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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과 농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농협의 사업 여

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일부 농협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

응하여 새로운 협동조합 사업체를 설립하여 왔다. 그 중 미국에서 결성된 신

세대협동조합(New Generation Cooperative)은 발상과 운 전략 측면에서 여

러 협동조합 전문가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Fulton․Gibbings, 2001; 

Lang․Castanias․Cook, 2001).

  신세대협동조합이란 1990년대 초반 미국 북부 지방인 노스다코타와 미네

소타 주에서 나타난 일군의 협동조합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농산물 가공사업

에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의 출자금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조합운 에 필요한 자본

도 원활하게 조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신세대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박종수․김정주(2001), 황의식(2002)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신세

대협동조합의 이론적 의의와 운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동조합 사업체

의 가능성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신세대협동조

합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출현하지 않

았던 지역적 조건의 차이나 운 전략의 특징, 지속적 성장의 조건 등을 미국

의 농업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 이 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농협중앙회의 공식견해는 아님

** 농협중앙회 조사부 조사역



  이 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신세대협동조합의 성장배경을 미국의 농업구조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는 신세대협동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여러 가지 조건과 

함께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농업구

조와 농협설립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뒤, 신세대협동조합의 설립 현황과 

운 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신세대협동조합 설립 현황

1. 미국 농업과 농협 개황

  가. 미국 농업 개황

  미국은 경지면적이 1억 7,900백만ha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하

고 있다(표 1). 농가인구는 2000년 기준 629만명으로, 가구당 경지면적이 

176ha에 이른다. 2000년도의 농업 총생산액은 1,937억달러이고, 이중 경종부

문이 941억달러이며 축산부문이 996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 

순수출국으로 2000년 기준 수출은 507억달러이고, 수입은 389억달러이다.

<표 1>                미국의 농업 개황(2000년)

자료 : USDA-ERS(2002)

    국토면적

    경지면적

    963백만 ha

    179백만 ha(1999년도)

    총인구

    농가인구

    278백만 명

      629만 명

    농업 총생산액

     경종

     축산

   1,937억 달러

     941억 달러

     996억 달러

    농산물 수출

    농산물 수입

     507억 달러

     389억 달러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경종 부문에서는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의 생산 비중이 높다(표 2).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 최고로 연간 2억 

5천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은 6천만톤 규모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다. 축산분야에서는 쇠고기, 닭고기의 생산량이 세계 최

고로 연간 공급량이 각각 1천만톤을 상회한다. 돼지고기와 달걀은 중국에 이

어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다. 

<표 2>       미국의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 현황(2000년)

자료 : USDA-ERS(2002)

경    종 축    산

품  목 생산액 생산량 품  목 생산액 생산량
  옥수수  151억달러  253,208천톤   쇠고기   408억달러  12,311천톤
  대두  125   75,390   낙농제품   206  80,922
    55   60,512   닭고기   140  13,981
  면화   46    3,719   돼지고기   118   8,532
  포도   31    7,315   달걀    43   5,011
  감자   25   23,409   칠면조    28   2,400
  담배   23     495     계   943  123,157
  오렌지   21   13,113
   계  477  437,161

  미국의 농업지역은 크게 북동부, 북중부, 남부, 서부 지방으로 구분된다(그

림 1). 북동부 지방은 동부 해안을 따라 대도시들이 집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 이 지역은 

대도시 인근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과일과 채소, 낙농제품 등을 주로 생산하

고 있다(표 3).

 북중부 지방은 광활한 대평원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경종농업과 축산

업이 넓게 발달해 있다. 경종농업 분야에서는 넓은 토지를 이용하여 수출용 

과 옥수수, 대두 등의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축산업 분야에서는 

낙농업과 소, 돼지를 주로 사육하고 있다.

  남부 지방은 전통적으로 면화의 주산지이며, 축산업은 닭고기의 생산량이 

미국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양계업이 발달해 있다.

  서부지방은 과일과 채소의 주산지로서 캘리포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경종

농업과 축산업이 고르게 발달해 있다. 경종농업부문에서는 감자, 과일, 채소

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업은 우유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농업 지역 구분

자료 : USDA-NASS(1998)

 

  지역의 농업구조와 작목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남부 지방이며, 경지면적과 농

업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북중부 지방으로 나타난다.

