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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敬)의 농업 세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농협의 길 
- 안동농협 <경(敬)의 농업> 사례 -

9월 5일(수) 10:30-13:00 / 백조홀

안동농협은 지역연고형 ‘敬’ 사상을 도입하여 ‘敬의 경영방침’ 을 수립하고 ‘敬’ 사상을 농업에 

접목하여 창안한 ‘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업’인 「敬의 농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敬의 농업」 실천을 통하여 생

산자와 소비자의 조화와 공존,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협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

고자 한다.

Andong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has introduced the local based ‘敬
(Respect)’ idea and established ‘Management Policy of 敬(Respect)’ and have been 

promoting ‘Farming with Respect(敬)’, which is an agriculture with the devoted care that was 

created by combining the idea of ’敬(Respect)’ with agriculture.

We will look for the changes of conditions surrounding agriculture and rural societies, 

such as crisis on the dissolution of local areas, and seek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a new future for sustainable 

agriculture, rural societies an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by practicing 

‘Farming with Respect(敬)’.

발표자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회자 신정숙 안동농업협동조합

인문가치 실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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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일 정

등록 10:00~10:30 3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회

� � � � � � � � � � � � � � � � � � � � � � � •� 사 회 :� 신정숙(안동농협 실장)

10:30~10:35 5′ •� 개회와 국민의례

10:35~10:40 5′ •� 환영사 :�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

10:40~10:45 5′ •� 축 사 :� 권영세 안동시장

10:45~10:50 5′ •� 축 사 :� 김광림 국회의원

10:50~10:55 5′ •� 축 사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10:55~11:00 5′ •� 축 사 :� 여영현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휴식 11:00~11:10 10′ •� 행사장 준비

발표

및

질의

응답

11:10~12:30 80′

•� 제안발표

� -� 주 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 � � � � � � � �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농협의 길

� � � � � � � � � � � (안동농협 <경(敬)의농업>� 사례)

� -� 발표자 :� 이동필 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30~12:40 10′ •� 질의응답 :� 이동필 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40~12:55 15′ •� 질의응답 :�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

폐회 12:55~13:00 5′ •� 기념촬영 및 폐회

� � � 주)�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 농업”세션 일정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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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정보

성    명 이동필(李洞弼,� Lee,� Dong-Phil)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농업

현 직 위 농업인

이 메 일 n-page@daum.net

전문분야 농업정책

학   력
-�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과
-� 서울대학교대학원 농업경제학과(경제학 석사)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농업경제학 박사)

경력사항

-� 1980~20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 1996~2001� :� UN/ESCAP� 산하 CGPRT센터 기술자문위원
-� 1998~2000�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파견)

-� 2000~2004� :�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 2006~2012� :�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 2006~2012� :� 기획재정부 농식품부문 중기재정 공동작업반장   
-� 2008~2009�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 2008~2011�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 2010~2013� :� 농촌희망찾기현장포럼 대표
-� 2011~2013� :�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
-� 2011~201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2013~2016�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017~2017�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발표 정보

발표제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농협의 길 
-� 안동농협 <경(敬)의 농업>� 사례 -

키 워 드

농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삶의 질,�

국민건강과 안전식품의 안정적 공급,�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안정,� 농촌의 
교육/의료/문화 여건과 주민 복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협의  역할,� ‘경의 
농업’� 개념 확충과 실천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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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농협의 길 

- 안동농협 <경(敬)의 농업> 사례 -

이동필(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머리말

  ◦ ‘생명(Life)’을 주제로 인간다운 삶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에서 흔히 ‘생명산업(Biotechnology)’이

라 알려지는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함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農本國家로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기르며 부

모를 봉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하여 농업을 소중하게 여겼

으며, 근래에도 食糧安保 논리로 농업을 보호 육성

  ◦ 산업화, 도시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와 개

방화로 전통적 농업의 역할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농업분야에서도 생산성이 향상되어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농가교역조건 악

화, 지역간 및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먹거리 안전과 건강문제, 생태환경과 경관 파괴, 

농촌지역 침체 등 그동안 생명을 지키는 창고라고 믿어왔던 농업 ․ 농촌의 역할이 무너

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 농업인들은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서 농사수입으로 먹고살기 힘들고 농촌생활여건이 

열악해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렵고, 도시는 700만 베이비부머를 포함, 많은 사람

들이 도시과밀로 인한 범죄, 교통, 주택, 환경, 그리고 먹거리의 안전성 등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

     -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은 47위로 일본(20위)은 물론 중국(45위)보다 낮은 수

