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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요 약요 약요 약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들의 출하금액에서 소액을 공제하여 조성된 자금을

이용해 주로 소비촉진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임의자조금과 의무,

자조금으로 구분됨.

 자조금 제도는 자금지원 위주인 기존 산지유통 정책을 보완하여 생산자

의 시장지향적 의식함양과 자율적 시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므로 궁극적으

로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출하물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거출하므로 생산자의 관심과 감시를 유발하

며 정부 의존도가 낮아지므로 생산자들의 자생력이 강화됨, .

자조금 제도의 국내 도입은 년 축산분야의 양돈자조금과 양계자조금1992

이 최초이나 원예분야의 경우 년 참다래 파프리카를 시작으로2000 , 2005

년 현재 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음16 .

 그중 가장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은 참다래 파프리카 등 주로,

민간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이며 유통구조가 일원화된 난의 경우에

도 비교적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원예분야에서 정부지원을 포함한 년도 조성금액은 감귤 억원 난2005 14 ,

억원 등이며 총 억원 수준임13 73 .

 조성된 자금은 수급조절 폐기보상지원 유통협약 관련 분야 판촉 홍보분( ) ,ㆍ ㆍ

야 교육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여부와 품목별 유통경로에 따라 생산

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난 파프리카와 같이 생산자가 실제 납부부담을 지는 경우는 자조금 제도,

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에 이르렀으나 감귤과 같이 생산자97%

단체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에 불과하3.5%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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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중 미국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률공방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유통업체까지

자조금 제도에 동참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고 그 관리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효율을 도모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생산물위원회라는 단일한 자조금 단체를 통해 매년 억원1,000

이 넘는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사업범위도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교육 에너지연구 대외협상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고 생산, ,

물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국내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 대표성 부족에 따

른 무임승차 문제임.

 무임승차는 영세한 생산 및 복잡한 유통구조에 기인한 바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원예작물

은 영세한 생산자가 산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유통구조도 복잡하여

자조금 부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생산자 조직화의 곤란성은 지역 자조금 단체에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빌미가 되고 있으나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가급적

도입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자조금 단체들에서 소속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이 일반화

되어 있어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자조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그 결과 납부부담을 지는 산지조합들이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꺼리게 되고,

산지조합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자조금 단체 결성의 전제조건인 생산자 단

체간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일시성 이벤트 사업이 빈발하고 있는 것도 생산

자 단체의 자조금 대납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즉 개별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을,

되찾아 가려는 심리를 유발시켜 자조금이 특정 지역 또는 브랜드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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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음.

자조금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내용들도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유사하

거나 중복되고 있어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수급조절 관련 사업은 모든 자조금 단체마다 적게는 단감 부4.9%( )

터 많게는 난 까지 지출하고 있는 바 소규모인 자조금으로 수급65.1%( ) ,

조절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조금 단체 가입대상에서 유통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사실상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즉 자조금 사업을 통해 시장이 확대될 경우 유통업체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이들도 자조금 조성에 참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조금 단체별로 성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매칭펀드 방식의

정부지원이 각 단체별 성과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성과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는 우선 생산자 참여율 제고 및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대표성 확보가 필요

함.

 생산자 대표성 확보는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또는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

조금 단체 전환의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시 산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들은 출하신고 의무만

을 지며 거출은 도매시장의 경락 후 대금 정산시 및 유통업체의 매출발생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산지 출하단계에서부터 모든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어야하며

도매시장은 물론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통업체도 자조금 단체 가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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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되어야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자금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법 위반시 엄

격한 페널티를 적용하며 출하자료 집계 및 신고상황 감시를 위해 산지농

협의 전산망과 조직을 활용해야함.

 법 도입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입법보다 농안법 또는

신규로 검토되는 청과물유통법 등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농림부에 포괄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추진해야함.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함으로써 생산자 대표성을 제

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농협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 조합이

다수의 품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농협 민간 생산자단체

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계통출하율이 낮은 상황을 극

복해야함.

 다만 거출의무가 조합에 부과되는데다 각 조합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원활,

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조금 단체 설립을 결의한 품목의 조

합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보장되어야할

것임.

자조금 단체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 품목별 자조금 단체를 하나의

자조금 단체로 통합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사업추진의 전문성 효과성을ㆍ

제고해야할 필요도 있음.

 통합위원회는 산하에 부류별 분과를 두어 품목별 특성을 살리되 위원으로

학계 정부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전문성 객관성을 보장해, , ㆍ

야함.

 또한 규모가 큰 특정 품목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협중앙회의 지나친 영향

력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내용도 소비촉진 조사연구 교육에 집중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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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음.

 소비촉진은 특정 브랜드 또는 산지를 표방하지 않는 무상표 광고가 되어

야하나 해외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상표 광고도 허용할

수 있을 것임.

 조사연구 사업은 소비성향조사 신상품개발 신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토, ,

록하며 교육사업은 신기술의 보급 생산자의 시장지향적 의식함양을 주, ,

목적으로하되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야함.

 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직접 수행은 외부기관이 담당하고 자조금 단체는,

필요한 기본지침 수요조사 등을 담당함으로써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함, .

자조금 단체별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

고해야함.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생산자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

부여하도록 하였음.

 실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들은 생,

산자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의 요소에 대해 각각, , 0.124, 0.130,

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은 동일 항목에 대해0.746

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0.333, 0.181, 0.486 .

 실제 적용시에는 두 전문가 집단이 부여한 가중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지

표로 활용함으로써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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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필요성제 절 연구의 필요성제 절 연구의 필요성제 절 연구의 필요성1111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와 농업생산 기술

의 향상으로 농산물 생산량의 급증에 따른 과잉생산 등의 요인으로 가격불

안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 정책 등의 지원이 제WTO

한되면서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과 소비

촉진 활동을 하는 자조금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여 년 월2005 9

현재 품목에 대해 개 자조금단체16 13 1)가 설립되어 있음

최근 들어 자조금단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생산농가들의 자

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조금사업의 장기적 운영 방안에 대한 청사

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자조금제도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생산자 조직의 자조금사업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사과 배는 별도의 자조금 단체가 없이 사 과수연합회에서 관리하며 난 절화 분화는 사 한국화훼, ( ) , , ( )
생산자협의회에서 통합 관리함.

