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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줄임글

한 국 농 협의 구조 와 기 능 :

국가 , 농 민 , 농협 의 삼 각관 계를 중심 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와 농협이 상보관계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봄으

로써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국가, 농협, 농민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이는 농협이라는 조직이 원칙적으로 자발성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이익집단과는 다른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국

가의 개입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가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농협 조직 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두 가지

로 요약된다. 우선 농협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익집단의 하나임에 주목한다. 즉

근원적으로 농협이란 조직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이는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이라는 조직 성

격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밝혀보려 한다.

그리고 농협 조직의 또다른 성격 즉 산업화전략을 추진하는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에서 뒤쳐졌던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체임에 주목하려 한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열등한 분야지만 농협은 이와 달

리 방대한 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끈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지 않은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할 것이다.

이익집단이란 각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에 지배받고

이의 발전수준과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협동조합을 자리매김

할 때는 협동조합이 처한 제반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한국 농협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발전과정을 따라 파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농협은 설립되던 1961년 당시 고리채 성행의 악순환과 식량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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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생활이 열악했다. 즉 농민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조합을

만들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농민을 통제·보호하기 위한 대행기

구로서 농협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협에 대한 개입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농협의 감독체계 및 인사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

는 농협을 정부금융기관 및 정부정책수행기관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 농협은 국가의 지원 및 통제를 통해 발전하면서도 국가의 농

민 통제·보호 메카니즘에 대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

면서 상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농협에 관한 기존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논의가

과연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이론틀로 적절한지에 대해 되짚어 볼 것이다.

다원주의는 농민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의이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농협의 상황은 농민들

스스로 발전할 역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

협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모델임이 밝혀진다.

또한 조합주의는 가톨릭의 세계관인 수평적인 사회관 을 전제로 모든 분야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논의로서 한국에서 농업부문이 불균형적인 산업화전략으로 인

해 소외되어 발전되어온 과정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 농협- 농민의 관계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보

관계였음을 설명하면서 농협이 국가의 육성과 통제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발전해

왔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모색해 볼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국가 , 농협 , 농민 , 이익집단 , 관제조합 , 다원주의 , 조합주의 , 유

교자본주의 , 신제도경제학 , 정권정당성 , 통제인프라 , 서비스 대행 , 보호·육성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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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주제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은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을 서구와 같은 농민조합원의 이익집단 이란 개

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존재하는 농협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일차적인 질문이다. 한국에서 중요

한 행위자인 국가 의 개입이란 요소가 농협1)의 경우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답을 찾아보려 한다.

농협에 대한 기존의 다원주의적 연구 (심영근, 1991; 진흥복, 1991; 정병호,

1991)와 조합주의적 연구 (박종주, 1986)는 국가가 경제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

치는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익집단이라는 개념에만 집착해 왔

다. 협동조합 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고, 그

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특징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익집단 의 원칙을 추

구하는 입장은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으로서 한국 농협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 상향식으로 조직되는

서구의 협동조합과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갖출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농협이 스스로 협동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농민

조합원의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출범되었고, 때문에 국가2)의 개

입은 농협이 성장하는데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 협동조합의 존립가치는 국가의 정책수행에 얼마나 공헌하는

가의 여부에 달려있고, 존립을 위한 재정은 직·간접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그 존립에 필요한 각종 주요 의사결정은 의회나 정부로부터 법률과 규제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신협중앙회, 1997: 56).

1) 농업협동조합 은 농협 으로 약칭

2) 여기에서의 국가 란 제도 및 행위자를 포괄한 개념이며, 정부 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하는 등 주요 사항을 관할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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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농업부문은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화 전략 으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

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분야로 간주되어왔다. 그리고 농협은 농업

을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수행기관으로 탄생하여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한국 농협을 다원주의 및 조합주의 입장과 같이 영리추구를 하는 이익

집단의 사업체로서만 간주하는 것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농협은

서구 협동조합처럼 사업확장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발전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농민조합원을 통제 및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국가와 농협의 입장을 살펴보기

로 한다. 농협의 입장에서는 농민조합원의 수가 감소되면 출자금이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농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한다. 또한 농민을 산업

화의 저수지로 이용하기 위해 농가부채를 해소하는 정책수행기관으로서 농협을

필요로 하게 되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와 농협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상보

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는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화

및 산업화 전략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영향은 농업분야를 차츰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했고, 농가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고리채로 열악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국 농민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

는 농협은 감소하는 농가인구의 영향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농민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할 협동조합을 설립할 의식수준

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농협은 정부주도로 1961년 성

립된 이래 지금까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특혜와 보호 속에서 성장했던 농협과 이를 구성하는 조합원들

은 일정한 시점을 지나면서 국가에 대해 자율적 운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상당한

수준의 규모와 위상을 차지하게 되자 농협이 국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농민

들의 이익집단으로서 자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1988년의 농협법 개정 등의 자율화 조치들은 기존의 관제조합으로서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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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과 국가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그 중에서도 중앙회장과 단위농협 조합장들의 선출이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어 농민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허용하게 된 것과 중앙회 사업계획 수지

예산이 정부 승인제였던 것에서 보고제로 바뀐 것은 농협의 운영에 자율성을 부

여해 준 커다란 변화로 보여진다. 자율화 추세로 인한 이같은 제도변화들은 외면

적으로 국가가 농협의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농협을 지원하고 통제했던 지배력을 국가가 스스

로 약화시킨 조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과연 국가는 스스로 자신의 농협에 대한 지

배력을 약화시킨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와 농협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결국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는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본 논문은 80년

대 이후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농협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가 과연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글이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1988년 농협법 개정 이후 국가가 명시한 정책들과 그것들의 시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뀐 인사체계, 자체사

업들에 대한 승인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느슨해진 감독체계 등을 핵심으로 간주한

다. 또한 농협 내 노동조합의 모순적인 존재, 통합농협의 출범 등의 현상에 대해서

도 살펴보려 한다.

어떤 조직과 마찬가지로 농협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의 독특한 정치·경

제·사회적 상황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농협이 처한 한국의

특정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교자본주의 를 이용해 본 논문의 논거를 이어

나가려 한다. 물론 유교자본주의는 농협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

다. 그렇지만 국가관료가 자생력이 없는 부르조아를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

육성·지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노동자집단 까지 통제 및 보호한다

는 설명력은 한국 농협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즉 국가관료가 자생력이 없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수행기구로서 농협을 경제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및 지도(때로

는 통제 및 보호)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개입을 통해 발전해 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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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대한 특징과 국가, 농협, 농민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유교자본주의의 설명방

식을 도입하고, 1988년 농협법 개정이라는 제도변화 및 시행결과는 신제도경제학3)

의 관점으로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농협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농민조합원들의 편익 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데 있으며, 국가- 농협- 농민간의 바람

직한 관계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한국 농협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뜻을 같이 하면서 상

향식으로 조직되었던 서구의 농협 경우와는 상이하며, 농민조합원의 수준이 스스

로 협동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성장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1961년 농협

이 설립된 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국가- 농협- 농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80년대 후반 이래 국내·외의 개방화 및 민주화 추세는 한국의 농업분야에 대

한 정책 입안자로서의 국가와 그의 수행기관으로서의 농협간 관계의 성격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논의는 한국농협에 대한 국가개입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농협이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 농협이 탄생하고 성장해왔던

한국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의 농협이 정치적

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국가의 개입에 의해 발전해왔던 이유에 대해 통시

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농민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 농업의 환경적 배경을 살피고, 국가와 농협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농

3) 신제도경제학에서 North의 제도변화, 경로의존 등의 개념을 이용하려 한다. North는 환

경변화에 따라 제도변화 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제도 및 관습이 지속되는 모습을 경로의존 이라 하였다. 80년대 후반 농협의 발전과정에

서 나타난 88년 농협법 개정이라는 제도변화와 그 이후 나타나는 시행결과들을 살펴봄

으로써 계속하여 국가개입이 유지되는 한국 농협의 관제조합적인 모습은 경로의존임을

보여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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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과 농민의 관계도 중점으로 다루어 마지막에서 다뤄보려 한다.

우선 3장에서는 국가와 농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한국 농업의 발전과정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국가주도의 산업화 전

략이 농업분야에 미친 영향들, 그리고 그 흐름 속의 국가와 농업·농민간의 관계

에 주목해 볼 것이다. 국가주도의 수출산업화 전략은 도시화를 야기해 농업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게 했고, 자연히 이농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미미한 식량자급률 등도

한국에서의 농업 문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는 이와 같이 전체적인 산

업 중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배와 통제를 해 왔다. 그러면

서도 다른 한편,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을 무시할 수 없었다.

농업은 국가가 의도적인 정책으로 약화시킨 분야이기도 했지만, 엄연히 국가의 구

성원인 농민들을 위해야 할 책임도 있었다. 이러한 국가와 농민의 상호관계에 대

해서는 국가의 힘을 사회보다 우선으로 삼지 않는 다원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세력

의 조화 즉 전 산업의 균형을 강조하는 조합주의 모두 현실설명력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국가와 농협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농협이 한국의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조합주

의적 입장과 다소 유사하지만 한국의 농협이 발전해 온 과정이 조합주의가 전제

로 하는 수평적 사회세력화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덧붙여 한국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농협의 역할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가와

농협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농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이익집단이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국가로부터의 하향식 관제조합적 성격을 띤다.

비록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외적인 형태는 갖추었지만, 국가

의 통제·유인 기제로서 관제조합적 성격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주

의적인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이익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농협의 인사권·감독권·재정권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을 통

해 농정수행자금을 확보하는 국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농협 출범의 의의와 함께

특수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농협의 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한국 농협 관련 제도변화 및 시행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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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 함이다. 일단 국

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와 농협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에

도 국가개입이 여전히 필요한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1988년 개정된 농협법4)

내용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인사체계와 감독체계, 재정체계를 중심으로

개정한 내용들이 지닌 자율화의 의의와 한계를 비롯하여 국가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더불어 조합주의에서 전제하는 가톨릭의 수평적인 사회

세력이나 전체적인 조화 정신이 한국이 가진 기반조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례

들을 통해 비교할 것이다. 또한 1988년 농협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한국 농협에 대

해 국가의 감시와 지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한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망라하여 보여주려 한다. 국가의 법제정 및 개정에 따른 농협의 사업운영들이 대

상이 될 것이다. 2000년 이루어진 통합농협의 출범은 국가가 여전히 큰 힘을 행사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의 농협이 자

율적인 운영을 해나갈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와 농협간의 관계변화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5장에서는 농협과 농민조합원의 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다. 60년대에서 2000년까지 한국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특징을 유지해 왔는지

에 중점을 둘 것이다.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면서, 그 조합원을

위해 영농자금 및 복지자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초기 한국 농협은 국가로부터 받은 영농자금을 농민조합원에게 제공하

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성장한 이후에도 농민조합원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 사업확장이나 정책자금, 대행판매와 같은 다른 용도로 재정을 운영

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구나 개정된 농협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합장

4) 농협법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을 말하며, 61. 7. 29 법률 제 670호로 제정된 후 계속하여

일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63년 법률 제1584호, 67년 법률 제1879호, 1932호, 73년 법

률 제2577호, 76년 법률 제2963호, 78년 법률 제3121호, 80년 법률 제3300호, 88년 법률

제4080호(8차 개정으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한다), 89년 법률 제4096호, 91년 법률 제

4419호, 4423호, 4433호, 93년 법률 제4541호, 94년 법률 제4707호, 4819호, 96년 법률 제

5153호, 5211호, 97년 법률 제 5408호, 5453호, 5454호, 98년 법률 제5505호, 5591호, 99년

법률 제5949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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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앙회장 선거의 부패양상, 협동조합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 농협 내 노동조

합의 존재는 한국 농협의 모습이 농민조합원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본 전제를

지키지 않는 현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서론과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짤막한

요약과 함께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피력하려 한다. 즉 한국의 정치적·문화적·사

회적 맥락 속에서 국가와 더불어 존재해 온 농협을 다원주의나 조합주의에서 말

하는 이익집단 이라는 원칙적인 시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주장이

라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논문은 국가의 성격 및 국가와 농협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려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인터뷰이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전개하는데 있어 문헌연구가 주된 방법이 될 것이다. 즉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농협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그리고 농협연감등 농협발간책

자들(1961년∼2000년), 신문(조선·동아·중앙일보), 학회지, 정기간행물, 연구 보

고서, 센서스 자료 및 통계자료 (통계청)들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과 정책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사업운영 및 관리면에서 나타나는 실례를 보

여줌으로써 국가와 농협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여전히 국가의 하향식 통제가 계

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면접법 즉 인터뷰를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농협임직

원과의 인터뷰를 의미한다. 문헌상으로 살펴본 내용들 외에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농협임직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뷰가 가장 효율적이라

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농협의 평직원과 부장급을 대상으로 선정

해 인터뷰했다. 일반인들 및 농민, 국가의 입장과는 다른 농협 자체의 목소리를 들

을 수 있어 농협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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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한국 농협에 대한 기존 논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의 역학관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

내의 집단은 각자의 이익추구를 위한 집단의 결성과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기능적 분화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가져왔

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원주의 와 조합주의 가 이익대표체계로서 대두하였다.

이에 지금부터는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협을 설명하

는 시도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비판하려 한다.

1 . 다 원 주 의 (P lura li s m )

(1) 다원주의적 시각의 특징과 한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다원주의는 개인과 이익집단의 개별적인 자율성을 강

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집단들의 동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논리로서 자율적 집단의 분산된 정치권력 및 정치적 결정메카니

즘을 함축한다. 다원론자들은 권력분산의 확대를 기반으로 집단경쟁의 논리적 정

당성을 찾고 있으며, 경쟁논리에서 산출된 지배엘리트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다원주의는 사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경우로, 복수 집단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의제 및 정책형성에 참여하여 집단과 조직이 자율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요건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정치체제는 강력한

지배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경쟁을 벌이는 이익집단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집단들간의 경쟁에서 조정자 또는 중재인의 역할을 하며,

이익집단의 경쟁과 정부의 중재과정의 결과는 공공의 정책선호를 반영한다고 설

명된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정부의 한 공식적 행위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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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의 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러한 다원주의에서의

국가개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이익집단이 자

유경쟁의 장에서 자기조절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해 나가기 때

문이다 (홍민식, 1987: 128∼129).

그러나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이익대표체계는 특정집단에 의한 이익의 과

도한 독점, 지나친 갈등과 경쟁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정

치적 안정, 때로는 뇌물공여 등에 의한 정치적 부패의 조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또한 다원주의적 정치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인 약점은 ①국가가 정치적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고 공공정책을

결정 및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강력한 이익

집단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②불평등하게 형성된 정치 구조하에서 정치적 질서가

형성됨으로써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주의를 주장하

는 슈미터 역시 서구정치체계가 지닌 통치력의 저하 즉 무통치력의 문제로서 집

행기구능력의 저하 를 다원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 다원주의 입장의 한국 농협에 적용

다원주의 입장에서 협동조합 운동 이라 함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에서 발생한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협동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협동조합의 활동 및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기구인 세계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은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을 정의한다. 즉 협동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경제적 약자들이 상부상조의 인적결합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킨 자주적인 경제단체 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조합을 구성하는 주체에 따라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농협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 약자인

독립 농업생산자인 농민들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이에 조홍래 (1988)는

농업협동조합이란 농민의 생산활동을 도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농민의 조합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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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

스로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협동조직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회사와 같이 보

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조직체가 아니라, 농민 자신들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주적으로 조직한 농업생산자조합을 말한다.

즉 농민조합원에게 필요한 생산자재나 생활용품을 공동으로 구입함은 물론, 조합

시설을 공동이용하여 생산·유통 및 농가생활에 있어 농민들에게 최대한의 경제

적 이익을 제공하고 서로 협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약자의 조직으로서

도덕성이 강한 반면 한국이라는 구체적 현실에서의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접

근은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서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다. 농협이라는 조직은 협동 조합으로서의 이념형일 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

론하고 한치의 틀림도 없이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불변의 상은 아니며, 협동조합

이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둘러 싼 그 나라의 시대상황과 경제사

회적 여건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가운데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은 당연하다. 특히 나라마다 그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이나 수단을 조금씩 다르게 채택함으로써 저마다 발전 경로의 특수성

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한국 농협의 현실적인 사정에 대해 다원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을

수용하여 강조하거나 한국 농협의 모델로 다원주의를 채택하는 글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5).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한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권고 또는 특정

5) 드물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협동조합의 본질을 바라보는 몇몇

학자들이 있긴 하다. 심영근(1991)은 협동조합을 경제적 약자의 단체, 경제적 독립자의

단체, 비영리적 경제단체, 상부상조의 단체, 자주자조의 단체, 지역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흥복, 김성기(1991)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협동조합의 원리,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협동조합 성립의 기본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 곧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생성된 단체, 경제

적인 약자의 단체, 영리주의 부정, 자립자조 정신, 자유·평등의 민주주의로 협동조합의

본질을 규정한다. 정병호(1987)는 경제적 약자의 단체, 조합원은 협동하나 독립된 개체,
비영리단체, 경제단체, 인적 결합체, 자유·평등의 단체, 상부상조의 단체, 자주자조의 단

체, 지역단체로 협동조합의 본질적 내용을 규정한다.
한국 농협을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글들은 몇 안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합주의적인 것

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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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을 수행키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익집단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이익집단이 법률적으로 재가된 제도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익집단

의 정부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장달중, 1985: 28). 국가에 의한 이익집단의 정

부화 현상에 따른 이익집단의 조직화 현상은 한국의 경우 주요한 이익집단이 설

립된 법적근거와 이들의 활동을 통제 및 감독하는 관청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알

수가 있다6).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농협의 경우도 정부기관에 대한 이익표출이 생산자단체

라는 속성 때문에 이익집단으로서의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이었다

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 한국의 농협은 서구에서처럼 농민

이 스스로 만든 자생적인 단체가 못되었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부가 뒷받침하

는 자본이나 재원의 큰 몫으로 설립된 위로부터의 하향식 조합이었다. 또한 이러

한 정부의 뒷받침 덕분으로 빠른 기간에 성장이 가속화되어 왔다.