<표 3>         미국의 지역별 농축산물 생산액 비중(2000년)

(단위 : %)

자료 : USDA-ERS(2002)

구  분 북동부 북중부 남부 서부 계
 농가호수 6 38 42 14 100
 경지면적 2 37 30 31 100
 농업생산액 5 37 33 25 100

경

종

 옥수수 2 87 9 2 100
 대두 1 76 9 14 100
 1 54 19 26 100
 면화 0 3 77 20 100
 목초 5 43 27 25 100
 감자 6 22 4 68 100
 과일 16 11 6 67 100
 채소 6 5 24 65 100

축

산

 쇠고기 4 35 38 23 100
 닭고기 5 2 91 2 100
 돼지고기 2 60 32 6 100
 우유 17 35 13 35 100



  나. 미국 농협 개황

  미국에서 농협은 2000년 말 기준 총 3,466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지역별 농협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농협의 전체 조

합원 수는 300여만명에 이른다.

  사업부문별로 농협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농협이 1,749개소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농협은 37.9%, 서비스농협은 1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북중부 지역이 1,807개소로 전

체 농협의 52.1%가 집중되어 있으며, 남부지방은 25.7%, 서부지방 16.1%, 북

동부 지방 6.1% 순으로 농협이 설립되어 있다.

  농협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북동부 지역과 서부지역은 판매농협이 주로 

설립되어 있고, 북중부 지역은 판매농협과 구매농협이 주로 설립되어 있으

며, 남부 지역은 구매농협과 서비스농협이 주로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북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은 오래 전부터 상업화된 

농업이 발달하여 온 반면,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고, 이에 

비추어 북중부 지역은 중간 형태에 속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판매농협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농형태를 반 하고 있

다. 북동부 지역은 낙농업분야의 판매농협이 많고, 북중부 지역은 곡물과 축

산, 낙농업 분야의 판매농협이 압도적으로 많다. 남부 지역은 곡물 판매농협

이 많고, 서부지역은 과수와 채소 분야의 판매농협이 집중되어 있다.

<표 4>        미국의 지역별․업종별 농협 현황(2000년)

(단위 : 개소)

자료 : Farmer Cooperative Statistics, 2000, USDA

구  분 북동부 북중부 남부 서부 소 계

판

매

농

협 

 곡 물 - 770 103 66 939

 과수․채소 35 27 36 133 231

 축 산 - 41 30 25 96

 낙 농 99 97 8 17 221

 기 타 37 38 85 102 262

 소 계 171 973 262 343 1,749

구매농협 26 744 397 146 1,313

서비스농협 13 90 231 70 404

계 210 1,807 890 559 3,466



2. 신세대협동조합 설립 현황

  신세대협동조합은 2000년말 현재 약 100여 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Fulton, 2001). 그런데 이러한 신세대협동조합은 미국의 전역

에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신세대협동조합은 미국 전체를 살펴볼 때 지역별 농업구조와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신세대협동조합은 미국의 4개 농업 지역 중 북중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

립되어 있다(그림 1). 신세대협동조합이 최초로 발생한 곳도 북중부 지역이

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신세대협동조합이 이 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이처럼 

신세대협동조합이 미국 내에서 북중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북중부 

지역의 독특한 농업 문제와 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의 북중부 지역은 12개 주가 있으며, 면적에 비해 인구가 희박하다. 

신세대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노스다코타 주의 경우, 전체 면적은 

남한의 두 배 정도인데 비해 인구는 2001년 기준 63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

가 희박하고 도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업인들은 예로부

터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시카고 등 다른 주의 대도시에 위치한 곡물시장

이나 농산물 가공공장을 이용해 왔다.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협동조합이 발달하 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농업인들은 대도시까지 거리가 멀어서 

개별적으로 농산물 판매처를 발굴하고 수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다. 

