 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의 소득은 도시 가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농어촌

의 지속적인 과소화54)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53)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농업정책사업으로 시·

도자율산업

54)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의 사회 시스템이 종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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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또는 정체 기조를 벗어나

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예산의 긴축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고착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공적 투자에 대하여 국민적 피로감이 

가시화55)되고 있으며, 농촌개발에 대한 투자 우선도는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산업이며 생명산업으로, 정부는 글로벌 농업환경 변

화와 당면한 농업현실을 진단하여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사업구조 개편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안동농협은 농

정의 변화와 농협중앙회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기초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주

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발굴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56)은 2017.8.30.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

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 수준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라는 열악한 농촌현실에 더해 자연재해·조류인플루엔자(AI)·달걀

파동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새정부는 대선공략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및 공급 체계에 대한 국가 차

원의 종합먹거리 전략 수립’을 제시하며 ‘먹거리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대적 요구로 받아

들이겠다고 하였다. 먹거리 복지는, 양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차별없이 최소한의 필

요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

은데,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 즉 범국가적인 푸드플랜(Food-Plan) 수립이 요구된

다고 하였다.

최근 살충제 달걀파동으로 인하여 홍역을 치렀다. 전수조사가 끝났음에도 살충제 성분 

검출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부처별 엇갈린 대응

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증가시켰다. 달걀파동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AI발병으로 축산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어느 때보다 정성이 담긴 안전한 식품의 중요성이 

55) KREI 미래농정포럼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월 88페이지

56) 2017.9.1. 농민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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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敬의 농업이 부각되고 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가 확대되어야 한다. 스마트 팜 등 첨단농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수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

원하며, 농촌의 지역자원과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하여 6차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야 한다. 또한 외식산업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연구개발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향후 농업정책과제를 다섯 가지로 추론하고 있다. 

첫째,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K-FOOD 시대, 스마트팜(Smart 

Farm) 보급, 벤처창업농 활성, 도시농업 활성, 곤충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기존에 시도되

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둘째,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농촌의 다양한 콘텐츠

를 이용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MICE산업57)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개발하고, 친환

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한다. 더불어 농업·농지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농업에 활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 기능을 재활해야 한다. 농촌복지 향상 및 생

활여건 개선, 농협 사업구조 개편(경제사업 활성화 목적),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을 통하여 

신명나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

넷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야 한다. 농산물의 

수급 안정화와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조성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다섯째, 식량안보 의식을 강화하여 제2의 국방인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근간으로 농식품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농

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계기관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에 이어 농협중앙회의 방침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농협 사

업구조 개편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 ‘1 중앙회 – 2 지주회사’ 체제로 결정되었다. (2010.2. 

57)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 and Exhibition)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

시회를 연계한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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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회 공청회와 6차례의 소위원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 개정 농협법에 따

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금융지주는 2012.3.2.에 농협경

제지주는 2017.1.1.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조합과 중앙회간 공동투자를 통해 산지 규모화와 산지·소비지간 유통 계열화를 

주요 방향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4.96조원을 경제사업 부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조합의 출하물량을 50% 책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농업과 

농촌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희망

2020비전」을 발표하였다. 범농협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하여 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가

치를 공유하고 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도약하는 농협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농업인·정체성·희망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농협중앙회 개혁, 농축협 균형 발전, 협

동조합 정체성 회복, 국민의 농협구현의 4대 기조를 바탕으로 ‘깨어있는 농협인’(農心), ‘활

짝웃는 농업인’(現場), ‘함께하는 국민’(共感)을 핵심가치로 정립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농정과 농협중앙회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안동농협이 

실천해야 할 과제는 판매농협 구현, 친환경·GAP 육성 그리고 안동농업의 여건을 바탕으

로 스마트전문화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다. 판매농협 구현과 친환경·GAP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공판장과 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로 추진하는 경북생강출하조절센터

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주요 소득 작목인 백진주쌀과 생강 품목의 안정적인 판

로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농식품산업의 동태와 지역농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인 기능을 융합하여 6차산업, K-FOOD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해 나가야 한다.

  <판매농협 구현>

‘내년부터 월급 1,573,770원 미만은 불법, 그리고 식대와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본적 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노동자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개선하여 받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최저시급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

동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방법도 없다. 이에 농협은 판매농협을 구현하여 농가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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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고 농업·농촌 활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가격구조 개선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변화를 수반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농협 단위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반면, 농산물의 가

격구조 개선은 지역농협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참여하여 효과를 기대하기

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정부나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농산물 가격구조 개선은 

지역농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산물의 가격결정 구조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상품마다 가격

이 다르게 결정된다. 농산물은 지속적으로 표준화·규격화되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본질

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될 수 없다. 동일 품종·동일 규격이라 하더라도 지역·생산자·환

경의 차이로 품질은 천차만별이며, 지역·생산자·환경이 동일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발

생하기 마련이다. 

농산물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인상되어도 생산량을 단기

에 증가시킬 수 없다. 농산물 생산량은 시간적으로 수요에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증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농산물은 생산량의 변화에 따

라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수요량을 조금만 초과하여도 가격이 급격

히 떨어지고 생산량이 수요량에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

국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류가 있

고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류가 있으며,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적절한 가

격에 구매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개별성과 다양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비교하여 대체적으

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가격결정 구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농업은 양질의 우수농산물

을 많이 생산하는데 치우쳐 있었다. 농정과 농협조차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편중되어 있었다. 느지막이 생산에 맞추어 소비를 촉진하

는 식의 정책은 농업과 생산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한 편에 속하고 생산량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한데, 이러한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

에서 잉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쌀이 싸다고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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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먹어서 쌀 가격을 지지하자는 격이다. 소비와 생산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전제하지 않는 농업정책은 우리 농업을 도박판에 내어 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총량을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생산량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

는 ‘정보 없이 지원 없고, 데이터베이스 없이 정책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 농업은 비과학

적 생산 방식을 지양하고, 농업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계량화하여 합리적이

고 현실적인 농정을 시현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인들을 위해 나아가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구

매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위하여, 규모·범위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잉여이익을 

분배하여 경제적 약자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직이다. 수익창출과 잉여이익의 분

배는 자본가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

다. 결국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는 유통구조를 실현하는 것

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농협은 지금까지 생산자를 지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대

량 생산하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아래에서 국민의 다수

를 차지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농

협은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매농협 구

현이다.

우리 농협이 당면한 판매농협으로서의 과제는 백진주 쌀, 안동생명콩 그리고 생강 품목

을 중심으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먼저 백진주 쌀에 관하여 살펴보면, 4년 연속 

풍작과 생산성 향상 및 소비감소로 쌀 공급 과잉·누적에 따른 쌀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벼 재배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지 쌀값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

세이다. 

정부의 쌀 직불금에 대한 재정부담58)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작물의 경우 생산 

58) 농설(농림축산식품부) - 직불금 ‘12년 6,101억원, ’13년 6,866억원, ‘14년 9,501억원, ’15년 15,679억원, 

‘16년 23,2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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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요 기반이 미흡하고 기계화율59)이 낮아 생산력이 취약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

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농가소득 보전 등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쌀 수급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히려 쌀 목표가격 인상과 고정·변동직불제 지급은 쌀 생산

유발 효과로 나타나 산지 쌀값의 하락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2015년 이후 수입쌀에 

대하여 관세율 513% 확정을 목표로 결정하고 WTO와의 검증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산 쌀의 가격이 2016년말 도입가격 777.5원/kg일 때 관세율 513% 적용 시 

3,988.6원/kg으로 1,520원/kg인 국내산 쌀 가격은 당분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북 북부지역은 2009년부터 국내 제1의 생강 주산지로 성장하였다. 이에 안동생강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산지유통체계 확립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유통·물류 등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심층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통·물류

부문에서는 최대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교섭력과 시장지배력, 가치사

슬 주체로서의 미흡한 산지 역할과 기능, 산지 생강 유통·물류시설 인프라의 절대적 부

족, 산지유통의 조직화·공동화 시스템 구축 미흡, 시장·유통정보의 비대칭성과 공급사슬

상 단절의 문제가 현안으로 제시되었다. 생산 및 생산자조직화 부문에서는 취약한 종강 

조달 구조, 생강의 노동집약적 재배·생산 특성,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 미약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안동농협은 경북생강출하조절센터를 건립하여 생강의 유통 촉진과 더불어 종합상

품화사업, 전자상거래사업, 명품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고도화복합물류 기능, 유통정보센

터 기능,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송현동의 29,286㎡부지를 확보하고 

6,978㎡ 규모로 총사업비 100억원(보조 60%, 자부담 40%)을 투자하여, 선별과 입·출고시

설, 저온저장, 가공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2018년에 완공이 예정된 경북생강출하조절센터를 통하여 안동생강의 고급화·명품화·

대중화를 추진하여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생강산

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생강시장의 수급상황과 생강산업의 현

59) 농설(농림축산식품부) - 밭농업 기계화율 58.3%, 논농업 기계화율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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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경북 북부지역 생강유통 여건에 최적화된 운영계획 수립이 요구

된다.

안동농협이 판매농협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농업 기반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자 중심에서 시장과 소비자

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한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

하는 것이 판매농협 구현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

를 확립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화가 달성되어야 이상적인 판매농협이 될 것

이다.

  <친환경·GAP 육성>

판매농협 구현에 이어 친환경과 GAP60) 육성이 요구된다.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적인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두고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GAP

는 농산물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로서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산

물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규범이다. 

국내외적으로 친환경농식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

(매장수)은 7,544억원(4,122개소)에서 2015년 13,521억원(5,366개소)으로 연평균 약16% 증

가하였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 및 농가수는 감소추세에 있어 2012년 친환경농

산물인증 면적(농가수)은 127천ha(107천호)에서 2016년 79천ha(62천호)로 감소하였다. 

1999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유기·무농약·저농약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급격

히 약해졌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61)가 요구된다. 

먼저 친환경단지·지구를 내실화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쌀, 녹차 등 전략 품목 위주로 2017년 13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까지 신규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의 직불금 단가 

60) 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우수관리제도]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

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저장·세척·건조·선별·포장 등) 단계에 이르기 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61) 농림축산식품부, 「농설(農設) ‘농업·농촌의 내일을 말하다‘」 1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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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등 직불제를 개편하고 인증비용 등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유통체계를 규모화·조직화하고 소비채널을 다양화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

를 촉진해야 한다. 정부는 2017년 1개소에서 2021년 9개소로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

성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지역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친환경 식자재의 안정

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가공·외식·수출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친환경 식품산업을 확대해

야 한다.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은 2015년 6천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

다.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음식점 인증·표시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며, 친환경 가공기

술 개발, 가공업체 네트워크 구성, 원료 생산지도 제공을 통해 친환경 식품산업을 권장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환경 관리 강화를 통해 공익적 기능이 확산되어야 한다. 농업환

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농가의 상호준수의무 강화 및 친환경농업의 정책 범위를 

환경까지 확대하고, 토양·용수·대기 등 농업·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인프라를 지원

하고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농협은 소비와 유통이 견인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

경농업 다원적인 기능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친환경 전문매장이나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수요처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인류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적으로는 광우병과 수입농산물 확대 그리고 최근에는 계란파동 등으로 안전한 식품에 대

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친환경인증·HACCP과 함께 GAP의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

림축산식품부는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유통되

는 농산물은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소한 전체 농산물의 50%까지 확대 실

시하겠다는 방안62)을 마련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GAP 인증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GAP인증 건수는 6,059건으로, 74,973농가

가 176개 품목, 88,859ha재배면적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다. 2006년 GAP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앞으로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6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1.2. - “2025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은 모두 GA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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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AP 인증기준이 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생산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기가 어렵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인증범위가 유통단계까지 미치지 못하여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소비측면에서 GAP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여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일손이 더 들어가고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쳤음에도 가격보전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AP인증 여건을 개선하고, 2025

년부터 모든 정책지원사업에 GAP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인증제도 개선과 인증절차 간

소화에 병행하여 GAP 교육·홍보·컨설팅을 실시하고 급식, 군납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GAP 인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GAP의 명

칭을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하고,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유

통·소비 생태계 조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농산물 구매 시 안전성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구매63)하며,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동농협은 주요 전략작물인 안동생명콩, 백진주쌀, 

안동생강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국내 안전먹거리 또는 그 원료의 주산지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동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입지

의 적격성을 홍보·확산하여 안동을 친환경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5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조직이 미흡하고 인증면적 확대가 미미한 

상태이다. 친환경농업단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의 생

산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친환경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자조직을 계열화 및 

규모화하여 연중 일정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계약단가로 전량 수매하

여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GAP 인증을 받고,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이력관

리를 철저히 하여 취급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수직적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친환

경·GAP 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로 소비자가 추가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므

로, 안전성은 곧 부가가치가 된다. 결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63) KREI 조사자료, 2011 – 소비자 관심도 : 안전(59%) > 건강·영양(21%) > 조리 (11%) > 가격(9%) 순

이며, 소비자의 57%는 생산단계에서 사전예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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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와 철저한 이력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력관리는 민간인증체제 확립과 사전·사

후 인증관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스마트 전문화>

녹색혁명 이후 농산물 대량생산에만 머물러 있던 농촌개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

는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개발과 발전의 지향가치에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탄력성

(Resilience)’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생태계의 정적 안정성 보다는 

동적 안정성, 특히 위험이 상시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신속한 대응력의 중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의 ‘정적인 체제 안정’에서 체제 

변화(Regime Change)까지 포함한 ‘동적인 대응’에 요구되는 ‘탄력성(Resilience)’이 개발과 

발전의 새로운 지향가치로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소규모성(Smallness)’이라는 근본적 제약

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혁신과 영역성이 결합된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64)’ 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의 역량과 잠

재력에 바탕을 둔 스마트 전문화가 탄력적인 농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화에서 제외된 농촌에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

을 생산하는 공간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생태, 문화 등 유·무형의 무궁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이용하여 농업·농촌을 리디자인(Redesign)해야 한

다.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농촌을 국민 생

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을 도시와 분리된 공간에서 결합을 이루는 통합적 공간정책이 요구된다.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지리적인 공간개념이 약화되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분리가 전제된 기존 공간개

념은 IT의 발전으로 통합적 공간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불안정성을 제기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패러다임을 요

구하고 있다. 이에 농촌은 깨끗한 공간(住)과 안전한 먹거리(食)를 제공하는 안식처이며 

나아가 생명 치유 공간으로서 부상하게 될 것이다.

64) Naldi et al, .2015 – 기업의 성장은 기업문화, 인력기술, 교육 및 훈련제도, 혁신지원 서비스, 연구기술개

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 의존성이 높고, 이러한 성장요인을 지역의 특성과 최적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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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 농식품사업 육성을 위하여 ICT 융복합(스마트 팜 확산 등), 수출확대, 농업의 

6차 산업화(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 식품산업 육성, 신사업 분야(종자산업, 동식물

자원화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2013

년 8,959억원에서 2016년 12,13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6차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신사업모

델 발굴, 창업코칭, 판로개척 등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자

원이 집적된 주산지 중심의 6차사업 지구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6차산업

지구는 2014년 3개소에서 2016년 13개로 증가하였으며, 6차산업 창업은 2014년 392개소

에서 2016년 561개소로 증가하였다. 6차산업지구는 2014년에 3개소[충북 영동(포도와인), 

전북 순창(장류), 경남 하동(녹차)], 2015년에 6개소[강원 횡성(한우), 충남 서천(소곡주), 

전남 영광(찰보리), 경북 문경(오미자), 경북 의성(마늘), 제주 서귀포(감귤)], 2016년에 4개

소[강원 강릉·평창(고랭지 배추), 충남 공주(알밤), 전북 장수(레드푸드), 경남 함양(산양

삼)]가 각각 지정되었다.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의 중심으로 역사적·문화적 콘

텐츠가 풍부하다. 안동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6차산업 지구를 형성하고 새로운 농

촌의 가치를 자원화해야 한다.