제 장제 장제 장제 장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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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제 절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제 절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제 절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2222

본 연구는 기존 자조금 사업의 분석 및 외국의 자조금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의 자조금 사업 관리 개선과 생산자 조직의 사업 역량 배양 등

원예농산물 자조금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현행 자조금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외국 자조금 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으며,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자조금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 도입할 경우 필요한 절,

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조금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방

법을 개발하였음.

제 절 연구방법제 절 연구방법제 절 연구방법제 절 연구방법3333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 해외사례 연구임, , , .

문헌조사에서는 관련 정책지침과 법령 선행연구 및 축산자조금의 도입과정,

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자조금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중인 난 파프리카 생산,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

자 명과 감귤 생산자 명을 대상으로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와 사업122 103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생산자 설문 이외에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조금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였음.

아울러 자조금 제도가 정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해외사례 중 유럽의 자조금 제도 사례는 국내주재 네덜란드 공관의 협조

를 구하여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미국 사례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되었음.

마지막으로 자조금 단체 평가지표는 관련 학계 현장 실무자 농협중앙회, ,

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발되었음.

제 절 연구체계제 절 연구체계제 절 연구체계제 절 연구체계4444

이 연구에서는 산지유통 정책의 한계에 따른 자조금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에서 출발하여 문헌조사와 생산자 설문조사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해외사례와 축산자조금 제도의 운

영경험을 통해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연구체계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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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과 자조금 제도농산물 유통과 자조금 제도농산물 유통과 자조금 제도농산물 유통과 자조금 제도

제 절 원예 농산물 유통현황과 자조금 제도제 절 원예 농산물 유통현황과 자조금 제도제 절 원예 농산물 유통현황과 자조금 제도제 절 원예 농산물 유통현황과 자조금 제도1111

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1)1)1)1)

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1)(1)(1)(1)

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

자조금 또는 의 개념(self-help funds check-off funds)

 자조금은 서구 노동조합의 활동비를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의 급여에서 일

정액을 공제한데서 유래하였으나 이후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공동

활동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자금임.

 현재는 특정 단체의 공동이익이나 특정품목 또는 산업의 문제를 자조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법 또는 단체의 결의를 통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인 징

수를 통해 공통적 과제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으로 해석됨

 즉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소득 불확실성 같은 문제에 대응해 생산자 스, ,

스로 연합하여 산업의 주체로서 내외적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자구대책임.

자조금 제도의 의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도모 소규모,

구성원의 대규모 자금풀 형성에 있음(pool) .

 한국 농산물 시장은 생산은 소규모인데 반해 소비지 유통은 대규모로 변

모되고 있어 영세한 생산자의 시장접근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규모 생산물량을 소화해온 기존 도매시장은 단발성 경쟁매매 위주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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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자들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음.

 자조금은 노동운동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유추되듯이 구성원의 자발적 참

여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대규모 자금풀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지 시장의 규모화에 조응한 생산자의

대응력을 확보가능케함.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에 걸맞는 생산자의 대응력 확보와 자발적 참여는

궁극적으로 시장위험 분산을 가능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추구를

보장함.

자조금의 목적은 해당 산업의 자주적 발전 및 관련 주체들의 공통이익 도

모에 있음.

 경제적 이익단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시장확대 소비확대( ) ( ),

기술개발 각종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

화하는데 있음.

 농산물 자조금도 해당 품목 생산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농림사업 시행지침서2)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조금 사업의 목적

을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

을 도모하고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자조금의 유형과 조성방식자조금의 유형과 조성방식자조금의 유형과 조성방식자조금의 유형과 조성방식□□□□

자조금 거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 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구분됨.

 의무자조금은 법으로 특정 품목의 모든 생산자 또는 관련 산업체 포함 가( )

의무적으로 자금을 납부하게끔 강제하여 조성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양돈

한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2)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2005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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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자조금은 강제성없이 해당 품목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조

성되고 운영되는 자조금이라는 점에서 의무자조금과 차이가 있음.

의무자조금의 도입조건은 유통경로의 단순명료성임.

 의무자조금은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장점이 있으나 유통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역선택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도입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즉 유통정보의 확보 및 거출이 용이한 제도권내 물량에 대해서만 강제적,

자조금 거출의무가 부과되고 비제도권 물량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

므로 비제도권 유통물량의 양성화 유통구조 개선 거래의 투명화 에 장애( , )

를 초래할 것임.

 의무자조금이 먼저 도입된 한우 양돈을 살펴보면 소 돼지가 육류로 가ㆍ ㆍ

공되기 전단계로 모두 도축장을 거쳐야하므로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징수

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임3).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는 원예 농산물 자조금도 의무자조금화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단순화와 투명화가 전제되어야함 가능함.

의무자조금제도는 무임승차 배제 최소자금 규모 확보라는 효과가 있음, .

 모든 생산자가 자조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며 궁

극적으로 산업공통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무임승차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서는 산업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소요

되는 자금이 일부 생산자에게만 전가되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

생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

 아울러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함으로써 일정수준이상의 자금확보가 가능하

므로 규모있는 자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3) 양돈 의무자조금은 납부의무자는 축산 농가이지만 거출시점은 도축장이기 때문에 생산자에게서 거출
한 자금을 도축장이 대납하는 구조임 의무발생 시점과 거출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도축장은 거출금을.
미납한 생산자의 도축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나 도축장간 경쟁으로 실제 도축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 결과 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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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조금 관련 법령현행 자조금 관련 법령현행 자조금 관련 법령현행 자조금 관련 법령□□□□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7 ( )

 농안법에서는 제 조 항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7 “①

가 자조금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 3

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에. .) ·

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

자조금 조성주체 용도,

 자조금의 조성주체에 대하여 농안법 제 조 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7 ②

도록 규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 조에서 자조금 조성단체로하여금 자율적, 8

으로 납입하는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조금의 용도는 동 시행령 동조동항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판ㆍ

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유통협약 또는 유ㆍ ㆍ

통명령 이행을 위한 경비지출 유통정보화 추진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ㆍ ㆍ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함.

정부지원 품목고시

 정부의 자조금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은 동 시행령 제 조에서 생산9

의 지역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 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 조성이

용이한 품목 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되 친환경 농ㆍ

산물은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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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정책과 자조금 제도농산물 유통정책과 자조금 제도농산물 유통정책과 자조금 제도농산물 유통정책과 자조금 제도2)2)2)2)

산지유통 정책 현황산지유통 정책 현황산지유통 정책 현황산지유통 정책 현황(1)(1)(1)(1)

산지유통 개선 정책의 개요산지유통 개선 정책의 개요산지유통 개선 정책의 개요산지유통 개선 정책의 개요□□□□

산지유통 개선정책의 기본 목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 생:

산자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유통효율 제고

 한국농업은 다수 소농중심의 생산으로 특징지워지는 바 소비지유통의 대,

형화 소비성향의 고급화 시장개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

구조임.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지유통 개선의 목표로 규모화 효율화를 설정하고,

산지농협 및 일반법인 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주체로 간주하였( )

음.