한국 농협이 설립될 당시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농협을 설립할만한 의식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기타 제반여건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고리채 성행의

악순환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열악했으며, 식량마저 부족하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협을 설립할 수 없는 미비한 여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농민들의 하향

식 육성으로 농협을 설립했으며, 정부의 협조와 간섭도 농협사업의 촉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또한 90년대 경우 농협 내에 존재하는 노

동조합의 존재는 한국 농협이 얼마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개념에서 멀어져 있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자발성을 강조하는 협동조합 내부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것

은 그만큼 한국 농협이 스스로의 소리를 내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다원주의적 입장은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분석하지 않은 채 아

래로부터의 자발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일정한 원칙에만 얽매어 있어야 한다는 한

계점 때문에 한국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한국 농협에서도 다원주의적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일기도 하

6) 대부분의 주요 이익집단은 상공회의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변호사법과 같은 특별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임의로 설립된 단체는 극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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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88년 농협법 개정으로 정부로부터 임명되던 농협의 중앙회장과 조합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습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원주의의 문

제점으로 지적되는 선거부패양상을 초래했다. 농협 내부에 정착되지 않은 선거문

화는 금품수수, 뇌물공여등의 문제점을 표출시켰고, 선거결과 밑으로부터의 농민이

선출되기보다 기존의 전현직 조합장이 재선출되는 양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러한 한국 농협에서 나타난 움직임들은 다원주의적 입장들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2 . 조 합 주 의 (Corporat i s m )

(1) 조합주의의 특징과 한계

조합주의는 라틴유럽과 이베리아반도의 문화적 정신사적 전통 (가톨릭)을 이어

받은 것으로, 이익대표체계를 바라보는 다원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는 이데올로기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양동안, 1988: 144). 다시 말해 조합주의는 인간, 사회, 정체

에 대한 권위주의적이고 유기적인 관점7)이 반영되는 정치적 문화와 제도들의 체

계를 일컫는다.

그런데 조합주의가 기반한 이베리아- 라틴의 사회정치적 전통은 그곳의 종교-

문화적 전통8)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들의 가톨릭이라는 종교 전통은 신 아래

모든 이의 평등 을 주장하며9), 신 이란 만인을 결집시키는 영구불변하고 단일한

7) 그들이 사회와 국가를 보는 시각은 유기적인 것이다. 즉 정부는 자연적, 필연적이며, 인

간 사이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신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개념은 본질적으로 보

수적이다. 유기적 이론은 인간의 법을 자연법, 신성법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이

론은 권위에 대해 좀더 관대하고, 집단의 권리 나 상위의 보편적 의지 를 위해 개인을

경시한다. 또한 현상유지를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며, 전통적으로 주어진 이해관계를 지키

기 위해 확대된 권력을 고수한다. 그리고 인간을 어떤 확고하고 보다 높은 목표와 통일

체에 복종시키는 조합주의적 체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8) 이러한 이베리아- 라틴 문화권 국가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적이고, 엘리트적이고, 가산

제적이고, 가톨릭적이고, 계층화되고, 위계적이며, 조합적인 두 개의 기본적 계급이 핵심

에 있는 사회정치적 질서와 정치문화를 가진 1500년경의 독특한 이베리안- 유럽 전통의

잔재를 가지고 있었다(위아르다, 1991).
9) 인간은 자연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인 이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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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의 제정자이며 해석자, 후견인으로 인간의 공통된 주인이며 지배자라고 인

식하고 있다(임효선, 1996: 70). 그리고 무엇보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화 를 강조하며, 각 부분들은 그 조화가 상존하도록 조직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신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순응과 인간이 이해하는 모든 선한 목적에 대한 협조

가 요구된다. 이러한 종교의 교리는 사회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는 신의 절

대적인 힘을 대신하는 역할을 현실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

전통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모든 결사체들과 조합체들을 규제할 뿐 아니라 기

존 체계에서 지위를 확보한 집단을 전체 국가발전을 위한 협동적 노력 속으로 묶

어내려 한다. 그리하여 이해관계가 적고 가치체계가 공유되어 있으면 분명히 이

체계는 잘 기능할 수 있지만, 이념과 사회적 세력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과 반드시

양립불가능하지는 않는다.

또한 조합주의 체제는 집권층과 일반 사회세력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의 방법

에 있어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배제적인 것으로, 집권층이 그

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강제력에 의하여 제거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10). 그리고 다

른 하나는 융합적인 것으로 집권층이 기타 계층의 요구에 영합하여 인기전선을

결성하는 것이다11).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그 자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며 정통

성을 확립하는데 생기는 난점들은 조합주의의 난점으로 남아있다 (안병준, 1986).

조합주의에 대한 개념은 다의적이고 거시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

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른데, 슈미터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이익대표체제의 개

념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슈미터에 의하면 조합주의는 하나의 이익대

표체계로서 그 구성단위들은 수적으로 제한된 단일적이며, 강제적이고, 비경쟁적이

며 위계적 질서를 지니고 있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범주들은 국가에 의해 인정되거나 허가를 받고 있으며, 각각의 범주들 내에서 대

표성의 독점을 확보하는 대신에 지도자의 선출 및 요구와 지지의 표출에 있어서

국가의 특정한 통제들을 준수한다 (S chm it ter , 1979: 13∼14). 12)

하다고 한다.
10) 1985년의 이전의 브라질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1) 그 대표적인 예는 페론 통치하의 아르젠티나와 현재의 멕시코라 하겠다.
12) 그러나 슈미터의 정의는 경험적 세계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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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조합주의를 이익대표체계로 보는 관점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자

본주의의 발전단계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아울러 모든 형태

의 이익결사체에 적용가능한 보편적 양태인가 혹은 특정 유형의 계급관계에만 적

용되는 특정에 불과할 따름인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다 (박종주, 1986: 34).

이밖에도 조합주의는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의 해소를 중간적 전문가나 대표자

들의 합리적 결정에 따른 조정이라는 비정치적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나 과연 이

것이 가능할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또한 사회조합주의의 경우 전문가나 대

표자들의 의견이 공동체 전체의 선과 일치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조기제, 1988).

(2) 조합주의 입장의 한국 농협에의 적용

조합주의 논의는 부지불식간에 방대해진 국가의 역할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

는 이론을 모색하던 80년대 한국에서도 국가론 논의의 발전 배경으로 채택되었다

(조기제, 1988). 이에 부응하여 조합주의적 관점으로 한국 농협을 설명하려는 움직

임도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종주 교수이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6

0∼70년대의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정부- 사회부문 간의 관계를 국가

조합주의의 모형에 준거하여 살피고 있다.

그런데 박 교수가 조합주의를 한국 농협을 설명하는 이론틀로 사용하는 데 있

어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주의가 형성된 라틴유럽과 남미의 가톨릭 전

통과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 및 사회경제적 조건이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

다는 점을 타당성 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13). 다시 말하면 이베리아-

다원주의에 대한 논리적 대안으로 제시된 형식적이며 연역적으로 구성된 이념형적 체계

라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다원주의에 있어서의 이익집단과 조합주의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의미가 구별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해표현의 형

식적인 특징들만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민선, 1983:
13- 14).

13) 국가의 발전은 조합주의의 입장과 같이 비단 경제적인 요인이나 계급관계 뿐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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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를 유기체적으로 보고 사회관계를 수평적으로 보는

사회관이 지배적이다14). 그러므로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다양한 집단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룹 사이의 타협이나 제휴가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어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나 중산층은 아니지만 사회부문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국가우위 현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수직적 사회관계를 중요시해왔는데 이같은 역사적 요인이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시킨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한국

농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민들 역시 그들의 열악한 생활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처지가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농협은 자발적인 이익대표

체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의 정부기구로서 권위주의적인 하향식 체제를 유

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농협에 대한 조합주의의 수평적 사회관으로

서의 설명은 적합하지 않으며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한국의 농업부문은 근본적으로 이베리아- 라틴의 유기체적이고 수평적인

사회관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농업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공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해 제한

된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옴으로써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

문이다. 정부는 인플레를 억제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농산물 가격

을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농업의 희생을 합리화하였고, 농업부문의 투자효

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불균형적인 사

회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한국에 있어 전체적인 사회관계는 수평적이지 못하

고 국가에 의해 재편성되어 불균형적으로 발전해가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유기체적 사회부문의 평등을 주장하는 조합주의로는 한국의 농업부

문이 다른 산업부문과 수평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다른 산업을 보조하거나 농

라 그것이 겪는 역사, 지정학 및 국내정치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체제 속에

서 국가는 역사와 지정학의 제약 속에서 생성되어 왔으며, 역사적인 유산, 즉 문화, 언

어, 습관, 혈족 등의 맥락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따라서 한국을 살펴보려면 현실에 당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역사적인 산물임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가톨릭의 교리가 신 앞의 모든 이의 평등을 주장하듯이, 이베리아- 라틴 문화권의 전통

은 국가 아래의 모든 사회부문간의 평등을 강조하며, 각각의 부문들이 협조를 하며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 15 -



업부문을 희생하게끔 강요당하는 모습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더해 최근의 한국 농협에서 일어난 통합농협의 출범 도 국가 정부의 입김

에 의한 결과물로서 수평적인 사회부문의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농협으로 통합되지 않으려는 축협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정부가 결국 통합농협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이익대

표체계로서 농협을 바라보려는 조합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한국의 농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정부의 감독을 꾸준히 받으며 설립

되고 발전해 온 농협의 모습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시 말하면 박 교수를 포함한 한국 농협에 대한 조합주의적 접근의 한계는

한국 사회의 분석에 있어서 조합주의 모형의 적합성 문제라 할 수 있다. 모든 이

론모형이 그러하듯이 조합주의 모형 역시 한국사회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조합주의 모형을 한국사회분석에 원용하는 경우 우리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등의 특수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

가 있는데 위와 같이 그의 글에서는 이에 대한 고찰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은 사회세력이 약한 기반 아래에서 정치세력이 국가와 사회 및 경

제를 통제해 왔으며 여기서 권위주의가 촉진되었다. 즉 사회세력보다도 국가15)와

그것을 관리하는 군과 관료가 안보 및 경제를 주도해왔으며 이 결과 권위주의체

제가 형성되어 왔다. 남북한이 양단되어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안보

와 질서를 보장해 왔고, 관료들은 행정 및 경제발전을 관리해왔다. 한편 사회세력

으로서 정당과 이익집단들은 자율적인 활동이 제약되어 왔으므로 국가와 사회를

연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남미의 권위주의는 사회세

력16)17)이 주도하고 있는데 반하여18) 한국의 경우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15) 여기서 국가란 경험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토, 정부, 강제력 및 정통성을 갖고 질서, 안

보, 번영 및 국위를 추구하는 실체를 말한다(Max Weber , Politics as Vocation, in H.H.
Gerth and C.W .Mills (eds), From Max Webe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1972): 78- 79). 정치란 갈등을 해소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국

가는 강제적인 조직이며 사회의 각 단체나 조직은 비교적 자발적인 단위이다. 정치는 이

양자간에 중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실제로는 정당, 관료, 군인 및 이익집단이 행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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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정치가 경제를 좌우해 온 것이 사실이므

로 남미에서 적용되는 정치경제이론이나 종속이론은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데는

제한된 유용성만 갖는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의 전제에 대한 커다란 의문은 우리나라에 과연 유신 이전

에 일반대중의 정치적 활성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19). 박 교수의 글은 한국

의 60∼70년대 농협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의 사회세력은 (특히

조합주의에서 중요시 다루는 노동자 세력조차도) 활성화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

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농협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무엇보다 농민세력의 세력

증대가 우선해야 조합주의 확립의 핵심요건이 갖추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기본적

으로 한국 농협은 농민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국가가 개입한 경우로서 사회세

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조합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실현가

능한 대안으로서 조합주의의 한국 농협에 대한 적실성의 검토는 부정적일 수 밖

에 없다 (김수진, 1992: 134).

16)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오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중 의 개념은 남

미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 은 다분히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으

로 극빈한 농민과 노동자 및 소외된 지식인들, 즉 억눌린 자 를 지칭하는 듯 보인다. 이

러한 의미의 민중 은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

나 남미의 민중주의 에서 말하는 민중 은 중산층을 내포한 대중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적어도 학문적으로 민중 을 논할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17) 이에 덧붙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populism )은 한 때 민중주의 라고 번연되기

도 했으나 최근 학계는 이를 잘못되었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 를 위한 개혁을 주장하지

만 기본적으로는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인기영합 과 실체와 원칙이 없는 개혁 이 두 가지 특징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온정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민중 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엉터

리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서병훈, 동아일보 칼럼, 2000. 12.12)
18) 일찍이 남미에서는 노동자와 중산층으로 구성된 민중주의세력이 집권하여 한동안 수입

대체산업을 진흥하였는데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노동자와 신흥자본가간

에 계급갈등이 생겨 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민중세력을 탄압한 뒤 관료들과 제휴하여 권위주의국가를 형성했다

는 설명이다. 일단 이러한 체제가 형성되면 국가가 사회의 집단과 조직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고 조정했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포섭했으며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

들은 탄압했다는 것이다.
19) 조합주의 확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노동자세력의 세력증대 라는 점이다(김수진,

1992: 134). 즉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조직률, 조직적 일관성, 권위의 집중성) 및 노동

자들의 계급적 이익의 증진을 명시적인 목표로 하는 정당의 강력한 정치세력화가 조합

주의 등장 및 정착의 대전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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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농협에 관한 대안적 접근

1 . 신 제 도 경제 학

신제도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신고전경제학의 중심적인 가정을 완화하거나 수정

함으로써 제도분석을 경제이론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거래의 기회

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 의 개념을 도입하여 마찰 없는 자발적 교환

의 가정을 수정하였고, 불확실성 과 정보의 비대칭성 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

적 시장의 실패와 제도개입의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제도주의에는 코즈의 소유권적 접근방법 (Property Right s

approach ) 과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T ran sact ion Cost Econom ics ) 등 신고전경

제학의 완만한 수정 혹은 보완작업으로 평가되는 이론 등이 포함된다.

거래비용의 개념을 통해 경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코즈20)는 소유권의 변화와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자동적으

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과 수익의 관점에서 대안적인 제도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을 통한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이 명령과 재량의 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 (조직 또는 hierar chy )이 가격기구를 대체하

여 자원을 배분하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조직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코즈의 논의가 소유권을 둘러싼 거래비용의 발생과 영향에 대한 이론

적인 문제제기였다면, 노스의 연구들 (N orth , 1981, 1990)은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역사적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21). 노스

20) 코즈의 거래비용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교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하

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협상을 통해 거래에 이르고, 계약을 맺고, 계약

의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일에 드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 한다. (Coase, 1960: 114)
21) 노스의 관점에서 국가는 사회전체의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

는 방향으로 소유권을 비롯한 제반제도를 설계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

는 수많은 행위자의 존재로 인해 감시, 측정, 강제 등의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자체의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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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유권을 통제하는 제도적 규칙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서구의 경제성장과정

을 분석한다. 노스에 따르면 시장의 팽창과 분업의 진전에 따르는 거래비용의 증

가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제도적 구조가 발전하고 쇠퇴한다는 것이다 (N orth , 1990).

또한 노스의 분석에서는 윌리암슨이 말하는 거래비용 이라는 용어보다도 수확

체증 과 경로의존 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

스의 논의는 제도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전

경제학적인 논의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행위자에 대해 제도22)라는 제약을 부과할 뿐 행위자는 제도의 제약 하에서 도구

적 합리성에 기반한 최적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도주의는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경험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행위

자들은 해당 사회에 특수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들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

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의 선택과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S om er s , 1993:

595∼596). 따라서 하나의 사회적 변동은 이들에게 고유하게 전해 내려오는 제도

적 편재들에 의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다. 제도주의에서는 이를 경로의존 (P ath

depen dency ) 이라고 개념화하는데,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동들이 항상

동일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바로 개별 시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독

특한 제도적 편재들과 이로 인한 변동의 경로의존 때문이다.

한국 농협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러한 제도주의는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경험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이론이다. 무엇보다 한국 농협 성장과정을 설명하

는데 있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국가가 줄여줌으로써 농협이 효과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다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1988년 농협법 개정이라는 사회적 변

동에도 불구하고 관제조합적 성격을 지속하는 한국 농협의 특징을 경로의존 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협에 국가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신제도경제학의

22) 노스는 제도를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의한다. 제도는 인간이 인간들의 상

호작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안한 모든 형태의 제약을 포함하며, 제도적 제약은 인간 사

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틀로서 경쟁적인 팀스포츠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에 완벽

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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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은 관제조합으로서 한국 농협의 발전에 대한 유교자본주의의 설명력을

보완하고 있다.

2 . 유 교 자 본 주의

(1) 유교자본주의 입장의 도입

9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발전을 유교와 연관시켜 설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면

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유교자본주의 라는 독특한 자본주의 형태로 명명하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전개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23)(유석춘, 1997, 1998). 유교

자본주의적 입장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

는 조합주의와는 달리 구체적인 동서양의 역사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해답을 말

해주고 있음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

유교자본주의 라는 개념은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 국가가 서구

의 기독교 개신교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실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먼저 서양은 봉건제로서 통치자와 관료들간의 관계가 군사주

의적 계약에 기반해 있다. 이들간에는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고, 관료는 사적

인 소유권과 세습권이 인정되는 봉토를 받아 분권적인 사회구조를 이루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통치자와 관료

의 관계가 권위와 복종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주의적 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관직

을 가진 사람에게 소유권이 아닌 일정한 소득권만을 부여하는 녹봉을 제공함으로

써 집권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기반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요컨대 서구는 중세의 지

방분권적인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그러

23)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유교문화와 연결시키는데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칸(Herman Kahn)이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성공을 설명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였고, 문화적 요소 중에서도 유교 윤리에 주목

함으로써 동아시아 현상이 유교윤리에 의해 추종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국민호,
1999: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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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에서는 중세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서구의 자본주의는 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아시

아의 자본주의는 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덧붙여 동서양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도 대조적이다. 서구에서는 귀족과

대항하며 성장하던 부르조아 계급이 경제·정치·문화적인 지배계급으로 성장하

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을 포섭하였다. 즉 다양한 세력이 공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인 셈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자생력이 없는 부르

조아를 국가관료가 경제적으로 육성하고 정치적·문화적으로 지도하면서 자본주

의 국가를 이룩하였고 노동자 집단 역시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에 두고 통제

및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자본주의의 핵심 내용은 국가의 효과적인 시장개입

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유석춘, 1997). 여기서는 지배세력과의 정치적 유착이 가

장 중요한 자본축적의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교 자본주의 입장은 국가로부터의 수직적인 통치체제를 유지

함으로써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부작용의 결과물24)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

보다 적극적인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국가로부터 간섭받음으로써 자율적인 시민

사회의 활성화가 마비되어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 해결대안을 제시할 근거가 미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부

족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관료)의 절대화 경향으로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은 사회

운영의 필요한 기제가 아니다. 유교자본주의 에서 필요한 것은 민본의식이지 민주

의식이 아닌 것이다 (신용옥, 2000: 192). 노동계급은 국가(관료)나 언론, 지식인들

의 도덕성과 양심에 자신의 처지와 생존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화한 유교 역시 자본주의인 이상 자본의 사회적 지배를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자본- 임노동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을 간과하고 조화 를 강조하

24) 국가로부터의 위계적인 통치는 자율보다는 억압과 지배를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미발달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자원을 손에 쥐고 사회에

제공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일정한 수준으로 사회가 자율성을 확

보한 이후에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유교자본주의의 문제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게 된다. 80년대 이후 사회전체의 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위계라는 기존의 방식만

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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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급 화해 의 논리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용옥, 2000: 192).