안동지역의 생태·문화·산업 등을 바탕으로 6차산업화 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백

진주쌀과 안동생명콩으로 만든 두부와 안동명품생강으로 숙성시킨 안동한우를 메뉴로 식

당을 운영하거나, 백진주쌀로 전통주 만들기나 안동생명콩 두부·된장 만들기 그리고 안동

명품생강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안동사과도 전략적으로 발굴해야 할 품목이다. 안동농협 공판장은 2016년 기준 1,236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사과는 단일품목으로 판매실적의 76.7%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안동농협만의 고유한 품목이 아니라 관내 타 농협 관할에서 많

이 생산되고 있어 전략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앞으로 6차산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시단위의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 한국인에게 안동은 사과와 찜닭이다. 세계인에게는 맘

모스65) 빵집을 이야기하면 더 잘 통할지 모른다. 언젠가는 백진주, 안동생명콩, 생강을 통

해 안동을 이야기하겠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65) 2011년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정보안내서인 미슐랭가이드 한국편에 실리면서 크림치즈빵이 큰 인기를 끌

었으며, 네티즌들 사이에 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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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은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답보다는 명답을 찾

아내야 하고, 일만 잘 하는 모범생보다 현재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융합하면

서 스스로의 일을 찾는 모험 인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현대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성과제일주의 등 병폐로 인하여 오히려 물질

적·정신적 곤궁의 시대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농촌은 활력을 상실하면서 생활공동체 붕

괴의 우려에 직면하게 되고 농식품산업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인문적 가치를 재조

명하여 새로운 지향성을 모색하고 지속가능개발의 개념66)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동농협은 ‘敬’의 사상을 

도입하였으며, ‘敬’의 사상은 ‘敬의 경영방침’과 ‘敬의 농업’으로 진화되었다. 금차 연구에서 

敬의 농업의 진행과정과 중간 결과를 살펴 敬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조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敬의 사상이 敬의 운동으로 발전되기 위한 조건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천과제들을 탐구하였다.

안동농협은 敬의 사상을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조직의 패러다임이 쇄신되고 사업량과 

경영성과가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다. 특히 임직원, 조합원 그리고 농업인의 태도 변화를 통

하여 농협다운 농협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과 농협을 비롯한 농업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 농업·농촌에는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다. 인류의 미래는 농업에 달려있

고, 농촌은 무궁한 생명력과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산업인 농업·농촌을 재활

하고 사회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함양된 ‘敬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66) Pisano et al, 2015 - 경제, 환경 및 사회적 Needs의 균형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

궤적을 추구하기 위한 규범적 목적이며, 지속가능개발은 미래 세대의 Needs 충족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현 세대의 Needs를 충족시키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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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상은 오직 지극한 정성이어야 변하게 할 수 있다67)고 하였다. 안동농협의 敬의 사상

과 敬의 운동은 단기적 성과와 물질중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치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농업인 소비자 나아가 국가를 바로 세우는 지향가치가 될 것이다.

67) 基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能化 「중용 23장」

    직역 – 그 다음에 간곡함에 이르니, 간곡하면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우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뚜

렷하면 밝고 밝으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화하니, 세상은 오직 지극한 정성이어야 변하게 할 

수 있다.

    영화 ‘역린’에서 의역(意譯) –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

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

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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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경(敬)의 농업’, 그 지향성과 실천 방향 구상

-경농애인(敬農愛人)을 지향하는 ‘경의 농업’ 실천-

배 영 동 (안동대학교 교수) 

Bae, Young-Do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경의 농업’은 유교에서 참된 심성 수양을 하기 위한 덕목이었던 ‘경’을 농업에 결합한 것

이다. 경은 일반적으로 공경의 의미를 갖지만, 조금 더 심화되어 외경, 삼감[愼] 등의 의미

를 갖는다. 그런데 경은 성선설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경은 기본적으로 착함과 참

됨을 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은 “착하고 참됨을 추구하는 지극한 정성”으

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의 농업’은 착하고 참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서 하는 농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안동농협에서 주창한 ‘경의 농업’은 지역연고형 ‘경’ 사상을 농업에 접목하여 창안한 경농

사상(敬農思想)의 발로이다. 그 이유는 다음 둘이다. 첫째, ‘경’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 성리학자가 안동 출신의 퇴계 이황과 경당 장흥효였기 때문이다. 둘째, 안동은 조선시

대에 농업의 선진지역이었고, 오늘날 선진적인 안동농협은 새로운 농업사상을 주도할 만한 

친농기관(親農機關)이기 때문이다.  

안동농협에서 실천한 ‘경의 농업’의 구체적 성과는 (1) 착하고 참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생산구조 만들기, (2) 착하고 참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유통구조 만들기였다. 그리고 ‘경

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음양으로 

봉사하고 공헌하는 분위기와 체제를 조성한 것이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경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의 농업문화’를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참되고 행복하게 실천하는 농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기본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농 체계에서는 ‘경의 농업’을 ‘경농운동’으로 확산

시키고,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농애인(敬農愛人)’사상으로 발전

시켜서 참살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에 

입각한 농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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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敬)의 농업’, 그 지향성과 실천 방향 구상

-경농애인(敬農愛人)을 지향하는 ‘경의 농업’ 실천-

배 영 동(안동대학교 교수)

Ⅰ. 안동농협이 주창한 ‘경의 농업’의 타당성

Ⅱ. ‘경의 농업’은 지극한 정성의 농업  

Ⅲ. 안동농협이 실천한 ‘경의 농업’ 살펴보기

Ⅳ. 온고지신의 ‘경의 농업’ 실천 방향

Ⅴ. 바람직한 ‘경의 농업’ 실천 구상

Ⅵ. ‘경농운동’ ‘경농애인’으로 참살이 실현 

Ⅰ. 안동농협이 주창한 ‘경의 농업’의 타당성

2010년 안동농협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실천덕목(實踐德目)으로 중요하게 여긴 ‘경

(敬)’을 선포하고, ‘경’의 정신으로 조합원과 고객을 모시도록 하였다. 이어서 2011년에는 

‘경(敬)의 경영’을 안동농협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2012년부터는 ‘경(敬)의 농업’을 표방하여 

농업과 농민과 농협을 ‘경’이라는 덕목(德目)으로 융합해나가고 있다. 이는 유학의 ‘경사상’

을 농업 관련 문화와 경영의 철학으로 삼아서, 농업과 농민과 농협을 혁신하려는 기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착상이고 일대 사건이다. 전통사회 유학자들이 중시했던 경사상과 

별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오늘의 농업을 ‘경의 덕목’으로 수렴하여 ‘농업·농민 경제사상

의 틀’을 새로 만들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경사상과 농업현실 사이에 일정한 거

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단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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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추구하는 목표는 좋은 것 같은데 ‘경의 농업’이 뭔지 잘 모르겠다”, “‘경의 농업’이란 걸 

알듯 말듯하면서 머리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다”, “‘경의 농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면, 아직 ‘경의 농업’이 농협

과 농민들에게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이유

는 처음부터 경사상과 농업이라는 이질적 실체를 이어줄 연결고리를 찾아서 잇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은 데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안동농협에서 주창한 ‘경의 농업’은 안동지역에서, 나아가 경북 북부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 확산, 새로운 농업활동, 새로운 농협경영을 위하여 상당히 적절하고 타

당한 생각이고 실천운동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동을 위시한 경북 북부지역은 조선시대 이래 한국 성리학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안동부와 예안현’(오늘날 안동)에서는 한국 성리학의 중심지답게 

정말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으니, 그 단적인 예가 �문과방목(文科榜目)�으로 집계된 과거시

험 합격자 수로 입증된다.1) 오늘날 안동 땅인 조선시대의 안동부와 예안현에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각각 228명과 65명으로 모두 293명이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지금과 다르지만, 

오늘날의 안동지역(안동부+예안현)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과거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

다. 특히 예안출신의 과거시험 합격자 65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큰 고을이던 경주부의 인구는 예안의 10배 정도였음에도 과거시험 합격자는 50

명 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구도 50명 선이며, 선산과 진주 같은 고을은 70명 선이었

다. �문과방목�을 보면 과거시험을 치를 당시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고을도 여럿 있다. 그에 반해서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의성, 영해 등지에는 특별히 많은 과거시험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므로, 경북 북부권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안동농협에서 유교

의 경사상을 이 시대에 가치 있게 재창조하려는 시도는 지역적 적합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 유교의 경사상은 한국 성리학사에서 퇴계 이황에서 경당 장흥효로 이어지는 주리

1) 이 통계는 송준호 교수와 와그너 교수가 �문과방목�을 분석하여 발간한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에서 찾아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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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리(理)를 강조하는 퇴계는 인간의 수양(修養)을 중

요하게 여겼고, 기(氣)를 강조하는 율곡은 자연과 제도를 중시하였다.2) 경사상이 유학과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실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성리학을 한 차원 높게 발

전시키고 한국적으로 발전시켜 동방의 주자로 일컬어지는 퇴계 이황과 그의 사상을 잇는 

퇴계학파에서 특별히 경사상을 중시한 사실이 주목된다. 심성 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은 

책 �심경(心經)�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학자 역시 퇴계였다. 그는 젊어서 이 책을 서울

에서 구해보고 깊이 연구한 뒤에, “나는 �심경�을 얻은 뒤로 비로소 심학(心學)의 근원과 

심법(心法)의 정밀하고 미묘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이 책을 믿기를 신명(神明)

과 같이 알았고, 이 책을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같이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3) 그리고 

오늘날 안동농협에서 경사상을 농업에 결합하여 만든 ‘경의 농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경사상 그 자체가 아니며, 또한 단순히 농업을 중시하는 사상이 아니라, 달리 표

현하면 경농사상(敬農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경사상의 중심지였다

고 할 수 있는 안동에서 오늘날 안동농협이 중심이 되어 경사상이 경농사상으로 발전된 

셈이다.   

셋째,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국농업사에서 주목되는 농업선진

지였다. 조선시대의 농업환경은 지금과 달라서 경북 북부지역과 같은 중산간지대가 농업의 

선진지였다. 그 까닭은 당시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까지 

모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밭농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별다른 문제없이 지을 수 있었지만, 논농사는 물 공급이 원활한 지역이라야 가능하고 그

런 곳이 농업 선진지역이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논농사는 강으로부터 떨어진 약간 고

지대에서 저평지로 내려오면서 발달하였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중산간지대는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막기만 하면 그보다 낮은 지대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했으므

로 농업의 선진지였다. 조선전기에 농토에 세금을 매길 때 산골짜기에 있는 논이 가장 좋

은 토지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4) 그래서 안동과 같은 경북 북부지역은 이

2) 허남진, ｢거경과 궁리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차이에 관하여-｣, �인간·환경·미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

연구원, 2011, 67쪽.

3) 금장태, “심경(心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 치수(治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오늘날과 달리 큰 강변의 개활지는 홍수의 피해로 인하여 좋은 

토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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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법이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일반화되었다. 16~17세기 초에 예안에 살았던 계암(溪巖) 김

령(金坽, 1577∼1641)의 일기 �계암일록�을 보면, 모든 논에서 이앙법을 하고 있었다. 전

국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50~100년 가량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업선진

지 안동과 경북 북부권에서 전통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의 농업’이 

주창된 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닌 듯하다.

넷째, 그 동안 안동농협은 전국적으로 주목되는 선진농협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여

러 가지 사업 평가에서 안동농협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히 많다. 안동농협이 다

른 농협에 비해서 조합원이 특별히 많거나 배후 인구가 특별히 많지도 않은데 남다른 경

영성과를 이룩한 것은 선진농협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선진농협에서 2010년부터 

‘경’의 가치를 주목하고 이어서 ‘경의 농업’을 선포한 것은, 이 시대 농업(포괄적으로는 농

민, 농협 포함)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경세적(經

世的) 목표이자 운동적 기치이다. 

따라서 안동농협에서 주창한 ‘경의 농업’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농업, 농민, 

농협이 지향할 차별화된 지역연고형 농업·농민 경제사상이며, 지역특화형 농협경영 방침

이자 철학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Ⅱ. ‘경의 농업’은 지극한 정성의 농업  

1. 유학에서 ‘경(敬)’의 개념

유학에서 말하는 ‘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얼

마나 추상적인 개념이었으면 두 글자도 아닌 한 글자로 표현되었을까? 한 글자이기 때문

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경’은 동양의 일상적인 전통적인 윤리(사회적 차원의 예절)와 도덕(개인적 

차원의 예절)에서는 윗사람이나 어른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대인관계

에 있어서 상호간의 예의범절로 발전되어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상경하

애(上敬下愛)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었다.5) 경에 관해 분명하게 밝힌 최초의 문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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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의 �주역(周易)� 문언전(文言傳)이다. “군자는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義)로

써 밖을 방정히 하여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德)은 외롭지 아니하다.”라는 설명에서, 경을 

의와 견주어 내심(內心)의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6)

공자는 “일을 행함에 공경스럽게 하라”고 주문함으로써 경을 공경(恭敬)으로 제시하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하는 덕목으로 간주하고, 효(孝)를 경으로 하라 하였으니 경은 

총체적인 행동양식인 예를 갖추는 근본이었다.7) �대학(大學)�에서는 �시경(詩經)�의 구절

을 인용하여 경을 천명(天命)으로 삼고 임금과 부모에 대해 경을 바치라고 강조한다. 중국 

선진시대에 이르러서 경은 군자와 대신(大臣), 현자(賢者)와 일반 백성의 인격 수양의 방법

으로 정립되었고, 송대에 와서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를 거쳐 주희

(朱熹)에 의해 경은 본격적으로 인간의 윤리·도덕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8)  

중국의 성리학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을 해

명한 것은 조선시대 양촌(陽村) 권근(權近)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한훤당(寒暄堂) 김굉

필(金宏弼),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도 경을 주목하였으며9),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은 경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퇴계 이황은 경을 실천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정립

하였다.10) 곽신환 교수에 따르면 퇴계는 학문의 시작과 끝을 경이라고 생각하였다. 퇴계는 

경의 자세는 ‘주체적 사고와 타인으로부터의 학습을 겸하고(兼思學), 움직일 때와 정지하여 

있을 때를 일관하고(貫動靜), 안과 밖을 합하고(合內外), 드러난 세계와 은미한 세계를 하

나로 하는(一顯微)’도리라고 하였다.11)  

이처럼 유학에서 말하는 경은 마음 수양의 차원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마음 수양은 마음

을 갈고 닦는 일로서, 자세와 의지(意志)의 문제이다. ‘도(道)를 닦는 일’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음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 수단, 목표가 있을 것이다. 유학의 

성선설(性善說)에 기초하여 수양의 목표는 도덕적인 인간, 착하고 참되고 거짓 없는 인간

이 되는 것이다. 일상에서 이러한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경’이라는 개념이 창안되었

5) 류재갑, ｢‘경(敬)’의 의미와 실천적 지향｣, �대순진리학술논총�, 9권,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2012, 110쪽. 

6) �周易�, ｢坤卦文言傳｣ “君子敬而直內, 義以方外, 敬義立, 而德不孤.”(류재갑, 위의 글, 112쪽 재인용).

7) 이남영, “경(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8) 류재갑, 위의 글, 119~120쪽.

9) 이남영, “경(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3.

10) 류재갑, 앞의 글, 125쪽.

11) 곽신환, 앞의 글,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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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은 거경(居敬), 그리고 궁리(窮理)라는 개념과 상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퇴계는 궁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이치를 궁구하는 데는 실마리가 많으므

로 한 가지의 방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달리 여러 길을 살펴보면 그것이 쌓이

고 깊이 익숙해지며 자연히 마음도 밝아지고 의리와 실상이 점차로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율곡의 질문에 응하여 퇴계는 또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궁리와 거경은 비록 

머리와 꼬리의 관계에 있지만 실은 두 가지가 각기 독립된 공부이고, 그러면서도 둘

은 서로 병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연구한 바는 실천으로 체험해야 비로소 

참 앎이 되는 법이며, 거경은 바로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리는 만물의 이치를 일시에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치를 

터득함으로써 마침내 본래의 원천적 이치에 도달하는 것이다.12)

거경은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고, 연구한 바를 실천으로 체험

할 때라야 참된 앎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리학의 경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의 연구자들은 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허남진 교수에 따르면,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논쟁은 ‘도덕적 정신의 근원’에 대한 것으

로서, 감성과 이성, 리(理)와 기(氣)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이고 이후 조선성리학은 주리철학, 주기철학 양 갈래로 나누어진다.13) 퇴계는 도덕적 감

성을 일반적인 감성과 분리하고 리를 기에서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형이상학을 전개하게 

되고, 지적인 훈련보다는 감성적 수양을 중시하게 된다.14) 이에 반해 율곡은 도덕적 행위

에서 이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마음 즉 감성의 수양보다 올바른 판단을 위

한 지적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15) 이처럼 퇴계는 도덕적 정신을 함양하는 수양

을 위해서 감성적 차원의 실천을 중시하면서 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장윤수 교수에 따르면 성리학에서 ‘경’은 성학(聖學)의 요체(要諦)로서, 주자에 의해서 

‘주일무적(主一無適)’ 및 ‘정제엄숙(整齊嚴肅)’과 ‘상성성법(常惺惺法)’ 그리고 ‘심수렴불용일

1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거경궁리(居敬窮理)”, �교육학용어사전�, 1995.

13) 허남진, 앞의 글, 81쪽. 

14) 허남진, 앞의 글, 80쪽.