 산지농협으로 대표되는 생산자조직에게 집중지원을 통해 규모화 품질균일,

화 물류표준화 등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지유통 활성화로 이어지도,

록 하는 것이 산지유통 개선정책의 주된 목적임.

표 산지유통 개선사업의 지원내용2-1.

자료 농협중앙회 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 업무편람* : , 2005 , 2005.「 」
농림부 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6 , 2006.「 」

용 도 지원 내용

산지유통

전문조직

출하선도금 공동계산 규격출하선도금 일반출하선도금 계약재배 계약금, ,ㆍ

매취자금 유통센터 및 가공공장 원료구입자금 기타 매취자금,ㆍ

유통사업

운전자금

외상판매 미수금 유통센터 운전자금 직판장 기타 운전자금, , ,ㆍ ㆍ

가공공장 운전자금 공판장 운전자금,

유통시설

개보수자금
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 구입자금ㆍ

산지유통

일반조직

매취 및

출하선도금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촉진ㆍ ㆍ ㆍ

및 생산자 단체의 물량확보APC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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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지유통 개선정책 전문조직 및 일반조직 지원:

 산지유통 개선정책은 산지 생산자 조직 조합 및 일반법인 으로 하여금 유( )

통종합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

업이며 전문조직 지원사업과 일반조직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년부터 원예작물 매출이 억원이상인 산지조2000 30

직을 매년 심사 선발하여 년거치 의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바3 3% ,ㆍ

이 자금은 유통종합자금으로서 계약재배 또는 매취사업의 원물확보 자금,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으로 사업조직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년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추가지원 및 이자율 차등부과 조치를 실시하고 있

음.

 일반조직 지원사업은 년부터 산지 일반조직의 유통활성화 사업별 주1992 (

로 공동계산 관련 출하선도자금 로 사업물량에 따라 년거치) 1 4%~4.5%

의 이자율로 융자지원하는 정책이며 전문조직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매

년 평가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음.

 년부터는 품목별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조직별 지원방식으로 지원체2007 ㆍ

계를 일원화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표 산지유통 전문조직 자금지원 현황2-2.

단위 개소 백만원: ,

자료 농협중앙회 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 업무편람* : , 2005 , 2005.「 」
농림부 농안기금 업무편람, , 2005.「 」

연도별 조직수
사업비 조합당

평균지원계 농특회계 농안기금 자부담

2002 129 502,884 200,000 214,343 88,541 3,898
2003 99 307,500 - 246,000 61,500 3,106
2004 66 313,100 - 250,500 62,600 4,744
2005 108 - 4000 1000 4,623
계 402 1,123,484 200,000 714,843 213,641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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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마케팅 및 연합판매 사업 현황공동마케팅 및 연합판매 사업 현황공동마케팅 및 연합판매 사업 현황공동마케팅 및 연합판매 사업 현황□□□□

공동마케팅 사업을 통한 산지유통 개선사업의 규모화 촉진

 상기에서 언급한 산지유통 개선사업 전문조직 지원 일반조직 지원 의 성( )ㆍ

과개선 속도가 더딘 것은 생산자 자체 역량강화 노력이 미흡한 데 큰 원

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에 부응하지 못한 산지유통

의 소규모성에도 큰 원인이 있음.

 즉 산지유통 개선사업은 주로 면 단위의 산지 농협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형할인점으로 대표되는 소비지유통의 규모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년 개 조직을 시작으로 년 개 조직을 공동2005 9 2006 6

마케팅 조직으로 선정하는 등 시 군 단위를 넘어서는 광역 원물조달 체ㆍ

계와 대규모 소비지 마케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표 연도별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2-3.

자료 농림부* :

연합판매 사업은 정부의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가 산

지유통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ㆍ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주도로 해당 관내의 조합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음

으로써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바탕으로 한 판로개척 거래품목의 다양성, ㆍ

시설이용율 제고 직거래 사업의 안정성 획득 농산물의 상품화 촉진 등을, ,

달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함.

연 도
2004 2005
조직수 조직명

2004 9

순천농협 대관령원협 안성연합 나주, , , ㆍ

합천연합 햇사레 신지식영농법인 논산, , ,

수출물류센터 농산무역,

2005 6
상주원협 제주연합 부여연합 여주연합, , , ,

통통농업법인 풀빛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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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개 연합조직 개 산지조합 을 시작으로 년 현재 개2002 11 (94 ) 2005 113

연합조직 개 산지조합 이 결성되었음(586 ) .

표 연합마케팅 조직 현황2-4.
단위 개소:

자료 농협중앙회 년도 연합마케팅사업 평가회 회의자료* : , 2005 , , 2005.「 」

주요 수급조절 정책 현황주요 수급조절 정책 현황주요 수급조절 정책 현황주요 수급조절 정책 현황(2)(2)(2)(2)

수급안정 사업 현황수급안정 사업 현황수급안정 사업 현황수급안정 사업 현황□□□□

현재 정부는 개품목에 대해 수급안정 사업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16

있음.

 수급안정 사업은 주요 개 품목에 대해 무이자 정부지원 와 자부담16 80%

의 자금을 이용해 생산계약을 체결토록하고 해당물량에 대해서는 산20%

지폐기 출하조절 등을 실시하여 가격등락에 대응하는 사업임, .

표 년도 수급안정 사업 실적2-5. 2004
단위 톤 억원: ,

자료 농협중앙회* :

수급안정 사업과 상기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정부에서 년부터 통합을2007

추진할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의 효율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수급안정 사업은 가격안정화 외에 규모있는 물량을 산지조합에 집중함으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조직수 참여조합 조직수 참여조합 조직수 참여조합 조직수 참여조합

시군지부 8 42 12 166 83 375 109 560

지역본부 3 52 3 50 3 35 4 26

계 11 94 15 216 83 410 113 586

품목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실 계

사업물량 580,383 192,294 161007 933,684

정부지원 누계 4,640 1,777.2 212,8.0 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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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산지유통활성화 촉진 가격안정대 운영을 통한 소득안정이라는 부가,

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음.