또한 모순의 한쪽 담지자인 민중을 배제한 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였던 유

교와 그 담지자 집단이 처해 있는 구조적 상태의 변화로서만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 그 발전을 설명한다는 것은 역사의 전체상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발전의 기

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발전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신용옥, 2000: 189). 이러한 모순구조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결과론적 해석의 문제는 현재의

결과와 상태를 설명하는데는 유용하지만, 배태되어 있는 모순구조와 그에 따른 위

기를 보지 못하고 올바른 대안적 전망을 창출하는데 무력하다(신용옥. 2000: 189).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시장주의자

들과는 달리 국가의 효과적인 시장개입과 연고주의 및 정경유착에 의한 거래비용

감소를 주장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는 미래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많은 정보를 국

가가 혼자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그리고 유교자본주의 론에서는 유교를 동아시아 자본주의 성립의 핵심적 요인

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식화함으로써 일원적 문화결정론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

판도 받고 있다(신용옥, 2000: 187). 베버가 문화적 종교적 요인만을 자본주의 성

립요인으로 보지 않았듯이, 유교도 동아시아 자본주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만 보아야 한다는 이유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유교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유교 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웃어른에 대한 존경,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뛰어넘

는 하나의 종교로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 부분에 관해 본 논문

에서는 유교를 추상적인 커다란 범주에서 하나의 종교로서 이해하고, 조합주의의

가톨릭 전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교 자본주의적 입장은 제도주의적 시각의

하나로서 동서양의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통해 한국의 특수한 조건에서 나타난

경제성장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 변동을 그

특수성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매우 유리한 제도주의적 시각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규모의 성장을 이룬 한국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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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조직인 농협 의 발전과정에 대한 기존의 이론틀에 대한 대안적 설명틀로

유교자본주의를 이용하려 한다. 유교자본주의는 국가의 온정적 개입을 통해 발전

해 온 한국의 농협의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제도적

환경에 기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2) 유교자본주의적 입장의 한국 농협에의 적용

무엇보다 한국에서 여전히 강한 윤리적 전통으로 남아있는 정치적 도덕주의는

국가가 윤리적·도덕적 목적을 위해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용인

하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좀 더 강력하게 정치권을 개혁하고 개

혁이 지지부진한 재벌들에게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를 원하는 한편 노사관

계가 악화되고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어 사업손실이 클 때면 국가가 좀 더 강하

게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도 국가가 필요시에 경제에 간섭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는 생각의 반영이라 보여진다(국민호, 1999: 147).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경제 및 사회 개혁도 크게 보면 국가의 정부 및 사회개입의 한 형태이며,

이러한 정책에 힘이 실려있는 것은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서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한 때문이다.

농협에 대한 국가 정부의 육성 및 지도라는 경제·사회·문화적 토대 위에서

한국은 자발적 결사체보다는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관변단체가 유리했고, 자유경

쟁보다는 정경유착이 지배적이었다. 경제활동의 거래비용 (W illiam son , 1985) '을 줄

이려면 국가의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지대추구(r ent - seekin g ) '가 가장 효

과적인 자본축적의 방법이었다. 농협은 국가로부터 특혜를 얻고 이를 유지하기 위

해 사적인 연결망에 의지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장 간단히 요약하여 표

현한 말이 바로 정경유착 이다. 이는 바로 국가의 관리가 위로부터 자본주의를 도

입하면서 발생시킨, 유교적 전통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합기제인 것이다(유석

춘, 1997: 84).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수행하고 이익집

단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해를 수렴하는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이러한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유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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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2).

한국 농협은 식량이 부족하고 고리채가 성행하여 열악한 농민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서구와 같이 농민들의 자발적 협동조합으로서 발생할 수 없었다.

농민들의 경제적인 빈곤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조건들은 결국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했고, 국가는 국가기구로서 농협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경제적 효율을 이루

며 발전하도록 개입해 왔고, 그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농협의 발전과정에서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한국의 상황 즉 정

부로부터 임명된 인사가 농협 중앙회장이 되는 소위 정경유착 이 발생되었고, 80

년대 후반 선거제로 선출제도가 바뀌었지만 그에 대한 선거부패 또한 심각한 부

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농협이 정부기구로서 존재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정부의 영농자금지원 및 감독체계 역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농협은 정부대행판매 및 정책판매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와

농협의 위계관계가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농협을

통해 농업부문 및 농민들을 통제함으로써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

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농협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통한 여러 제재 및 간

섭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정부대행사업을 통한 수수료로 자신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를 국외의 수입압력으로부터의 보호막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국 농협의 대표적인 특수성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

된다.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원들의 조직 안에 노동조합의 모순적인 결합은 자발적

이지 못한 한국의 농협의 실정을 반영하는 만큼 국가의 개입이 농협 내부에 영향

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교자본주의는 한국의 농협이 자발적 협동조합으로서가 아닌 국가기구 혹은

관제조합으로서 존재하고 발전해왔던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통치체제이면서 상하

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유교자본주의는 조합주의와 비슷하고 기존의 농협

에 관한 연구 역시 조합주의로 흘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사회에 만연된 기

본적인 가치관이 유교와 가톨릭이라는 각기 다른 전제를 깔고 있음을 간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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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유교는 위로부터의 위계적인 차이를 강조하였지만, 가톨릭은 국가를 신적

인 존재로 간주하여 통치자의 힘을 쥐어주면서도 개별 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나름

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사회부문이 자체의 역

할을 담당하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유기체적인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톨릭적 전통을 가진 조합주의는 유교자본주의와 기본적으

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유교자본주의와 조합주의의 설명력 차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농협이 발생

하는데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되는 농업부분의 농민세력의 활성화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한국의 경험을 거슬러 올라가면 농민세력들의 열악

한 생활과 무지가 국가로 하여금 농협을 설립하도록 조건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

라 일제시대의 토지조사, 그리고 6·25 전쟁과 미군정 하의 농지개혁을 통해 농업

부분의 중요 행위자인 지주세력이 사라지면서 국가로부터의 지배에 저항할 만한

농업부분의 세력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이베리아- 라틴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강력한

지주세력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띄는 것으로 농업부분이 전체 사회부분에서 제대

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60년대 이

후 국가의 산업화 전략은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을 보조하는 희생적인 부문으

로 전락하게 되는 한국의 특수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각각의 사회부문이 나름의

영역에서 독특성을 인정받는 조합주의의 전제와는 다른 것으로 한국의 현실을 설

명할 새로운 이론틀을 모색하게 한다.

본 논문이 유교자본주의를 모델로 한국 농협을 설명하려 하는 궁극적인 목적

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제도적 유산

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어 새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지난 30년 간의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 자

본주의라는 사회 제도 역시 한국의 역사적 경험 및 전통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나

타난 결과이다 (국민호, 1999: 138).

제 3 절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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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국가와 농협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1961년부터 2000년까지

의 한국의 농협 발전이 연구분석 대상이다. 한국의 농협은 국가주도로 탄생하여

관제조합적인 성격으로 성장해 오다가 개방화 및 자율화 추세와 같은 환경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80년대 후반에는 농협법 개정이나 임시조치법 의 폐

지 등의 제도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들 및 제도변화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와 농협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주목하려 한다.

한국의 국가와 농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위에서 설명한 유교자

본주의와 신제도경제학을 통해 한국의 국가와 농협간 관계를 분석하려 한다. 신제

도주의경제학의 거래비용 , 경로의존성 등과 같은 개념을 빌어오고, 유교자본주의

의 틀에 입각하여 한국의 농협을 설명할 것이다. 우선 유교자본주의는 한국의 농

협이 자발적 협동조합으로서가 아닌 관제조합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

해 설명력을 가진다. 다시 말해 유교자본주의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의 결과임에 주목하고, 한국의 국가가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수단으로 경제개발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사회집단들 및 각종 자원들을 동원했다

고 설명한다. 이러한 유교자본주의는 한국 농협이 1961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하

여 정책수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적으로 얻은 효율성 (규모의 성장, 재

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다.

한국의 농협은 1961년 발족한 이래 꾸준히 관제조합으로서 성장해왔으며, 농협

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계기를 만든 1988년 농협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제조합으

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외적으로는 수입농산물 개방압

력을 가하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고, 국내적으로는 6·29선언을 시작

으로 자율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는 여전히 농협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함으로써 정책수행의 효율을 기하

면서도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농협 역시 관제조합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 (정책수수료, 정책자금 및 기금)를 지속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농협은 현재까지 국가의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유교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관제조합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 26 -



< 그림 1 > 국가 - 농협 - 농민조합원의 정치경제적 관계틀

< 그림 1>은 국가- 농협-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관계를 간단히 도해해 본 것이

다. 이는 본 논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 주요한 중심변수들이며 분석틀이다.

본 논문은 국가·농협·농민이라는 3가지 요소들이 엮어지는 관계들을 60년대

부터 2000년을 포괄하면서 국내·외적인 환경적인 요소와 함께 다루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다원주의·조합주의 논의 및 유교자본주의

의 논의를 적용하여 한국 농협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국가와 농민조합원의 관계를 살펴보자.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농

민을 통제 및 지원·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통제와 지배는 수출지

향 산업화전략을 통해 명백해졌다. 다만 국가는 농협을 매개로 이용하여 농민조합

원을 다루는 간접적인 방법도 즐겨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특혜와 보조 및 통제를 받으면

서 그리고 국외의 수입개방화로부터 안전할 안식처를 찾으면서 국가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사실 이러한 농민조합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보호는 국

가의 힘을 사회보다 우선으로 삼지 않는 다원주의 논의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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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발성을 중시하는 전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각 사회부문의 평등·조

화 및 전 산업의 균형을 주장하는 조합주의 논의도 설명력을 잃는다. 국가의 수출

지향적 산업화전략 다시 말해 국가의 의도에 의해 한국에서 농업이라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왔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과 불균형적인 발전

을 해 왔다는 역사적 과정은 모든 분야가 기능적으로는 분화될 수 있지만 위계적

으로는 평등하다는 조합주의의 전제와 시작부터 다른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와 농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법제도를 제

정 및 개정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농협의 사업과 관리는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본

적으로 농협법 등의 법제도를 통해 농협을 감독하는 상향식 체계를 갖추고, 농협

에 대한 인사권, 감독권, 재정권을 쥐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 국가는 농협을 정책

수행기구로 이용하고 그에 대한 정책수수료 및 기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농협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게 하였다. 게다가 국가는 농협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

자 농민들에게 줄 농정수행자금을 농협자금으로 공급한다. 이렇듯 국가는 계속하

여 농협을 통해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농협은 국가대행판매를 하는 등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즉 농협은 국가가 농민을 통제하는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농협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신용력

은 사업을 키워나가고 실익을 얻는데 큰 힘이 되었고 따라서 국가관료와의 정경

유착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유착을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농협의 발전과정들은 국가의 온정적

개입에 의한 경제적 성장을 설명하는 유교자본주의 논의로 적용해 이해할 수 있

다.

반면 이러한 국가수행기관으로서의 농협의 자리매김은 다원주의 논의로 이해

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야 자발적인 한 조직체로서 존재이유를 가진 농협이지

만 한국에서는 국가의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원주의와는 달리

조합주의적 입장은 다소 위로부터의 위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유교자본주의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 농협이 발전해 온 과정이 조합주의

가 전제로 하는 수평적 사회세력화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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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협과 농민조합원의 관계를 보자. 기본적으로 농협은 농민조합원

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농협의 재정적인 원천은 조합원들의 자

발적인 참여로 마련되고, 농협은 조합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역

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농협의 재정은 출자금 비중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원칙 및 다원주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

협은 국가대행기구로서 농민조합원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영

농자금은 농협이라는 원칙적인 조직운영의 측면을 벗어나 농민조합원을 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체의 신용사업확장이나 국가정책판매 등에 힘을 쏟은 결과물

이다.

그 밖에도 농민조합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한국 농협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농협 내부에 노동조합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에 노동조합이 생겨

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한다. 조합원들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농협이 직원들의 권리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

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인 운영을 시도하기엔 아직 한국 상

황이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이 한국 농협은 수평적인 사회관계를 전제로 한 이익단체로서 다원주

의와 조합주의로 파악하기엔 농민들의 기반이 약하다. 즉 한국의 경험을 거슬러

올라가면 농민세력들의 열악한 생활과 무지가 국가로 하여금 농협을 설립하도록

조건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토지조사, 그리고 6·25 전쟁과 미군정

하의 농지개혁을 통해 농업부분의 중요 행위자인 지주세력이 사라지면서 국가로

부터의 지배에 저항할 만한 농업부분의 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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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장 국가와 농민의 관계

이 장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농협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서 국가와 농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적인 제반 환

경조건의 특수성도 찾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농협이 몸담고 있는 주변여건인

한국 농업·농촌의 특수성, 한국자본주의 성립과 발전유형, 정부의 농업정책 등을

파악해야만 농협의 발전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문제 및 특수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

위자인 국가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국 농협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제 1 절 농민통제 및 보호

1 . 국 가 주 도 수출 지 향 산 업화 전 략

한국의 농업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공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해 제한된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에, 공업부문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으나 농업부문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상태

가 되었다. 특히 농업정책은 농업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특정 농산물의 가격지지나 특정 농업생산 자재에 대한 부분적 보조

등의 소득보상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부분적으로 시행된 소득보상정책도 정부의

저물가정책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핑계로 적정수준의 보상을 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농업부문 내부에서 축적된 자본으로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농업부문의 희생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합리화되었다. 우선 인플레를 억제

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농산물 가격을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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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희생이 합리화되었다. 둘째, 농업부문의 투자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한된 자본을 투자효율이 높은 성장주도 부문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에서 합리화되었다. 한국은 특히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기본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는 나라로서 농업의 희생이 두드러졌는데, 이 성장전략 하에서는 낮은 임

금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임금을 낮게 유

지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렇듯 전체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처지는 사회현상은 한국의 전체적인 사회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재편성되어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가는 특이한 모습을 만들었

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유기체적이고 수평적인 사회관을 전제로 하는 조합주의가

한국 농업을 설명하기 힘든 상황적 맥락이 담겨 있다. 즉 유기체적 사회부문의 평

등을 주장하는 조합주의로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과 수평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다른 산업을 보조하거나 농업부문을 희생하게끔 강요당하는 모습을 설명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의 발전과정은 저임금과 저농산물가격에 대한 요구로 생산력의 발전

을 실현하기보다는 기존의 발전단계에 얽매어 있었다. 더구나 국가의 정치권력은

①국가개입에 의한 농업의 불균등 파악 (재정, 금융상의 제정책 등) ②저농산물가

격정책의 강행 ③공산품의 독점가격 실현 ④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농업의 궁핍화를 촉진해 왔다. 이러한 국가의 움직임은 GNP에서 농수산업의 비중

이 점차 감소하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

< 표 1 > GNP에서 농수산업의 비중

단위 : 10억원 (%)

연도

GNP

전산업 농수산업 비농업

1977 33,590.2 7077.3(21.1%) 26,512.9(78.9)
1983 45,634.6 7441.2(16.3%) 38,193.4(83.7)
1991 19,4458.8 15,660.5(8.0%) 178,789.3(92.0)
1995 25,4704.9 16,986.5(6.7%) 237,718.4(93.3)

자료, 전태갑, 200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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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이다< 표 2> . 통계적으로 농민층의 자기실현정

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민가계소득을 대비

한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농민층의 가계소득은 항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미

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75년에서 1977년의 3년간, 그리고 1982년에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약간 상회하자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소득이 낮은 임금계층에서만 추계되고 농가소득이 농민상층부

계층까지를 포괄한 것이라는 통계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농민의 상대적 빈

곤은 더욱 심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민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생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도는 농민이 농업소득만

으로는 자기가계를 꾸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 중 농외소

득의 비중이 20∼30%나 차지한다는 사실은 열악한 농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

로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표 2 >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비율

단위 : 원(%)

연도 도시근로자월소득(A) 농가월소득(B) 농외소득구성비(%) B/ A (%)
1967 20720 12456 - 60.1
1970 31770 21317 24.2 67.1
1975 71610 72744 18.1 101.6
1976 95980 96355 - 100.4
1977 117090 119401 - 102.0
1980 267096 224426 34.8 84.0
1982 360574 372098 - 103.2
1985 503869 478021 18.5 94.9

자료, 경제기획원, 1986 : 78, 전태갑, 2000 : 252

셋째로, 광범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로 농촌에서는 노동력부족과 노동인구의

노령·부녀화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창 나이의 생산적 노동력을 도시로 빼앗

긴 농업은 부녀층이나 노령층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은 떨어지고 노동

조건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출로 인한 농가인구비율

의 감소는 다음과 같다< 표 3> .