15) 허남진, 앞의 글,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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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心收斂不容一物)’ 네 가지로 규정되고 있다. 정이(程頤)가 말한 ‘주일무적’이란 ‘정신을 

통일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한다’는 이론이며, ‘정제엄숙’이란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

을 엄숙히 한다’는 이론이고, 사량좌(謝良佐)가 말한 ‘상성성법’이란 ‘항상 경계하여 깨달으

려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며, 윤돈(尹焞)이 말한 ‘심수렴불용일물’이란 ‘마음을 단속하여 한

가지의 잡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16) 따라서 경의 의미 네 가지는 주자가 창안

한 것이 아니라 체계화 한 것이다. 퇴계도 주자의 경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퇴계의 

심학(心學)을 계승하여 경을 중시하여 스스로 호로 삼은 경당(敬堂) 장흥효의 경우 앞의 

네 가지 가운데서 경의 외적 의미인 정제엄숙 즉, 정좌(靜坐) 공부를 강조하였다.17)   

김기현 교수는 “경은 유가 수양론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18) 퇴계의 경을 크게

는 외경의 삶의 정신이라고 해석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설명한다. 

“경은 외경(畏敬)의 정신을 그 개념의 핵심에 두고 있다.” 

“외경의 정신은 당면의 일을 갖지 않을 때에는 마음을 고요 속에 두고자 한다.” 

“외경의 정신은 일에 당면해서 오롯한 마음을 가지려 한다.” 

“외경의 정신은 사람들과의 진실한 만남을 추구한다. 이러한 만남의 정신은 인간

을 넘어 만물에까지 뻗친다.” 19)

이러한 풀이를 보면 경이란 개념은 외경에 가장 가까운 뜻이라는 것이며, 외경의 정신은 

고요하게 하는 것, 오롯하게 하는 것, 진실한 만남을 추구하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사물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이제 경이 어느 정도 쉬

운 말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런데도 경을 외경이라고 단정하면 곤란하다. 김기현 교수가 

다시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외경 그 자체라기보다는 ‘외경의 정신’, 고요함이라기

보다는 ‘고요의 노력’, 오롯함보다는 ‘오롯함의 추구’, 진실한 만남을 추구하되 ‘나와 너를 

대등하게 여기는 정신’이다. 그렇다면, 경을 구성하는 이러한 의미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6) 장윤수, ｢경당 장흥효와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성리학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99집, 대한철학회, 

2006, 339쪽. 

17) 장윤수, 위의 글, 339~342쪽.

18) 김기현, ｢퇴계의 敬사상; 畏敬의 삶의 정신｣, �퇴계학보�, 제122집, 퇴계학연구원, 2007, 59쪽.

19) 김기현, 위의 글,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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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경의 정신으로서 경은 무엇인가? 주자는 “경이란 마치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과도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였는데, 경은 어떤 두려운 대상을 만나기 이전에 평소 

세계와 사물,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해서 갖는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뜻한다.20) 이

를테면 “위로는 귀신과 어버이, 스승을 우러르듯 하고, 아래로는 깊은 연못에 임하고 살얼

음 위를 걷듯 하는” 외경의 삶이 바로 경이다.21) 퇴계에 있어서 외경의 삶은 진지한 구도

정신(求道精神)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22)

둘째, 고요의 노력으로서 경은 무엇인가? 퇴계는 흐트러지고 방종한 마음으로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외경의 삶을 ‘마음 아모리는’ 노력에서부터 시

작하였다.23) 마음이 맑고 고요하지 못하여 온갖 일들에 한없이 휘둘리기 때문에, 행동거지

가 ‘멍에 없는 수레’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는 바, 마음의 고요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

로써 거기에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24) 정작 퇴계가 얻고자 했던 고요는 모든 

일을 제치고 마음을 비워두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마음의 한 

중심에 고요를 얻어 그로써 만사를 주재해나가려는 것이다.25) “고요를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의 근본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사에 무관심한 채 응수하지 않는 것이 아

니다”는 퇴계의 말(�퇴계전서�, 靜齋記)은 바로 그런 뜻이다. 

셋째, 오롯함의 추구로서 경은 무엇인가? 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옛 사람들은 어렸을 적

부터 마음을 오롯이 하기 위한 공부를 하였다. 만약 활을 쏘는 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으

면 어떻게 적중할 수 있으며, 말을 타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말을 부릴 수 

있겠는가. 글쓰기와 셈하기도 마찬가지다. …(중략)… 배움이란 마음이 오롯해야만 성과가 

있는 법이다.”26) 퇴계는 “듣는 일에 전념하느라 보는 일에 전혀 마음 두지 않고, 손놀림에 

전념하느라 발놀림을 어지럽게 놓아두는” 식으로 일에 집중하는[主事] 태도에 대하여, 마음

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태도를 마음을 오롯이 하는[主

一] 것과 구별하였다.27) 김기현 교수에 따르면, 오롯한 마음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20) 김기현, 위의 글, 65쪽.

21) 김기현, 위의 글, 65쪽.

22) 김기현, 위의 글, 66쪽.

23) 김기현, 위의 글, 73쪽.

24) 김기현, 위의 글, 76쪽.

25) 김기현, 위의 글, 77쪽.

26) �心經� (김기현, 위의 글, 8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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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조망하고 종합하는 포괄적인 안목을 잃

지 않는 태도이다. 오롯함을 추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신이 뜻한 대로 마음을 한 군데

로 집중하여 산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의 의미와 가치

를 진지하고 올바르게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해주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28) 그래서 정이

천은 “외경이란 마음을 오롯이 갖는 것이다. 마음이 오롯하면 동쪽으로 향하지도 않고 서

쪽으로 향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하면 중심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넷째, 나와 너를 대등하게 여기는 경이란 무엇인가? 김기현 교수에 따르면, 퇴계의 외경

의 정신과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참자아[眞自我]는 ‘나와 너’의 만남을 촉진시켜주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다.29) 퇴계의 참자아의 정신은 사람들을 사물화하지 않고 온전한 인

격으로 대하려 하였다. 퇴계 제자들에 따르면 “선생님이 하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본 일

이 없다. 하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꼭,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타이르시되, 말씨를 

바꾸지 않으셨다.” “향리에서 선생님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예를 다하였

다.” “손님의 음식접대는 반드시 집안형편에 따라 하셨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성찬을 

차리지 않았으며, 지체가 낮고 어린 사람이라도 소홀하게 대접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상대할 때 마치 존귀한 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셨다.” 등과 같은 증언은30) 수많은 사

람들을 지위, 연령 등과 무관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퇴계는 사

람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물아합일

(物我合一)·물아일체(物我一體)의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31) 결국, 사람이든 산천초

목이든 간에 사람과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이 ‘나와 너를 대등하게 인식하는 

경’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심성 수양의 실천덕목이었던 경은 결실이나 결과가 아니라, 바람직

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정신적 개념이다. 수양을 위해 경을 설정한 전제에는 성

선설이 있다. 따라서 경은 참됨, 공경, 외경, 존중, 삼감, 오롯함, 고요함, 정제엄숙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음공부[心學]’의 중요한 개념이

27) 김기현, 위의 글, 87쪽 참조.

28) 김기현, 위의 글, 84~85쪽 참조.

29) 김기현, 위의 글, 94쪽.

30) 김기현, 위의 글, 94~95쪽.

31) 김기현, 위의 글,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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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경은 참되고 착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하는 자세에 관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경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경

의 의미소를 찾아서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공경

공손

외경

경건
존중

정제엄숙 경(敬)
오롯함

[主一]

두려워함

삼감[愼]

조심

참됨

[眞]

고요함

[靜]

전제: 성선(性善)◾착함[善]

<그림 1> 성리학에서 경의 의미소

2. 덕성을 기르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는 ‘경의 농업’

안동농협이 주창한 ‘경의 농업’은 경농사상의 발로이지만,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의 의미 

그 자체로 농업에 결합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긴다. 심성 수양의 덕목인 경, 추상

적인 개념인 경은 아무리 쉽게 풀어도 구체적인 경제활동인 농업에 접목하면 말끔하게 연

결되지 않는다. ‘외경을 추구하는 농업’, ‘고요함을 추구하는 농업’, ‘오롯함을 추구하는 농

업’, ‘공경을 추구하는 농업’, ‘정제엄숙을 추구하는 농업’이라고 외쳐 봐도 그 의미가 설득

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2015년에 ‘경의 농업’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서 설명한 바 있다.

‘경의 농업’은 ‘덕성을 함양하는 농업’, ‘인격을 수양하는 농업’, ‘정성을 기울인 농

업’,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농업’, ‘국민을 위

한 농업’, 나아가 ‘인류를 위한 농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지향성을 갖는 총체

로서 농업이, 곧 ‘경의 농업’이 될 것 같다.32)

이 설명은 구체적 경제활동인 농업에 추상적인 개념의 경을 연결하기 위해서 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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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해서 풀이한 것이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림 1>에서 

말한 경의 의미소를 생각하면서 다시 더 발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농업

과 접속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의 개념을 농업과 부드럽게 접속이 가능한 용어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경의 개념 속에 내재하는 외경, 고요함, 오롯함, 나와 타인과 온

갖 만물을 대등하게 여기는 물아합일의 의미를, 농업을 중시하는 사고와 상관관계 속에서 

재창조해야 바람직하다. 

농업을 중시하는 사고에는 농업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농

업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고,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경의 

개념 속에 있는 외경, 고요함, 오롯함, 나와 타인과 만물을 대등하게 여기는 생각 속에는 

모두 ‘지극한 정성’이 전제되어 있다.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운 공경으로서 외경에

도 지극한 정성의 의미가 내재하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데에도 지극한 정성이 전제되어 

있고, 오롯함은 오로지 전일한 마음으로서 곧 지극한 정성이 개입된 것이며, 나와 타인과 

만물을 대등하게 존중하는 생각도 지극한 정성과 사랑 없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의 농업’은 ‘착함[善]’이란 전제에서 ‘참됨[眞]’을 지향하면서 ‘지극한 정성을 기울

이는 농업’, ‘지극한 정성을 담은 농업’, ‘지극한 정성의 농업’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경의 농업’은 착함과 참됨의 바탕 위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농업”이며, “착하

고 참되며 지극한 정성의 농업”이라고 하겠다. 농산물의 경우에 착함은 주로 ‘착한 마음’과 

‘적절한 가격’을, 참됨은 주로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품질’로 이해할 수 있다. ‘착함’과 

‘참됨’을 전제로 받아들이면, ‘경의 농업’은 ‘지극한 정성의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의 농업’이 한결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는 것 같다.  

‘경의 농업’을 ‘지극한 정성의 농업’이라고 하면, 성리학에서 말한 경의 의미를 대체로 잇

고 또 부분적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이는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려는 생각과 잘 어

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극한 정성의 농업이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경농사상의 가

치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경농사상에 근거한 ‘경의 농업’은, 곧 지극한 정성의 농업으로

서, 농업과 농민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나자는 방법론으로서 온고지신(溫故知新)·법고창신

(法古創新)의 가치를 가진, 현대적 농업·농민·농협 혁신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32) 배영동, ｢“가치를 추구하는 敬의 농업”에 대한 토론｣,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5�, 한국정신문화재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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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동농협이 실천한 ‘경의 농업’ 살펴보기 

1. ‘경’과 ‘경의 농업’에 대한 안동농협의 인식

안동농협에서는 경을 중요한 정신으로 인식하고, 업무에 응용하고, 나아가 ‘경의 경영’, 

‘경의 농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주창한 안동농협 권순협 조합장은 이렇게 말한다.33)

(진술1) ‘경’은 농민들과 고객님들을 공경하고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

다. 고객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고객님들이 우리 농협을 찾고 신뢰합니다. 

한 예로, 파머스마켓에 고객님들이 장을 보러 오셨을 때, 소낙비가 내리면 직원들이 

우산을 받쳐드릴 뿐만 아니라, 카트에 실린 물건이 젖지 않도록 천을 준비해 두었다

가 덮어서 짐을 자동차에 실어 드리기까지 합니다. 

(진술2) 정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연친화적 농업에 

관심을 가질뿐만 아니라 농가를 자주 방문해 농작물이 병이 안 들었는지 살펴보고 

생산한 농산물을 버리지 않도록 쌀 한 톨이라도 주워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공경의 마음으로 생산되어진 농산물을 소비자가 드셨을 때 소비자에게도 어렴풋이나

마 경의 정신이 녹아들어 우리 농협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의 농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진술3) 직원들 간에 상호 공경하는 마음에서 경에 대한 이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점 간, 부서 간 이해 충돌이 있었지만 “조직은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서

로 공경하는 자세를 갖추었을 때 경의 농업 실천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영농회에 나가서 농작물 작황을 관리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모두 조합원들을 공경하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농림부에서 

채택하여 농협법에도 반영된 ‘약정조합원제도’는 안동농협을 비롯하여 전국 3개 농

협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의 농업’ 실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술4) 항상 안건을 던져 놓고 일주일 또는 중요한 안건은 한 달 이상 동안 충분

히 의논하게 하며, 조합장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녁 늦

은 시간에 결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밤 10시를 훌쩍 넘겨 결제하는 

33) 권순협, 2017.09.22.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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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고 주말에 나와서 하기도 합니다.

(진술5) 조합원의 경조사에는 특별한 출장 아니고는 제가 90% 이상 직접 참여합

니다. 특히 흉사에는 꼭 참석해서 위로를 해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조합장의 이런 설명과 이야기는 경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경’과 ‘경의 농업’에 대하

여, 무슨 일이나 무슨 농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정성들이는 마음의 문제’

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의 본래적 의미를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다.      

(진술1)은 농민과 고객에 대하여 농협직원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며, (진술2)는 자연친화적 농업을 바람직한 ‘경의 농업’으로 이해하고, 농사를 짓는 조합원

들에게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농작물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경의 농업’이고, 또한 경

의 정신이 녹아든 농산물을 소비자가 먹을 때 소비자들 또한 경의 정신이 몸 안에 쌓일 

것으로 주장한다. 

(진술3)은 경의 정신을 농업과 농협경영에 적용한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경의 개

념이 이해되거나 거부 또는 충돌되거나 실천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조합장 자신은 

경의 정신을 강조하고 실천을 독려했지만, 직원들 상호간에, 부서 간에 그에 대한 이해의 

벽이 높았는데, “조직은 하나다”라는 구호 속에, 서로 서로 공경하는 자세로 동참함으로써 

상당한 변화와 발전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진술4)는 농협 직원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여 그 의견

을 종합하여 조합장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객체의 구별 없이 ‘나와 너가 대등한 존재로 상호 존중되는’ 

경의 정신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생각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이나 고객이나 기타 일반 시민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안이 갖

는 현실 적합성의 문제까지 고려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다방면에서 생각

하게 하는 것이며, 다방면에서 생각하기 위하여 성급하게, 소홀하게, 편중되게 할 수 없다

는 뜻을 내포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이 곧 경의 자세를 실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결제시간에 대한 언급을 보면, 사실상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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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충실한 해법이 나와야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참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필요로 하는지를 말해준다. 

(진술5)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조합원을 공경하고 인

정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경조사에 조합장이 90% 이상 참여하고 흉사에는 꼭 

참석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곧 조합원(농민)과 농협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징표다. 

조합원 없이 ‘경의 농업’은 실현될 수 없고, 양질의 농산물 생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경의 정신은 농업 그 자체에도 있고, 조합원(농민)들에 대한 예우, 

일반 고객에 대한 예우, 농협 내부의 부서 간, 직원들 간에도 모두 중요하게 투영되어 관

철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2. 농산물 생산과정에 실천된 ‘경’

현재 안동농협이 중요하게 개발하여 브랜드화한 농산물은, 백진주쌀, 생명의 콩, 안동생

강이다. 지금은 일반적인 계약재배를 넘어서 약정조합원 제도를 운영하여 농산물 품질관리

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다.

2016년에 3,000톤을 생산한 백진주쌀의 품종개발과 재배, 품질관리, 유통 등에 대하여 

농산물유통센터 장기섭 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34)

백진주쌀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개발한 차별화된 신

품종으로 2002년도부터 안동농협이 조합원과 계약재배를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쌀은 보통 품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선택 기준에 

있어서 브랜드 인지도와 생산지역 인지도가 크게 나타나는 품목입니다. 안동에도 

‘서안동농협의 양반쌀’이 있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천쌀이나 

여주쌀, 철원 오대쌀 등이 높은 가격에도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높아 판매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밥맛도 밥맛이지만 그런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쌀의 선택 기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장님께서는 안

동에도 이천쌀이나 여주쌀에 버금가는 명품 쌀 브랜드 하나를 만들고 싶으셨던게 아

34)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장기섭 과장, 2017.09.13.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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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품종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

야 하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진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

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쌀을 홍보할 때 이야기 할 꺼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

었습니다.