또한 농자재를 구매하는 데도 불리하 다. 특히 철도운임이 인상되면서부터 

농업인들 사이에 농산물의 수송과 판매, 농자재 구매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 다. 농업인들은 공동 출하를 통해 대도시까지의 철도운

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농산물 판매와 농자재 구매사업을 함께 병

행하는 겸 농협의 전통을 따른 것이었다. 즉, 미국의 농협은 두 가지 전통

에 따라 각각 설립되어 왔는데, 하나는 단일 작목을 중심으로 판매농협을 결

성하는 유형, 다른 하나는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겸 농협을 결성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Togerson․Reynolds․Gray, 1998). 이 중 북중부 지역에 

설립된 겸 농협은 전자의 판매농협이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과일 농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점에 비추어, 북중부 지역의 곡물과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농자재의 공급과 원료농산물의 운송 사업을 통해 발전해 

온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겸 농협은 지역의 농업관련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농가의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의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

한 노력의 결실은 신세대협동조합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세대협동조합을 

모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주로 농산물 가공공장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신세대협동조합의 시초로 알려진 American Crystal Sugar(ACS) 협동조합은 

종전의 민간 가공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의 사탕무 재배

농가들이 출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종전의 가공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설립

되었다(Bielik, 1999). 미네소타주의 ValAdCo 협동조합은 가공공장이 멀리 떨

어져 있는데다가 운송비용까지 인상하자 옥수수 재배농가들이 수익을 개선

하기 위해 자체의 가공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결성되었다(Stefason․Fulton, 

1997).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면 신세대협동조합이란 종전의 원료농산물 판매농협

들이 농업관련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에 직접 진출한 

사례로 단순화하여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협동조합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운 원리를 채택하고 북중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과 농업인구 구성, 농형태 구성 등의 요인

들이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과제와 농가의 수

익구조를 개선하는 과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촉진요인의 역할

도 수행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의 역할은 미국의 북중

부 지역 내부에서도 전체 973개 판매농협 가운데 약 10%의 농협만이 신세대

협동조합의 운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신세대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을 살펴보면 북중부 지역의 농형태를 배경으

로 그 유형을 발전시켜 온 특징이 있다. 북중부 지역은 옥수수, 대두,  등

의 곡물농업과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의 축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농형태를 보이고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이러한 농형태를 토대로 각 분야

에서 가공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종과 축산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유형

을 개발하 다.

  Dakota Growers Pasta Company 신세대협동조합과 North American 

Bison 신세대협동조합은 각각의 분야에서 가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 주의  재배농가들을 중심으

로 1992년 결성되었다. 이 조합에서는 을 재배하여 원료농산물로 판매하지 

않고 면류인 파스타(pasta)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유형을 채택하 다. 후

자인 North American Bison 신세대협동조합은 노스다코타 주의 들소 사육 

농가들을 중심으로 1993년 결성되었다. 이 조합에서는 들소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유형을 채택함으로써 농가의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하 다.

  이에 비추어 ValAdCo 신세대협동조합은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결합한 사

업유형을 채택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조합은 미네소타 주에서 옥수수 

재배농가와 돼지사육농가를 중심으로 1991년 결성되었다. 이 조합에서는 종

전에는 옥수수와 돼지를 각각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 으나, 조합결성 

이후부터는 옥수수를 구매하여 돼지사료로 사용하고 돼지를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유형을 채택함으로써 작목간의 연계성도 높이고 농가의 수익

도 개선하고자 하 다.

  이러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조합원들이 단일 작

목을 중심으로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오래 전부

터 이 지역의 농업구조가 특정 작목을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되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경종분야에서 재배되고 있는 옥수수와 은 가공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축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신세대협동조합은 지역의 

농업구조로 인해 단일 작목 중심의 동질적인 농업인층이 형성되었고, 경종과 

축산업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작목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Ⅲ. 신세대협동조합의 운  전략

1. 출자제도의 개선

  신세대협동조합이 지역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가공사업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조달의 문제는 오랫동안 협동

조합의 중요한 과제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신세대협동조합이 조

합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 을 유지해야 한다. 신세대

협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자본조달의 문제와 안정적인 경 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 다.