- 32 -



< 표 3 > 농가 (농업)인구 (1961 ∼ 1998)

단위 : 명(%)

연도 총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1961 25,700,000 14,509,000 56.5
1970 31,435,000 14,421,730 45.9
1980 38,123,775 10,826,748 28.9
1990 43,499,674 6,660,891 15.3
1998 46,429,817 4,400,000 9.5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한국 농업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단순히 농업문제

로 제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경제의 자주·자립 그리고 총체적인 사

회적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GNP 중 농수산업의 비중이

나 도농간 평균소득격차, 농가인구 감소 등은 모두 국가정책에 의한 결과였기 때

문이다.

이러한 농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 농업의 발전과정과 그에 개입

했던 국가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

성과 국가주도의 산업화전략이라는 특수한 발전과정을 거쳐오면서 농업의 위치가

위축되어 왔는데, 이러한 위축된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했다.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도 가능한 많은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방법 즉 직접적인 국가의 행위와 사적영역을 잠식하는 간접적인 방

법으로 국가의 자원들을 배분하게 되는데, 농업 연구활동들은 국가의 전략적 경제

개입에 있어 또다른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Burm eist er , 1988: 28).

농업부문의 비중이 적어질수록 비농업부문에서 농업부문에로의 소득이전은 많

아지고, 비농업부문이 농업을 유지하는 비용의 부담은 적어진다. 결국 산업간 이전

되는 비용은 국가의 조세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조세수입은 정부의 세입이 되

고 정부의 지출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이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그러므로 정

부가 농업부문에 투자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농업부문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야 한다는 뜻이 된다 (유병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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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국처럼 자생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역사적 과정을 거

쳐오지 못하고 더욱이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과 1950년의 6·25 등으로 인해

농업이나 비농업이건간에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가 없이는 존재자체가 어려웠으며, 농업생산비가 높아 가격수

준이 국제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게되어 국제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

은 역사적으로 국가우위 현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수직적 사회관계를 중요시 해왔

는데, 60∼70년대 정부주도적 근대화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시킨 매개변

수로도 작용했다. 이에 농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민들 역시 그들의 열악한 생

활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처지가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농협

은 자발적인 이익대표체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기구로서 권위주의적인 하

향식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유교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우위의 수직

적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 농협의 과정에 조합주의의 수평적 사회관으로서의 설명

은 적합하지 않으며 설득력을 잃게 된다. 조합주의는 유기체적인 관점으로 기능적

집단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고 집단간의 타협이나 제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부문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기본으로 국가가

농민에 대해 어느 정도 온정적인 보호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

다.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 자료들을 통해 알아보자<표 4> , <표 5> .

< 표 4 > 중앙회 자원별 차입금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계

재정

자금

차입금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농지

관리

기금

금융

자금

비료

자금

국민

투자

기금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농촌

환경

개선

자금

재정

차관

차입

금

세은

차관

차입

금

중소

기업

구조

조정

자금

기타

76 287000 81000 - - 33000 110000 38000 4000 - 11000 6000 4000 -

85 2038569 577382 - - 90854 570000 197809 69928 193663 40065 49941 6000 139971

95 7818989 1807649 3181282 499494 655898 - 135701 127174 1102284 - - - 201489

98 12520292 2738383 5087363 337334 577498 - 14708 188688 1931979 44712 8125
11201

8
1479484

자료. Kim, Chul- Kyoo, 1993 p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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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에서와 같이 정부기관으로서 농협이 갖는 사업성과 및 효과는 자원별

중앙회 차입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금 차입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금융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농촌환경 개선자금 등은 계

속적으로 증가하는 자금들이다. 반면에 농지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세은차관차입

금 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농협의 활

동에 그리고 결국에는 농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있어 중요한 지렛대 역

할을 한다25). 공식적으로 정부자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재정자금 뿐이지만 농

어촌구조개선자금, 농지관리기금, 비료자금 등의 다른 자금들은 반 (半) 정부자금이

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금융자금, 한은차관차입금 역시 정부의 정책지향적

인 대금들의 일부라 볼 수 있다.

결국 여전히 정부의 재정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농협의 관계자도 솔직하게 농업부문에 저이자의 중장기 대여금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적인 정부의 재정상, 금융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농협연감, 1991: 161). 라고

말하고 있다.

< 표 5 > 국가지원자금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25) 여기에 덧붙여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

가자. 한은에 대한 정부통제는 법률에도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한은에 대

한 결정을 내리는 가장 높은 위원회가 재무부장관, 경제계획부 장관의 추천에 의한 1명,
농수산부장관에 추천된 2명, 산업통상부 장관의 추천에 의한 2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

성된다는 사실은 한은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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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65 1971 1976 1980 1985 1990
한은차입금

정부대하금

국민투자기금

안정기금

주택자금

차관자금

CCC자금

농어민후계자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농어촌개발기금

농지관리기금

163

147

-

-

-

-

-

-

-

-

-

408

487

-

15

-

49

-

-

-

-

-

1,434

811

378

44

-

167

-

-

-

-

-

5,108

3,194

970

77

576

748

-

63

-

-

-

909

5,719

1,978

65

1,937

900

-

1,239

-

-

-

3,108

14,172

2,552

111

5,389

1,392

-

-

10,350

-

5,526
소계 310 959 2,834 10,736 11,751 42,600

< 표 5>는 국가가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자금·기금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자금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부대하금, 농어촌발전기금

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 수 입 개 방 압력 과 자 율 화 요 구

한국의 농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26)을 보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

이 80년대 후반 국외의 수입개방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이 1987년 양담배와

쇠고기에 대해 미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여 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해 오던 GAT T 의

BOP 27)조항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파상적인 공세를 취해옴으로써 국

내 농산물 시장이 드디어 본격적인 개방시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권갑하, 1999:

225).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세계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르

과이 라운드 (1986.9∼1994.12)가 진행되었다. UR 협상은 증산을 위한 가격 및 소득

26) 한국의 농업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동안 정

부가 추진한 공업화 성장전략은 제한된 자본을 공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업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으나 농

업부문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27)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수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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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책과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농업지원정책을 규제하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다. 더구나 그동안 한국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자생

력이나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득의 부분적 보상을 위한

특정 농산물의 가격지지나 특정 농업생산 자재에 대한 부분적 보조 등의 소득보

상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과 경쟁할 수

힘들다는 것은 명백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시행된 소득보상정책도 정부

의 저물가정책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핑계로 적정수준의 보상을 해 주지 못하였

기 때문에, 농업부문 내부에서 축적된 자본으로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김성훈 외, 1991: 123).

그렇다면 농산물 수입개방이 한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일반적

으로 농산물의 수입량이 많아지면, 국내가격이 하락되어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이

는 생산위축으로 연결되어 다음 해 생산량은 더욱 부족하게 된다. 요컨대 국내생

산기반에 대한 고려없이 수입을 하게 되면, 생산위축- > 수입증대- > 생산위축 이

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조홍래, 1988: 415). 따라서 만약 앞으로도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없이 농산물수입이 무

절제하게 개방된다면, ①국내산 농산물가격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가격에 비해 2∼

3배 가량 높기 때문에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농업생산기

반이 붕괴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은 한번 붕괴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데 몇 배의 노력이 소요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②주곡을 비롯하여 환금작물28)의

수입증대는 이들 품목이 농가소득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농촌

의 소득구조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 ③농촌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GNP상에서 농

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지방경제에서는 농업이 근간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업생산의 감소는 지방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④농촌의 농업

노동력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부녀자임에 비추어, 농산물의 과다수입으로 이들이

생업기반을 잃게 된다면,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용문제를 유발하고 농촌사

회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김성훈 외, 1991).

28) 고추·땅콩·마늘·참깨·과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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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988년 농협법 개정을 가져온 환경변화로는 국외로부터의 수입개방

압력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내부로부터의 자율화 요구가 첨예해지는 상황이 한

몫을 하였다. 일례로 1987∼88년 시기의 주요사건 및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에는 6월 항쟁과 6·29 선언, 7·8월 노동자 대투쟁, 16년만의 대통령

직선이 있었고, 1988년에 들어서는 4·26 총선, 한미통상협상과 양담배· 쇠고기

수입확대, 광고·보험·자본시장의 개방,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 등 통일운

동의 확산, 그리고 서울올림픽,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 2·13 여의도 농민

대항쟁, 전국 농민운동연합 결성, 원화절상 등 미국의 수입개방압력, 4·8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조치 등이 있었다29).

이에 따라 농민운동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사정을 반영하는 집단의 욕

구를 수렴하면서 점차 단일한 운동주체를 준비해 나갔다. 농민운동은 대규모의 수

세거부투쟁, 수입개방저지, 의료보험제도개혁, 농가부채탕감, 토지소유권획득투쟁을

통하여 작목별, 과제별, 지역별 대중조직을 건설하였다 (한국 가농, 1996: 141). 일

례로 가톨릭농민회는 1986년 농민생존권과 민주헌법을 위한 활동과 미국 농축산

물 수입저지투쟁에서 마련된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1987년에 들어서는 민주화운

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가농은 그간 쌓아온 군단위 역량을 바탕으로 연이은

대중집회를 계기로 신속하게 군단위 조직을 강화시켰다. 이렇듯 가농은 농민운동

부문의 군단위 투쟁의 주력을 이루며 민주운동의 중심역량으로 자리잡아갔다 (한국

가농, 1996: 447). 특히 농민운동 단체들은 농협이 정권의 농민 통제기관, 정부정책

의 대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농협의 각종 사업과 제도를 농

민의 자주성 회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임시조치

29) 이러한 사건들은 3저 호황에 힘입어 연 12%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흑자를 기

록하였던 한국 경제가 졸부들의 과소비, 퇴폐향락, 증권,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가

져와 기층세력들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드높아진 까닭이 일조하였다. 특히 4·26 총선에

서 야권 3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출현함으로써 노태우 정권은

5공 청산작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간 억눌려 왔던 국민들의

정치적·경제적 욕구가 1987년 하반기에 이어 폭발적으로 터졌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

인 자율화 움직임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세력들의 자주의식을 성장하도록 고양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세력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두 세력 사이의 대립양상이 격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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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와 조합장 직선제 추진 등 소위 농협법 민주화 운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권갑하, 1999: 205). 또한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압력과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등 외부요인이 발생하면서 어떻게든 농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자구책을 찾

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과 함께 정부의 조합장 임명제와 각종 사업

의 정부승인제 등 농협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권갑하,

1999: 204).

또한 농협은 1988년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민주적 관리 원칙이라는 관점에

서 조직과 운영 면에서 많은 변화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농협법의 개정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것처럼 되었지만, 과거처럼 모든 것을 정부가 끌고 가고 국민

은 따라만 가는 방식으로는 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

는 상황에서, 정부는 개방농정의 어려운 짐을 자연스럽게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반면에, 농협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조홍래, 1988). 본 논문

은 결국 이 점에 주목하려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농민들의 자유화 바람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혹은 자신의 힘이 예전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농협이란 농민

의 조직에 민주성을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W T O·UR등 수입압력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로 농협이란 조직을 이

용했다는 점을 읽어내는 것이다.

제 2 절 정권 정당성 : 與村野都

국가와 농민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농촌의 역대선거결과는 중요한 의미

를 담고 있다. 농민들로부터 집권여당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하나

의 증거가 된다.

선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국 선거의 가장 특징적인 면으로 여촌

야도 현상을 지적한다 (윤천주, 1979, 1989; 박찬욱. 1990b ; 유숙란 1990). 여촌야도

란 여당은 농촌에서, 야당은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당선되는 (또는 많은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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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끊임없이 나타

난 현상으로 최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30),

아직도 많은 학자와 언론인들은 농촌민의 투표행태에 대해 관심 및 우려를 표하

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선거가 공약이 없는 인물중심의 선거라는 점

을 지적한다. 그러나 공약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당은 지역개발공약을

주로 내세웠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쟁점화하였다31). 이러한 여당의 지역개

발 공약이나 지역구민을 위한 대민봉사는 농촌민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근대화과정에서 상대적인 혜택을 보았던 도시민보다는 도로, 저수지 등

의 지역개발사업이 생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누

군가가 정부와의 문제에 개입하여 처리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농촌은 생활

전면에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

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도시보다 탄원

의 통로가 적은 농촌거주자들이 지역의 대표자역할을 의원에게 기대하는 것도 무

리는 아닐 것이다. 이처럼 도시에서 보다는 농촌에서 지역구 대표의 요구가 더 높

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농촌의 의원이 도시의원보다 지역구대표에 더 적극적

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기숙, 1993)

또한 야당의원보다 여당의원이, 도시화가 낮은 지역구 출신의원일수록 지역구

활동에 우선하여 활동시간을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 (박찬욱, 1986: 33). 이러한 지

역구대표활동은 재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도 발견되었는데, 당선자

집단이 낙선자 집단보다 지역구활동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한다(박찬욱, 1988a ). 이

처럼 여당이 지역구 대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농촌에서 여당에 투표하는 행위는 권위에 대한 굴종에서가 아니라 주어진 대안에

30) 여촌야도 현상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박찬욱, 1993; Kim and Koh, 1972). 한편, 여촌야도현상이 약간 남아있

다 하더라도 거주지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는 없고, 단지 연령이나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이갑윤, 1990)
31) 여당의원이 지역구문제 지향적인데 반하여, 야당의원들은 민주투사 의 이미지 부각에

보다 노력한다(박찬욱, 19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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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합목적성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야당의 집권가능성이 희박할수록 여당의 지역개발공약은 농민에게 더 현실감있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조기숙, 1993).

일반적으로 한국의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여성과 고연령, 저학력층, 농어촌

지역에서는 친여성향을, 남성과 저연령, 고학력층, 도시지역에서는 반여 성향을 보

여왔다. 그 중 여촌야도로 대변되던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투표성향은 최근 더 뚜

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야당시절에도 농어지역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여당이 된 후

에는 농어촌지역에서 우세가 더 확연해지고 있다. 반면 15대 총선 당시 여당인 신

한국당의 지지율은 읍면지역에서 매우 높았지만, 야당이 된 지금은 도시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월간 조선, 2000. 1. 28).

이에 구체적인 자료로서 <표 6> 을 살펴보자. 이는 정당별 국회의원수를 나타

낸 것으로 대표적인 여촌야도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은 도시로서 간주하고,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

북·경남·제주는 지방으로서 농촌의 특징을 지닌 형태로 간주하여 분석해보았

다32).

4대부터 16대까지의 국회의원을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위에서

살펴본대로 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야당을 선호하고,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대부터 10대까지는 정확히 여촌야도의

모습을 띄고 있다. 11대부터 16대까지의 모습에서는 이에 어긋난 모습이 눈에 종

종 띈다. 도시지역에서 여당을 선호하기도 하고, 농촌지역에서 야당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지역주의와 연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덧붙여 보자면, 박정희 대통

령이 처음으로 등장한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까지만 해도 투표의 지역연고주의

32) <표 6>을 도시와 지방(농촌)으로 나눈 구분이 아주 정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미리 말

해둔다. 이는 정당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나타낸 자료로서, 도시와 농촌, 여당 및 야당

으로 분류하는 작업 속에서 비교적 도시에 가까운 지역과 상대적으로 농촌에 가까운 지

역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다 보니 커다란 틀에서 서울 등 대도시는 도시로 경기 등 지

방은 농촌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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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약한 모습이다. 박정희 후보는 영·호남에서 고른 득표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양상은 지역갈등이라기보다 도농간의 차이, 여촌야도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도시지역이 야당후보를 지지하고, 농촌지역이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김창호·오병상·유권하 기자, 중앙일보, 1999. 8. 3).

< 표 6 > 정당별 국회의원수

지역

정당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총

4
자 유 당 1 - - - - - - 14 15 8 15 10 19 24 20 1 127
민주당 14 - - - - - - 8 2 4 6 11 10 8 15 1 79

5 민 주 당 15 - - - - - - 15 12 9 18 18 29 28 31 1 176

6
공 화 당 2 6 - - - - - 7 7 6 8 7 12 19 12 2 88
민정당 7 1 - - - - - 5 0 1 3 4 3 1 2 0 27

7
공 화 당 - - - - -
신민당 - - - - -

8
공 화 당 1 2 - - - - - 11 8 6 11 6 15 15 9 2 86
신민당 18 6 - - - - - 4 1 2 4 6 7 8 9 0 65

9
공 화 당 7 4 - - - - - 8 5 5 6 5 10 12 10 1 73
신민당 8 4 - - - - - 7 3 2 6 3 6 5 8 0 52

10
공 화 당 9 4 - - - - - 8 6 3 7 5 8 9 8 1 68
신민당 11 5 - - - - - 7 3 4 5 4 7 8 7 0 61

11
민 정 당 14 6 - - - - - 12 6 4 8 7 10 13 10 0 90
민한당 11 5 - - - - - 10 4 1 5 6 9 5 1 0 57

12
민 정 당 13 3 2 2 - - - 10 6 4 8 7 11 10 10 1 87
신민당 14 6 2 2 - - - 4 0 2 4 2 5 4 5 0 50
민한당 1 2 1 0 - - - 3 1 1 4 1 5 3 4 0 26

13

민 정 당 10 1 8 6 0 - - 16 8 7 2 0 0 17 12 0 87
평민당 17 0 0 0 5 - - 1 0 0 0 14 17 0 0 0 54
민주당 10 14 0 1 0 - - 4 3 0 2 0 0 2 9 1 46
공화당 3 0 0 0 0 - - 6 1 2 13 0 0 2 0 0 27

14
민 자 당 16 15 8 5 0 1 - 18 8 6 7 2 0 14 16 0 116
민주당 25 0 0 1 6 2 - 8 0 1 1 12 19 0 0 0 75
국민당 2 0 2 0 0 0 - 5 4 2 4 0 0 2 3 0 24

15
신 한 국 27 21 2 9 0 0 - 18 9 2 1 1 0 11 17 3 121

국민회의 18 0 0 2 6 0 - 10 0 0 0 13 17 0 0 0 66
자민련 0 0 8 0 0 7 - 5 2 5 12 0 0 2 0 0 41

16
민 주 당 28 0 0 6 5 2 0 22 5 2 4 9 11 0 0 2 96
한나라 17 17 11 5 0 1 4 18 3 3 0 0 0 16 16 1 112
자민련 0 0 0 0 0 3 0 1 0 2 6 0 0 0 0 0 12

1) 정당명의 고딕체는 집권여당

2) - 표시는 자료 없음

3) 비례대표제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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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부터 10대까지의 모습은 분명한 여촌야도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1

대, 13대, 14대, 15대, 16대의 분석결과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의 당을 지지하

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선거철마다 지적되는 지역주의와 연관된

문제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깊은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촌야도의 현

상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의라는 특수한 여건을 배제한다면 여전히 여촌야도 성

향은 지속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농촌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메카니즘을 지속하고 있는 셈

이다. 농민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는 또 다른 한편 농촌지역

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는 모습이다.