백진주의 생산량이 일반벼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과 신품종 재배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처음 계약재배를 시작하면서는 농가를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 2008년도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립하고 인근 서안동농협에 위탁도정을 통해 우

리 안동농협 파머스마켓에서 처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도정에 따른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정시설을 추가로 설립하여 2015년 10월부터 직접 도정을 시작

하였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설립과 도정시설의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벼 수매 및 

저장관리와 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현재 모두 우리 안동농협이 직접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올해는 백진주쌀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인지도 제고를 통해 안동농협의 

명품 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등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진주쌀의 브랜드화 과정이 단계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

다. (1) 안동농협에서 2002년경에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안동농협의 명품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신품종을 개발하다, (2) 좋은 품질을 쌀을 보증하기 위해 농민들을 설득하여 

계약재배(친환경재배 포함)를 하다, (3) 재배한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2008년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고 수매를 하다, (4) 농협이 직접도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도정시설을 설립하다. 

이러한 과정은 좋은 품종의 벼를 개발하였다고 해서, 쉽게 재배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모

두 만족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안동농협이 개발한 양질의 쌀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판단과 수요를 고려해서, 품질관리와 함께 생산농민 관리, 유

통과정에 대한 총체적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

는 노력을 성심성의껏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하나의 품종이라도 

이러한 노력과 자세로 재배하고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이라면, 경의 자세는 농작물에 대해, 

생산자에 대해, 소비자에 대해, 유통과정에 대해 배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계약재배를 한 것은,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망정 토양과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참된 농업’이라는 데서도 ‘경의 농업’의 취지에 더 부합된다고 

하겠다.   

계속해서 장기섭 과장은 이렇게 설명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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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농작물은 키우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조합원들이 정성을 다해 생산한 농산물을 그 가치에 맞게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것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농산물 유통환경이나 시장환경은 그렇지 못하고 소비자의 소비트랜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소비시장 환경도 변하고 있지만 생산지의 환경이나 여건은 그에 따라 적절

하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생산지와 소비자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찾아 가는 것이 저희(농협)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농민조합원들이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심리에 부합되게 하는 일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인데, 그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을 농협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대에 맞는 가

격결정은 역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올 터인 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생

산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증하는 노력이 양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길일 것이다.

그래서 안동농협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재배보다 의무와 인센티브가 강화된 약정조합원제

도를36) 운영하여 품질 보증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하성근 과장은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

하여 이렇게 설명한다.37)

우리농협은 은행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전 직원들에게 10여명의 약

정조합원을 배정하고, 계약재배하는 백진주, 콩, 생강 품목에 대해서 필지 확인과 작

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말도 반납하고 논과 밭을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본 약정조합원들은 재배하는 농작물에 더욱 정성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면담을 통하여 농약, 비료, 토질, 퇴비 등을 조사함

으로써 생산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 예를 들어 요즘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문제 또는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게 이야기해주면,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농협이 없다는 듯 말

35)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장기섭 과장, 2017.9.13 인터뷰

36) 이에 대해서는 황찬영, ｢敬의 농업 정착을 위한 약정조합원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21세기 인문가

치포럼�, 21세기인문가치포럼 조직위원회, 2014, 123~134쪽 참조. 이에 따르면, 약정조합원제도 참여 이

유에 대해서는 (1)안정적인 판로 확보, (2)높은 가격 확보를 들고 있다.

37) 안동농협 본점 지도과 하성근 과장, 2017.09.19.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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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직접 보여주면 관리원 직원들이 두 말 하지 않고 돌아갑니

다. 생강의 경우 사업 초기 선별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진행하여 약정조합원들

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재배 전 과정

에 많은 정성을 들여 엄격한 수매기준을 잘 지켜 품질 좋은 생강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작물 계약재배, 나아가 약정준수형 조합원이 얼마나 약속이행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객

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농민들은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협의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가

운데 수시로 작황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는 전국에서 안동농협처럼 하는 곳이 없다”면서, 농협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작황 실사

는 농산물의 재배과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제도로 평가된다고 한다.38)

<사진> 농협 직원들의 작황조사 출장복명서39)

38) 이에 대해서는 안동농협 본점 지도과 하성근 과장의 인터뷰(2017.09.15.)에 근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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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민에게 참된 마음으로 약정준수를 실천하도록 하는 농협, 그래서 농협이 생산과정

에 대해 보증을 서는 가운데 농산물을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참된 마음으로 판매하는 농협

의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마음으로 농업에 정성을 기울이는 ‘경의 농업’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의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생산자가 농협을 믿고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농협 또한 믿을 수 있는 농민들로부터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매하게 되며, 소비자는 참

된 농산물을 합당한 가격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호 신뢰의 구조를 갖춘 것이다. 앞서 

경의 자세는 참된 마음으로 ‘나와 너를 대등하게 존중하는 자세’라고도 하였다. 농민과 농

협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니 농산물의 품질보증도 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까지 모두 신뢰

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농업 생산과정에 대한 다중 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경의 농업’ 실

천을 말해준다. 즉, ‘착하고 참된 생산과정’을 정성스럽게 구축하는 것이 ‘경의 농업’이다.

농산물 재배과정에 작동하는 경의 자세는 백진주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안동시와 안동

농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생명의 콩, 그리고 안동생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농산가공품 개발 또는 판로 개척에 실천된 ‘경’

  1) 백진주막걸리, 안동생명콩 두부, 안동생강

백진주쌀을 비롯하여, 백진주막걸리, 안동생명콩, 안동생강 등에 대한 농산물 판로뿐만 

아니라, 가공품으로 개발하는 과정과 그에 이은 판로 개척 과정에도 숨은 공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장기섭 과장의 이야기다.40)

농산물에 처음으로 ‘경의 농업’을 표방한 것은 백진주쌀입니다. 무농약 백진주쌀의 

경우 이유식 쌀에 적합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기쌀로 상품화를 해보고자 ‘베이비 

페어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샘플과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

력했고, 일반 백진주쌀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 가판 홍보와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등

을 대상으로 샘플과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백진주쌀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면

39) 안동농협 본점 지도과 하성근 과장, 2017.09.16. 제공. 

40)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장기섭 과장, 2017.9.13.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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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백진주쌀의 홈쇼핑 직접판매와 안동간고등어, 남안동농협 고춧가루의 홈쇼

핑 추가구성품 등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의 

농협 유통매장에 입점하고자 판촉행사와 샘플 및 전단지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여 짧

은 기간에 많은 판매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최종 입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

양한 노력의 결과 백진주쌀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

다. 호주 현지 소비자는 주로 교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택배 판매는 전화주문과 안동농협 홈페이지 쇼핑몰을 통해서

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하면서 금년 6월 말에 인터넷 오

픈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다방면의 홍보 및 판촉활동으로 인터넷과 전화주문을 통한 

택배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강의 경우 기본적인 전처리 작업을 통한 상품화로 원물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원

물판매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생강차를 상품화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 농업’과 경의 농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이롭게 하자는 뜻으로 

‘공경할 경’에 ‘이로움’을 더해 ‘경이로움’을 브랜드화 해보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농약 백진주쌀에 대해서는 아기들의 이유식 쌀로 홍보한다는 점, 직원들이 발로 뛰면

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는 점, 안동농협 농산물에 대한 인터넷 주문 고객, 전화 주문 

고객, 택배 고객 등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심지어는 백진주쌀을 호주에 수출까지 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이는 적재를 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좁혀서 

상호 이득이 되는 ‘착하고 참된 생산·유통구조’를 만든 것인 바, 그 과정에는 농협 직원들

의 많은 정성과 노력이 깔려 있었다고 하겠다. 

안동생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종강 가격을 낮추고,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실제로 농

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선하였다. 영농지원센터 권윤혁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41)

전에는 수입산(중국산)에 의존해서 생강종자를 취급했습니다. 2015년부터 국산생

41) 안동농협 영농지원센터 권윤혁 과장, 2017.9.13.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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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저온창고에 저장을 해서 종자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산 종자는 관세가 

높다보니 관세만큼 농가의 부담이 컸는데 국산을 취급함으로써 종강의 가격이 인하

되었으며, 생강재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게 되어 보람이 컸습니다. 중국산 종강

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재배해서 생산된 생강이라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생강 종자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들어 올 때 검역을 통해서 통관이 안 되는 경

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가 파종시기에 맞춰서 종자

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맞춰주면 문제입니다. 일년 농사의 

성패가 달린 거니까요. 그래서 2015년부터 국산 종자를 파종할 수 있도록 저장기술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를 유통센터에 지어 놓고, 월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없었으면 조합원들은 수확한 물량을 한꺼번에 홍

수 출하하게 되어 유통업자들에게 헐값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물량 조

절이 가능하니 가격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동농협에서 중국산 생강을 사서 재배한 국산 생강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상인

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던 유통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생강을 재배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하는 방식은 상인들의 횡포를 물리

치고, 수급안정을 꾀한 것이다. 게다가 “농업인 실익증진과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생산

자단체로 농업인을 대표하여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실현하여, 세제혜택을 보았다”고 한다. 

이 역시 농협이 주도하여 ‘착하고 참된 생산·유통구조’를 조성한 것으로서 ‘경의 농업’의 

취지를 실천한 것이다. 

다음으로, 백진주쌀막걸리 개발의 아이디어를 낸 농산물유통센터 임재혁 장장이 들려주

는 막걸리 개발과정은 이렇다.42)

(진술1) 백진주쌀막걸리 개발에 대해서는, 쌀 소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냈구요. 

쌀을 원물만 팔아서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공품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발생되면 추후에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통경로를 

다변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막걸리 600ml 한 병에 쌀이 100g 정도 들어

가고, 750ml 한 병에 120g 쌀이 들어갑니다. 그게 밥 한 공기입니다. 보통 요즘 사

람들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밥은 세 공기 네 공기 먹기 힘들지만, 막걸리는 세 병, 

42)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임재혁 장장, 2017.9.15.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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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병 드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쌀 소비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회곡막걸리

가 안동에서 인지도도 있고,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니까, 좋은 쌀과 좋은 기술

이 만나서 (쌀막걸리 만들면) 홍보하고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600ml

에는 쌀이 100g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12%가 쌀입니다. 2016년에 백진주쌀을 3,000톤 

생산했습니다. 그 가운데 1/15 정도가 막걸리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진술2) 다른 막걸리와 쌀 함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 막걸리가 일단 맛은 뒤끝이 좀 깔끔하고 아침에 숙취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막걸리 같으면 혼합쌀을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식품이 좋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하잖아요. 단일품종의 쌀로 막걸리 만드는 거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

으로도 단일품종 쌀 막걸리로는 유일합니다. ‘막걸리 페스티벌’에 참석해보니 다른 

곳의 막걸리는 아스파탐이라는 합성감미료가 들어가 단맛이 많이 났었습니다. 찹쌀

이 약간 단맛을 내는데 백진주쌀이 찹쌀과 멥쌀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

반쌀 막거리보다 단맛이 진하고, 회곡양조장에서도 합성감미료를 쓰는 걸 별로 좋아

하지 않아 백진주쌀 막걸리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에 비해서 합성감미료

가 1/30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회곡막걸리도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아

스파탐 함량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잘 모르나 막걸리 제조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스파탐이 첨가가 조금 되었으나, 막걸리 

붐이 일어나면서 일본에 수출하고 할 때 현지인들 입맛에 맞추다보니 달게 만들어졌

고 그 이후에는 소비자 입맛 때문에 다시 낮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술3) 백진주쌀막걸리가 나오는 데까지 7~8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백진주쌀막걸

리는 OEM 방식이나 판매자가 안동농협이 아닌 회곡막걸리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

니다. 유통은 회곡양조장 대리점을 통하고 농협매장에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농협으로 할 건지, 회곡으로 할 건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만, 술은 세금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OEM 방식으로 할 수 없었고, 출자를 해서 막걸리 생산하게 되면 회곡양

조장에서도 농협에서 지배권을 갖게 될까봐 염려를 하게 돼서, 회곡막걸리 상표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협의와 확인할 절차가 있어 7~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진술 4) 농협직원들은 부서 간의 벽을 넘어서 협조하는 자세로 일합니다. 백진주 

쌀막걸리를 만들자고 했을 때도 직원들이 너무 적극 동참하고, 지금도 홍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미션이 던져졌을 때 다 같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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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쌰 하는 열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진술1)을 보면, 백진주쌀막걸리는 백진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며, 쌀 유통경로를 

다양화 하기 위한 것이다. 안동농협과 계약재배해서 생산되는 백진주쌀이 2016년 현재 약 

3,000톤에 이르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지만 쌀 소비량은 늘어날 조짐이 없다면, 농

민들에게 지속적인 이득이 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에 대응하여 쌀밥은 많이 먹지 않

아도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백진주쌀막걸리가 개발된 것이다. 생

산농민에게는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백진주쌀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어

느 쪽에도 손해가 되지 않는 ‘착하고 참된 상품개발’ 방식이다.

(진술2)를 보면 백진주쌀이 가진 성분상의 장점을 살려서 막걸리 주조에 제대로 활용하

였다. 막걸리 붐이 일어난 이후, 합성감미료를 넣어서 모든 막걸리가 달게 만들어지고 있

는데, 백진주쌀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맛이 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중 막걸리에 비해서 

합성감미료가 1/3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백진주쌀에 대한 성분 분석과 실험을 꼼

꼼히 하고, 그것이 막걸리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장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분석

한 결과이다. 그냥 새로운 품종으로서 백진주쌀이 아니라, 그것으로 막걸리를 빚으면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간파하고 전혀 놓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경의 의미소 가운

데 주일(主一), 전일(專一)처럼 오롯함을 추구하는 자세와 같은 것이 전제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합성감미료를 훨씬 적게 넣고 빚었으니, 경의 정신이 개입된 

‘참되고 착한’ 막걸리가 되었다.  

(진술3)을 보면, 안동농협이 개발한 백진주쌀막걸리인 듯하지만, 안동농협은 백진주쌀을 

공급하고, 회곡양조장이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실제 백진주쌀막걸리 병 상표에 “안동농

협 백진주쌀로 정성껏 빚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제조원은 회곡양조장으로 되어 있

다. 이 막걸리 개발과정에서 안동농협과 회곡양조장 사이의 협약 조율 과정이 다소 길었

던 모양이다. 주목되는 점은 거대자본인 안동농협이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회곡양조장이 했다는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안동농협은 백진주쌀막걸

리 생산 형태를 놓고 회곡양조장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듯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상대

를 존중하는 자세이며, ‘착하고 참된 마음’으로서 경의 덕목으로 이해됨직하다. 

(진술4)에서는 앞서 조합장이 들려준 바와 같이 “조직은 하나다”와 같은 안동농협의 조

직문화를 말해준다. 이런 경영방식은 ‘동양적인 종합적 사고’다. 종합적 사고란, 한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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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진맥 하나로 종합진단을 하는 것이지, 서양병원처럼 과별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부서에서만 좋다는 것으로써 농업과 농민과 농협이 소비자와 함께 갈 

수 없다. ‘경’의 덕목도 특정한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참됨을 향한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의 활

동, 농협의 참된 참여가 만날 때, 비로소 좋은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

와 온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 

  2) 안동생명콩 두부

콩나물을 기르고 두부를 만드는 데 쓰는 백태는 전국에서 안동이 최대 산지라고 한다. 

안동생명콩 브랜드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그랬다. 지역에서는 콩을 유통업체에 넘겨주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콩 가격은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가 싼값으로 

결정을 다 해버린다. 그래서 안동농협에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안동생명콩 두부 공장을 

설립했다.   

안동생명콩 두부를 좋은 품질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기존의 유통망을 헤

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제는 안동생명콩 두부는 명성과 더불어 안정적

인 공급망이 확보되었다. 이에 대해서 식품사업소 전임 정오윤 장장의 이야기를 들어보

자.43)

     

(진술1) 안동시라는 지역명에다가, 콩이 우리 몸·식단·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품목

이라 생명을 더해 ‘안동생명콩’이라는 명칭을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휘동 시장이 

계셨는데, ‘콩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콩 떡국도 개

발하고, 콩 주산지인 서후면 대두서를 ‘콩 특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부공장도 특구에 맞춰 대두서에 지으려 했는데, 부지확보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의 자리(송천동)에 짓게 되었습니다.

(진술2) 우리 농협이 두부공장을 지을 무렵에는 풀무원, CJ, 등 대기업들의 진입장

벽이 높은 상태였고 농협 마트매장에도 대기업과 지역의 기존 두부 생산업체가 생산

한 두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1년 정도 시중 유통망 중심으

43) 안동농협 공판장 정오윤 장장, 2017.9.15. 인터뷰.



110

로 판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급하게 선회한 것이 학교 급식 시장이었는데, 학

교 급식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매출이 매년 10억씩 상승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기반을 잡으니까 가동률이 상승했고 이어서 식품박람회 쪽으로도 추진하였습니다. 