준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제 및 생활 여건은 물론 주민들의 인생 목표와 가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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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준, 여가활용, 자존감 등은 매우 취약(한국무역협회,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 생명가치를 지켜왔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 것은 농산물 가격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문제와 농촌의 부족한 일자리,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그리고 그동안 우리농산물을 구매하고 기회 될 때마다 고향을 찾던 소비자들이 먹거리

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농촌의 환경오염과 경관파괴 등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 식품소비패턴이 가격이나 물량보다는 품질로 전환하고 자연생태를 선호하는 새로운 

트랜드가 등장하면서 농업내부에서도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로 차별화하고 가공/유통/

체험관광 등 6차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귀농귀촌 인구

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능성 대두

  ◦ 여기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살펴보

고, 지역단위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부문, 특히 정체성 위기에 처한 지역농협

이 해야 할 일을 안동농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음

     - 개인의 품위 있는 삶과 행복, 그리고 지역농협의 지속적 발전 뿐 아니라 식품안전과 

자연생태 환경, 경관을 보전하고 농가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이라

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2.�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과 한계

  ◦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경영규모와 기술 및 농자재 부족 등으로 식량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특히 일제수탈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절대적인 식량부족을 경험하며 국민

들 의식속에 ‘食以爲天 食卽命也, 밥이 하늘이고 곧 생명’이며 이를 제공하는 농업이 국

가의 기본이라는 ‘農者天下之大本’ 인식이 정착되었음

     - 시집갈 때까지 쌀 한 말도 못 먹던 시절,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

까?’였으며, 춘궁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큰일이라 초근목피로 보리고개를 넘겼음. 

     - ‘아야 뛰지마라 배 꺼질라 가슴시린 보릿고개길 주린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

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란 노래’(진성, 보릿고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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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봉길은 <농민독본>에서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은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중요성 설파

  ◦ 해방직후 인구증가와 생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양곡매입법>을 제

정하고, 정부가 미곡을 확보하여 배급하는 전면통제를 실시하였으나 절대적인 물량부족

으로 가격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생명창고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려웠음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량확보와 난민구호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수득세를 현

물로 납부하도록 하고, 양곡으로 비료를 교환하는 양비교환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미곡

(정곡) 석당 평균가격은 1949년 191환에서 1952년에는 9,300환으로 2년간 무려 50배

나 급등하는 등 심한 가격 폭등을 경험

     - 1955년 5월 <한미잉여농산물도입협정> 체결로 이듬해부터 쌀, 밀, 보리 등 곡물을 

50만톤이나 도입하여 가격은 안정시켰으나 식량의 해외의존 시작

 

  ◦ 60년대에 들어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농산물가격유지법> 제정(1961), 농업협동조합 

설립(1961), 농촌진흥청 발족(1962), 절미운동 시행(1963), 이중곡가제와 고미가정책

(1968), 통일벼 도입(1971),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비료공급 확대 (1970~80)등 식량자급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그 결과 70년대 후반부터는 주곡자급을 달성하고, 그 

후 식생활구조의 변화로 과일, 채소, 축산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가소득도 늘어나기 시

작함

     - 통일벼는 쌀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주곡자급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비료 농약 등 고투입 다수확기술의 응용을 통해 일반벼의 수확량도 늘어나면서 미곡

생산량은 1945년 250만톤에서 2014년 424만톤으로 증가

     - 80년대 비닐하우스 재배가 확산되면서 과채류 등 시설재배작물의 주년공급이 가능한 

백색혁명을 이루고, 가축개량사업의 정착과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로 농업생산이 

다양화(1인당 소비량은 70년에 비해 곡물소비량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채소 

2.8배, 과일 4.8배, 육류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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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고, 1989년 BOP졸업, 1995년 농산물 수

입개방과 WTO 농업협상 이행, 2004년 이후 주요국과 FTA 추진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

면서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사료곡물과 식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가간 및 

지역간 무한경쟁이 시작됨

     - 식량자급률은 1957년 86.3%에서 2014년 49.8%로, 사료곡물을 포함하면 23.1%로 낮

아짐. 품목별 자급률은 밀 1.1%, 두류 10.7%, 과일 78.7%, 육류 79.5%, 우유 58.6%에 

불과

  ◦ 산업화과정에서 노동력과 농지 등 농업자원이 비농업부문으로 전용되고 GDP중 농업부

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듬. 특히 90년대 초부터 농업구조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농 중심

의 집약농업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도농간/농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겹쳐 농업과 농촌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생명창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입증가라는 여건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집