제 3 절 요 약

한국 농업부문은 국가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농업은 특수한 분야로서

국가로부터 자금 및 기금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그러나 그 지속성 속에서 국외의

개방화 압력이나 농민 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요구로 인해 1988년 농협법 개정이

되면서 국가와 농민의 관계에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아오던 농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의 몸부림을 보이기 시작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농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주는 태도변화를 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여전히 국가는 산업의 한 분야인 농업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농업분야의 구성원인 농민들에 대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농민에 대한 통제 및 지원체계는 농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정당성을 얻음으로써 유지되는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와 농민의 관계는 어떤 이론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한

가? 우선 다원주의 입장은 한국 국가와 농민의 관계를 설정하는 처음 단계부터

설명력을 잃는다. 다원주의에서의 농민이란 커다란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

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체로서 존립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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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국의 농민은 국가의 보조금이나 지원책이 없으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나의 독립체로서 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

다. 식량안보와 환경 등의 이유로 농업부문이 꾸준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합주의

는 설득력이 있는가? 조합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유기적인 입장으로서 한국의 상

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적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

들의 생활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사

실은 사회부문의 영향력이 준비됐다고 전제하는 조합주의와 다른 길을 갈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결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즉 농민들의 경제적인 빈곤과 열악한 교육환경등의 조건들이 국가의 개입을 필요

로 했고, 국가 역시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더해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농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입

장 말이다. 이에 유교자본주의는 위로부터의 중앙집권적인 지배로 한국 국가와 농

민의 관계를 설명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 강한 윤리적 전통으로 남아있는

정치적 도덕주의(유교)는 아직도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간섭을 용인하고 있다고

본다. 유교자본주의는 강한 수직적 통치체제로서 민주적인 운영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지만 한국의 국가와 농민이 가진 통제·지원

시스템을 잘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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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 국가와 농협의 관계

제 1 절 농협통제 및 육성

1 . 한 국 농협 의 특 수 성 : 감 독 ·인 사 · 재 정 체계

농협의 근본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협동조직체 이다 (ICA 33)). 그러나 한국 농

협은 서구에서처럼 농민이 스스로 만든 자생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부가 자본이나 재원의 큰 몫을 뒷받침하여 설립한 위로부터의 하향식 조

합으로 빠른 기간에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이 중 농협계통조직 직원 수의 증가는 농협의 규모성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이다. <표 7> 에서 농협의 규모성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표준기준으로서

공무원 총원과 농협직원의 증감을 비교하였다. 1975년의 직원 및 공무원 수를 100

으로 잡고 1975년과 1985년, 1995년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기

준인 공무원 총원의 증가율에 비해 농협 직원 수의 증가율이 약간 더 높으며, 이

를 통해 빠른 농협 규모의 성장률을 실감할 수 있다.

< 표 7 > 연도별 계통조직 직원현황

단위 : 명, %

33)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985년 창립되었고 협동

조합조직과 국제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조합원수 최대 국제민간기구이다. ICA의

설립목적은 협동조합운동의 선전과 방법연구, 각국의 협동조합 발전상황 연구, 협동조합

상호간의 우호 증진, 제반정보 모집 및 협동조합 연구장려 등 상호부조와 민주주의를 기

초로 회원협동조합을 결속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한국농협은 1963년, 수협은 1979년, 축협은 1983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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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앙회

지역농협 전문농협 합계 공무원 총원
본부 도지부 시군지부

1961 494 432 4,126 - - 5,002 -
1970 996 1,927 6,802 4,585 1,591 15,901 -
1975 1,053(100) 831(100) 8,320(100) 20,270(100) 3,224(100) 34,236(100) 502,702(100)
1985 1,538(146) 4,171(502) 5,893(71) 30,291(149) 682(- 21) 42,575(124) 670,637(133)
1995 2,489(236) 1,591(191) 13,635(164) 50,191(248) 2,078(64) 69,984(200) 905,390(180)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통계청, 1996

한국에서 농협조직이 만들어질 당시 농촌은 고리채의 성행으로 대다수 농민

들은 애써 농사를 지어도 그들의 경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 어려워져가는 실정

이었다.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여

기에 있었다.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농가경제를 향상시키려면

농촌근대화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자금지원과 비료 등 자재공급

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협의 육성과 기능발휘가 절실하였다. 또한

농가경제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농산물의 증산도 중요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판매사업의 확충이었다. 이렇듯

국가가 농협을 성립시키는 것은 불가피했다.

초창기 당시 한국 농협이 중앙집권적인 경영체제를 갖게 된 배경 (윤근환,

1985)을 살펴보면 ①중앙회는 구농협과 농업은행의 조직 및 시설을 물려받아 설립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단협은 급작스럽게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너무 영세하여 독자적 경영계획을 수립·실천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②

단협과 과거 군조합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내부에서 충분히 조달하기 어

려웠고, ③중앙회를 통한 정책사업이 단위조합의 주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구

매 및 판매사업에서도 중앙단위 일괄취급이 유리하였으며, ④중앙회는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조직·통제·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

는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경영체계가 계속 당위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위조합의 자립기반확충과 함께 점차 분권화로의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국의 농협은 국가의 정책 및 사업에 따라 국가로부터 하향적으로 발전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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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모습은 농협을 관제조합으로서 규정짓게 한다. 관제조합 관계라 함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협동조합을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적극 지원하

는 대가로 이를 통제·유인해 사용하거나 정책도구로 활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진

흥복, 1984: 2∼4). 협동조합은 정부에 종속되며 만일 발전하더라도 종속적인 발전

을 할 수밖에 없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조합의 발전으로부

터 얻는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한국의 농협은

기본적으로는 세칭 관제조합의 성격을 띤 중간조직으로 특히 자체 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행위자인 정부로부터 수많은 제도들을 부과받아 이들 제

도로 구조와 기능을 분화시키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

고 엄청난 자본을 축적해 왔다(배병룡, 1992). 아울러 농협의 계속 증가되는 정책

사업으로 농민조합원에게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였으나 조합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참여는 계속 배제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농협이 정부를 강력한 제도행위자로 인

식하고 그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총체적으로 한국 농협의 발전과정은 유교자본주의의 설명처럼 하향식 육성방

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겪은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임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농업부문의 정책을 수행할 기구로

농협을 성립시킴으로써 시장체제 속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부

터는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농협의 관제조합의 성격에 대해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감독체계

전체적인 농협의 체계 중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측면

에는 단위협동조합의 자체감사, 단위협동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 농업관

련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 등 세가지가 있다.

우선 단위협동조합의 자체감사란 비상임 감사 2인이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

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다. 감사의 권한은 조합전반에 관한 감사권, 부정

사실 총회보고권, 이사회 의견진술권, 임시총회 소집권 등이다. 그런데 단위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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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감사는 비상임으로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조합업무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

족하여 실제로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서기원, 1987).

특히 한국의 단협 감사는 이사회와 대등한 감사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감사 단독

으로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獨任기관 성격으로 자체 감사기능 수행이 더욱 어렵다.

그나마 시행된 자체감사가 중앙회 지도감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

이며, 특히 중앙회 지도감사결과는 조합장에게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합원

으로서의 알권리 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중앙회 포함)때 자체 감사를 입회시키고 그 결과를

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박종수, 1998).

다음으로 단위협동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들 수 있다. 단위 협동

조합은 설립시에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농림부 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고,

장관의 필요에 따라 감독권한을 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관의

위탁에 의한 협동조합 중앙회의 단위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합에 대한 검사권, 조합에 대한 일상업무 감사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권, 조합

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 (직접 징계권 없음), 전문조합의 구역조정

권, 조합 청산사무의 감독권이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협동조합 중앙회는 단위

협동조합의 신용·경제·공제 등의 업무전반과 회계처리의 적법성에 대하여 일반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협동조합 중앙회는 단협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시달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34).

그러나 중앙회가 단협을 감독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시달한 규정과 지시를 불

이행한 조합, 위법행위를 범한 임직원 등을 적발하더라도 중앙회 단위에서의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 단협의 조합장 등 임원은 중앙회 단위에서 징계를 할 수 없고

조합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다35).

34) 중앙회의 지도감사는 주로 시도지사무소의 인력이 담당하며 조합당 격년에 1회씩 감사

한다

35) 협동조합 중앙회는 단협과 관련된 신용, 경제사업을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객관성, 독립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가 하나로 합친 통합중앙회가 설립되면

농·축·임·삼협의 경제사업 연합회 및 해당 단위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부여할

수 있고 감사기능의 독립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별도기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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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다음과 같다. 농림부장관

은 포괄적으로 농업관련 협동조합을 감독할 수 있다. 이 밖에 중앙회 및 단위 협

동조합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사고에 대한 검사, 필요한 사항의 보고, 접수, 위

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권한이 있다. 다만 신용사업은 재경부장관과 합의하여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협동조합 중앙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로부터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를 받고, 단협 또는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을 받았을 때는 해당 보조 목적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 감사원은

농·축협 중앙회에 대하여 격년주기로 1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산림청이 임협중앙

회를 감사하는 기간 중 감사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

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므로 은행감독원의 감사를 받으며, 은행감독원은 협동조합

신용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이처럼 정부감독이 강화되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자율

성이 침해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감독기관이 농림부, 재경부, 감사원, 은감

원, 국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감독의 중복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농협

의 감독체계는 국가의 개입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농협의 감독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히 농협의

조직운영체계를 도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

농협의 조직체계는 국가기구와 단계별로 연결고리를 맺으며 감독받는 모습

이다. 중앙회는 농림부와, 도지부는 각 지역의 도청과, 시군지부는 지역별 시군지

부와 짝을 지어 감독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농협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감

독하는지를 보여준다.

치하는 데 따른 비용발생 문제와 업종별 전국 연합회와의 사업연계에 따른 통합 중앙회

의 지도·감사업무와 중복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김정주, 박종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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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농협의 체계 및 국가기구와의 관계

이러한 농협사업에 대한 감독체계는 1988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정부승인제에

서 사후보고제로 변하게 되었다.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되어왔던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이 사후보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지예산의 독자적

편성과 함께 조합과 중앙회의 경영 자율성이 크게 확보되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중앙회장에게만 위탁하게 하여, 도지사·시장·군수

등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이 없어지고 농협은 농민조합원과 농협인의 손에 맡겨

지게 되었다. 특히 하향식 사업운영제 개선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정부위촉사업

계약체결 의무부담을 정부측에 부여함으로써 농협이 정부위촉사업을 수행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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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정부와 대등한 당사자 관계로 사전협의에 의한 계약의 기초 위에서 정부의

위촉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사업계획, 수지예산에

대한 승인제가 폐지되었다. 중앙회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사

전승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였다. 다만 중앙회가 정부

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②회원조합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이 폐지되었다. 종전에는 주무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

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일부는 시·도지사나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

여 조합에 대해 지방행정기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농협법에

있어서는 조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은 중앙회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중앙회장에게 일원화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감

독권행사 근거를 없애 농협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졌다. ③정부위

촉사업 수행방식이 개선되었다. 종전에 농협이 정부위촉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행

정기관과의 위촉사업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었으나 개정농협법

에서는 정부측에 대하여 동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여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농협이 위촉사업을 수행할 때 위촉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책정

등 취급조건 결정에 있어 정부의 하향식 결정이 아닌 농협과 정부간의 대등한 관

계에서의 협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일방적 불이익 등 각종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사체계 - 임명제 / 선거제

한국 농협이 관제조합으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이 인사체계이다. 중앙회 임원의

임명과 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이전까지 중앙회장은 재무

부 장관과의 합의 하에 주무부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회장과 이사

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했다. 또한 감사는 주무부장관이 재

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임명했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모두 임기는 3

년이었다. 국가의 임명에 의한 (1961년 발족에서부터 1988년까지) 농협중앙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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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

< 표 8 > 역대 중앙회장의 전직경력 : 임명제에 의한 선출

구분 중앙회장명 재임기간 전직경력

초대 임지순 1961.8 - 61.11 육군대령 , 농업은행이사

2대 오덕준 1961.11- 62.7 육군중장

3대 이정환 1962.7- 63.6 교수 , 중앙회 상임감사 , 재무부장관고문

4대 문방흠 1963.6- 66.3 중앙회부회장 , 농업은행임원

5대 신명순 1966.3- 68.12
군정청행정원 양성소 수료 , 내무부 경리과장 , 경기도

내무국장 , 내무부 지방국장 , 충북지사

6대 서봉균 1968.12- 71.11 재무부차관 , 장관

7대 김윤환 1971.11- 76.12
고시 사법과 합격 , 충남도사무관 , 대덕군수 ,

충남지방과장 , 서울시 재부국장·내무국장 , 충남지사

8대 권용식 1976.12- 78.6 충북지사 , 농업진흥공사 사장

9대 장덕희 1978.6- 79.7

고시 사법과 합격 , 청와대 비서관 , 재무부 재정차관보

겸 청와대 외자관리 수석비서관 , 대한체육회부회장 , 8대

국회의원 , 노총고문 , 농림수산부 차관

10대 이득룡 1979.7- 82.7

고시행정과 합격 ,

경기원 1차 산업국장·기획관리실장 ,

농림부기획관리실장 , 농림부 및 농수산부차관

11대 윤근환 1982.7- 88.3 농수산부농산차관보 농진청장

이와 같이 1961년 발족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농협의 중앙회장은 국가 정부구

성원으로서의 전직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인사체제를 유

지해왔다. 이렇듯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앙회장의 전직경력을 살펴보면 농협과

관련된 경력이나 지도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농협

이 경제활동의 거래비용 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보증을 필요로 했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혈연·지연·학연이라는 연결망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을 보

여주고 있다. 국가로부터 특혜를 얻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적인 연결망에 의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바로 정경유착 이다. 국가의 관리가 위로부

터 발전을 도모하면서 발생시킨 유교적 전통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합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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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유교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자인 중앙회장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

고, 중앙회장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다면 주로 인연과 친소관계에

중점을 두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고현석, 1994). 정경유착을 통한 농협에 대

한 지원 및 개입은 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전직경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도 하

였다.

<표 8- 1> 역대 중앙회장의 전직경력 : 선거제에 의한 선출

구분 중앙회장명 재임기간 전직경력

민선 1기 한호선 90.5~94 농협직원 , 당시 중앙회장

민선 2기 원철희 94.3~99 전 중앙회 상임이사

민선 3기 정대근 99.3~현재
농협발족이후 최초 회원농협조합장 출신 ,

8선 조합장 , 중앙회 대의원·운영위원·상임감사

< 표 8- 1>은 80년대 후반 이후 조합장들의 선거로 선출된 민선 중앙회장의 전

직경력이다. 1988년 농협법 개정은 농협의 자율성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단초로 임

명제였던 인사체계를 선거제로 바꾸었다. 물론 이러한 선거제로의 변화는 농협 자

체의 자율적인 선출을 허용하게 되었고, 농협에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대표권을 주

는 획기적인 계기였다. 임명제에 불만을 품어왔던 농협이 위축된 자율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1989년 이래 3번의 임원선거가 치러져왔다36). 그러나 1993년 4월부터 1994년 3

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제2기 직선조합장을 선출함에 이르러서는 현실적으로 조합

장 직선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조합장 직선제의 장단점을 재론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선거부패였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직선제로 바뀌었

으나 기대했던 밑으로부터의 개혁 은 이뤄지지 않고,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 조합

원간 직원간 갈등 노출,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전시효과적 사업남발 등 부정적인

36) 농협 제1기 임원선거 (1989.3 ~ 1990.3), 농협 제2기 임원선거 (1993.2 ~ 1994.4), 농협

제3기 임원선거 (1997.2 ~ 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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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많았다. 중앙회장의 경우도 지역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을 하다보니 농업·

농협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를 갖고 있는 지역

조합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권갑하, 1999:

305). 선거부패양상은 농협 나름의 자율성을 펼치기엔 한국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

지 않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농협의 자율성을 주장하

며 직접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성과 시간과 돈의 낭비, 선거부패현

상은 농협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묻게 한다. 농협은 농민조합원의 편

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체이지 자신의 우두머리를 누구로 뽑느냐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물론 위로부터 국가가 임명한 자가 농협의 대표

자가 되어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직접 농협에 몸담고 있으면서 농협의

사정을 잘 알고, 농협의 직원들과도 동고동락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직선제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선거제의 부정적인 요인

들은 농협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직은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시 말해 조합운영상 많은 인력이나 비용, 경영 지속성의

단절 등과 같은 선거부패양상은 농협이 다원주의적 입장과 같이 농민조합원이 스

스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중

앙회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전직경력이 밑으로부터 즉 농민조합원이 선출되지

않고 전직 농협중앙회의 간부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전직·현직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및 중앙회 이사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

직 밑으로부터의 선출이 되기엔 미숙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이거나 혹은

전·현직의 경험이 있는 중앙회장 및 조합장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경로의존 지향

적인 성향일 수 있겠다.

(3) 한국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나 선진국에서나 정부는 협동조합법의 제정, 조합설립의

촉진사업개발, 교육, 자금지원, 세금감면 등의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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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개도국의 협동조합은 정

부관리에 의해 면밀히 감독을 받는다. 정부가 협동조합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협동

조합에서 선출된 직원에 대해 정부의 승인이 행해지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관리가 협동조합 경영자로 파견된다 (고영곤, 1999: 27).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많고 구체적이다.

또한 협동조합 경영권이 완전히 조합원의 손에 주어져 있는 예는 드물고 대개

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거나 때로는 정부기관이 실제로 협동조합을 관리한다

(고영곤, 1999: 28). 국가의 거시정책적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 많은 개도국들이 수많은 대규모 협동조합들을 신속하게 조직하고, 재정적 지

원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양상이 전개되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개도국의 현실적인 사정과 제약조건들이 관제조합

발생의 중요한 배경이라는 점이다. 즉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여건은 협

동조합의 자발적 설립과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농민들의 영농구조

가 자급자족적이어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높은 문맹률과 취

약한 경제력,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토착적 지도자의 부족, 정치적 불안정성 등

을 들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은 오랜 시일을 요하는데

비해,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흔히 식량부족이라는 난제를 안

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후원하에 협동

조합이 설립·운영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협동조합은 태생적 공

공조합 또는 관제조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영곤, 1999).