원료가 좋아서 맛과 품질도 좋았기 때문에 대기업 OEM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서 현재 연 매출이 75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콩 가공사업은 지역의 콩 소비와 콩 

가격 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술3)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콩 작황이 안 좋아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생산한 콩 수확량이 줄어들면, 안동시 관내 농협에 협조를 구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건 영업의 문제인데, 안동 콩은 

일단 품질이 괜찮고 오래 둬도 품질과 함수율이 떨어지지 않아 좋습니다. 예전 풀무

원에서는 안동 콩을 맨 나중에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두어도 수분함

량이 별로 줄지 않는 장점 때문입니다. 우선 두부를 만들 때는 단백질을 추출하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이 좋은데 웬만한 공장은 대원(콩 품종)을 사용합니다. 

안동지역에서는 거의 100% 대원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술4) (콩 재배 관리법은 무엇입니까?) 종자는 보통 정부 보급종을 쓰는데, 정부 

보급종을 받지 못하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의 콩을 받아서 씁니다. 안동생명콩 두부

는 원료로 사용하는 콩의 품종이 단일 품종입니다. 지도과에서 계약재배하면서 영농

일지도 작성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작황조사도 실시합니다. 안동생명콩은 약정조합원

이 4년 단위로 약정을 하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재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약정사항을 잘 준수하고, 콩 가격이 비싸더라도 다른 데 팔지 않고 전량

을 안동농협에 공급합니다. 두부를 먹어보면 구수한 맛이 나는데, 원재료가 좋으면 

가공식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품질면에서는 대기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풀무원 두부 달라고 했는데 안동생명콩 두부를 갖다 주면 받아준다

고 할 정도이니까요. 

(진술5)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저는 7년간 식품사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품질과 

농협이라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먹어 보고 “맛있네! 이거 한번 

써봐야겠는걸”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월급쟁이지 않습니까? 제 주머니

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법을 부리지 않고 기준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자

꾸 신뢰가 쌓여 가면서 이렇게 학교급식에서도 안정적으로 재구매를 해주십니다. 영

양사 학술대회라던가 교육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두부를 따뜻하게 데워서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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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썰어 놓기도 하고 시식을 시켰습니다. 처음 두부를 만들었을 때에는 안동 시청

에서 각 부서별로 돌면서 시식을 했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샘플 들고 가서 직

접 맛도 보이고, 한 모씩 드리기도 하면서 “집에 가서 드셔보십쇼.”라고 하였습니다. 

조합장님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며 가십니다. 직원이 갈 자리가 있고 또 조합장님이 

가시면 일이 쉽게 풀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전국 영양사 임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는 조합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시식도 권유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보여주기 위

한 면도 있지만, 그 효과도 컸습니다.

안동시와 안동농협이 관산협력 방식으로 안동생명콩을 개발했다는 (진술1)은, 지역 행정

기관과 상호관련성 속에서 농협이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서 기여하는 

지역공동체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공존공영의 논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관련된 상대를 

인정하고 더불어 가는 ‘착한 마음’으로서 경의 자세와 닿아 있다. (진술2)는 새로운 공급처

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난항을 겪다가 학교급식 시장이라는 돌파구를 찾기까지 1년 동

안 고민하고 애를 먹었다는 사실은, 노력과 좌절, 그리고 다른 시도의 연속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 과정에서 거듭된 정성을 오롯하게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성껏 노력했더라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었던 근거가 충분하였다. 즉, (진술

3), (진술4)에서처럼 품질이 우수한 콩을 쓸 뿐만 아니라, 안동생명콩의 경우 약정조합원

이 재배하여 공급함으로써 생산과정과 품질의 안전성에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진술5)를 보면 생산한 가공식품을 홍보할 때 필요하다면 조합장까지 발 벗고 나서는데,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가 주목을 끈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

누느냐에 따라서 수용하는 자세와 감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최고경영자가 

직접 하는 설명과 설득은 상대를 훨씬 예우하는 것이다. 경의 경영을 표방한 조합장이 경

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더 참되고 선한 경의 마음일 수 있다. 

4. 조합원과 안동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의 ‘경’

안동농협에서는 신용사업에서 언제나 고객을 공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고 실천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세심한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데서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존중해주는 의식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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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 

조합원 가족, 기타 일반인을 위한 지원 또는 환원사업에 2016년의 경우에도 49억원을 지

출하였는데, 이 속에는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2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44) 별도의 참여자 부담 없이 진행되는 교육지원사업 가운데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원로대학 운영의 ‘경’

안동농협 원로대학은 65세 이상 조합원과 조합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프로그

램이다. 금년도에 18기를 교육하고 있는데, 기수별로 80명씩 배출하고 있는 매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점 지도과 장옥희 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45)

(진술1)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우해드리는 교육사업이 원로대학입니다. 원

로대학은 인기가 많아서 공개로 추첨합니다. 어르신들은 평소에 가실 곳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이시거나 노래 교실에는 많이 오시지만 일반 교양 프로그램

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안동농협 원로대학에 들어오시면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것 외에는 결석이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10~12시에 하는데 

9시 반 정도 되면 다 오셔서 커피도 타 드리고 안부도 묻곤 하죠. 

(진술2) 매번 개강을 하기 전에 어르신들께 조합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말씀드

립니다. “1973년 8월 2일이 안동농협 창립일입니다. 그 당시 아주 작고 작은 농협이 

전국 최우수 농협이 되어서 대도시 농협에서 벤치마킹 옵니다.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고의 농협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내가 이 농협을 이

렇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이마트가 와도 ‘내가 이 농협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께서 이만큼 해서 안동농

협이 전국에서 이만큼 되었다”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듯

이 안동농협 부모님은 원로대학 어르신들이다”라고 저희는 늘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절에 “옛날에 돈 없어서 매상 댈 때 강제로 출자를 했다”는 이야

기를 하면 박수를 치시며 맞다고 하시고. 그분들의 경우 농협을 이만큼 키워놨다는 

44) 안동농협 경영감사실 신정숙 실장, 2017.8.29. 인터뷰

45) 본점 지도과 장옥희 과장, 2017.9.16.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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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이 엄청 크십니다.

(진술3) 원로대학에 대해서는 평이 정말 좋아요. 다른 농협에서도 원로대학을 운영

하고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은 수료할 때, 모친들은 거의 울지요. 조합

원이나 조합원 가족 중에 65세 이상만 올 수 있습니다.(조합원이나 조합원가족이 아

닌) 일반인이 다니고 싶다고 찾아오지만 우리가 양해를 구하죠. 우리 조합원들도 (지

원자가 많아서) 추첨에서 떨어지는데. “내가 조합원이니까 원서를 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원로대학 동창회원이 1,400~1,500명 정도 

됩니다. 수료한 후에도 어르신들께는 공연이나 좋은 행사가 있으면 구경 오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이지 안동농협 원로대학은 노동능력이 있을 때 조합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게 섬기고, 예우도 해드리고, 무료한 시간을 보람 있는 시간으

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진술1)에서처럼 결석자가 없고, 강의 시간 30분 전에 다 도착하

는 것이다. 더욱이 (진술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우해드리는 방식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가족들로부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수고했다는 인사를 받듯이, 안동농협을 

위해서 조합원이 과거에 노력하고 봉사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공로를 치하하고 존중하는 

자세이다. 이것은 “조합원의 동참과 노력 없는 안동농협의 성공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

는 것으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자기 존재 의의를 생각하는 정신이다. 그래서 

(진술3)에서는 원로대학이 워낙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추첨을 해서 선발할 정도이고, 

자격 없는 일반인들까지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하니, 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봉사와 예우하

는 자세가 세인을 감동시킨다는 뜻이다. 가히 경의 자세로 농협을 경영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2) 여성대학 운영의 ‘경’

안동농협 여성대학은 안동농협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

까지 31기에 걸쳐 기수별로 80명씩 배출하고 있다. 장옥희 과장은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

대학 총동창회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46)

46) 본점 지도과 장옥희 과장, 2017.9.16.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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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1) 저희 지역문화복지 활동은 대상자가 조합원,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포함됩니다. 현재 여성대학은 운영한지 31년째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농협

의 특성, 농협의 의식이나 농협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농협이라고 하면) 금융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여성대학에 들어오면 신

용사업은 농협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수료 할 때 쯤 되면 알고 가십니다. 대부

분의 참가자 분들이 금융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안동농협에서 파머스마켓 하고 

수입구조 좋은 쪽으로 사업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만이 아니니깐) 농

협을 이해시키고, 농업, 농촌에 관해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사진이나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등을 통

해서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많이 바뀌더라구요. 수료 후에는 여성대학 총동창회원으

로 활동합니다.

(진술2) 2017년 9월 12일에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대학 총동창회 한마음대회를 개최

했어요. 회원들은 마인드가 있어야 참여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배출된 수료생 약 

2,600명이 참여 대상인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내빈들

이 조합장님을 부러워하시고 가셨어요. 여군부대라고 할 정도로 (일사분란하게 움직

였다는 뜻인 듯). 

(진술3) 어린이날마다 백진주쌀로 밥을 해서 김밥, 떡, 식혜를 나눠 주는데 3,000

인분을 합니다. 여성대학 봉사자들이 나눠 주면서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현충일에는 떡메치기 체험에도 참여하고요. 여성대학 수료 시 소감에서 보면 ‘평상

시 파머스마켓 농산물이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울 때나 비 올 때나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자면 떡메치기 만큼이나 힘이 들겠구나’라며 우리 농산물을 소

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진술4) 2017년에도 9월 30일 양로연(養老宴)을 개최합니다. 안동시에서 어르신들

을 모시고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양로연을 개최하는데, 우리 농협과 여성대학 총동창

회가 함께 참여한 지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100분께 각각 1인상

(외상)을 올리는데 그 상을 준비하는 걸 저희가 합니다. 음식비용은 안동문화원에서 

나오지만, 수입 농산물을 전혀 쓰지 않고 밤 늦게까지 손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립니다. 상을 올리는 여성대학 수료생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일을 합니다. 어르신

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노인절에 많이 하는데 올해는 추

석 연휴가 길어서 며칠 앞당겨 웅부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그 전에는 다른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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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곤 했는데, 저희(여성대학 총동창회)가 하고 나서는 계속 저희에게 의뢰하고 있

습니다. 

(진술5)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비스, 몸부

조입니다. 몸부조 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로연인데, 정성들

인 상을 올리기 전에는 공수하여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민속한마당 

축제라고 전국 유일의 여성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4월 넷째 주 토요일에, 문화원과 

안동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리 봉사원들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부침개를 부치고 막걸리를 드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낙동강 둔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달집태우기 봉사

에 참여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국수 삶아 드리는 걸 저희

가 하고 있습니다. 

(진술6) 여성대학 수료 후에는 복지시설에 봉사를 많이 가는데, 김치 담그는 일을 

합니다. 애명복지촌, 아네트의 집, 성좌원 등에 봉사를 나가는데, 조를 편성을 해서 

셋 째주 금요일에 방문합니다. 

(진술7) 이런 봉사자분들도 처음에는 나도 내 집에 일이 있는데 안 나오면 눈치 

보이고 나오면 고달프기도 해서 참여를 미루시다가, 그래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

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총동창회장님 같으면 경

북에서 안동농협 그러면 대단하다고 그럴 정도로 어딜 가도 자랑합니다. 본인들도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칭찬보다 못하려고 하지는 않지요. 조합장님 또한 그 분들

께, 조합원 아닌 우리 회원(여성대학 총동창회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노고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진술8) 본인들 스스로 여성대학을 수료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 행사[여성대학 한마음대회]” 이 행사는 농협직원들이 하는 행사

가 아니라 여성대학 수료생들이 오늘 하루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화

합이 정말 잘됩니다. 앞에 일하시는 (임원)분들이 계셔서 여성조직이 이렇게 체계적

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 전 며칠은 하루 종일 연습하고, 전날은 실내체육관

에 10시에 와서 6시까지 연습하고 챙기고 또 멘트 연습도 하고 가십니다. 농협 직원

만 ‘경’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도 “(경의) 물감이 옷감에 스며드는 것 같다”는 생

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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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여성대학 수료생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의 전형이다. 장옥희 과

장의 (진술1)부터 (진술8)까지를 보면, 여성대학 총동창회원으로 움직이는 봉사활동이 대

단할 뿐만 아니라, 회원 약 2,600명 가운데 1,800명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것만 

봐도 참여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신정숙 경영감사실장에 따르면 “여성대학 교육 

수료 후에 농협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는 더 깊이 있는 참여자 면담조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

도 이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이 놀랍다. 양로연을 비롯한 행사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과 같이, 타인을 공경하

고 예우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는 것은 ‘경’의 덕목에 체험으로 다가간 

것이 아닐까 한다.  

  3) 다문화가정과 탈북이탈주민 지원의 ‘경’   

안동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안동농협도 다문화지원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의 업무를 하는 기관과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장옥희 과장은 다문화가정 지

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심스레 이야기한다.47)

(진술1) 다문화 정착 지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빨리 한국에 정착하

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동농협은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에게 한국어 위주로 단계별로 15~20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안동농협에서 단독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동에는 6개의 지역농협이 있고 각각 관할 구역이 있

어 다른 농협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다문화지원지센터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진술2)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농업교육은 농가에서 농사짓는 농주모(農主母) 회원 

일대 일로 농협중앙회에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만 다문화 여성들이 농촌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은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습니다. 모국방문지원과 합동결혼[6쌍]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시

47) 본점 지도과 장옥희 과장, 2017.9.16.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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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 하지만 집에서 협조해줘야 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나쁜 물이 들까봐 시부모나 

남편의 협조가 부족합니다. 다문화 교육할 때 직접 그 집에 찾아갔는데, 지금은 신

청서를 낼 때 배우자 동의서를 같이 받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밖에 나와서 내

가 살고 있는 삶이 같이 이주해온 친구들과 비교 되었을 때 가정불화가 생기는 것입

니다. 그로인해 파탄이 되는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진술3) 다문화여성대학 학생은 택시로 등하교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부모

님들도 농협을 믿게 되고, 남편하고 같이 하는 숙제도 내줬더니 조금씩 친해지게 되

고 농협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차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거리가 가까운 친

구들도 있어서 본인들끼리 다니기도 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넣도록 가르치는데, 문자가 틀리면 우리가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진술4) 한국말을 8년, 9년 공부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

원해줘도, 지금은 2세대가 문제인데요. 1세대는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기 위

해 교육했는데, 2세대 교육이 잘 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엄마가 해

야 할 역할을 잘 못하니까 2세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커서 엄마한테 물

어도 모르니 자녀세대로부터 다시 소외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국민들도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문화지원 할 때 보니까 ‘차별과 차이를 구분 못하는 우리 

사회구성원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 베트남어로

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어는 아직 미숙해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협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큰 힘이 되지는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인간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혹여 다문화여성들의 마음

을 다치게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진술 5) 농협 정서 자체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다보니까 다문화가정에도 

쉽게 가깝게 되는 편인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농협하고 비교하니까 사실 비교할 대

상이 아닌데도 그들은 농협에 심정적으로 더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문화지원

센터에서 힘이 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파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문화교

육 강사는 한국어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센터에서 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

는 부분은 교육 부분이고, 농협에서 하는 건 ‘정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

니다. 우리 농협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문화가정조차도 다문화지원센터보다 안동농협에 더 기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바탕이 되는 힘은, (진술1)의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진술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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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3)에서처럼 안동농협이 다문화가정 가족들에게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주고, (진술

4)와 (진술5)에서처럼 교육 못지않게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정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 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항으로, 여성대학 수료생들과 다문화가정 여

성들 사이에 ‘친정어머니 맺기’를 하여 여성대학에서 그녀들을 딸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

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안동에 의외로 많은데, 연말에 민주평통과 함께 

공동행사를 가진다고 한다.48)

이러한 활동은 모두 도구적·기능적 지식보다는 인간주의적 감응이 우러나도록 하는 것

이란 점에서, 지식을 심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사회와 문화에 제대로 적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과 공부, 

이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마음공부이고, 마음공부를 인간적인 정서로 접근하려는 자세에 

‘경’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4) 기타 사회공헌 활동의 ‘경’ 

안동농협 직원들이 직접 하거나 여성대학 수료생들이 동참하여, 안동농협에서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매우 여러 가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고 신정숙 경영감사실장은 말한다.49)  

2017년도 ｢농축협윤리경영대상｣ 선정을 위한 안동농협의 공적조서를50) 보면 참으로 다

양한 지역봉사활동을 하여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일부라도 예로 들어 보자. 