 그간 수급안정 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정책의 목표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품목별 단계적

으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과 통합될 예정임.

기타 수급 조절 정책기타 수급 조절 정책기타 수급 조절 정책기타 수급 조절 정책□□□□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정부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 수매, ,

지원사업 등이 있음.

 정부비축사업은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 수입 비축하여 탄력ㆍ

적으로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출하조절 사업은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의 시장격리를 통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수매 산지폐기 를 실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

도모하는 사업임.

 수매지원사업은 생산자단체와 민간업체에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성출하기

에 수매토록하여 수급조절을 도모하는 사업임.

표 정부 직접 수급조절 사업 실적2-6.

단위 백만원:

자료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안기금 업무편람* : , , 2005.ㆍ 「 」

사업명
실적 금액( )

사업 품목
2002 2003 2004

정부

비축
306,895 330,238 388,095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콩 팥, , , , , , ,

사과 배 옥수수, ,
출하

조절
7,999 5,970 6,952 무 배추 등 비저장성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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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지유통정책에 있어서 자조금 제도의 의의현행 산지유통정책에 있어서 자조금 제도의 의의현행 산지유통정책에 있어서 자조금 제도의 의의현행 산지유통정책에 있어서 자조금 제도의 의의(3)(3)(3)(3)

산지유통 개선 정책과 자조금 제도산지유통 개선 정책과 자조금 제도산지유통 개선 정책과 자조금 제도산지유통 개선 정책과 자조금 제도□□□□

산지유통 개선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

 그간의 산지유통 개선정책으로 공동계산 증가 산지유통의 규모화 수익성, ,

제고 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아직은 산지유통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며 개선속도도 매우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산지유통 개선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산지유통 개선은 단순히 자금지

원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지 생산자 및 단체 의 시장지향적 의식( )

함양 및 자체 역량강화와 그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달성되기 때

문임.

 그럼에도 기존 산지유통 개선사업은 주로 저리의 자금융자에 집중되어 산

지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의 자체 역량강화는 도모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자조금 제도는 산지 생산자와 그 단체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활동을 통해

소비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생산자의feed-back

소비자 지향적 의식 및 시장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있음.

자조금 제도를 통해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조직간 과열경쟁

양상을 완화

 특정 품목별 국내 시장이 한정된 관계로 산지 전문조직 및 일반조직들간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수익성 악화 농가 수,

취가격하락 등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자조금 제도는 제한된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지

조직간 경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지조직의 수익성 제고 농가 수취가,

격 향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

품목 공통의 외부경제 효과 및 파급효과 창출

 사업성격에 따라 개별 산지조직이 수행하는 것보다 자조금 단체가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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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 혜택이 특정 생산자만이 아닌 모든 생산농가에게 파급될 수 있

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음.

 그 예로는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 소비패턴 조사 해외시장 조사 포장재, , , ,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활동 등은 개별 조직이 감당하기에는 비용부담도

크고 그 효과도 전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성격이 있으므로 자조금 단체

가 수행하고 전체 생산자와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산지유통 조직의 물량장악을 통한 무임승차 문제 완화

 자조금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무임승차 문제는 산지유통 조직

의 취급물량이 확대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음.

 산지유통 조직의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자의 출하물량이 산지농협에

집중됨으로써 일원적인 자조금 부과 및 무임승차 감소효과를 발휘하게 됨.

주산지가 형성된 품목의 경우 공동 마케팅 조직에 의한 생산자 조직의 시

장영향력 확대

 특정 품목 고랭지 채소 무 배추 단감 등 의 경우 주산지가 형성된 바( , , ) ,ㆍ

해당 지역의 공동마케팅 조직이 물량을 장악함으로써 원활한 수급조절 판,

매촉진전략 수립이 가능해짐.

 다수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직이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 비해 출하주

체가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단일화됨으로써 무임승차문제가 완화되고 생산

자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발

전 추구가 가능해짐.

 주산지가 형성된 품목은 작목반 또는 위탁상인의 활동 또한 활발하기 때

문에 공동마케팅 조직의 압도적인 사업능력 발휘를 기반으로 원활한 자조

금 조성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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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정책과 자조금 제도수급조절 정책과 자조금 제도수급조절 정책과 자조금 제도수급조절 정책과 자조금 제도□□□□

자조금 사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 개선

 현행 수급안정 사업은 사업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지 못하고 도매시장 또

는 위탁상인에게 재판매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이 미약한 바 자조금 사업,

을 통해 소비가 촉진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이 개선될 수 있음.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규정에 합치하지 않으며 장기WTO

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생산자 자율의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함.

 가입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WTO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확보가

필수적임.

 또한 시장개방으로 수입가격이 국내가격의 천정역할을 하여 가격지지[ →

유통마진증가 수입확대 가격하락 가격지지 의 악순환을 불러 오게 되]→ → →

므로 가격안정화 정책이 무력해지고 소요재원의 지속적 증가 문제가 발생

함.

 다만 직접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조절을 추구하기에는 현재 자조금 규,

모가 극히 미미하므로 시장조사 또는 판매역량 강화 생산자 의식개혁 등,

유통의 효율화를 우선 추구하여야할 것임.

기타 산지유통 관련 정책의 한계를 보완기타 산지유통 관련 정책의 한계를 보완기타 산지유통 관련 정책의 한계를 보완기타 산지유통 관련 정책의 한계를 보완□□□□

생산과 유통 전 부문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지나친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자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가능

 현행 산지유통 관련 정부 정책은 종자 관리에서부터 수매 판매 유통에~ ~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열악한 국내 산지 관련 주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타당성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산지 관련 주체들의

자율적 역량 발전을 저해하여 정부의존적 체질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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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혜적 산지유통 정책의 결과 소요재원 확보가 전적으로 정부 부담으로

귀결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무임승차에 대한 기대심리를 조장하며

결과적으로 정책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무관심을 초래함.

 자조금은 출하물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거출하므로 생산자의 관심과 감시

를 유도하여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자조금 사업이 마케팅 소비촉진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물량 하드웨어 중심의 농림정책 사업을 개선함.ㆍ

 기존 정책사업은 시설 확충 위주로 추진되어 산지유통 활성화 및 자율적

역량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적 자원 개발 시장지향적 의식함양 마케팅, ,

관련 능력 배양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지원이 미비함.