관제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참여 없이도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흔히 국가적 차원

의 정책목표들 즉 농업발전,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유통개선 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 때 조혜자인 동시에 수혜자로서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조합

원 역할보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수혜자로서의 조합원이 강

조되기 쉽다.

덧붙여 1988년 농협법 개정에 나타난 국가의 개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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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았듯이 개정 농협법은 정부 당국이 제2의 제정 이라고 선언하듯이 파격적

인 개정이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양보였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개정

농협법은 여전히 국가개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현석, 1994). ①농

협법에 의한 설립 외에 어떠한 협동조합도 인정될 수 없고(농협법 제2조 4항), 주

무부장관의 명의로 해산할 수 있다 (5항)는 조항을 온존시켜 농민들의 자생적인 협

동조합운동에 대한 억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②농민들이

경제적 이권을 지키고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능을 활성화시킴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여의 금지조항(농협법 제6조)이 그대로 온존되고

있다. ③비민주적 하향조직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바람직한 상향조직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단협이 기본이 되어 도연합회를 구성하고 중앙에 농협 총연합회를 조직

하여 연합회사업을 하도록 해야하나, 개정법에는 중앙회를 상부기관으로 하여 단

협사업을 지도한다는 구법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법 제 149조는

회원조합장이 아니더라도 중앙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앙회장의 권한이

상당하여 외부에 의한 농협지배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의

문이 있는 조항이다. ④농협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 농협법

제6장 감독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무부장관의 감독권 위탁 범위를 중앙회

장으로 축소하여, 서울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의 위임을 금지시켰을 뿐 (농

협법 제164조 3항) 그 외의 모든 내용이 구법과 동일하다. 또한 주무부장관의 감

독에 관한 일반조항 (제9조), 조합의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한 정관례에 의하고,

새로운 정관규정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제16조), 중앙회 및

정관 기제사항에 관한 규정(제133조), 중앙회 사업에 관한 규정 및 규정의 사업의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한 조항 (제153조),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대한 보고 및 정부자금 (정부관리기금 포함)이나 사업비가 관여된 일체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 (제160조)37) 그리고 매

해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37) 구법에서 제160조는 모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위와같이 완화시켜 정책사업에 대해서만 지

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사업전체 중 80%가 정책사업이므로 여

전히 정부의 농협에 대한 관여를 보장하는 법적장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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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처리안)를 작성, 주무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161조)등이 그대로 존

속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민간단체인 농협에 대한 감독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

한 주무부청의 일반적인 감독으로 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어

농협의 자율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⑤이사회, 감사회의 기능이 강화되지 못하

여 자율적인 조합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개정법에서 이사회에 일

반직원들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농민조합원에 대한 직원의

책임감이 결여되고, 조합원의 발언권 향상이 그다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감사회나 감사의 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의 활동증진을 기대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개정된 농협법에 의한 조합장 직선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조합

운영에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없다. 농협은 올바른 의미

에서 자본의 결합체가 아닌 인적 결합체로서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많고 적음

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동등하게 부여받고 있다 (농

협법 제28조). 그러나 피선거권에 한해서 제50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 12가지

의 세세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특히 정권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납입출자 (기준

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는 결격사유 (제11항)와 선거공고

일자 1년 이내에 당해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

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자라는 결격사유 (제12항) 규정은 협동조합의 근본원칙을

왜곡하는 반민주 독소조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조합원 대다수가 적자농사

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년 전의 출자금 실적의 연체를 1년 전으

로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빈농이 농업협동조합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로 농협평균출자좌수가 97좌인

1989년 현재 조합원의 65%가 조합장 및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져

있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이 제약되어 있다 (농협법 제51

조). 선거운동에서 집회·호별방문, 유인물 부착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분위기

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기간도 12일밖에 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기회가 없어 선거를 통한 농민들의 의식고양의 기회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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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농협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1988년 농협법 개정을 하였지만

개정조항들을 무색케 하는 보다 큰 개입의 손을 거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전히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국가가 농

협법을 개정한 의도에 대해 국내외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80년대 후반 나타난 한국의 국내외 환경변화는 국가에 의한 제도변화를 가져

왔다. 먼저 국외적으로는 수입농산물개방압력이 국가로 하여금 농업부문에 대한

보다 많은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고,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6·29

이후에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화를 실천할 뜻이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처

지였다.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환으로 국가는 1988년 농협법을 개정

하였다. 즉 국가는 농협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변화를 이룸으로써 수입개방

압력으로부터의 부담을 농협에게 전가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정당성 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농협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한 80년대 후반에 나타

난 제도변화, 즉 1988년 농협법 개정은 국가의 양면적인 의도를 모두 반영하고 있

는 정책이다. 이 개정은 국가가 농업부문 및 농협의 자율화를 위해, 규칙을 정하고

그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자신의 역할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도 있지만, 계속되는 국내의 자율화 추세에 따르지 않으면 국가의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수입개방에 따르는 부담에서

벗어나 그 책임을 농협에게 전가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88년 농협법 개정 항목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틀은

국가가 개입할 만한 여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가와 농협

의 관계에 있어서 농협에 대한 세력관계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국가가 성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원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자율화가 한국에서도 시작되긴 했

지만 국가개입이라는 유교자본주의적 발전의 경로의존성이 더 큰 작용을 하고 있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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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 합 농 협 의 출 범

한국 정부는 1988년 농협법 개정이라는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감독

체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면서 간섭하여 왔다. 이번 2000년 통합농협의 출범 역시

국가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통합농협은 1천만 농민의 집결체로서 2000년 출범하여 자산 110조원에 재정

인사 독립성 갖춘 무적 의 파워집단이라 평가되고 있다. 하나로마트를 통해 자체

농산물의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농협이 신용부문에서도 전국 최대규모의 점포망

을 확보, 막강한 금융기관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통합농협의 출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통합 과정이 현 정부의 개혁

정책과 맞물려 정부 주도로 이뤄진 작품이라는 것이다38). 취임 전부터 농정 개혁

의 과제로 농축협 통합을 꼽았던 김 대통령과 김성훈 농림부 장관 (당시 중앙대 교

수)은 취임 초 사정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치는 가운데 농축협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할‘협동조합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농협의 한 사업부서

로 있으며 설움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축협은 회원 조합장들이 선

출한 직선 회장이 통합 반대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쫓는 초강수를 두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왔다. 결국‘브레이크 없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신구

범 전 제주지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한 축협은 그 유명한 1999년 8월‘국회의사당

할복 사건 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할복 사건 이후 여론이 축협의 주장에 등

을 돌리며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자 이에 힘을 얻은 정부가 농협을 독려하며 협

동조합 통합 작업에 가속을 붙여39), 결국 2000년 7월 1일 통합 농협을 출범시키기

로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협동조합 중앙회 통폐합은 유사 및 중복기능의 통합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화

로 농민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는 개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농협측은 대체로

38) 김대중 정권의 농정 최대 개혁과제로 떠올랐던 농축협 통합의 역사는 98년 4월로 거슬

러 간다.
39) 월간조선, 5월호, 조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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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축협은 축산업의 특성을 강조하며 현행 체제 유

지를 강조했다. 축협은 정부 발표 이후 노조가 중심이 돼 통합은 절대 안된다 며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981년 축산업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

성에 의해 농협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비약적인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인의 권익신

장을 이루어냈다 고 지적하고 오히려 전문화가 더 필요한 시대에 농협과 통합하

면 축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처해 나가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는 입장을 나

타냈다. 임·인삼협은 4개 중앙회와 1개 협동조합 연합회를 두되 협동은행을 설립

하자는 안을 내놓고 맞섰다 (권갑하, 1999: 308).

그러나 2000년 5월 통합농협중앙회 임시총회가 열렸고, 농협의 정대근 회장을

통합농협중앙회의 회장으로 선출해 7월에는 공식 출범하였다. 전국에 1400여개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110조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공룡 농협’의 출범인 셈이었다. 통합농협의 출범을 두고 국가와 농협의 관

계변화에 주목하는 의견이 많았다. 주류는 현실 안주적이고 보수적인 농민들의 성

향상 노동조합처럼 일사불란하게 제 목소리를 다 내기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

이었으며 다만 정부를 상대로 전보다 활발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표면적으로는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통합농협의 출범은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적인 상황에서

작지 않은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

축협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합농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국가의 개

입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협은 자율적인 운영을

해나가려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가의 개입은 계속되고 있고, 그 영

향력 또한 여전하다. 이는 신제도경제학에서 말하는 경로의존 이 한국 농협의 국

가개입을 통한 발전과정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론으로서 설명력이 있는 모습이다.

또한 유교자본주의의 설명력이 유효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역시 이익집

단이라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농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다원주의와 조합주의가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다. 통합농협의 출범에서도 국가가 개입·간섭하여 농협조직

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수평적인 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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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이익대표체계로서 농협을 바라보려는 조합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제 2 절 농민통제 인프라제공 및 서비스대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국가는 한편으로는 농협을 육성하고 또 한편

으로는 농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개입하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농

협 역시 농민을 통제 및 보호하는 국가를 위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대행

하는 등 정책대행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절에서는 농협이 정책판매 및

융자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을 대행하고, 농정수행자금을 지원하는 모습을 살펴

봄으로써 농협이 국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볼 것이다.

1 . 국 가 정 책사 업 대 행 : 정 책 판 매 및 융 자 지 원사 업

정부의 정책사업대행 다시 말해 양곡판매, 융자지원사업 등은 현재까지 한국

농협에 계속되는 국가의 개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를 농협과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협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종국적으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제반 물자의

조달과 공급을 책임지게 되므로 사업에 대한 큰 위험부담이 없이 해당품목의 안

정적 공급과 농민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대행수수료를 농협이 획득함으로써

이를 조합원에게 환원할 수 있으며, 정책사업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업무지식은 정

책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자체사업 개발시 귀중한 경험이 되는 등의 유

리한 점이 많다.

다른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용자재의 생산과 배분, 농산물가공과 유통, 농

업자금의 공급 등 농민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지원을 받는 상업적 농업지

원을 일반 자유시장에 맡겨두면 매점매석 및 가격조작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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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농협을 통하여 정책사업을 수행

하고 지원하게 되면 농민협동조직인 농협을 정부가 육성한다는 정책적 타당성과

함께 사업의 효율성과 호응도가 높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개발을 위한 정부기

관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가 일치되어 농협은 농업근대화와 농촌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게 되었고 아울러 생산자단체로서의 기능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자체의 빠른 성장도 이룰 수 있었다. 유교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국가

개입에 의한 거래비용 감소를 떠올리게 된다. 농협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은

농업전체의 이익에 효과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농협 전체 사업량 중 정

책사업의 비중이 너무 과다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으나 60년대 후반부터 단협

합병과 조직개편을 통하여 단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금융 및 농촌생필품을 공

급하는 생활물자 사업등 자체기반사업을 개발하면서 자율경영의 기반과 자체사업

수행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리하여 80년대 후반의 제도변화를 겪으

면서도 아무런 영향 없이 정부의 정책사업대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신제도경제학의 경로의존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로의존이란 시공간적

으로 특수한 한국의 60년대부터 2000년까지 농협발전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국

가개입의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농협은 국가의 농정수행에 필수기구로서 파산이 있을 수 없었

다. 중앙회 뿐만 아니라 법상 독립법인체이며 독립경영체인 조합에서도 부실경영

이 누적되고 대형사고가 발발할지라도 파산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중앙

회의 조치는 정부의 후원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현석, 1994).

2 . 농 정 수 행 자금

위와 같이 국가는 농협을 국가수행기구로서 이용하여 왔으며, 국가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농협의 자금력을 농정수행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농협의 자립도가 높아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표 9> 에서 보여

주는 농협의 조달자금의 규모와 조달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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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체 중앙회 조달자금이 방대한 규모로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외부자금 (한은차입금, 정부대하금, 여러 종류의 정부자금 및 기금) 또한 중요한 역

할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농협이 점차 경제적 자립도를 이루어가고 있

어 상대적으로 정부의 외부자금비율이 작아보일 수 있지만, 농협의 자금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농협내부자금의 신용사업은 농협이 정부정책금융기구로서

수행한 결과인 셈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내부자금 중에서도 예수금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조합원의 출자금, 상호금융 등은 여전히 미미하

다. 이러한 신용사업 부문은 관제조합으로서의 농협이 농민조합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분야로서 정부주도 농협

의 몸불리기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이처럼 한국농협은 < 표 9> 에서와 같은 미미한 출자금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조

직, 시설, 인력, 자금, 사업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국가가 만들어 준 농협

으로서 파산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정부

사업을 주어서 초창기 농협을 유지했지만, 그 후로는 정부기관이라는 신용력을 농

협에 제공하여 농협의 사업확장을 통한 자립력을 키워줌으로써, 정부주도 농협의

운영비용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정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을 통

하여 조달할 수 있었다.

< 표 9 > 중앙회 조달자금의 규모와 조달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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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65 1971 1976 1980 1985 1990

내

부

자

금

출자 및 잉여

예수금

공제

상호금융

손익기타

9(7.7)

106(90.6)

2(1.7)

-

-

76(5.8)

1,089(83.8)

41(3.1)

66(5.1)

94(7.2)

181(3.5)

3,583(68.9)

123(2.4)

708(13.6)

607(11.7)

1,551(5.0)

14,986(48.7)

2,570(8.3)

11,633(37.8)

38(0.1)

1,461(2.4)

27,112(44.4)

4,843(7.9)

27,674(45.3)

62(0.1)

2,005(0.8)

97,309(39.5)

16,281(6.6)

123,132(50.0)

7,220(2.9)

소계 (A ) 117(100) 1,300(100) 5,202(100) 30,779(100) 61,115(100) 246,031(100)

외

부

자

금

한은차입금

정부대하금

국민투자기금

안정기금

주택자금

차관자금

CCC자금

농어민후계자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농어촌개발기금

농지관리기금

163

147

-

-

-

-

-

-

-

-

-

408

487

-

15

-

49

-

-

-

-

-

1,434

811

378

44

-

167

-

-

-

-

-

5,108

3,194

970

77

576

748

-

63

-

-

-

909

5,719

1,978

65

1,937

900

-

1.239

-

-

-

3,108

14,172

2,552

111

5,389

1,392

-

-

10,350

-

5,526

소계 310 959 2,834 10,736 11,751 42,600

계 (B) 427 2,259 8,036 41,515 72,866 288,631

농협자립도 : A/ B (%) 27.4 57.6 64.7 74.1 83.7 85.2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또한 한국 농협이 정부가 육성한 정책사업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예가 < 표

10> , <표11>이다.

< 표 10 > 중앙회의 대출금의 규모와 정책대출 및 자체대출의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정책대출금

자체대출금

133(57.1)

100(42.9)

616(58.4)

438(41.6)

1,969(62.3)

1,072(37.7)

8,726(73.9)

3,087(26.1)

20,878(73.1)

7,664(26.9)

53,119(65.5)

27,809(34.4)

계 233(100) 1,054(100) 2,841(100) 11,815(100) 28,542(100) 90,925(100)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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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은 전체 대출금 중 정책대출이 60%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으며, 더구나 정책대출금의 증가를 통해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욱 커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농협이 국가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 표 11 > 중앙회의 정책구매와 자체구매의 규모와 비율

단위 : 억원 ( % )

구분 정책사업
자체사업

계
매취사업 수탁사업

1962

1964

1968

1974

1981

1984

1987

84(89.6)

123(82.4)

245(81.8)

842(56.8)

4,122(57.8)

3,932(51.8)

5,078(60.0)

8(8.7)

20(13.1)

42(13.9)

640(42.9)

2,626(36.8)

3,654(48.2)

7,614(40.0)

2(1.9)

7(4.5)

13(4.3)

5(0.3)

387(5.4)

(?)

(?)

94(100.0)

149(100.0)

300(100.0)

1,480(100.0)

7,135(100.0)

7,586(100.0)

12,682(100.0)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 표 11>은 전체사업 중 정책사업이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왔음을 나타내

고 있다. 농협이 국가의 정책수행기관임을 나타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또한 농

협의 자체사업 중에서는 매취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취사업은 조합이 조

합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이 조합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수탁

사업보다 비율이 높다. 즉 매취사업의 증대는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구매의욕을 잘

못 파악했거나 혹은 이를 무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농협의 1961년에서 2000까지의 발전과정은 한국적 상황에서

농협이 국가의 정책수행기구로서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에서도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 농협이 국가의 관제조합으로 존재하여

왔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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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중앙회의 예수금의 경제사업부문 운용

단위 : % (억원)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 표 12> 는 전체 가용예수금 즉 신용사업으로 조달한 자금을 경제사업으로 운

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3장에서 전술했던 바와 같이 농협이 정부금융

기관으로서 신용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율을 거두자 규모가 확장된 신용사업으

로 실제 농민조합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에 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금으로 조달한 자금은 농협 자체부문과 정책부문에 운용되는데, 이 부문

들은 모두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경제사업들이다. 비록 정책부문의 비율이 감소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협 자

체부문의 경제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정부는 <표 12>에 나타나듯, 농협의 예수금을 계속적으로 정책대출금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아직도 농협이 정부로

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농협

의 자금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정책금융기구로

구 분 1970 1985 1987 1988 1990
총예수금 (A )

현금기준 (B)

가용자원 (A - B)% 1464(100.0)

27,518

2,755

24,763(100.0)

46,523

7,575

38,948(100.0)

55,353

10,527

44,826(100.0)

97,309

16,521

80,788(100.0)

자체부문

저축추진대출

농기업 ,조합육성

경제사업 , 기타

5,660

1,890

4,161(16.8)

9,010

2,779

8,030(20.6)

11,353

4,728

10,083(22.5)

21,253

6,740

24,500(30.3)

소계 11,711(47.3) 19,819(50.9) 26,164(58.4) 42,493(65.0)

정책부문

정책대출

비료

농약

정책판매

양곡 판매 등

비료 :746

비료이외 :718

7,301

33,504

595

729

923

11,716

4,994

662

497

1.260

9,938

5,357

780

747

1,840

17,135

7,393

584

938

2,245

소계 1464(100) 13,052(52.7) 19,129(49.1) 19,662(41.6) 28,2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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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협을 육성하여 경제적 효율을 이룬 이후 농협을 정책수행기구로 이용하여

농민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공급하고 있다. 즉 이러한 모습은 국가

의 농협에 대한 개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제조합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농협을 설명함에 있어 유교자본주의와 신제도경제학의 경로

의존 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국가는 농협

에게 신용력을 제공해 주고 성장시킨 후 이를 통해 정책사업 및 영농자금을 조달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국가와 농협은 독특한 관계로 경제적 효율성을 만들며 상

호발전하고 있다.