원로 조합원 효도 큰잔치, 농촌지역 경로당 행복나눔이 봉사활동, 농촌지역 무의탁 

노인들 반찬 만들어주기, 농한기에 동네로 찾아가는 노래방, 장애인 지원 활동, 어린

이 금융교실 운영,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농협이동상담실 운영, 마늘·양파 수확 일손 

돕기, 농업·농촌 이해 증진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 화재 피해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떡국 나누기, 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여성의류 바

자회, 농촌사랑 의료지원, 북한 이탈주민 송년의 밤 행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보

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도난예방경보기 지원 등 

48) 안동농협 경영감사실 신정숙 실장, 2017.8.29. 인터뷰

49) 안동농협 경영감사실 신정숙 실장, 2017.8.29. 인터뷰

50) 안동농협, ｢농축협 윤리경영 대상｣ 공적조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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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장선상에서 본점 지도과 장옥희 과장이 들려준 이야기도 주목된다.51)

농협의 경 사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로, 농촌인 서후와 남선 지역 중 

10동네를 선정하여 경로당 청소, 간식 만들어 드리기를 한 달에 2번씩 나가고 있습

니다. 냉장고 청소, 창틀, 바닥을 닦고요. 한 번 갈 때 5명씩, 한 경로당 2회에 10명

씩 갑니다. 일 년에 100명 정도는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반응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식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깨끗하게 청소해주죠. 

화장실 청소 하죠. 2~3개월에 한 번씩 음식도 해드립니다. 사례 발표를 할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조는, “안동농협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

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도농협>을 2020 비전으로 삼아 

‘경의 농업’, 정도경영, 상생협력, 녹색가치, 사회공헌을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실천해 왔다”

고 되어 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축협 윤리경영 대상｣ 최종 심사 결과 안동

농협이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농협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안동농협이 평

소에 다양한 복지, 사회공헌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동농협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각별히 생각하는 한편, 조합원에 한

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상생하고 공영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바, 이렇게 ‘따

뜻한 마음’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싶다. 이런 봉사활동은 ‘참됨과 착함’의 가치를 향하여 

성심성의껏 노력한다는 점에서 ‘경의 경영’이라고 하겠다.

5. ‘경의 농업’ 실천 사례 종합 진단 

안동농협이 참된 목표로 추구하는 경영철학은 농업을 기초로 하는 ‘농민·농협공동체’ 구

축이 핵심인 것 같다. “농민과 농협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인식은 농민과 농협이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나와 너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사상”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농민과 농협이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

51) 안동농협 본점 지도과 장옥희 과장, 2017.9.16.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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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협이 농민을 존중하고 섬기며, 농민은 농협을 자신들의 농심(農心)을 구현할 수 있

는 협력체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농민·농협공동체’ 성립과 운영의 토대는 농협직원의 공동체적 업무 수행에 있는 것 같

다. 농협직원들이 공동체적 방식으로 부서간 업무경계를 줄이고 농협이 추구하는 사업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도록 경영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견을 던져 놓고 일주일, 중요

한 건 한 달 던져 놓고, 의논한 것을 충분히 다 들어서 최종 결정은 조합장이 한다.”는 조

합장의 말은 안동농협의 업무추진 방식이자, 경영방식을 잘 전해주는 말이다. 

지역사회

농업

농민ㆍ농협 공동체

<그림 2>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민·농협공동체’ 

그리고 약정조합원제도나 계약재배의 경우에도 “과연 농민이 ‘참된 마음’으로 계약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농협 전 직원들이 들판으로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대목에서는 농산물 품질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농민도 살고, 농협도 살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경영을 구현하는 것이다. 농협의 전 

직원들이 부서와 무관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의 농업’을 

공동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안동농협은 지역주민들까지를 농민·농협공동체 속에 수렴하고 있다. 이런 

경영방식 속에서 2012년에 ‘경의 농업’이 선포되어 ‘농민·농협공동체’가 더 공고한 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정점에는 조합장의 솔선수범이 있고, 전 직원들은 이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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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안동농협이 추구한 ‘경의 농업’ 실천에 대하여 성글게나마 진단한 내용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생산과정에 실천된 ‘경의 농업’은, 양질의 농산물,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

하여 꾸준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되, 이를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입증한다는 점이다. 무

엇보다 일반적인 계약재배의 차원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는 약정조합원제도에 따라 재배하

는 양질의 농산물을 중시하고, 농민 조합원에 의한 약정 실행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농협직원들이 직접 해당 필지로 나가서 작황을 확인하여 보고서를 쓰는 방식은 ‘경의 

농업’이 지향하는 자세다. 선한 마음, 참된 마음으로 농민과 농협이 신뢰하여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좋은 가공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산가공품 개발과 판로개척에 실천된 ‘경의 농업’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

는 우수한 농산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철하게 정성껏 노력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상품 공급망을 뚫고 들어가기 위하여 시식회, 시음회 등의 제품홍보행사를 다방면으로 갖

고 관계자나 소비자가 경험적 판단을 통하여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에서 

돋보인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양질의 농산물

을 생산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깊은 애정을 가

지고 동참하도록 하는 농민·농협공동체적 경영방식으로서 ‘경의 농업’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결실은 ‘착하고 참된 생산·유통구조’ 조성이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는 판촉과 

홍보는 소비자를 지극하게 존중하는 자세다.

셋째, 안동농협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에도 착함과 참됨을 바탕에 

깔고 있는 존중의 경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성과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안

동농협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사회 환원을 해주고 있다. 무슨 이득을 바라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셈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안동농협을 

사랑해준 마음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것이다. 경사상의 전제로 설정된 선

한 마음, 참된 마음이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로 향하여, 그들을 직적접·간접적으로 존

중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농협은 영농지도, 구매, 판매 담당 부서가 의견을 잘 조율하여 충돌을 최소화함으

로써, 사업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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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책임자들이 조합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합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세 부서가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

다. 세 부서의 의견이 일치할 때라야 사업으로 실행됩니다.”라는 영농지원센터 권윤혁 과

장의 이야기는 이를 잘 입증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것이고, 양질의 농산물

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농협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사람·농작물·조

직을 차별 없이 존중해주는 의미다. 경 사상에서 말하는 ‘물아일체’, ‘물아합일’과 같은 의

미가 담긴 업무처리라는 평가가 가능할 듯하다.

다섯째, 실제로 안동농협이 ‘경의 농업’을 추구하면서 이룩한 성과는 크게 (1) 착하고 참

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를 만든 것이며, (2)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

께 존중하는 분위기와 체제를 조성한 것, (3)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공헌 활동을 통하여 

신뢰받는 농협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아직도 경의 농업은 진행형의 과

제이다.  

여섯째, ‘경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종합해서 보면, “농협은 수익사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원가경영을 추구합니다. 은행은 고객을 돈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농협은 고객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적으로 예우합니다.”라고52)

하는 평가에 ‘경의 경영’ 성과가 집약되어 있는 듯하다. 큰 틀에서 농협은 신용사업을 통하

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신용사업에서도 고객에게 인간적으로 예우하고, 그 밖의 다양한 사

업이나 프로그램은 거의가 농협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뜻이다. 물론 수

익사업 부문과 사회공헌사업 부문의 금액을 비교해보지 않고, 안동농협이 얼마나 원가경영

에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적어도 안동농협은 지역주민

들을 위하여 수익금의 사회환원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직원들과 농협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은, 안동농협이 ‘윤리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봉사활동을 평소에 너무

나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데서도 뒷받침된다. 윤리경영과 ‘경의 경영’은 사실상 상통한다. 

왜냐하면 ‘참됨과 착함’의 토대 위에서 인간적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경영이기 때문이다. 

52) 안동농협 경영감사실 신정숙 실장, 2017.8.29.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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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온고지신의 ‘경의 농업’ 실천 방향

1. 삶의 가치를 담은, 역사 속의 ‘경의 농업’

‘경의 농업’ 실천 방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경의 농업’에 관한 맹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자.53)

첫째, 조선전기에 국가에서 어떤 태도로 농업을 장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세종대왕 때 

편찬된 최초의 관찬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 서문에 중요하게 보인다.  

세종대왕께서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농사직설�을 엮었는데, “농자천하국가지대본

(農者天下國家之大本)”이라 했습니다. 예부터 성왕이 이에 힘쓰지 않은 이 없었으니 

순임금이 구관십이목에 우선적으로 의논함이 식량이라. 나라의 큰 제사의 제수나 백

성을 양생(養生)하는 자원이 이것이니 이를 제외하면 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

(중략)… 이에는 농사 이외의 잡된 타설(他說)이 섞이지 않았고 곧고 간결한 내용을 

엮는 데 힘썼으므로, 산야지민(山野之民:농민)이 효연히 알기 쉬울 것이다. 세종대왕

께서 이를 주자소에 보내심은 약간의 책을 찍어 중외에 배포함으로써 백성을 후생

(厚生)의 길로 인도코자 함이다. 신(정초를 말함)이 주나라의 시를 엿보건대 주 나라

는 농사위국(農事爲國)으로 팔백여 년이나 오랫동안 나라를 지탱할 수 있었다. 이에 

전하께서 이 나라 백성을 혜양(惠養)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농사를 장려하고 계시니 

어찌 후직(后稷: 주나라의 전설적 시조로 농경신-필자)이나 성왕(成王: 주나라 武王

의 아들로 나라를 잘 다스림-필자)의 정사와 같지 않다 하겠는가? 이 책이 비록 작

으나 이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클진저.54)

농업을 ‘천하국가지대본’이라 한 점, 나라에서 농사를 빼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점, �농

사직설� 반포는 백성을 후생(厚生)의 길로 인도코자 한 것이라는 점, 주나라는 농사위국

(農事爲國)으로 8백여 년 동안 나라를 지탱하였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가치가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세종대왕의 중농주의 정신이 담

53) 역사 속에 나오는 ‘경의 농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배영동, 앞의 글, 2015를 참조하여 손질한 것이다.

54) 이 서문은 정초가 1430년 �농사직설�을 완성할 때 쓴 것이나, 통상의 �농사직설�에는 없고 1982년 아세

아문화사가 농서 영인본을 간행할 때 �세종실록�에서 이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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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을 중시함으로써 “백성을 혜

양(惠養)하시고, 농사를 장려하고”라는 대목에서는 농민에 대한 사랑이 배어있다. 그러므로 

국왕이 농업을 통하여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대왕권 시대에도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세종대왕의 농민에 대한 애정은, 1438년 경복궁 안에 천문관측기구를 전시하는 과학관

인 흠경각(欽敬閣)을 설립하고, 농사짓는 백성들의 고충을 관리들이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흠경각 안에 �시경(詩經)� 빈풍칠월편(豳風七月篇)의 내용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한 사실

로도55) 뒷받침된다.  

둘째, ‘경의 농업’을 생각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책이 공주목사 신속(申洬)이 1655년

에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은 기존의 3종 농서(농사직설, 衿陽

雜錄, 四時纂要抄)과 송시열의 서문, 세종의 권농교문(勸農敎文), 주자권농문(朱子勸農文), 

신속의 발문(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서를 편찬하면서 세종대왕의 권농교문과 주자의 

권농문을 덧붙인 것은 ‘경의 농업’과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과학적 영농과 농본국가 체제를 확립한 세종대왕의 권농교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주문공(주자)은 남강태수가 됨에 방문(榜文)하여 인쇄하여 붙이며 백성에게 권하였

다. 쟁기질하여 거름흙을 뒤집고 계절에 따라 풀을 베고 씨 뿌리며 삼(麻)과 콩을 심

고 저수지를 보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되풀이하며 가르치되 빠짐이 없었다.

때로는 친히 지방 순시에 나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으니 대체로 이

리하여 자주 번거롭고 요란하였던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 글을 보면, 주자가 태수(고을 수령)가 되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일을 되풀이하여 가

르치되 빠짐없이 하였다는 점,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었다는 점은 놀랍다. 농

사짓는 일에 대해서 태수가 일일이 교육하고 점검한 사실만 봐도 얼마나 농업을 중시하고 

또 농사짓는 이치를 얼마나 성심성의껏 백성들에게 전파하려고 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아래의 주자 권농문은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의 모델이었던 주자가 권농을 하면서 강조한 

사항이라서 흥미를 끈다. 

55) 배영동, ｢궁중 내농작과 농가 내농작의 의미와 기능 : 궁중풍속과 민속의 관계를 생각하며｣, �한국민속학�, 

45집, 한국민속학회, 2007, 107~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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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농상에서 힘써 할 일이 앞에서 말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토 풍

속에는 저절로 같지 않은 데가 있으므로 오히려 몸소 가보지 않은 데가 있을까 두려

우니 널리 묻고 두루 찾아서 삼가 본분을 지키고 힘써 행하도록 하라. 다만 근로에 

지나침은 좋으나 나태함은 옳지 못하다. 전해오는 말에 민생은 부지런함에 있으니 

부지런하면 궁핍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경서에 이르기를 게으른 농민은 어리석지 않

다 자처하며 힘들여 일하지 않다가 마침내 논밭에 곡식이 없더라 하였으니, 이 모두

가 성현의 훈계임이 명백하다. 무릇 서민은 꼭 준행할 일이다.

  

농상(農桑)에 관해서, 널리 묻고 두루 찾아서 삼가 본분을 지키고 힘써 행하도록 하라는 

점, 백성들의 생계는 부지런함에 달렸으니 지나칠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라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극한 정성으로 농상에 임하라는 것을 말한다. 

송시열의 서문, 세종대왕의 권농문, 주자 권농문에는 모두 주자의 이야기가 거론된다. 

물론 단순히 농업기술상의 발전을 강조하는 이야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임하

는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경의 농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셋째, 상주와 안동 하회마을에서 집필된, 충효당 소장의 농서 �위빈명농기(渭濱明農記)�

에는 농사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서술이 있어서 매우 주목된다. 이 책은 서애 류성룡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과 그의 조카 졸재 류원지(1598~1674)가 편찬한 농서이

다. 책의 뒤에 류진과 류원지가 남긴 후기(後記)가 있는데, 먼저 수암 류진은 다음과 같이 

쓴다. 

나는 성품이 본래 주의가 부족하고 치밀하지 못하여, 일을 하는 데 있어 실질이 

없는 것이 많다. 그리하여 이것을 챙기면 저것을 놓치고, 하나를 얻으면 열을 잃어

버려서, 일 년 내내 이루어낸 것이 일 년을 버티는 데에 쓰기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스스로 나태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힘써 근실하게 일하여 먹을 것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팔짱을 

끼고 앉아서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수암 류진은 평소 성품이 치밀하지 못해서 되는 일이 없고, 잘 잃어버리고, 1년 동안 이

룬 것으로 1년을 버티는 데 쓰기도 부족하다고 자평하면서, 힘써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성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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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농사짓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성품을 겸손하게 평가하면

서, 나태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이

는 수양의 차원에서, 덕성 함양의 차원에서 농사에 임하려는 모습으로 느껴진다. ‘경의 농

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졸재 류원지는 이렇게 적었다. 

하물며 선비로서 하늘의 때를 잘 따르고 땅의 이로움을 좇아서 이로써 부모를 봉

양하는 것이 바로 효이다. 그것이 부자(공자)의 가르침이다. 전답에 나아가 일하고 

농사짓기에 힘을 쓰는 것을 실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득을 획득하는 데

에만 골몰하여, 자잘하게 부지런히 힘쓰면서 악착같이 영리에 몰두하면, 봉양의 공

효는 적고 해로움은 크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비로서 농사지을 때를 알고, 전답에 나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효라고 하였다. 결국 부지런히 농사짓는 것이 효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효행은 부

모에 대한 도리이지만, 덕성함양이나 수양과 관련이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농사짓기

에 졸재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득을 획득하는 데 골몰하거나 악착같이 영리에 몰두하면 

봉양의 효과가 적고 해로움이 커진다”고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마

음가짐의 문제로서, 농사를 지어도 덕성을 함양하고 수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졸재 류원지의 농업관(農業觀)은 본래적 의미의 ‘경의 농업’과 흡사하

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안동 사람에 의한, 안동 땅에서 이루어진 ‘경의 농업’의 출발이 아

닐까 한다. 

수암과 졸재의 생각과 실천의 바탕에는 정성스럽게 수양과 덕성을 함양하는 경의 정신

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선현들의 농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경의 농업’을 실현하는 

정책 설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경의 농업’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기술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과 소비자들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농업, 사회와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농업,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

게 하는 농업, 인류를 구제하는 농업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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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세기 농민의 영농경험과 ‘경의 농업’

‘경의 농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코 통치자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중후반에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경험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동농협에서 주창한 

‘경의 농업’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법 찾을 수 있다. 다만, 통치자나 지식인이 생각하는 것

과 구별되는 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농부들의 영농 경험담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자.56)

농부들은 논을 여러 차례 갈면 토양이 기름지게 된다고 알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는 보

통 2~3번 갈아서 논 1마지기(200평)에 2섬의 벼를 수확하는 논이라면, 5번 갈면 3섬은 얻

을 수 있다고 한다. 소작농으로 출발하여 자수성가한 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

려주었다.