약농업으로(비료 농약 사용량과 가축사육밀집도) 생산성은 크게 늘었지만 생태계 파

괴 등 다원적 기능의 후퇴, 그리고 잔류농약/살충제계란, GMO식품 범람 등 식품안

전이라는 심각한 문제 야기

 

3.�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 고령화와 개방화란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농업이 생명산업으로서 본래의 제 역할을 

다하고 농촌이 국민의 일터이자, 삶터와 쉼터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장질서 속에서 지속적/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으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이 가진 생명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

이 될 수 있을 것임

     -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의 과도한 사용이나 밀식사육을 기반으로 한 

효율성 위주의 농축산업 생산양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생태, 생명가치를 소중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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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로 전환을 의미

     - 자연과 생태, 생명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접근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진지한 차별화와 신뢰구축 노력, 소비자들의 이해

와 협조, 즉 국민 인식의 대전환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KREI

의 조사결과를 보면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전원생활공간 및 관광휴식장소 제공을 들고 있

는데, 농업인의 경우 식품공급과 자연환경보전을, 도시민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미래에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연환경보전 역할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반면 전

원생활과 관광휴식 공간,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다원적 기능

을 강조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가 변화

  ◦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적성장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과 식량안보 논리를 넘어서 농업·농촌에 대한 식품과 공간, 그리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식품수요의 경우 양보다는 품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입맛과 안전성, 개성, 문화적 

욕구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차별화 

     - 공간수요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여가, 휴양, 교육,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을 격조 있는 국민의 일터, 삶터, 쉼터로 재창조

     - 다원적 기능 수요는 환경과 생태, 경관 등 농업과 농촌이 담당하는 공익적 역할의 소

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방안 마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의 효율성 위주 농정 목표와 전략에 생명가치와 창조, 소통, 배

려를 보완하여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복지 향상, 그리고 이를 위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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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본계획(2013~17)을 수립하였음

     - 2013년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위한 농정

의 비전과 전략 제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계획에서는 (1) 친환경농축산업과 국민영양 및 식생활개선

을 기조로 한 안전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 지역농업의 조직

화와 전후방 산업연계, ICT결합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3) 직불제 확충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4) 농촌서비스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 그리고 (5)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

대 확산과 농정체계의 정비 등 5 대과제, 25 중과제, 100 소과제를 추진하여 일부 성

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과제도 있음 

     - 삶의 질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활성화, 산지생태축산, 

들녘경영체와 답리작 육성,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및 체험관광을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귀농귀촌 및 청년창농지원, 슬레이트지붕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공동목욕탕과 급식센터, 농촌형교통모델 도입 등 주민 체감형 복지, 농

가유형별 육성과 맞춤형농정, 지방농정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을 위해 노력 

     -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국민농업헌장을 제정하고, 도시농업 육성과 

어린이텃밭학교 운영 등 식생활교육, 농어업농촌역사문화체험박물관 설립, 함께 가꾸

는 농촌운동, 행복마을컨테스트, 농촌문화예술대전 등을 새롭게 추진

  ◦ 국가 차원에서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식품과 차별화되는 친

환경농업 등 얼굴 있는 고품질 농산품 생산과 유통, 지역 및 문화등과 결합한 6차산업

화로 부가가치 제고, 생활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촉진 등으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먹거리 안전과 인구 재생산구조를 확립할 때 가능할 수 있음

     - 그동안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GAP 도입,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및 직거래 활성화, 농협

의 경제사업 촉진, 각종 농산물 가공과 체험관광 등 6차산업의 발전, 귀농귀촌운동 등 

사업별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나 여전히 농산물 수급과 식품안전에 대

한 불안, 농촌의 지역경제 침체와 소득격차, 그리고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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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성 위주의 증산농정에서 생명가치와 삶의 질을 생각하는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공간과 산업, 그리고 복지 정책을 서로 연계되도록 조

정, 다원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도 보완, 그리고 지역과 민간이 자기 

책임 하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 및 농협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충남의 三農정책, 전북의 三樂농정, 그리고 전남의 친환경농업육

성 등 도단위와 홍성의 친환경농업, 완주의 로컬푸드운동, 영동의 와인산업특구 등 시

군단위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지방농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안동

농협이 추진하는 <敬의 농업>운동도 지역사회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모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여건과 부존자원이 각기 다른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상황이나 전

략이 다를 수 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푸드시스템 안에서 연계협력하여 특화산

업을 육성하여 위험분산과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 만족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삶의 질 향상이고 지역 활성화 