  신세대협동조합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방안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자본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명하고, 이를 개선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Fulton, 1995; Cook, 



1995).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는 이론적으로 재산권의 

문제(Property problem)가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자본 출자

를 기피하거나, 출자를 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신세대협동조합의 이론을 연구한 풀톤(Fulton, 1995)에 따르면, 재산권이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얻거나, 자산을 소비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

(Barzel, 1989)’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은 속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분할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재산에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사이에 두고,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잔여 수익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풀톤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도 이러한 재산에 대

한 권리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이를 협동조합의 재산권 문제로 파악하 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이러한 재산권의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으

면 조합원이 출자를 기피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 다. 이들에 따르면, 그러

한 문제는 출자 지분을 평가하고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조합이 투자를 늘리더라도 조합원

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며, 조합이 투자를 확대하여 미

래의 자산가치를 향상시키더라도 조합원이 그 가치를 현재의 시점에서 현금

화하거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조합

에 대한 출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세대협동조합은 조합이 투자를 늘려 미래의 자산

가치를 높이면 조합원의 이익도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투자의 혜택을 충분

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세대협동조합은 

자본출자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투자와 조합원의 출자 이익이 직결될 수 있도록 하 고, 조합원이 사

업을 이용하는 기간과 조합의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는 기간도 일치할 수 있

도록 자율화하 다.

2. 비용지불 기피현상의 개선

  협동조합의 재산권 문제는 조합원이 조합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이에 대한 비용지불을 회피하는 데서 발생한다. 신세대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의 재산권 제도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합의 자원

을 이용한 만큼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또는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

는 데 기여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파악하 다.

  신세대협동조합은 또한 이러한 상황이 특히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

운 협동조합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농협에 가입하지 않은 농

업인들이 농협의 노력으로 성립된 가격조건의 혜택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내부의 세대간에도 조합원들이 사업 이

용에 대한 비용 지불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신규 조합원들이 기존의 조합원

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용고 배당이나 잔여재산 청구권을 획득하는 경우, 또

는 단위당 동일한 배당액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에 주목하 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신세대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에 따라 조합원이 조

합에 출하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도 늘릴 수 있도록 조합원의 농산물 출하제도

를 개선하 다. 이는 조합원의 비용지불규모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비례하여 증가되도록 조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재산권 문제에 따

른 조합원의 비용지불 기피현상을 개선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의사결정 조정비용의 절감

  협동조합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조합의 자산이

나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경 진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이러한 갈등이 잦아지면 협동조합 내

에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합의를 도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되며, 바람직한 의

사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조합에 손실이 초래되고, 선택에서 배제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세대협동조합

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이러한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음에 주목하 다.

  첫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개별적인 위험선호에 따라 협동조합 자

산의 구성에 향을 주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 최초

의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부터 각자에게 더 유리한 투자방법이 선택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조합의 투자결정이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과 다를 경우, 이들

은 자신의 대안이 조합 전체에 낮은 이익을 가져다주더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기존의 투자결정을 재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둘째, 협동조합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 조합원들 사이에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기가 속한 그룹에 더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향을 미치려는 조합원의 행위가 유발된다. 이러한 행동은 조합의 결정

이 조합 내 다양한 그룹에 대한 부나 이익의 분배에 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각 그룹들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향을 미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조합원의 이질화가 심해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셋째, 조합원이나 조합의 이사들이 경 진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전달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경 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 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세대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출자지분의 거래를 양성

화함으로써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그리고 조합원의 목표를 동질화함으로써 일부 조합원 그룹

이 조합의 이익을 분배하는 데 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 다. 한편, 지분의 

거래를 통해 경 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하게 되었다.

4. 새로운 사업 역의 모색

  신세대협동조합은 식품유통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역

을 적극 모색하 다. 신세대협동조합은 미국의 식품유통 과정을 분석한 결과 

원료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를 보 던 반면, 원료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농산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2). 이에 따라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농산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역의 농업인들은 국제곡물가격의 하락과 정부의 가격지지 감축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원료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이를 가공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신세대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농

산물을 출하해서 얻는 수익과 가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동시에 획득

함으로써 농산물을 원료 상태로 출하할 때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신세대협동조합의 부가가치 창출 전략은 크게 농산물 가공과 작목간 연계, 

틈새시장 진출 등으로 나누어진다. 농산물 가공의 예는 을 원료곡으로 출

하하는 대신 면이나 제과, 제빵 원료 등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곡

물을 다른 작목의 생산과 연계시키는 방법은 옥수수나 을 돼지나 소와 같

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한 후 가축이나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해당된

다. ValAdCo 신세대협동조합은 옥수수 재배농가와 돼지 사육농가 100명이 8

천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옥수수 재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돼지 사육농가는 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미국 소비자의 총 식품 지출액 중 원료농산물의 비중