제 3 절 요 약

이 장에서는 국가와 농협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해보면, 국가는 농협을 정책수행기관으로 이용하여 통제·지원을 하며, 농협이

성장한 이후에는 농협의 자금을 통해 농정수행을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

데 농협이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잡아가는 과정 자체는 조합주의적 입장

과 다소 유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 농협이 발전해 온 과정의 전제조건이 조

합주의가 전제로 하는 수평적 사회세력화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논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농협이란 조직이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으로서 이익집단임과는 달리 한

국의 농협은 국가로부터의 하향식 관제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다

원주의적인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이익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에 맞지 않

음이 확인된다. 비록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외적인 형태는 갖

추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통제·유인 기제로서 관제조합적 성격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농협의 인사권·감독권·재정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농협을 통해 농정수행자금을 확보하는 국가의 모습에 더해 통합농협의 출범은

특수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이론적 접근을 필요로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익집

단으로서 자율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반강제적인 통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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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원칙과도 위배되며, 사회세력화를

기본으로 삼지 않아 조합주의와도 상반된다. 결국 한국에서 지속되는 국가의 개입

은 유교자본주의적 논의가 유효함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이에 더해 한국 농업의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른 1988년 농협법 개

정 및 시행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개입

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1988년 개정된 농협법40) 내용에서도 국가의 개입을

용인하고 있는 조항들이 남아있었다. 인사체계와 감독체계, 재정체계를 중심으로

개정한 내용들이 자율화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조합주의에서

전제하는 가톨릭의 수평적인 사회세력이나 전체적인 조화 정신이 한국이 가진 기

반조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국가- 농협

의 관계들은 농협이 자율적인 운영을 해나갈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40) 농협법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을 말하며, 61. 7. 29 법률 제 670호로 제정된 후 계속하여

일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63년 법률 제1584호, 67년 법률 제1879호, 1932호, 73년 법

률 제2577호, 76년 법률 제2963호, 78년 법률 제3121호, 80년 법률 제3300호, 88년 법률

제4080호(8차 개정으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한다), 89년 법률 제4096호, 91년 법률 제

4419호, 4423호, 4433호, 93년 법률 제4541호, 94년 법률 제4707호, 4819호, 96년 법률 제

5153호, 5211호, 97년 법률 제 5408호, 5453호, 5454호, 98년 법률 제5505호, 5591호, 99년

법률 제5949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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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농협과 농민의 관계

이 장에서는 농협이라는 조직이 농민조합원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60

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유지되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근본적으

로 농협이란 조직은 농민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한국의 경

우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출발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 1 절 영농자금 지원

1 . 영 농 자 금 현 황

일반농가들에게 영농자금을 공급하는 농협의 역할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고찰해 본다.

60년대에 들어 농촌의 근대화가 진행되자 농촌내부에서도 금융저축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농협은 하위기구가 미비해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자체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60년대 말에 이르러 드디어 유명무실했던 이

동조합들의 통합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70년대 초에는 전국의 말단행정단위에서

종합농협이 발족하게 되었다. 70년대의 단위농협의 급속한 발전 중에서도 가장 눈

에 띄게 나타난 것은 단협 예수금의 급속한 증가였다. 예컨대 1972년말 단위조합

당 예수금의 전국평균은 800만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80년말에는 5.5억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단협의 총수를 1,500개소로 간주했을 때 전국의 단협에서 조달된

자금총액은 1972년에는 120억원이던 것이 1980년 8,25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70년대에 들어 농협중앙회의 도시 점포에서도 비농가세대들의 예수금이

크게 늘어났다. 농협중앙회는 근대화 초기의 농업자금을 비농업부문에서 조달하기

위해 전국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점포를 가짐으로써 도시가계들의 여유

자금을 농협예수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협의 조달자금에 있어서

중앙회는 주로 비농업부문에서 조달하게 되었고 단협은 농촌내부에서 조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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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리하여 농협의 자체자금이 늘어나자 농민들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농협자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대신 정부자금의 비율은 감소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단계에서 농협의 금융업무는 정부자

금을 개별농가들에게 영농자금으로써 배분해 주는 일이었지만 근대화됨에 따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

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농업이 근대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자금수요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발전으로 농업경영이 상업영농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상업영농의 자금수요는

자급생산 영농때에 비해 거액화되며 중장기성 자금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반농가들이 상업영농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판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의 능률

화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의 수요도 급속

도로 늘어나고 있다.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자금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

게 되자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와 농협이 조달한 자금을 대부받아 정부자금의 부

족분을 보충하는 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농협이 조달한 자금이 기반이 되

어 정책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영농자

금에 대해 살펴본 것이 <표 13> 이다. 70∼80% 이상의 영농자금을 농협자금으로

공급하는 모습이다.

< 표 13 > 영농자금의 연도별 공급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1971 1973 1976 1979 1984 1987 1988 1990

한은차입금

재정자금

농협자금

91(82.7)

-

19(17.3)

86(55.9)

-

68(44.1)

-

-

356(100)

-

900(53.3)

787(46.7)

413(7.7)

-

4,976(92.3)

889(8.8)

2,000(20.0)

7,111(71.1)

932(7.8)

3,000(25.0)

10768(89.7)

735(3.1)

5,300(22.1)

17,965(74.8)

계 110(100) 154(100) 356(100) 1,687(100) 5,398(100) 10,000(100) 12,000(100) 24,000(100)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 표 13> 에서 보듯이, 농민조합원에 주는 영농자금은 대부분이 농협자금을 통

해 공급되고 있다. 또한 영농자금에 대한 공급 중 외부 한은차입금의 비율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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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하게 줄고 있으며, 농협 자체자금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80년대 이후 계속

하여 70∼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자금이라는 것 역시 결국 예수금이라는 신용사업에서 충당되어 운

용되는 분야이다. 즉 정부금융기구로서 농협이 신용사업을 하여 재정자립도를 이

루고 경제사업에 속하는 영농자금에 그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2 . 농 용 자 재 공 급

해묵은 농업과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는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할 일들 (농업시험사업이나 수리사업)도 있었지만 농협기

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일들(개별농가에게 생산자재나 영농자금을 공급하는 일들)

도 많았다. 농업근대화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농촌개발사업들이 농협기구

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농협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농

업이 근대화되어야만 시판농산물이 많아지고 농촌경제의 화폐 유통량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농협은 정부의 농업근대화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

성을 했다.

한국경제가 공업화되기 이전에는 화학비료의 사례에서와 같이 새로운 농용자

재들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농용자재의 공급을 자

유시장에 맡겨둘 수 없어 정부가 참여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산자재들은 농협의

조직기구를 통하여 개별농가에 배분되어야 했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용자재들의 국내생산은 한국이 공업국으로 발전해감

에 따라 6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생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농협기구를 통하여 개별농가들에 공급되어야만 했다. 주

된 까닭은 그 당시의 농가경제의 구매력에 비하여 새로운 농용자재들의 공급가격

이 너무 높아 농용자재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식량증산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농용자재들의 공급가격의 일부를 정부

자금으로 보조하게 되었다. 정부자금으로 보조되는 농용자재들은 농협기구를 통하

여 개별농가에게 공급됨으로써 식량증산시책의 실효를 얻었다. 더군다나 7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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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석유파동이 거듭되자 석유에너지를 많이 쓰는 농용자재 값이 폭등했다. 석

유가격폭등이 식량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비료·농약·농기계

등의 공급가격 보조율을 더욱 늘리게 되었다. 이는 농협의 농용자재공급의 역할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농협은 개별농가에게 농용자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행정력에 의한 독점적인 위치에 있게 되었다41). 80년대 후반에 들어 국제시장의

석유가격 하락으로 농용자재들의 생산가격 상승요인이 감소되었고, 생산자재산업

의 발달로 다양한 농용자재들이 과잉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벼농사 이외의 채소류·과실류·특용작물 등의 상업영농이 크게 늘어나

자 농민들의 농용자재의 수요도 다양해졌다. 여기에 개별농가들이 농용자재를 구

입하는 경로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수도농사

에 필요한 농용자재들은 농협의 조직기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농용자재의 유통과정에서 농협의 독점적인 위치는 경쟁적인 위치로 바뀌었다. 경

제가 발전하자 농용자재 생산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농용자재산업의 독과점화

와 불공정거래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농협의 역할도 정부의

농용자재공급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보다도 농용자재생산업체들의 독과점에서 오는

불공정거래를 견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농용

자재공급사업의 효율이 그만큼 높아야만 했다. 농용자재를 개별농가들에게 공급함

에 있어 민간상사들보다 농촌의 단협이 유리한 요인으로는 첫째, 농협기구가 전국

어디에서나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종합농협으로 되어 있는 단협은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농들에게 농용자재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데 비용이 낮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민간상사들에 비하여 효

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농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

정신이 부족하다는 인간행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재가 다양해지고 공

급과잉의 단계에 있어서는 조직기구보다도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과 봉

사정신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농협이 농용자재를 개별농가에게 공급하는 일을 전담함으로써 개별농가들은

41) 박진환, 1985, 농촌의 금융 및 생산자재시장에 있어서 단위농협의 시장력에 관한 조사

연구, 농협전문대학 농협발전연구소

- 72 -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농용자재

를 생산하는 공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농가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농가들에

비해 농용자재를 실질가격보다 값싸게 구입한 셈이었다. 결국 경제발전에 따른 농

용자재의 공급은 농협기구를 통하여 판매되는 것과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

로 이원화되더라도 지방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농촌에서는 그 고장의 단협이

농용자재의 공급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지만 도시화된 농촌에서는 자유시장을

통해 농용자재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갈수록 농용자재공급에 있

어서 농협의 역할은 자재공급시책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민간상사들의 불공정거래

를 견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산자재 공급, 영농자금 등은 농협과 농민의 관계에서 이루

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농협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육성의 관제조합으로

서 가질 수 있었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농협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줌으로써 보다 빨리 성장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비료·농

약·농기계 등의 농협사업에서도 가격 및 수량을 결정해 원활한 흐름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자발적 결사체보다는 관변단체가 유리하고, 자유경쟁

보다는 정경유착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하는 유교자본주의 (유석춘, 1997)가 설명력

을 갖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발적

인 이익집단이라는 모습은 농협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제 2 절 출자금 운영

1 . 출 자 금 현 황

농협은 조합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근본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원주의의 기

본적인 원칙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의 재정적인 운영은 그 구성원들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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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유지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한국 농협의 사정은 어떠

할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여기서는 중앙회에 국한하기로 한다.

< 표 14 > 중앙회 조달자금의 규모와 조달원

단위 : % (억원)

구 분 1965 1971 1976 1980 1985 1990

출자 및 잉여

예수금

공제

상호금융

손익기타

9(7.7)

106(90.6)

2(1.7)

-

-

76(5.8)

1,089(83.8)

41(3.1)

66(5.1)

94(7.2)

181(3.5)

3,583(68.9)

123(2.4)

708(13.6)

607(11.7)

1,551(5.0)

14,986(48.7)

2,570(8.3)

11,633(37.8)

38(0.1)

1,461(2.4)

27,112(44.4)

4,843(7.9)

27,674(45.3)

62(0.1)

2,005(0.8)

97,309(39.5)

16,281(6.6)

123,132(50.0)

7,220(2.9)

소계 (A ) 117(100) 1,300(100) 5,202(100) 30,779(100) 61,115(100) 246,031(100)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위와 같이 한국 농협의 사정은 일반적인 서구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농

민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내는 출자금의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점차 비율도 작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자발성이 결여된 모습이라 보겠다. 농업근대화 초기의

농협의 자금조달은 농업부문에서보다도 비농업부문에서, 그리고 농협의 독자적인

경쟁력에 의해서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조달된 것이 많았다. 농업근대화

초기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에 있어서 농협의 자금조달은 정부와 중앙은행으로부

터 차입한 자금, 공공기관들이 운용자금을 농협에 예치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자금,

그리고 시·군소재지에 있는 농협이 비농가세대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등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농민조합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

지 않았다. 이것은 곧 근대화초기에는 농협의 신용사업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농업 근대화 초기에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의 자금조달에 기여함이 적었다는 것

은 농가경제가 가난했고 농촌경제의 화폐유통량이 적었다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야 하지만 한국 농협의 제도적인 결함도 지적되어야 한다. 농업금융을 전담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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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점포들이 시·군 소재지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농가들이 푼돈을

저금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일반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금융기관

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많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예수금이나 상호금융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것은 농협이 결국 진정

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부차적인 신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거둬들

인 자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

용사업 역시 앞 장에서 살펴본대로 국가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한국의 농협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협력체라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국가수

행기관임을 재차 부인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정부기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조합원이 조합의 재무를 걱정하여 출자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조합장이나 조합의 직원들은 농협의 재무기준에

따라 고정투자를 하려면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했고, 조합원을 조합사업에 끌어들

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출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출자를 하지 않아도 항

상 그 지역에 존재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전국 공통으로 제공해 주는 농협에 자

발적인 출자는 오히려 예외일 수밖에 없었다 (고현석, 1994). 실제로 농민들이 출자

에 수동적이었으므로 강제출자의 방식이 동원되었고 농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

부로부터 강제출자를 금지하는 행정지시가 발동하기도 하였다. ②출자금 내지는

자기자본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조직과 시설을 유지하고 막강한 인력과

자금을 보유하면서 막대한 양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농협이 정부기관

과 같아서 전혀 파산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기자본의 크기가 대외거래에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농협 내외의 이러한 공통된 인식은 농협에 막

강한 신용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력을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농협은 1961년 국가주도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

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활약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신용사업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가장 왕성한 농협의 경제적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용사업의 확장을 통한 자금의 확보로 농민조

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및 영농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농민조합원에게 지원 및 융자

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즉 농민조합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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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해 성장한 신용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진정으로 농

협이 그 구성원인 농민조합원을 우선으로 하여 성장해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

분이다.

2 . 신 용 사 업위 주 의 운 영

1961년 이전의 구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한 직접적인 동기는 두 가지였다. 신

용사업과 경제·지도사업 등 여타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농협사

업을 활성화하자는 것과 조합금융의 체계와 성격을 지니면서도 정부와 밀접한 관

련을 맺어서 강력한 정책금융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한국

농협의 신용사업은 조합금융이면서 동시에 농업개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42)으로

서의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책금융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책임 하에 직접금

융을 하는 정부금융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금융기관 책임 하에 실시되는 민간

금융방식43)이다. 농협신용사업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은 후자에 속하는데 농협이 농

업정책금융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1981년 이후에는 축산

자금의 일부를 축협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농업정책금융은 농

협이 전담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취급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과 같이 농업정책금융을 점담 취급하는 국가

는 프랑스 이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대만에서도 협동조합이 정책금융취급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중앙단위의 자원조달과 자원배분기능은

42) 정책금융이란 정책당국이 금융면에서 일반상업금융을 질적·양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특

정부문에의 자금융입을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당해부문을 육성시키기 위한 선별금융 정

책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농업정책금융은 조합금융이 담당하기 어려운 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농협자체자금 부족으로 조합금융의 기능이 원활치 못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은 금융조건이 비교적 장기·

저리 등 유리한 조건이며 정부의 금융규제가 수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43) 민간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취급하되 정부가 융자요강을 제정하고 자금을 대하하거나

채무보증·결손대출금의 보상·이차보상등 특혜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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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정부금융기관이나 정부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연간

공급액 기준으로 볼 때 1985년도 중앙회 총대출금의 96%가 정책대출금이며 상호

금융대출까지 포함한 농협의 총 농업자금대출금 중에서도 정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이상이다.

정부금융기관의 장점은 ①관리비용 부담능력이 강하고, ②전통적으로 농촌금융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사채업자의 저항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하며 ③정부로

부터의 직접대하 또는 정부보증에 의하여 저리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는 점이다.

(2) 농협의 신용사업 현황

< 표 15 >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수금 대출금 판매사업 구매사업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84 929 23.0 1,534 38.0 850 21.1 714 17.7 4,027
1985 1,087 22.5 1,911 39.6 954 19.8 874 18.1 4,826
1986 1,526 24.2 2,979 47.3 853 13.5 940 14.9 6,298
1987 2,244 24.9 4,267 47.4 1,500 16.7 995 11.0 9,006
1988 3,289 27.6 5,352 45.0 2,183 18.3 1,073 9.0 11,897
1989 4,427 27.2 7,299 44.8 3,109 19.1 1,470 9.0 16,305
1990 6,021 29.0 10,003 48.1 3,229 16.0 1,540 7.4 20,793
1991 8,511 30.4 11,698 42.0 6,049 22.0 1,783 6.4 28,041
1992 11,070 31.4 15,251 43.3 6,597 19.0 2,283 6.5 35,201
1993 12,525 33.0 15,691 41.1 7,450 20.0 2,500 6.6 38,166
1994 13,393 33.6 16,144 40.5 7,802 19.6 2,541 6.4 39,880

94년비 -

84년비
+10.6 +2.5 - 1.5 - 11.3

< 표 15> 에서 나타내듯이 1984년 예수금·대출금 비율을 1994년의 비율과 비교

해 보면, 예수금 및 대출금 즉 신용사업은 각각 10.6% , 2.5%씩 증가하고 있다. 반

면에 판매사업 및 구매사업은 1984년 비율보다 1994년 비율이 1.5% , 11.3%씩 감

소하는 모습이다. 이는 농민의 편익을 위해 존립하는 농협이 실제 농민 생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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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판매 및 구매, 생산, 유통 등에 들어가는 비율은 줄여가면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신용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신용사업은 국

가의 개입에 의한 정책금융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

여준다.