대안

     -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농정을 기획 추진, 생

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적 기능을 교육훈련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

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 CSA모델에서 농협은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에 기초한 

특산농식품의 생산과 차별적 유통의 주체로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다양한 6차산업과 도농교류

를 주도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조합원수 감소와 준조합원 증가, 농산물의 판매와 농자재구입 등 농업

인 실익 증대를 위한 역할의 부진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는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기존의 신용사업 외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다양한 경제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과 노인

복지지원,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농가 및 농지알선과 후견인 육성, 그리고 농업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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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가치에 대한 도시민 교육, 도시텃밭가꾸기 및 도농교류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능

동적 참여 필요 

 

4.� 안동농협 <敬의 농업>�사례와 실천력 강화방안

  ◦ 안동농협은 안동시 10개 동 및 2개 면(서후, 남선)을 관할하는 도농복합형 지역농협으

로 18개 지사무소와 벼, 콩, 생강, 고추, 한우, 사과 등을 생산하는 조합원 6,787명과 

준조합원 81,007명으로 구성됨. 2017년 말 현재 1조 5,451억원의 자산과 370여명의 임

직원이 가공공장, 파머스마켓, 농산물유통센터, 영농지원센터, 장례식장 각 1개소와 하

나로마트 4개소, 주유소 3개소를 운영하여 2,715억원의 경제사업을 포함 총 28,772억원 

규모(전국 평균의 6배)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신용사업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직거래전국최

우수조합(2회), 농축협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6회)을 수상

  ◦ 2010년 농협경영에 退溪선생의 ‘敬’사상을 도입, 이를 기초로 이듬해 ‘사람을 중시하는 

윤리적 정도경영, 청백하고 투명한 창조경영, 민주적 의사결정’을 조합의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2012년에는 <敬의 농업>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2016년  사람공경, 자연존

중 등 <敬의 농업>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함

     - <敬의 농업>을 ‘사람과 자연, 전통을 공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 내 자원순환농

업이 지향하는 기본가치’로 설정하고, ‘안동의 지역경제와 문화가 융성하고 전통과 지

역자산이 풍성하게 되어 주민들이 만족하고 미래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친

환경농산물 재배와 약정수매제도를 통해 이를 구체화 노력 시도

     - 하지만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敬의 농업>운동이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

워 이를 ‘지극한 정성이 담긴 농업’으로 개념을 재규정하고,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 전

반에 걸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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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농협의 경제사업 실천사례 

   (1) 약정조합원제도 운영

     - 쌀과 콩, 생강에 대해 전국 최초로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간 상호의무 준

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종자공급에서부터 수매, 저장,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농산물

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     

     - 약정조합원에게 토질에 맞는 단일종자(백진주쌀)를 공급하고, 농자재지원 및 재배기술 

교육과 생산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도권 

대도시 유통매장 입점, 택배고객 DB구축 등으로 일반벼 수매가 대비 16% 이상의 소

득증대

     - 생강의 수확후 관리 및 저장기술을 개발하여 장기 저온저장, 흙을 털고 엄격하게 선

별해서 유통함으로써 시중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에 수매

  (2) 두부가공사업 등을 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

     - 지역특화사업으로 안동에서 계약 생산한 콩을 매년 800여톤(전체 생산량의 25%)을 

수매하여 전통두부를 생산, 학교급식 등을 통해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제고하여 농가 실익 증대

     - 2016년 농식품부 6차산업 경진대회 우수경영체 수상, 2017년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대상자로 선정

  (3) 파머스마켓과 농산물공판장 운영

     - 파머스마켓은 농축산물전문매장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순회수집(314농가 

1,478백만원), 비거세 황소의 직거래(71농가/447두, 2,950백만원)를 통해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

하는 시스템 도입

     -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10%인 56,324톤을 취급하는 사과전문

공판장으로 산물형태의 출하사과를 선별후 경매하여 농가의 일손을 돕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정가수의매매, 출하예약순번시스템, 낙찰서 전산출력 등으로 불합리한 유통관



16

행 개선 및 유통선진화 기여

  (4) 기타 영농자재구매사업 및 지도사업

     - 구매사업은 비료, 농약, 사료 등 조합원의 수요를 규모화하여 영농자재의 가격을 안

정시키고 도소매상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견제하고 있으며, 농기구 무상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의 경영비절감

     - 농기계은행사업, 무인헬기항공방제, 토양미생물사업, 친환경대학을 통해 영농생산을 

지도하고 그밖에 여성대학, 원로대학, 다문화여성대학, 경의 마을어린이농업학교 등

을 운영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 

  ◦ 退溪의 ‘敬’ 철학을 조합경영에 접목하여 차별적인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으로 조합원