자료 : www.umanitoba.ca/afs/agric_economics/ardi/farm_value.html

  틈새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아메리카 들소,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 애완말 

사료, 라틴계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돼지고기 등을 개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건강과 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개

별 소비자의 기호가 차별화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틈새시장의 역이 점차 확

대되고 있음을 중시하 다. 또한 틈새시장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한정되어 있

어서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렵고, 소량의 물량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

킬 수가 있어 협동조합이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파악하 다. 들소고기 

가공업에 진출한 North American Bison 협동조합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

은 들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매출

액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이 조합에서 연간 가공되는 들소는 1994년의 1,700여

마리에서 1999년에는 12,000여마리로 크게 증가하 다(Miclelle Bielik, 1999).



5. 안정적인 사업물량의 확보

  신세대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에서와 같이 조합원이 농산물을 출하

하면 조합이 이를 모두 받아서 판매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할 경우 조합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고 보았다. 즉 조합원은 시

장가격이 높을 경우 시장에 출하하고,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에만 협동조합에 

출하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또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은 시장에 출하하고, 

품질이 열등한 농산물만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러한 조합원의 행동은 조합으로 하여금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엄격한 출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출하권을 구입한 만큼 반드시 조합에 출하해야 하고, 조합은 조합

원이 출하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약정하게 되었다. 만일 조합원

이 출하를 이행하지 못하면 조합은 물량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킨다. 그 결과 신세대협동조합은 사업물량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균일한 품질의 가공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

게 되었다. 

  출하계약에는 출하의무 이외에도 농산물의 품질조건, 대금결재와 비용계

산, 제재수단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농

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선별을 엄격히 하고 품질에 따라 가

격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수준이 높거나 고품

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도 신세대협동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의

욕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출하계약 제도는 새로운 사업 역을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신세대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조건이 되어 왔다.

Ⅳ. 요약과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신세대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세대협동조합의 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세대협동조합은 미국 내에

서도 북중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가공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이 협동조합

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지리적 특징이 있다. 이 지역

에서 주로 재배되는 옥수수와 은 가공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축산업 분

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이와 같이 특수한 

지역적 배경 하에서 민간 가공공장의 이전으로 출하 위험에 직면한 이 지역 

농업인들이 자체의 가공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세대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서 자본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협

동조합의 모호한 재산권 제도의 측면에서 인식하 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의 자산이나 이익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 명

확하지 않고, 조합원이 조합에 기여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얻거나 비용을 지

불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파악한다. 이에 따라 신세

대협동조합은 출자지분의 거래를 허용하여 현재의 시점에서도 잠재적 기대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자와 출하량을 연계시켜 조합원이 

출자를 기피하거나 비용지불을 회피하는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 다.

  사업전략의 측면에서는 농산물 가공과 작목간 연계, 틈새시장 진출 등의 

사업방식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엄

격한 출하계약을 도입하여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도 성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세대협동조합이 지역의 농업구조를 토대로 발전해 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이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서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협동조합 외에도 

다양한 출하기회가 산재해 있거나, 복합 농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신세대

협동조합과 같이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조합에 강하게 구속시키는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신세대협동조합의 성공 배경 가운데에는 조합원들이 동질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 다. 미국 북중부 농업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이

주해 온 이주민들에 의해 촌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들 사이에 문화적, 종

교적으로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Roger G. Ginder, 1993). 또한 재

배작목이 동일하고 농규모가 유사한 농업인들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이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비슷하고 단일 작목 

중심의 동질적인 농업인층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세대협동조합이 특

정한 사업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셋째, 신세대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

업기회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만 한다. 미국의 북중부 지역은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과 옥수수 등 가공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축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었다. 둘째는 대규모 농단지가 조

성되어 있어 원료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존재하

다.

  신세대협동조합의 사례는 우리 농업과 농협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신세대협동조합이 최초 발생한 미국 북중부 지역은 우리 나라와 여

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대다수 농가가 소규모의 

복합 농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다 재배작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세대협동조합의 제도와 운 전략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판매사업의 경우 품질기준과 출하의무를 명시한 판매협약 

방식과, 참여 조합원의 일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회원제 조합원주의를 사

업별로 도입함으로써 사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에 

의한 출자증대를 통해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세대협동조합의 우선주와 같이 비농업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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