 현행 원예품목 관련 산지유통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수급조절 및 가격안,

정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물량조절 정책 산지 사업조직 육,

성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정책 유통시설 활성화를 위한 설치 운영 및 개, ㆍ

보수 관련 지원정책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유통개선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는 타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반조성이 생산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자의 호응과 관심을 끌어내지 못

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사업의 효과성도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함.

자조금 제도를 통해 현재 취약한 품목별 발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음.

 현행 산지유통 정책들은 주로 산지의 사업조직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

로하고 그나마 품목별 지원을 목표로하는 수급안정 사업도 년을 시2007

작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

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자조금 제도는 그 출발 자체가 개별 품목의 발전 및 관련 생산자의 이익

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품목별 발전 대책이 부족한 현 산지유통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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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지원 중심에 따른 소비지 유통활성화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현행 산지유통 정책들의 지원대상은 대부분 산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소비지 유통 및 유통주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함.

 그러나 산지유통 활성화가 소비지 유통활성화와 별개로 달성된다고는 보

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유통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자조금 사업은 판촉 광고 등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 인식개선 생, ,

산물에 대한 정보전달 등 소비지 유통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제 절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현황 및 성과제 절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현황 및 성과제 절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현황 및 성과제 절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현황 및 성과2222

현행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 현황현행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 현황현행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 현황현행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 현황1)1)1)1)

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1)(1)(1)(1)

우리나라의 자조금 제도는 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축산1990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음.

 양돈과 양계 자조금은 년 월 일 농림부 당시 농림수산부 의 승인1992 6 1 ( )

을 받아 각각 대한양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가 관리주체가 되어 운영하였

으며 낙농 자조금제도는 년부터 도입되었음, 1998 .

 의무자조금 제도는 년에 양돈 년에 한우에 각각 도입되었음2004 , 2005 .

원예분야의 자조금 제도는 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특정지역에 재2000 ,

배면적 집중율이 높은 개 품목에서 먼저 사업이 추진되었음2 .

이후 자조금 조성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년도에 사과 감귤 시설포도2003 , , ,

난 고랭지채소 겨울배추 등이 임의자조금 제도를 시행하였음, , .

년도에는 배 단감 선인장 등이 참여하여 총 개 품목에서 임의 자2004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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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조성운영하였고 년도는 양파 가지 토마토 분화류 절화류, 2005 , , , ,

품목에서 신규조성 되었음 표( 2-7).4)

표 원예분야 자조금 연도별 지원실적2-7.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성품목 2 2 2 8 11 15

사

업

비

계

증가율( )

213

-

551

(158.7)

496

( 10.0)△

3,896

(685.5)

4,177

(7.2)

7,268

(74.0)
보 조 64 178 126 1,298 2,084 3,634
자부담 149 373 370 2,598 2,093 3,634

자료 농림부 년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년도 상반기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 심* : , “‘05 ’06
의 자조금분과위원회 심의자료”, , 2006.
사 한국자조금연구원 자조금사업발전대책( ) , , 2005.「 」

년 현재 과일류 개 품목 화훼류 개 품목 채소류 개 품목에서 자2005 7 , 3 , 6

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일분야에서의 자조금 사업 이행실적이

높은 편임.

년도에 조성된 원예분야 자조금은 개 품목에서 약 억 천만 원2005 16 72 7

정도임 이중 농가 차원 농협부담 포함 에서 직접 모금한 금액은 약 억. ( ) 36

천만 원이며 정부에서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한 금액 역시 억 천3 , 1:1 36 3

만원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류의 자조금 조성규모는 백만원 화훼류는, 1,556 ,

백만원 채소류는 백만원으로 과일류의 자조금 조성실적이 전체1,383 , 694

조성실적의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42.8% .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 중에서 파프리카 화훼류 감귤 자조금 등을 제외하, ,

고는 전체적으로 조성규모가 미미한 수준임 표( 2-7).

4) 당근도 년에 자조금 조성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자조금 거출단계에서 합의가 도출되2005
지 못하여 자조금 조성에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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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원예분야의 경우 자조금 사업에 대한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의

이해 및 참여 부족 생산자 조직의 영세성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

있는 영세 농가 등의 특성으로 전국적 단일법인 구성에 어려움이 존재하

고 있기 때문임.

아울러 출하경로가 다양한 농산물의 특성상 자조금 거출이 어려워 무임승

차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자조금 조성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편임.

표 원예분야 품목별 자조금사업 실적2-8. , 2005

단위 백만원:

구분 년실적2004

정부보조제외( )

년 자조금 조성 실적2005

유형 품목 계 자체적립금 보조금지원

과일류

사과 80 262.7 131.3 131.3
배 136 309 154.5 154.5
감귤 861 1,426 713 713
단감 182 481.2 240.6 240.6
참다래 100 222 111 111
시설포도 55 208 104 104
노지포도 - 203.4 101.7 101.7

소계 1,414 3,112.2 1,556.1 1,556.1

화훼류
난 251 1,253.8 626.9 626.9
분화 50 434.2 217.1 217.1
절화 1,079.6 539.8 539.8

소계 301 2,767.6 1,383.8 1,383.8

채소류

파프리카 249 773.3 386.6 386.6
겨울배추 111 244.6 122.3 122.3
고랭지배추 14 - - -
양파 - 150 75 75
가지 - 27.4 13.7 13.7
토마토 - 193.3 96.7 96.7

소계 374 1,388.6 694.3 694.3
합계 2,093 7,268.4 3,634.2 3,634.2

고랭지배추의 경우 년에는 참여회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자조금 조성에 실패함* , 2005 .

자료 농림부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초안* : ,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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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운영 현황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운영 현황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운영 현황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운영 현황(2)(2)(2)(2)

파프리카파프리카파프리카파프리카□□□□

국내외 효율적인 홍보와 지속적이고 현장감 있는 회원교육 상호 정보교환,

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내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 월에 사 한국파프리카생산자2002 10 ( )

자조회를 결성하여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백만원 보조 백만원 에 불과하였으나2000 43 ( 18 ) ,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보조2001 223 ( 103 ), 2002 310 (

금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에는155 ), 2004 498 ( 249 ), 2005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773 ( 386 ) .

년말 기준으로 파프리카 자조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생산량은2005

전국 톤 중 인 약 톤을 점하고 있음21,900 58.9% 12,870 .

표 파프리카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2-9.

단위 톤: ,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년2005 21,900 12,8705) 58.7

자료 사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 ( )

자조금 조성방법은 자조금 거출 동의서를 제출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수출

용 파프리카에 한해 당 원씩 파프리카 수출회사에서 공제하여 자조금kg 30

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출하액의 약 정도( 1% ).