어느 해인가 소도 든든했고 시간 여유도 있어서 7번에 걸쳐 논을 갈았다. 그리고

는 논맬 때 나무재, 소똥을 모아서 4마지기의 논에 거름으로 주었다. 논은 남의 토

지였는데 나락(벼)은 무진장 잘 되었다. 보통 4명의 일꾼이면 하루에 다 벨 수 있는 

면적인데도, 5명이 겨우 다 베었다. 예년 같으면 1마지기당 100단의 나락이 날 논인

데, 200단의 나락이 거두어졌다. 꼭 2배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논을 몇 번씩 더 갈았다.57)

논갈이를 7번 했더니 2~3번 할 때에 비해서 수확량이 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논갈이

가 지력 증진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7번이나 논갈이를 한 데

에는, 다른 사람의 논갈이 효과에 대한 목격 또는 여러 차례의 논갈이가 효과적이라는 경

험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농부는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하여 논갈이의 

횟수를 늘이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말해도 자신이 스스로 실천해본 후 그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지식으로 혹은 비법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논을 무조건 여러 번 간다고 수확량이 반드시 증가한다고만 

56) 배영동, ｢문화전승으로서 농업기술 교육의 전통과 변화｣, �비교민속학�, 25집, 비교민속학회, 2003, 

435~438쪽 수정 인용.

57)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에서 1990년에 조사(배영동, ｢생업과 의식주｣, �한국향촌민속지�, 1: 경북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2,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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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없다. 

논을 많이 갈수록 좋다고 어른들이 카데요(하더군요). 그런데 (논을) 한번 갈라면 

한번 갈고, 두 번 가는 것보다 세 번 가는 게 낫지. 두 번 간다그면(간다고 하면) 이

게(쟁기밥을 말함) 원위치 되뿌거든(되어버리거든), 안 그래요? 그리고 가는 것도 이 

질땅은 참 가을걷이를 한 후, 가을갈이를 쳐놓으면 그 담(다음) 겨울에 얼부풀고(얼

어서 부풀고) 해 가지고는 좋은데. 모래땅은 안 가는 게 더 나아요. 모래땅은 안 바

래니께(바래니까). 사질땅은 안 그래도 ‘힘 대가리’(땅의 힘을 말함)가 없는데 자꾸 

갈아 봐야, 소용이 없어. 질땅은 얼부푸면 좋고, 모래땅은 바래는 게 좋잖어요(좋지 

않아요). 그러니 논에 따라서 가을갈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58)

이 농부의 이야기는 논갈이의 횟수를 홀수로 해야 된다는 점, 질땅은 여러 번 갈수록 

좋지만 모래땅은 여러 번 갈아 봐야 햇볕에 제대로 바래지지 않아서 소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논갈이의 목적이 땅속의 흙을 파 뒤집어서 표토로 삼기 위함이니, 가는 횟

수를 홀수로 해야만 논갈이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가는 횟수를 짝수로 하면, 갈기 전

의 표토가 처음처럼 원위치로 돌아가서 표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즉, 논갈이 횟수를 

짝수로 하면 여러 번 갈아봐야 아무리 햇볕에 바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적다는 사실을 영

농경험이 풍부한 농부는 터득하고 있다. 그리고 논을 여러 번 가는 것도 토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적으로 할 성질이 아니란 사실 또한 영농경험

이 풍부한 농민의 비결이었다.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곡식이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거름을 많이 주고 여러 차례 매

주면 결실이 좋다고 말한다. 나이 많고 영농경험이 풍부한 안동 가일마을의 한 농부는 실

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서 옛날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삼촌은 게으르고, 조카는 부지런한 농부였다. 어느 해 봄에 삼촌이 조카에게 콩씨 

1되를 빌리러 왔다. 조카는 기꺼이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는 저울로 달아서 주었다. 

이것으로 농사를 지은 삼촌은 가을에 콩 1되를 갚으러 왔다. 조카는 빌려줄 때처럼 

저울로 달아보니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삼촌요, 콩이 부족하니 더 가지고 오시

58)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우희덕(남, 68세) 제보, 20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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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말했다. 삼촌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수긍이 가서 콩

을 더 가지고 왔다.59)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카가 삼촌에게 콩을 더 요구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

는다. 조카가 들려준 ‘자초지종’ 즉, 조카가 빌려준 콩의 양보다 삼촌이 되돌려 준 콩이 적

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옛날이야기를 들려준 농부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보

면 저절로 풀리게 된다.  

6~7번 매준 콩과 1번 매준 콩은 수확량을 말로 되어 보면 차이가 없다. 오히려 많

이 매준 콩은 알이 잘고 1번 맨 콩의 알이 더 굵다. 그렇지만 콩의 무게를 달면 많

이 매준 콩이 당연히 무겁다. 또 방앗간에 가서 콩가루를 빻으면 역시 많이 매준 콩

에서 더 많은 콩가루가 나온다. 내가 5번 매서 재배한 콩 1말 7되를 부피로 따져서 

시장에 팔러 갔더니, 상인은 저울로 달아서 1말 9되로 사더라.60)

이처럼 같은 부피의 콩이라도 여러 번 매준 콩은 중량이 더 나가고 콩가루도 더 많이 나

온다는 것은, 참으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극한 정성으로 일한 농민만이 터득할 수 있

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앞의 옛날이야기에서, 조카는 삼촌에게 빌려준 콩보다 삼촌이 갚으

러 온 콩의 양이 적다고 한 것이다. 비록 부피로 치면 같은 1되의 콩이라 할지라도, 조카가 

여러 번 매서 가꾼 콩은 게으른 삼촌이 적당히 가꾼 콩 1되와 그 가치가 동일시될 수 없었

다. 이런 지식은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농작물의 생태나 수

확 후 식재료가 될 때까지 세심하고 정성껏 관찰하고 경험한 데서 터득된 비법이다.

위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농촌에서 묵묵히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안동농협에서 주창한 ‘경의 농업’을 실천해왔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확물을 얻으려고 

지극정성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오랫동안 반복적으

로 정성을 기울인 탐구적·실험적 영농경험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고, 자신들의 농사짓기

59)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에서 1990년에 조사(배영동, ｢생업과 의식주｣, �한국향촌민속지�, 1: 경북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2, 앞의 글, 111쪽). 

60)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에서 1990년에 조사(배영동, 위의 글,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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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의 농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20세기 농부들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현실에 맞는 ‘경의 농업’을 구상하

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농부가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서 부지런히 농사지으면 뭔가 새

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터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 오늘날 농민

이 실천할 ‘경의 농업’은 무엇보다 마음을 닦듯이, 바른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쏟아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일이다. 이처럼 참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영농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측면, 과정에 모두 다 구현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바람

직한 ‘경의 농업’이라 하겠다.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정성스런 노력, 종자를 잘 보관하려는 정성스런 노

력, 재배작물이 가급적 병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정성스런 노력, 농작물이 필

요한 정도로 물을 잘 대주려는 정성스런 노력,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는 

정성스런 노력,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치료하듯이 하는 정성스런 노력, 언제 수확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 수확한 농산물을 언

제 어떻게 보관 또는 건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심한 분별,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검증

과 품질인증을 위한 진실한 노력, 농산물 공급처나 소비자들에게 사실대로의 품질표시 등, 

이 모든 과정에서 참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일은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경의 농업’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통치자나 지식인들이 생각 속에서 찾은 ‘경의 농업’, 20세기 농촌에서 제도교육

을 받지 않고 평생을 농사짓고 산 농민의 영농경험 속에서 찾은 ‘경의 농업’, 이 양자 사

이에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된다. 통치자나 지식인은 통치논리나 삶의 가치를 중요

시한 반면에, 배우지 못한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 어떤 정성을 얼

마나 기울였을 때 영농성과는 어떠한가에 집중되어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로 농사에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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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바람직한 ‘경의 농업’ 실천 구상

바람직한 ‘경의 농업’ 실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착함과 참됨을 지향하는 

지극한 정성의 농업’을 실현하자는 전제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 지극

한 정성을 기울일 대상은 무엇인가? 둘째,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목표는 무엇인가? 셋

째, 누구를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농사짓는가? 넷째, 지극한 정성의 농업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람직한 사회,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1.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경의 농업’

  1) 가치를 추구하는 ‘경의 농업문화’ 건설

인류사의 긴 여정에서 볼 때, 농업 성립 이전에는 야생의 동식물을 필요한 만큼만 사냥

하거나 따오는 수렵채집에 의존하였다. 땅은 넓고 인구는 적었으므로, 굳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수렵채집 단계에서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낚아챈 것은 모두 

자연상태에서 스스로 성장한 것뿐이었다. 스스로 성장한 것을 포획하고 채집하는 수렵채집

을 약탈경제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자 수렵채집

활동만 하고 살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땅을 일구고 갈아서 파종하고 가꾼 것을 

수확하는 생산경제의 농업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종자를 보관하고, 땅을 갈고, 파종하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인공적인 노력을 하여 

식재료를 생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은 생산의 전 과정에 철저히 인공(人工)이 

개입되어 얻어진 생산경제의 산물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농업이 성립되었기에, 수렵채집은 자연단계로 분류되고, 농업성립 이

후에는 문화단계로 분류된다. 문화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인 인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문화를 가리키는 culture는 ‘경작하다’는 의미의 cultivate에

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 그들은 식용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를 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단어 agriculture는 ‘땅’이라는 의미의 희랍어 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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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화’를 뜻하는 culture의 복합어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권에서 농업은 “땅 위

에 꽃 핀 문화”라는 뜻이다. 농업은 약탈경제 단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형식의 인간 

활동을 의미한다. 인류문명사에서 ‘농업혁명’이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이렇듯이 문화현상으로 출발된 농업이 오늘날에는 경제의 문제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러

나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수암 류진, 졸재 류원지와 같은 선현들은 농업을 경제

의 문제로 이해하면서도 마음의 문제로, 삶의 자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핵심은 경

제활동을 사람들의 마음과 한 덩어리로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즉, 생명체로서 인간이 태생

적으로 갖는 생존의 문제를, 세상을 사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 즉 가치관과 분리하지 않았

던 것이다. 이점에서 수암과 졸재는 농업을, 삶의 가치관이 반영된 문화,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적절한지와 같은 ‘삶의 방식’(life style)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의 농업’을 농민과 맺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농협과 맺는 관계 속에서 

문화현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경의 농업’을 문화현상으로 인식할 때 비로

소 그 속에 삶의 가치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다. ‘경의 농업’의 주체는 1차적으로

는 농민이어야 하고, 2차적으로 농협이어야 한다. 농민 없는 농업과 농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과 농협이 공동으로, 농업에 대하여 생존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

는 것이 좋은가와 같은 가치의 문제로도 인식할 때 비로소 ‘경의 농업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 

‘경의 농업’의 주체인 농민과 농협이 함께, ‘경의 농업’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를 바로 세우

고 이끌어가는 것이 ‘농민과 농협이 연대하는 경의 농업’ 실천모델이다. 농업을 연결고리로 

하여 농민과 농협이 상생의 자세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

농민 농협

경(敬)

사회ㆍ국가

<그림 3> 농민과 농협이 연대하는 ‘경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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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농협이 연대하는 ‘경의 농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동농협이 추진해온 

‘농민·농협공동체’와 같은 ‘경의 농업’ 실천 주체가 역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려면 농민은 농협을 믿고, 농협은 농민을 믿는 체제를 잘 만들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농업을 연결고리로 하여 농민과 농협이 하나의 공동체로 정착하면서, 경의 덕목에 

충실한 농업이 실현되리라 본다. 이것이 농민과 농협이 연대하여 만들어가는 ‘경의 농업문

화’가 될 것이다. 건강하고 건전한 ‘경의 농업문화’는 경의 농업을 실천하면서, 경의 자세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화이다. 

아마도 ‘경의 농업문화’는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에게서 꽃피울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래서 미래세대가 경의 농업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농협이 서후면 광평2리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의 마을’

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꾸준히 활성화해야 할 대상이다. 

  2) 마을 단위의 농업공동체 문화 보전

농업을 문화현상으로 생각하면, 농업의 주체, 농업노동의 방식도 주목된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힘보다는 석유를 연료로 하는 기계의 힘으로 농사짓는 일이 많아지고, 사

람은 노동의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적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의 심성 수

양을 덕목으로 설정된 경의 가치가 또한 줄어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 소외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응집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인력노동이 중심이 되던 시기의 농업노동은 공동협업노동으로 해결된 부분

이 많았다. 두레와 품앗이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공동협업노동의 형태였다. 두레와 품앗

이가 갖는 장점은 공동체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는 인류

가 영원히 유지해야 할 가치를 갖는 집단이다. 다행히 농협에서는 적어도 정신적으로 농

민·농협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민·농협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민족 고유의 농업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고 전

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공동체 문화는 농작물 재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의 협업노동과 공동체문화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므

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의지가 되고, 덜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업을 

통하여 인류를 구제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보람 있고 행복하려면, 민족문화

의 전통 속에서 제한적으로라도 공동체적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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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업을 매개로 하는 참된 생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마을단위로 하는 농민들의 농경의례가 풍년을 기원하면서, 농민들을 결

속하기도 하고, 농부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며, 새로운 영농주기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대체로 영농시기에 따라 행하는 세시풍속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많았다. 정월대보름에 하던 줄당기기, 음력 2월 초하루에 하던 머슴날, 봇도랑에서 지내던 

봇제, 모내기를 마치고 하는 써레씻이(필모떡 먹기), 김매기를 마치고 한여름에 하던 호미

씻이[洗鋤宴, 草宴, 풋굿], 가을철 추수감사 성격의 의례 등이 있었다. 이런 의례는 각각 나

름의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부들에게 농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인정을 나누는 문화적 장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농경의례가 대부분 사라진 셈이다. 유일하게 남은 것처럼 보

이는 것이 경북지역에서 흔히 ‘풋구’(풋굿)라고 부르는 호미씻이다. 일부 마을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단절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것이 더 많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농경의

례도 노령화되고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마을에서는 다시 소멸되고 있고, 비교적 젊

은 사람들이 제법 사는 마을에서만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떠나서 그러한 농경의례라도 유지될 때 마을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관광을 가는 일, 경로잔치 이 정도가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공동행사의 전부인 것 같다. 농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

체행사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활하여 재현하는 노력을 할 때, 농업을 매개로 하여 마을 

주민들의 결속이 굳건해지고 인간적 감성이 넉넉해질 수 있다.      

2.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실현

농업은 자연세계를 활용하여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장구한 역사의 생명산업이다. 뿐만 아

니라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영속되어야 하는 미래형 생명산업이다. 먼 미래에 첨단과학

은 없어도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 농업이 없는 인류의 앞날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

것은 어쩌면 자동차나 비행기는 없어질 수 있어도 두 발로 걷는 보행문화는 영원히 이어

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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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기원적으로 화전농업(火田農業)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땅을 개간한 이후에 몇 년 경작하다가 폐기함으로써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훗날에 다시 그 땅을 개간하여 몇 년간 경작하였다. 경작했던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쉬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휴경(長期休耕), 중기휴경(中期休耕), 단기휴경(短期休耕) 등으로 구분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츰 연작상경(連作常耕) 농업으로 발달하였다. 연작상경농업의 

단계에 와서 땅을 해마다 경작하여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것이다.  

한국 농업사의 흐름에서 보면, 연작상경농업은 고려 말에서 조선초기에 실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부터 연작상경농업을 한 까닭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작상경농

업을 실현할 수 있었던 조건은 거름을 사용하여 지력을 돋우게 된 것이다. 연작상경농업

을 통하여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력과 자연거름을 

사용하는 방식의 농업에서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오늘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

이었다. 자연히 토양과 물의 오염과 훼손은 거의 없었다.   

그런 상태의 농업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석유로 움직이는 기계와 화학물질로 된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

능한 농업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화학비료로 지력은 고갈되고, 농약과 제초제, 비닐 등

에 의해서 땅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행농업

은 인류의 농업사에서 극히 최근의 일이다. 20세기 후반에 급속도로 확산된 효율성 추구

의 농업, 생산성 향상만을 최고로 치는 농업이 결코 최선이 아니다. 농약과 제초제, 비닐 

등에 오염된 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염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토양을 살리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농산물, 착한 농

산물을 얻는 방법을 쉼 없이 경의 자세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농업을 

추구해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경의 농업’을 추구하려면 포괄적 의미의 생태주의(ecologism) 농업을 지향해야 한

다. 농업은 자연을 이용하여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다. 자연은 농업의 기초적 

토대이므로, 지극한 정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농업을 실현할 때 ‘경의 농업’의 취지에 부

합된다.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경의 경지는 물아합일·물아일체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물과 자연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지에서, 사람이 참되려고 하면 사물도 참되고 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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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되기 때문이다. 