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보자는 비전을 설정하

고, 2011년부터 백진주쌀과 콩을 시작으로 생강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

수매제도를 도입, <敬의 농업>으로 농협조직이 쇄신되고 경영성과가 개선된 점은 평가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농업을 통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농업을 해보자는 <敬의 농업> 취지를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성껏 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자원순환 농업으로 생명가치를 추구하려

던 취지가 희석

     - <敬의 농업>이 가진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농업기술센

터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물론 조합원인 생산자와 지역주민 소비자들간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운동으로서 한계에 부딪힌 것으

로 판단  

 

  ◦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농촌을 전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로 

가꾸어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敬의 농업>운동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이 단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벅

찬 과제임

     - <敬의 농업>운동 목적과 비전, 범위를 재설정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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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소비자들이 연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가운데 농가는 경영

안정을 꾀하고 소비자는 건강과 만족을 느끼는 지역사회지원농업으로 발전시키는 방

안 강구

     - 예를 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조 하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자

원화 한다든지, 백진주쌀에 적용하는 약정수매제도를 친환경농법이나 안전농산물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확대하고, 로컬푸드나 제철꾸러미농산물, 향토음식점 등 

6차산업 형태로 가공/유통/체험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CSA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과 조직화 필요

     -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 및 정보제공, 생산 및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자본지원, 기타 고령화와 귀농귀촌에 대응하는 사업에 대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

5.� 맺는말

  ◦ 우리나라는 아세아 몬슨기후대에 속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해 왔으나 일제강점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극심한 식량부족을 경험하였음. 그 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고 있으나 농업계에서는 여전히 ‘農者天下之大本’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을 식량안보 

내지 생명산업으로 인식해 왔음

     - 녹색혁명과 백색혁명 등으로 주곡은 자급을 달성하고 일부 과일, 채소, 축산업은 빠

르게 성장하였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수입개방이 진전되면서 과당경쟁과 수

급불안, 가격조건 악화, 농업성장 제한 등으로 농촌경제 침체

  ◦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으로 추진한 경쟁력 강화 정책과 집약농업의 결과 축산, 채

소, 과일 등 농축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조건이 불리해지고, 일부 농축산물에

서는 잔류농약과 밀집사육으로 인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 먹거리산

업으로서 농업이 가지고 있던 생명산업으로 역할에 한계

     -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밀과 콩 등 몇몇 작물을 제외한 자급률은 높아졌으나 가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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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악화로 수지가 맞지 않아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과도한 집약농업으

로 식품 위생과 안전, 그리고 자연생태와 경관 보전이란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촌은 머지않아 사라져 버

릴지도 모르는 소멸 위기에 직면   

     - 이렇게 되면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은 물론 자연생태보전과 

전통문화 계승,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농업농촌이 수행해왔던 공익적 기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움

  ◦ 어떻게 하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할 것인가? 과도한 집약농업, 증산농정에서 탈피하여 생명의 가치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 농촌의 역할

을 재정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됨

     - 공급과잉의 시대에 가격과 양보다는 안전성과 품질을 생각하고, 환경과 자연생태, 경

관, 그리고 전통문화와 같은 다원적 기능을 걱정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그리고 신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안동농협이 주창하는 <敬의 농업>운동은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철학이자 농업·

농촌 발전전략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임

  ◦ <敬의 농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교

문화권에 있는 안동, 영주, 의성 등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자연과 

산업,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북농업농촌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농협 등 관

련기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차별화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필

요가 있음 

     - 새로운 경북농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丁 茶山이 말한 三農대책(厚農, 便農, 上

農)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 생산자입장에서 수지맞는 농업으로 경영

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2) 생산과정에서 노동

의 강도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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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품위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들을 연계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 필요

     - 안동농협 임직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유통을 활성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제공하

는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敬의 농업>이 국민 모두의 품격 있고 행

복한 삶을 위해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다양한 농업·농촌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개발,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와 판매촉진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권역내의 관

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 안동농협의 <敬의 농업>운동은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농촌의 생존철학이자 지방소멸 위

기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유교문화권의 타 지역 농협과 지방자치단체도 협력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자연과 

농식품,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退溪의 敬 사상에 기초하여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國利와 民福을 위해 신념

과 용기를 가지고 실천한 爲己之學의 선비정신 덕분에 조선이 500년간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居敬窮理 主一無適’의 각오를 다지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향을 창생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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