 현재 파프리카 경우는 국내 인지도가 낮아서 국내 수요는 미미한 편임 해.

외수출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정도이고 내수용은 정도임80% , 20% .

5) 정확한 회원생산량을 알수 없기 때문에 자조금 조성금액에서 원 을 나누어 계산함30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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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임의자

조금으로 희망하는 농가만 자조금 제도에 참여함.

표 연도별 파프리카 자조금 조성실적2-10.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

업

비

계

증가율( )

43

-

223

(418.6)

310

(39.0)

310

(0.0)

498

(60.6)

773

(55.2)
보 조 25 120 155 155 249 386

자부담 18 103 155 155 249 386

자료 농림부* :

거출 수납기관은 각 파프리카 수출회사임.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였으며 거출부담도 생산자가 지고 있다는 점

에서 순수한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 단체임.

 수출업체는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음.

년 이전에는 호남 전북 전남 일부 충남 지역 중심으로 자조금 단체2005 ( , , )

가 구성되었으나 년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되어 참여율이 를 넘, 2005 50%

었음.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외판촉 및 소비촉진 국내방송 행사에 많이 사용( )

되며 또 농가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등에도 자조금이 집행되고 있음.

 지출내역은 교육 컨설팅 관련 사업에 인 백만원이 집행되었고44.35 342ㆍ

소비촉진 홍보 시장개척에 인 백만원이 집행되었음19.2% 148 .ㆍ ㆍ

 수급조절 관련 사업에는 인 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운영경비는26.3% 203

백만원으로 를 차지하고 있음1,079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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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파프리카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2-11. , 2005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시장개척 사업

교육컨설팅 사업

수급조절 사업

운영 경비

148

342

203

79

19.2

44.3

26.3

10.2
계 773 100.0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2006.

자조금 단체내 자체 품질재배 기술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

가를 채용하고 싶지만 현행 규정하에서는 자조금 단체 운영비가 최대 조성,

금액의 또는 억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애로가 있음30% 1 .

 파프리카 자조금의 경우 중앙사무국 이외에도 도단위 지부가 존재하고 있

어 이들의 인건비만해도 억이 넘기 때문에 규정 적용의 완화를 요구하고1

있음6).

겨울배추겨울배추겨울배추겨울배추□□□□

년 월 사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겨울배추의 출하조절2002 7 ( ) ,

시장개척 소비촉진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조금 사업이 시작되었음, .

 사단법인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지난 년 월 겨울배추 주산지1998 8

개 지역농협과 개 영농조합법인으로 출발하였음5 6 .

 년말 현재 사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 회원단체는 개 지역농협과2005 ( ) 7 6

개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겨울배추 생산자는 약 농가 정도임4,000 .

년말 기준으로 겨울배추 자조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생산량은2004

전국 톤 중 인 톤으로 전국생산량의 를 점유하453,186 61% 276,597 61%

6) 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또는 억원 이내로 제한한 운영비 상한 문제 중에서2006 30% 1 1
억원 상한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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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전남 해남지역이 겨울배추 전국 생산량 톤 에서 약 정도(4,349 ) 70%

톤 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 진도 톤 제주도 톤 등으로 주(3,069 ) (773 ), (327 )

로 전남 서남해안지역과 제주도에서 겨울배추가 재배되고 있음.

 지난 년 년 년 연속적인 생산과잉으로 겨울배추 생산면적이2 (2004 , 2005 )

많이 줄어들었음.

표 겨울배추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2-12.

단위 톤: ,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년2004 453,186 276,597 61.0

겨울배추는 생육기간이 월부터 월까지이나 인터뷰는 월에 실시된 관계로 년의 구* 12 2 1 2005

체적인 생산량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사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 ( )

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백만원 보조 백만원 년에는2003 210 ( 105 ), 2004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222 ( 111 ), 2005 244.6 ( 122.3

만원 으로 조성규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음) .

 겨울배추 유통형태는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계통출하 30~40%,

산지수집상을 통한 일반유통 정도임60% .

 겨울배추는 회원단체의 계통출하 물량에만 자조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

에 겨울배추 전국생산량 중에서 자조금 회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물량은

에 불과함24.4% .

 다시 말해 겨울배추의 경우 자조금단체는 생산 물량에서는 이상의 점60%

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유통량의 비중은 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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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겨울배추 자조금 조성실적2-13.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3 2004 2005

사

업

비

계

증가율( )

210

-

222

(5.7)

244.6

(10.2)
보 조 105 111 122.3
자부담 105 111 122.3

자료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

자조금 조성방법은 자조금 회원단체들이 계통출하 물량의 를 자조금 단1%

체에 납부함.

 아직까지는 해남지역 관내의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들만 자( , )

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있음.

 그러나 해남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품목별 자70%

조금 단체 유지 기준 전국 생산량의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30%) .

초기에는 농업생산자들은 자조금에 대해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나 지속적,

인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해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음.

현재 겨울배추의 경우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고 농업생산자는 개인 자격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없음, .

 지금까지 개별 농업생산자는 자조금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었지만 자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 농가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비촉진홍보사업 및 수급조절사업에 각각 와36.5%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국 운영에 정도가 지출10.5% 21.1%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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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겨울배추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2-14. , 2005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사업

수급안정사업

시장조사개척사업

교육훈련사업

사무국운영비

89

25

40

38

52

36.5

10.5

16.3

15.6

21.1
계 244 100.0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2006.

참다래참다래참다래참다래□□□□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 도모와 참다래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년 월에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을 중심으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여2000 12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표 연도별 참다래 자조금 조성실적2-15.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

업

비

계

증가율( )

106

-

150

(41.5)

200

(33.3)

200

(0.0)

200

(0.0)

222

(11.0)
보 조 46 75 100 100 100 111
자부담 60 75 100 100 100 111

자료 농림부* :

년 백만원 보조 백만원 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여 년2000 106 ( 46 ) , 2001

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부터 백만원 보조금 백150 ( 75 ), 2002 200 ( 100

만원 정도의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음) .

출하금액의 를 공제하여 자조금 단체에 납부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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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성 없이 생산자들의 합의로 거출되고 있으며 생산자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임.

자조금 거출에 있어 일부 공동계산 물량은 출하시점에 해당금액을 거출하

기도 하지만 개인 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물량은 저장된 상태

에서 부과됨.