자연은 “스스로[自] 그렇게 있는[然]” 현상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 

혹은 세계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자연이라는 말은 없었고, 산천(山川)이니 

산수(山水)니 하는 말로 쓰였다. 농업과 관련지어 보면, 산과 물이 자연을 대표하는 현상

이었다. 산이 있으면 자연히 그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리니 산과 물은 짝을 이루어 산천이

나 산수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산과 물 사이에 들판이 형성될 수 있다. 들판이 있어

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려면 들판이 장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들판이 장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려면 그 자연적 뿌리가 되는 산과 

물이 또한 병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유지하는 농업이란, 자연을 지나치게 이용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이

용하는 형태의 농업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도 적정 수준으로 이용할 때라야 자연의 생명

성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 수준이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것

이다. 토양과 물과 농작물이 화학비료와 농약 등으로 찌든 오늘날,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포괄적 의미의 생태주의 농업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생태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가 겹쳐져서 

만들어 낸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61) 그러므로 생태주의 농업은 전통적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 농업보다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훨씬 더 겸손한 자세로, 자연을 섬기

는 자세로 임하는 농업이다.

그렇다고 자연을 유지하는 농업이 반드시 세칭 친환경농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행

농업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자연을 무리하게 이용하지 않고, 자연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서 자연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농업이라면, ‘경의 

농업’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온생명’으로서 자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친환경농업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적절한 생산량이 더 우선이라고 할 때는 관행농업도 

인정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여건이 얼마나 조성되었느냐는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생태주의 흐름으로 전환된다면, 친환경농업

61) 전통적 환경주의에 입각하면 자연은 환경으로 인식되며, 환경에 대해서는 사람이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에

서, 사회의 틀을 유지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노선에서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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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생태주의 농업이 자연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경의 농업’에 훨씬 더 합당하다.   

둘째, 오래 전부터 거론되던 사항이지만 토종 종자를 보전하고 재배하는 일이 우리 실정

에 맞는 농업의 장점을 유지하는 길일 수 있다. 토종 종자는 오랫동안 우리 땅에 적응하

면서 토착화 된 종자이다. 토종 종자가 사라지면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

다. 인도에서는 외국 목화종자 보급으로 인하여 엄청난 수의 농민들이 자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1998년부터 카길, 몬산토, 신젠타 등의 

다국적 기업의 종자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수확 품종에는 대량의 화학비료

와 농약, 집약적인 관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오르지 않고 부

채도 늘어난다.…(중략)… 

인도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비다르바(Vidarbha) 지역은 농민의 자살

율이 인도에서 가장 높아서 한 해 4,000명, 날마다 약 10명이 자살하고 있다. 여기

에 몬산토사의 목화가 관련되어 있다. 이 목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예전 목화 씨앗의 값은 1kg에 7루피였는데, 유전자조작 목화의 씨앗은 

17,000루피나 된다. 몬산토사는 3,000평에 1,500kg의 수확량을 올린다고 주장하며 

종자를 팔았다. 하지만 실제로 농사지으니 평균 300~400kg밖에 수확할 수 없었다. 

토종목화는 빗물로 재배할 수 있고, 식용작물과도 섞어짓기할 수 있으며, 해충 저

항성도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목화는 대규모 단작으로만 재배할 수 있고, 관

개가 필요하다. 게다가 왕담배나방에는 저항성도 있어도 다른 해충이 새롭게 발생했

다. 이를 방제하려면 이전보다 13배나 많은 농약을 뿌려야 했다.62)

농민들이 대대로 재배하던 목화 대신에 다국적 기업에서 판매한 유전자 조작 목화를 

재배한 결과 피해가 다방면으로 극심해지고, 이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농민들의 자살

이 속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종자 가격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데다

가, 생산량도 애초의 선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고, 재배하는 데도 관개가 필요하고 병

해충에도 약해서 말할 수 없는 량의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다른 작물과 혼작도 불가능

하다. 토종목화에 비해서 다국적 기업이 공급한 목화 종자가 나은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토종 종자를 일정하게라도 지키고 가꾸는 노력

이 필요하다. 

62) 요시다 타로 지음(김석기 옮김), �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 들녘,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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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통농업 속에 미래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통농업을 의미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통농업은 전통지식을 전승하는 문화현상이

다. 전통지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식으로서, 기록되지 않은 민간전

승의 지식이므로 전승지식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 농업에도 영농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형

성되고 체화된 전승지식이63) 무척 많다. 농민들 사이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온 전승지식

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경험지식이다. 경험지식으로서 농업에 관한 전승지식은 토양, 

농작물, 잡초, 바람, 기온, 수온, 서리, 비와 눈 등의 종류와 종류별 속성이나 특성 등에 

관하여 농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사항은 어느 지역에서나 획일적으로 통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왜 그 지

역에서는 어떤 영농행위가 부적합한지에 대한 해답을 전승지식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의 농업’을 추구하면, 농업에 관한 농민들의 전승지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3. 참되고 행복하게 실천하는 농업

‘경의 농업’은 무엇보다 참된 농업이다. 거짓 없는 농업이 참된 농업의 첫 단계이다. 관

행농업으로 재배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생산과정이 표시되어 판매되는 것, 친환경농산물이

라면 역시 그에 맞게 생산과정이 표시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거짓 없는 농업이다. 이렇

게 거짓 없는 농업이 되려면 생산자 실명제는 기본이고 계약재배나 약정조합원제도도 좋

은 방법이다. 

참된 농업의 두 번째 단계는 농산물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건강에 유익하고 긍정적 효

과가 생기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썩거나 오래되지 않은 농산물, 영글고 싱싱한 농산

물, 이런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면 역시 참된 농업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경의 농업’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경이 참된 삶을 향한 수양을 위한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경의 농업’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행

복하게 하려면 농민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하고, 농민이 생

63) 배영동, ｢분류적 인지의 민속지식 연구의 가능성과 의의｣, �비교민속학｣, 제57집, 비교민속학회, 2015, 

1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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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농산물을 먹는 사람도 행복해야 한다. 행복한 농업이란 다음 몇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농민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농산물을 다른 사람

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또한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이 참된 마

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합당한 가

격 형성이 이루어질 때, 농민의 참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고, 그래야 농사짓

는 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둘째, 농산물 관리와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경의 농업’ 취지에 따라 실천된 행복

한 농업의 노선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참된 마음, 착한 

마음이 유지될 때, 농산물 관리와 유통 부문 종사자들까지도 참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그 

농산물을 합당한 가격으로 수매하고 소비자들에게 역시 합당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야 농산물 관리와 유통 부문 종사자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다.   

셋째,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또한 궁금해 하고, 일정하게나마 불안하게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느끼게 하려면, 적정 가격에, 믿을 수 있는 품질이고, 안전한 품질이어야 

할 것이다. 참된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정의 신뢰가 형성되면 그에 합당한 가격으로 구입하

여 먹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문화가 조성될 때 ‘경의 농업’이 안착될 수 있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기관이 다함께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들은 참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존중받고, 소비자들도 참된 농산물을 먹을 권리를 부여받

음으로써 존중받는 것이다. 자연히 유통기관에서는 참된 농산물을 다른 농산물과 엄격히 

구별해서 생산과정의 정성과 노력을 합당하게 취급함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참된 ‘경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사람들의 삶도 더 안정화될 것이다.   

4. 세상을 밝히는 농업, 농협이 실천할 ‘경의 농업’

태양이 온 누리를 차별 없이 따뜻한 기운과 밝은 햇빛을 나눠주는 것처럼, ‘경의 농업’은 

온 세상을 밝히는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경의 농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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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자연을 이용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이득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농작물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정성껏 하는 농업이기 때문이다. 

농업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산업이다. 생명산업은 사람의 생명, 가축의 생명, 식물의 

생명, 자연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 간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중심의 논리로 보면, 농업은 자연, 식물, 가축이 모두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라도 농업에 의존해야 

하며,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생명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경의 자세

로 보면, 인간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 자연, 식물, 가축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인

식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경의 농업’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연과 농작물을 소중하

게 여겨야만 한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힘든 후진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착하도록 하

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다수의 아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부 농

산물은 남아도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후진국, 아사자들이 많은 곳에 우리나라, 우리 농협

의 지원과 봉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생산성과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경의 정신으로 접근한

다면 글로벌 경쟁력만이 최고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와 봉사도 조만간 중요한 가치로 

도래할 것이다. 

농협은 농업과 농민에 발 딛고 있는 친농기관(親農機關)이다. 그러므로 농협이 어떤 비

전을 가지고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농민과 농업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전과 정책의 대전제는 바람직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참되고 착한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공

급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할 ‘경의 농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이

미 농협에서 상당 부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발전

적으로 다음 사항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바람직하다.  

첫째, 경의 자세로 농사를 짓는 농민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즉, 지극정성으로 농작

물을 가꾸는 농민을 발굴하고,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가꾼 농산

물을 합당한 가격 즉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나아가 지극정성으

로 가꾼 농산물을 참된 마음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물론 가공식품을 만들 때도 

품질 좋은 농산물로 참된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참된 농산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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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농협은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법제화가 필요

한 것은 법제화 해야 한다.  

둘째, 농협의 각종 사업 목표를 이윤추구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

회를 만드는 데 두어야 ‘경의 농업’ 정신에 부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협은 ‘원가경영’

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과 공존공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에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참된 마

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계

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민·농협공동체’ 운영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모든 생산자와 소

비자와 고객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하자는 뜻이다.  

셋째, 농업은 먹거리를 만드는 생명산업이므로, 생명체로서 농작물과 사람의 가치에 대

해서 주목하고, 그에 합당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인본주의(humanism)를 실현하되, 동시에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주

의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그에 부합되는 방향이다. 그 바탕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

려하는 농업, 생명을 중시하는 농업, 자연을 생각하는 농업이 깔리게 마련이다. 참된 농업, 

착한 농업은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토대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Ⅵ. ‘경농운동’, ‘경농애인’으로 참살이 실현 

1. ‘경의 농업’을 ‘경농운동’으로 확산

우리 속담에 “등잔 밑에 어둡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멀리 보기만 하고 가까이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할 때 하는 말이다. 우리 농업이나 우리 농민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등잔 

밑이 어두운 형국에 놓여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서양의 농업, 외국에서 

들어온 농업기술, 국가에서 만든 제도나 정책만을 기대하고, 농민 스스로나 농협과 같은 

친농기관에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해왔던 농사짓는 자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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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안동농협에서 2010년에 경영방식의 하나로 ‘경’을 선포하였다. 굳이 어려운 

유학적 개념인 ‘경’을 표방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니, 참된 농협으로 더 발

전하려면 ‘경의 자세로’ 농협 고객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을 선포한 것은, 

안동농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동농협에서 할 때 명분도 성과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경은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서 덕성을 함양하고 수양을 하기 위한 실천덕목으로 강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을 학문

하는 요체로 중시한 선비들의 가장 중심에 퇴계 이황이 있었고, 퇴계는 바로 안동 출신의 

선각자였다.

그리하여 안동농협이 2011년에 ‘경의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2012년부터는 ‘경의 농

업’을 의욕적으로 표방했다는 사실은, ‘경’이 안동농협의 직원, 업무, 조합원들의 농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계속 발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경의 농업’에 대하여 농민들과 농협에서 분명하고도 일치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의 ‘경’ 개념을 살펴보니, 경은 유학의 바탕인 성선설을 전제로 하여 

마음 수양을 위한 실천덕목으로서 도덕적 정신이자 자세였다. 그것은 결코 어떤 일(업무)

이나 일에 대한 성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방

법적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경은 ‘삶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에 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환언해서 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표현

한 개념의 하나다. 경은, 참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다시 말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사람에

게, 생명체에게, 자연에게, 사물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리킨다. 

이런 마음과 자세는 우리 조상들이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잘 되기를 바랄 때 견지

한 것이었고 또한 가르쳐 온 것이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취하면 그 성과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절실하게 생각하고 기울인 정성에 따라 나타나게 마련이다. 흔히 노력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성은 노력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고, 지극한 정성은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할 만한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성의 끝이며, 그 속에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뒤따

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경’에 대해서는, 유학에 조예가 깊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반인들

은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안동농협에서는 이런 ‘경’을 농업에 접목하여 ‘경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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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 하여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농협 경영의 방향과 목표를 혁신하

고자 한다. 역사 속에 묻혀서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학술적 개념에 해당

하는 ‘경’으로 농업, 농민, 친농기관을 참되고 올바르게 세우고, 견인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이 점에서 안동농협은 결코 등잔 밑이 어두운 기관이 아니라, 등잔 밑까지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등잔과 같은 존재다. 안동출신의 퇴계를 통하여, 퇴계의 경사상을 응용하여 

농업과 농민과 농협을 환하게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안동농협이 그 가치와 뜻을 혜안

으로 포착하여 주창한 ‘경의 농업’은 “누구나 경의 자세로 농업에 종사하면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실제로 안동농협이 ‘경의 농업’을 추구하면서 전 농협 차원에서 이룩한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착하고 참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를 만든 

것이며, 둘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존중하는 분위기와 체제를 조성한 것이고, 셋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공헌 활동을 통하여 신뢰받는 농협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

한 성취를 가져온 ‘경의 농업’은 완성단계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의 과제이고 사업이다.  

    

그렇다면 ‘경의 농업’을 ‘경농운동(敬農運動)’으로 발전시켜 경북 북부권, 영남으로 확산해

야 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경농운동은 ‘경’으로써 농업을 흥하게 하

는 ‘이경흥농(以敬興農)’을 실현하자는 범농민적, 범농협적, 범국민적 운동이다. 착하고 참

된 농업을 추구하되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농사를 지으면 참된 농산물이 생산될 것이고, 

이 농산물을 먹는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결실

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경농운동은 안동농협이 주창한 ‘경의 농업’이 뿌리박고 있는 경

농사상을 실현하고 확산하는 운동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는 황찬영 박사가 “경의 농업을, 사람·자연·전통을 공경하고 환경

을 보전하는 지역 내 자원 순환농업으로 규정하고,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는 지혜와 가르침을 경의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고64) 주장한 것은, 필자가 말

하는 경농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64) 안동농협이 제공한 2017년 인문가치 포럼을 위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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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농애인(敬農愛人)’으로 참살이 실현

‘경의 농업’이 착하고 참된 농업을 추구하되 지극한 정성으로 농업에 임하는 것이라면, 

‘경의 농업’이 가져다줄 성취는 참된 농산물을 만들고, 나아가 참된 농산가공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산된 참된 농산물과 참된 농산가공품은 마지막 단계에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그렇다면, ‘경의 농업’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심성 

수양의 개념인 경 사상 그 자체로 볼 때는 ‘경의 농업’은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둘째, 자

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가 먹는 자급자족적 생계농업 체계에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

이니 ‘경의 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위한 것이 된다. 셋째, 자신이 생산한 농산

물을 스스로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농(industrial 

agriculture) 체계에서, ‘경의 농업’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

이다. 오늘날의 농업은 대부분 산업농이므로, ‘경의 농업’은 그 실천성이 엄정할수록, 그리

고 적정가격만 보장된다면 사실상 소비자에게 혜택이 환원되는 농업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의 농업’이 자신을 위한 심성수양의 착하고 참된 농업이라는 부분을 인

정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자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 불특정 소비자, 일반 국민을 위

한 농업이라는 속성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의 농

업’은 생산자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논리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경농애인(敬農愛人)’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경농애인이라는 말은 “지극한 정성으로 농업을 우러르고, 그리하여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겸허하고 착한 마음으로 참된 농사를 지으면, 그 결실을 자기가 

먹든, 제 3자가 농산가공품을 만들던, 소비자가 먹든 간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존

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또 사람들이 식품을 통하여 존중받고 사랑받는 구조가 만들

어진다. 그렇다면 ‘경의 농업’은 궁극적으로 경농애인으로 발전되는 만큼, 경농애인은 단순

한 표현이 아니라, 농업과 사람을 위하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의 농업’은, 

농업과 농민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농애인’으로 확대 실현

될 때 더 분명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오

랜 기간 동안 농업은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인력, 또는 인력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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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김매고, 자연거름을 주고, 물대고, 수확하는 과정은 생태학

적 선순환(善循環) 체계였다. 생태학적 선순환 체계에서 수확된 농산물은 비록 소출이 적

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물학적 선순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급자족적 생계농업 체계에서 자신이 농사지어 자신이 먹는다고 할 때

는 종자 관리와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신이 알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정직한 농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농 체계에서는 농사지은 것을 기본적

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정직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산업농 체계에서 ‘경의 농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유교의 성선설에 입각하여 심성수양의 덕목으로 제안된 경은, 착하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의 농업’은 착하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농업이라는 뜻을 

내포하므로, ‘경의 농업’을 실천한다면 착하고 참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농사짓

기를 하게 된다. 

‘경의 농업’이 참된 농업을 실현하고, 그래서 경농애인으로 발전되면, 전 국민이 참살이

를 위한 길로 접어들 것이다. 생산자가 자신에게 참되고, 농산물이 참되고, 그래서 농산가

공품도 참되면, 소비자도 저절로 참된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을 먹게 된다. ‘경의 농업’, 

경농사상, 경농애인을 실천할 때, 적어도 식품과 음식을 두고 참살이를 실현하는 길이 열

릴 것이다. 그런 참살이는 앞서 언급한 인본주의와 생태주의 구도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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