< 표 16 > 중앙회 상호금융 특별회계자금의 조달 및 운용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73 1975 1980 1985 1987 1988 1990

조

달

예

수

금

상환준비

정 기

여유자금

45

39

-

124

118

140

850

2,062

567

2,899

3,753

-

5,080

12,889

-

6,910

15,221

-

11,477

20,259

-

소계 84(100) 382(98.7) 3,497(99.9) 6,652(97.4) 17,969(99.5) 22,131(85.6) 31,736(96.7)

특수사업지원

자금 차입금
- - - - - 2,689 184

손익 및 기타 - 5 20 175 90 1,026 894

계 84(100) 387(100) 3,499(100) 6,827(100) 18,059(100) 25,847(100) 32,814(100)

운

용

유가증권 - - 1,560(44.6) 4,276(62.6) 11,202(62.7) 17,448(67.5) 23,967(73.0)

대

출

금

지원자금

운전자금

일 시

영농자금

-

-

3

12

51

-

14

-

290

334

-

-

-

1,067

156

-

-

2,626

65

-

300

4,643

1

-

1,885

3,772

836

636

소계 15(17.9) 65(16.8) 624(17.8) 1,223(17.9) 3,961(22.2) 4,944(19.1) 7,129(21.7)

예치금 69(82.1) 322(83.2) 1,315(37.6) 1,328(19.5) 2,531(14.1) 3,456(13.4) 1,719(5.2)

추곡수매자금

입 체
- - - - 185(1.0)

계 84(100) 387(100) 3,499(100) 6,827(100) 17,879(100) 25,848(100) 32,815(100)

자료, 농협연감, 각년도

또한 <표 16> 을 보면, 중앙회 상호금융 특별회계자금의 조달상황을 알 수 있

다. 이는 예수금 즉 신용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44), 예치금 등 신용사

업으로 운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달부문 중

44)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금융기관발행채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농협이 상

호금융자금으로 이러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에 협조하는 측면에

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가증권이 이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투자의 효율

성 역시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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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용부문 중 대출금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신용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

이 농민조합원들을 위한 지원자금, 운전자금 그리고 영농자금 등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이를 구체적으로 < 표 16> 의 운용면 중의 대출금을 살펴보면 지원자

금, 운전자금, 영농자금 등이 꾸준히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농협의 신

용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농협이 국가정책을 대행하는 모습으로 대표적이라 하겠다.

제 3 절 요 약

이 장에서는 농협과 농민조합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가

장 기본적으로 중시되는 출자금과 영농자금을 다루었다. 우선 농협의 재정은 조합

원들의 출자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이 다원주의적 원칙이며, 협동조합의 근본취지이

다. 그러나 한국 농협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갈수록 출자금 비중은 작아지고 있

으며, 농협은 경제사업이란 본업이 아닌 신용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왔다. 또

한 농협은 이렇게 신용사업으로 확보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영농자금

을 공급했다. 즉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소로서 농

협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농협 역시 농민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

리잡기보다는 사업확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농협이 설립된 배경과

맞물려 설명해야 이해가 된다. 우선 한국의 농업 사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제시대의 토지조사, 그리고 6·25 전쟁과 미군정 하의 농지개혁

을 통해 농업부분의 중요행위자인 지주세력이 사라지면서 국가로부터의 지배에

저항할 만한 농업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러한 농민세

력들은 고리채 등의 열악한 생활과 무지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는 농업분야를 주도하고 개입하는 매개체를 찾다가 결국 농협을 설립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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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농협은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입장처럼 수평적인 사

회관계를 전제로 한 이익단체로서 파악하기엔 농민들의 기반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농협은 이러한 배경 아래 국가정책기구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정책사업, 정책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꾸준히 해 왔다. 다시 말해 농민조

합원을 위한 운영을 했다기 보다는 차라리 국가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

장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농협의 자율화를 외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해 1988년 농협

법 개정이 있었지만 시행결과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만 생겨났다. 농민조합원으로

부터의 선출을 허용한 결과 선거부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통해 조직을 움직이려는 변화에 준비가 덜 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

인해 준 것이다. 더구나 농협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또한 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한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한국 농협은 자생적인 협동조직체가 아니었고, 정부

가 농어촌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의도적으로 합병하여

발족시킨 정책수행기관으로 운영되어왔다 (박면주, 1990).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심

이 있는 자와 조합원인 농민도 농협을 자주적인 협동조합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정

부기관으로 인식하여 왔고,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 노동자의 개념보다 공무

원으로 생각하여 노동조합 결성은 감히 고려하지도 못하였다. 이렇듯 노사간의 문

제점도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런 1987년 민주화 선언에 편승하여 농협을

농민의 자주적인 대표기관(농민을 위한 경제단체)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었다. 농협 노조는 조직자체가 바로 조합원의

권익증대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인 관계로 노동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 금융기관의 노사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긴 하나

주인인 농민의 권익보다는 직원의 권익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45).

45) 여기서 농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들과 농협 직원들간에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자.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조직(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 80 -



이러한 특징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목적은 노동조합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

데 그 내용을 보면, 헌법정신에 의거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

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라고 되어있다 (농협중앙회, 1996). 그동

안 농협은 하향식 운영체제 하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조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이

억제되었고 농협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원의 의사를 농협운영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87년의 6.29선언 이후 급속히 번져가는 민주화 추세에 따라

이돈호 등 농협중앙회 직원 35인이 발기함으로써 1987년 7월 2일 농협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설립 초기의 노조 기본활동 방향은 조합원의 실질임금 협상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단체교섭력 강화 및 대정부 교섭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인사정책에 대한

분석 및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조합원의 고충해결에 진력함으로써 조합원의 단

결을 기했다. 아울러 조사활동을 전문화하여 정책노조 활동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

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조합원의 노동조합 의식을 함양하였다.

농협노동조합의 규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협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

지·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한편 노조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은 ①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생활안정 향상에 관한 사항 ②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③

농협경영에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시키는 사항 ④조합원 복지후생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⑤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농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설립 후 약 3개월간 분회 설치 및 조합가입 대상자에 대한 농협노조 가

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조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

포함)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농협 직원은 농협을 경영성과를 올리는 단지 하나

의 기업체로서만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농협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
농민들이 농협 앞에 와서 시위를 하는데, 그건 참 말이 안되죠. 농협은 국가기관이 아

니거든요. 하나의 경영체로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솔직히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부당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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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국을 순회하였고 그 결과 1987년 11월 13일 전국단위의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노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집행운영기관인

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초기의 노조조직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를 두었으며, 위원

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 및 집행부서로서 기획부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두었다.

지방지부는 본부지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지부 등 15개 시·도지부로 구성하였으며

시·도지부 산하에 분회를 설치하였는데 노조 설립초기인 1987년 7월 말 8개이던

분회가 1년 뒤인 1988년 6월 말에는 483개로 크게 늘어났다. 조합원도 1987년 7월

의 2358명에서 1988년 6월에는 1만 1703명으로 늘어나 조합원 가입자격이 있는

직원중 9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1년여만에 노조의 기본틀을 이루어 농협

노조는 금융노조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노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 표 17 >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원 가입비율

가입대상자 조합원수 가입비율 대상분회수 설립분회수 설립비율

13,812 12,752 92.3% 493 493 100%

가입대상은 대리급 이하 직원임

자료 :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 표 17> 의 농협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에서 보여주듯이, 농협직원 대리급 이하

를 대상으로 90%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

련된 복지문제 등에 관심이 높음을 확인시킨다.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제관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

상시켜서 노사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

에 한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농협도 사업을 경영하는

하나의 기업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기업형태로 볼 수 있는

주식회사와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이 많다. 협동조합이 일반 주식회

사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목적, 조직형태, 통제방법, 자본의 조달원천과 방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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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분배와 출자배당 등의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표 18> .

< 표 18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목적
①투자가를 위한 이윤획득과 배당증대

②일반인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

①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사회경제적 편익제공

②사회적 이념 (자유 , 평등 , 박애 )의 실현

조직
①주식소유의 공개

②주식의 증권거래소 상장

①어떠한 지분도 판매할 수 없음

②지분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음

통제

①주주인 자본가에 의해 통제

②사업방침은 주주나 관리자에 의해 결정

③소유주식수에 따른 투표권 행사

④대리 투표권 허용

- 친족이나 내부파벌에 의한 통제사례 빈발

①조합원에 의해 통제

②사업방침은 조합원과 관리자에 의해 결정

③통상 1인 1표의 투표권 행사

④일반적으로 대리투표 불허

- 내부파벌에 의해 통제되는 사례적음

자본조달

원천과

방법

①원천 : 일반 민간인의 투자

②방법 : 주식 , 채권발행 ,

은행대출이윤의재투자

①원천 : 주로 조합원의 출자

②방법 : 출자증자 , 차입 배당의 일부 유보

배당
①주주에게 소유주식에 비례배당

- 배당한도 제한 없음

①조합원에게 출자배당과 이용고 배당

- 출자배당에는 제한 있음

* 참고 : Scharrs , Marvin A. 1971, Cooperatives . Principles and Practices 1457

Cooperative Extension Programs, University of Wiscomsim, Mandison, p.11

( 재정리 : 박면주, 1990 )

이와 같이 농협은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성격의 조직이며, 농협

의 노동조합 또한 농민의 권익과 노동자 자신의 권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위

치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처지로서 타금융기관의 노조와도 다르다.

다시 말하면 농협인은 직업적인 근로자인 동시에 농민운동가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고(Goldsm ith , 1980: 431), 경제적 약자인 농민조합원이 바탕이 된 농협에

서 내부직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타금융노동조합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농협의 경우 농민에 의한 경제적 자조의 협동단체로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농수산부의 일방적인 의견과 농협의 임직원은 정당의 가입과 정치활

동을 할 수 없다는 구농협법 제한사항을 근거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한 실정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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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내부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다. 더군다

나 농협직원은 단순한 직업 노동자가 아니라 동시에 농민운동가라는 양생적 측면

에서의 인식이 일반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1988년 농협노조

의 임금인상투쟁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직원을 위한 농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했으며 일부 농민들은 농협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

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은 조합원들의 평등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며,

일반 사업체처럼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농협 내의 노동조합의 존재는 농협이 자신 조직을 일반 사업체로 규정하고 직원

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게 했다는 결론을 낳는다.

한국에서 농협이라는 조직은 무엇보다 농민조합원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고 나름대로의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농협 직원들의 영리를 우

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1988년 농협법개정의 시행결과로 나타난 선거부패양상, 그리고 협동

조합 내에 결성된 노동조합의 모순적인 존재 등의 모습들은 다원주의 입장처럼

농협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엔 아직 무리가 많은 현실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특수한 설립배경과 발전과정을 가진 이유로 한국 농협과 농민조합원의

관계는 일반적인 서구의 농협을 설명하는 틀로는 설득력이 없다. 즉 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발성 은 한국 농협이 생겨난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

며, 농협은 그보다는 주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해왔다. 또한 조합주의의 유기체적

인 발상 역시 한국 농민의 토대가 수평적 사회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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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I 장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한국 농협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개입의 지속

성과 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제도변화 그리고 2000년까지의 국가, 농협, 농민의 삼

각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한국의 농협은 고리채 성행의 악순환으로 열악한 농민들의

생활과 식량의 부족 등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협을 설립할 수 없는 미비한 여건

들로 인해 서구와 달리 국가의 개입에 의한 관제조합적 성격으로 성립되어 존재

하여 왔고, 그러한 발전과정은 국가가 농협을 주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등 시장체제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한

국의 상황에서 자발적 결사체보다는 관변단체가 유리하다는 유교자본주의의 논의

가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농협의 인사체계 및 감독체계

그리고 재정권을 쥐고 농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이렇듯 국가는 초창기엔 국가사업을 주어서 농협을 유지했고, 그 후로는 국가

기관이라는 신용력을 농협에 제공하여 농협의 사업확장을 통한 자립력을 키워줌

으로써, 국가주도 농협의 운영비용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정수행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농협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었다. 한편 농협은 국가로부터 보

조금이나 정책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며,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지속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각종 기금 (농업기계화 촉진기금) 뿐 아니라 농어가 부채

경감 정책 등 새로운 정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정부 자금을 대리 집행함으로써 정

부자금을 대리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협은 국가에 대해 농민통제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국외적인 수입농산물개방압력과 국내적인 자율화 움직임

이 동시에 나타나자 국가는 제도변화를 선언했다. 1988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

협의 인사권이나 감독권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농협 및 전

반적인 사회에 커다란 변화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국가의 의도를 분석해 보면

이는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그만큼의 책임을 농협에게 전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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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숨겨진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국내적으로 왕성한 자율화 추세

를 따르지 않으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뚜

렷해졌기 때문이었다.

국가는 농업분야에서 펼쳐지는 국가- 농협의 세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의도는 1988년 농협법 개정

가운데 국가의 개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직선제 결과로 나타난 선거부패양상, 그리고 농민조합원보다 농협직원들의

편익에 관심을 두는 노동조합의 존재 등은 농협에게 자율적 운영을 맡기기엔 여

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198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최근 2000년 출범된 통합농협 역시 국가와 농협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해 준다. 국가는 조합들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의 저비용 고효율 을 노렸던 것인데, 각 조합의 전문성을 주장

하는 조합원 및 조합장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전체적인 한국의 국가와 농협의 지형도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농협은 경

제적 자립도를 구축해가면서 자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는 국가- 농협관계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농협에

지원 및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조직에 대해 국가개입을 통한 효율

성을 골자로 한 유교자본주의가 현실적인 설명력을 겸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신제도경제학의 경로의존 역시 80년대 후반의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

하고 국가가 농협에 대해 개입을 계속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 중요한

논의이다. 즉 자율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국가가 계속하여 지원 및 개입하는 모습이나 농협이 국가정책수행기구로서

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들 속에

서 고유하게 전해 내려오는 제도적 편재들에 의해 유도되는 경로의존 특성 때문

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다원주의나 수평적 사회세력의 확

립 을 전제로 주장하는 조합주의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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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국 농협의 발전과정을 전개했던 본 논문의 의의에

대해 요약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회학적 접근들은 이상적인 상을

그려놓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함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을 비판해왔다. 그에 반해 본 논문은 구체적인 한국 농협이라는 대상의 발전 사례

를 자세하게 추적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본질적으

로 접근방법이 다르다. 즉 어떠한 이데올로기만을 지향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들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

영하는 그릇이 없이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유교자본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비슷한 맥락에서 장단

점을 찾을 수 있다.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현실설명력이라는 정확성을 들 수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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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S tructure and Function

of Kore an A g ricultural Cooperativ e F ederation :

w 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

am ong the St ate , the Peas ant & the Kore an A g ricultural

Cooperativ e F ederation

Jeon , Ji Yeon

Dep. of S ociology

T h e Gradu at e S chool

Yon sei Univ er sity

T his study ex am ines the proces s of dev elopm ent of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an d an aly zes th e relat ion bew een the St at e and the

P easant . I w ill com pare th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w ith

other A gricultur 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s around W estern countr ies ba sed on

v olunt arism . W ithin this context , th e in terv ent ion of the St at e play s a m ajor

role in controllin g korean econ om ic organizat ion s throu ghout korean hist ory .

A nalytical anchor is st ructure and fun ct ion of the agricultur al cooperat iv e

federation . On one side, th 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iv e F ederat ion is on e

of the in t er est groups in korea . Gen erally , th e Cooperat iv e F ederation m ean s

the collect iv ity of in div idu als w hich is composed of people w ho hav e sh ared

goals . My quest ion is w hether th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is sim ilar t o the w estern sty le.

On the other side, th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is r elat ed

t o agricultur e w hich is inferior part in korean econ om ic dev elopm ent proces s

due t o the indu str ializin g str at egy of the g ov ernm 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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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hough agricultur e is the inferior part in Korea , th 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ion is th e successful organizat ion w hich has big capit al

throu gh the int erv ent ion of the St ate .

Ev ery kin d of economic org anization is dom inat ed by S 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 ent . S o it is v ery im port ant to follow the concrete proces s of

the dev elopm ent of th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for b ett er

study .

W hen th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w as established in

1961, the P easant s w ere det er iorated by the decline of food self- sufficiency and

high debt r at io of farm hou seholds .

T herefore peasant s h ad no pow er t o m ake th eir ow n organization . Un der

this cir cum st an ces , th e St at e m ade the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as

an in strum ent for controllin g and protecting the peasant . It w as "T op - Bottom "

sy stem . Sin ce then , th e g ov ernm ent cont inuou sly int erv en ed th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 W e can reident ify this fact from

supervising sy st em of the A gricultural Cooperativ e F ederat ion . T hrou gh this

process , the gov ernm ent w a s able t o cut the cost u sed to a ssist poor

agricultur e.

T he in t er act ion bet w een the St at e and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is st rong each oth er . T h e Koren agricultur 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w as dev eloped by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g ov ernm ent . And under this

circum st an ces , th 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iv e F ederat ion provided

infra st ru cture w hich gav e th e gov ernm ent th e m echanism of controllin g &

protecting th e peasant s . In addition , the A gricultur 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play ed th e role of providing service.

T his stu dy ask s w heth er pluralism and corporatism is th e an sw er for

ex plain in g th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ion .

P luralism is a dis sert at ion w hich em pha sizes v olunt arism . But a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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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 orea is so poor that the peasant didn ' t hav e any pow er t o collect their

comm on m in d. T h erefore this m odel is n ot proper for Korean agricultur al

F ederat ion .

Corporat ism is based on the cath olic m ind w hich argues balance and

harm ony . S o this dis sert at ion is also not good t o ex plain korean cir cum st ances

brin ging unbalanced dev elopm ent bet w een inferior agricultur e and superior

other indu str ies .

T his stu dy aim s t o under st an d th e Korean economic environm ent as it is .

S o I do try to find the proper theory w hich can ex plain th e Korean

A gricultural Cooperativ e F ederat ion an d the relation b etw een the State an d the

P easant s .

key w ords : st ate , the A gricultural Cooperat iv e F ederat ion , P easant , in ter est

group , pluralism , corporatism , confu cian - capit alism , n eo- in st itu tion al econom ics ,

r egim e legit imizat ion , infr astru cture, serv ice providin g , protection &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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