 참다래는 품목특성상 반드시 저장숙성에 들어가야하므로 자조금 거출을

위한 물량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주요 자조금 사업으로는 참다래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 및 시식행사 등이

있음.

 통상적으로는 매장내 판촉행사를 실시하지만 가장 효과가 큰 홍보사업은

방송을 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즉시 매출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TV ,

되고 있음.

표 참다래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2-16. , 2005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시장개척사업

교육컨설팅사업

수급조절

182

23

16

82

11

7
계 244 100.0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2006.

현재 영농기술 및 신품종 개발 등에 자조금 단체 활동이 미흡한 실정임.

 판촉행사 또는 방송홍보를 하더라도 정도의 농가는 무임승차를30~40%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매년 참다래유통사업단에 참여기관들이 모여 결산서를 회람하여 사업내역

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는 별다른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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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참다래의 경우도 농협계통 품목별전국협의회가 있으나 활동이 미약한 편임.

감귤감귤감귤감귤□□□□

등 개방화에 대응한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자 조직의DDA, FTA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사 제( )

주감귤협의회에서 년 월부터 자조금 제도를 시작하였음2003 3 .

 년말 기준으로 감귤 전국 생산량은 를 취급하고 있음2005 100% .

표 감귤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2-17.

단위 톤: ,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2005 584,353 584,052 100%7)

자료 사 제주감귤협의회* : ( )

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백만원 보조 백만원 년에는2003 1,618 ( 809 ), 2004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1725 ( 864 ), 2005 1,426 ( 713

만원 을 조성하였음) .

 년과 년에 각각 자조금을 백만원 보조금 억 포함 을2004 2005 2,000 ( 10 )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회원들의 참여부족으로 인해 달성에는 실패, 100%

하였음 이행률 년 년( : 2004 86.4%, 2005 71.3%).

7) 자조금 회원단체들의 생산량은 전국생산량의 거의 를 차지하지만 회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비100% ,
율이 정도로 실질적인 회원생산량은 라 할 수 있음6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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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감귤 자조금 조성실적2-18.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3 2004 2005

사

업

비

계

증가율( )

1,618 1,725

(6.6)

1,426

( 17.3)△
보 조 809 864 713
자부담 809 864 713

자료 농림부* :

원칙상 농협계통 출하액의 를 농가와 조합 공동부담 하되 조합0.5% (50:50)

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에 대한 비협조 때문에 대부분 조합들은 자체자금으로 납부하고 있100%

음.

 생산자들은 자조금 거출시 부담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원하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조합들은 생산자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 보통 내외 에서( 1.2%~2% )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조금 판매액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0.5%) .

 자조금 부담규모는 제주지역본부에서 회원농협들의 전년도 계통출하 실적

구성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을 배정하고 있음.

 감귤전문농협인 제주감귤농협이 전체 회원조합 출하액의 정도를 차40%

지하고 있어 감귤자조금 조성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은 약 이기 때문에 자조금 부과도 감귤60%

생산량의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60% .

 자조금 부과 대상은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물품 중에 가공용품은 제

외되며 가공용으로 수매되는 물량은 약 만톤 정도임10 .

 계통출하되지 않는 는 실질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음40% .

현재 제주도 관내 감귤을 생산하는 조합은 모두 참여하고 있음.

 개 회원조합 지역조합 개 품목조합 개20 ( 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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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감귤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 활동에 전,

체 자조금의 인 백만원을 집행하였음71.7% 1,023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귤축제 매스미디어 홍보 소비촉진 기획판매 등이, ,

있음.

자조금 사업의 집행은 감귤자조금협회에서 각 회원조합으로부터 사업신청

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동사업보다 개별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년도 총 자조금 조성액 약 억원 중에서 억 천만원 정도가 회원2005 14 8 6

조합 자율사업 선진지 견학 등 에 지원되었음( ) .

 자율사업의 일부 효과를 인정함에도 외유성 성격이 짙은 선진지 견학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조금 사업 중에서 수출바이어 홍보와 해외판촉 활동이 감귤수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필리핀과 홍콩에서 감귤 판촉행사 또한 매우 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

가됨.

 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이 자조금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TV .

표 감귤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19. , 2005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감귤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

감귤유통명령제 이행경비

고품질 생산유통 교육사업

감귤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감귤사랑 마라톤 공동개최

자조금 관리위원회 경비

1,023

172

126

75

20

10

71.7

12.1

8.8

5.3

1.4

0.7
계 1,426 100.0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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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가 감귤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함.

 비상품과인 번과 대과 등은 조합으로는 출하되지 않으나 민간에서 많1 9ㆍ

은 양이 출하되므로 실제로 유통명령제의 효과는 거의 없음.

 단지 간벌과 감귤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인 물량이 조절되면서 가

격이 지지되고 있는 실정임.

아직까지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못해서 규모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생산자들이 자조금 사업의 직접적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서 아직까지

생산자 직접 거출에는 어려움이 존재.

유통공사와 농림부에서 매년 감사하고 있으며 투명성에 대한 조합의 이의

제기는 없었음.

단감단감단감단감□□□□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단감 경쟁력을 제고하고 단감시장가격DDA, FTA

및 농가소득 안정을 추진하고자 년 월 사 한국단감생산자협의회를2003 12 ( )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년말 기준으로 단감생산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생산량은 톤2005 126,451

으로 전국생산량의 를 점유하고 있음 단감 전국 생산량은57.7% . 219,000

톤임.

표 단감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2-20.

단위 톤: ,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년2005 219,000 126,451 57.7%

자료 사 한국단감생산자협의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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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부터 자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년 자조금 조성액은2004 , 2004

백만원 보조 백만원 이었고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364 ( 182 ) , 2005 481.2 (

백만원 으로 증가하였음240.6 ) .

자조금 조성방법으로는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출하실적의 를 조합의 수0.5%

탁판매수수료 에서 납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이 납부하는 형(1.2~2%)

태임.

 현재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생산자에게 자조금을 부과하기는 어

려운 실정임.

 농가들은 거출금액 이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조금

의 성격과도 일치하지 않음 농가들은 소비촉진사업과 같은 형태보다는.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에 자조금이 집행되기를 원함 예 산지폐기지( :

원 등).

표 단감 자조금 조성실적2-21.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4 2005

사

업

비

계

증가율( )

364

-

481.2

(32.2)
보 조 182 240.6
자부담 182 240.6

자료 농림부* :

단감은 지역적으로 경남지역 과 전남지역 에서 주로 재배되(49.5%) (32.5%)

며 자조금 단체 구성 또한 이들 지역의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감은 다른 품목과 달리 계통출하비율이 높은 편임 약( 90%).

 현재와 같이 조합수익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자조

금 조성 규모 확대는 어려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들에게만 자조금을 부과해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의무자조금을 시행하더라도 원예분야의 유통 특성상 모든 농가에게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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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조금 사업

은 계속 추진해야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공동사업과 조합별 특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

음.

 공동사업으로는 수급조절 소비촉진 홍보 등이 있음, .

 조합별 개별사업으로는 산지폐기보상과 조합원교육 등이 있음.

표 단감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22. , 2005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

유통개선사업

수급안정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사무국운영

262

38

21

99

12

60.6

8.8

4.9

22.9

2.8

계 432 100.0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 2006.

조합 자체적으로도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자조

금관리위원회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임.

 홍보 방법으로는 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하는 가판행사 등이 주로 이루

어지며 효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있음.

사업 중에 지도교육 사업이 있으나 자재지원이나 친환경 사업 등에는 지원

이 불가능한 상태임.

 농림사업지침서 상으로는 유통 소비촉진 홍보가 주목적이지만 실제로는ㆍ

농가지원 폐기지원 에 대부분의 자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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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포도시설포도시설포도시설포도□□□□

한칠레 체결과 같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FTA

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년부터 사 한국포도회를 중심으로 자조2003 ( )

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시설포도회 회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음.

년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포도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은2005 1,547

명으로 전체 생산농가 중에서 약 차지함50.2% .

 년차 자조금 사업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 조건인 를 충족하였음3 50% .

표 시설포도 자조금 단체 참여 현황2-23.

단위 명: , %

년도
구분 2003 2004 2005

참여회원

생산자수비율( )

1,196

(35.1)

1,276

(44.6)

1,547

(50.2)

자료 사 한국포도회* : ( )

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백만원 보조 백만원 에 불과하였으2003 64.8 ( 32.8 )

나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보, 2004 105 ( 55 ), 2005 208 (

조금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386 ) .

표 연도별 시설포도 자조금 조성실적2-24.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3 2004 2005

사

업

비

계

증가율( )

64.8

-

105

(62.0)

208

(98.1)
보 조 32.4 50 104
자부담 32.4 55 104

자료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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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조성방법은 농가가 생산규모에 비례하여 자발적으로 직접거출

하는 방식임(100%) .

 농가가 직접 납부 주산지 시군단위 지부가 수집 중앙 사무국 송부( )→ →

 납부규모는 농가별로 출하량을 감안하여 규모별로 만원 또는 만원씩 정3 5

액으로 거출하기 때문에 출하량에 비례한 자조금 거출방식은 아님.

 다른 품목과 같이 판매시점에서 자조금을 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포

도 같은 경우는 계통출하 비율이 낮기 때문임.

 수도권의 경우는 농장직판 비율이 매우 높고 지방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짐.

 생산자중심의 자조금 단체로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인

편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지역과 또 아직까지 자조금사업

효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약 가 많은 편임( 50%) .

주요 사업으로는 소비촉진 홍보사업 비중이 높은 편임.

 소비촉진 사업으로는 자조금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광고보다는 백TV

화점품평회 소비자초청 현장견학 홍보용 팜플렛 및 브랜드마크 제작 등, ,

이 있음.

 자조금 규모가 작아서 수급조절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움.

표 시설포도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25. , 2005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

국내외시장개척

유통정보제공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사무국운영 및 기타

101

28

21

35

23

48.5

13.4

10.1

16.8

11.2
계 208 100.0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 2006.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5

자조금을 활용하여 품질 재배기술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됨.

 사업 용도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효율적인 자조금 사업 운영이 어려우며

그 예로는 우량묘목 및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 등이 있음.

사과 배사과 배사과 배사과 배,,,,□□□□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자발적 자금 조성과 사업추진을 통한 품목별 경쟁

력 제고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를 중심으로 사( )

과 년 배 년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2003 ), (2004 ) .

년말 기준으로 자조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생산량을 살펴보면2005

아래의 표 과 같음2-26 .

 사과와 배 모두 품목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농협은 참여

하고 있지 않음.

 사과 품목 농협으로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원예농협 예산능금농협 거, , ,

창원예농협 홍성농금농협 서산원예농협 공주원예농협 등으로 구성되어, , ,

있으며 년부터 경기동부과수농협이 참여하고 있음2006 .

 사과는 경북이 전체 생산량의 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대구경북능금농70%

협에서 를 생산하고 있어 다른 품목보다 회원점유율이 높은 편임80% .

 배 품목농협으로 나주배농협 천안배원예농협 안성과수농협 평택과수농, , ,

협으로 구성되어 있음.

 배 자조금의 경우 전국생산량 대비 회원 생산량 비율 이 낮은 편임(36%) .

표 사과와 배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2-26.

단위 톤: ,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년2005
사과 457,000 382,052 83.6%
배 439,000 158,040 36%

자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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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조성방법은 사과 및 배 자조금 모두 회원조합별 생산면적과 생산량

을 가중 평균하여 비율별로 자조금 납부 금액을 배분하고 있으나 실제 자

조금 명목으로 농가로부터 별도 징수하지는 않음.

 배 품목농협의 경우는 해외 수출시 클레임 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claim)

준비한 기금에서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음.

 사과의 경우는 회원조합에서 적립한 손실보전금에서 자조금을 납부함.

사과 자조금의 경우 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백만원 보조 백2003 67.5 ( 33.7

만원 에 불과하였으나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 , 2004 160 ( 80 ), 2005

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262.7 ( 131.3 ) .

 배 자조금은 년부터 자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초기년도에는2004 272

백만원 보조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으( 136 ), 2005 309 ( 154.5 )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연도별 자조금 조성실적2-27.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3 2004 2005

사

과

계

증가율( )

67.5 160

(137.0)

262.7

(64.2)
보 조 33.7 80 131.3
자부담 33.7 80 131.3

배

계

증가율( )
-

272

-

309

(13.6)
보 조 - 136 154.5
자부담 - 136 154.5

자료 농림부* :

품목별 자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로 홍보 및 교육사업 위주로 자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28).

 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는 사과와 배 자조금 사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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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배와 사과 소비 촉진을 위한 지면광고 예 신문이나 지하철광( ,

고 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세트계약을 하면서 좀더 낮은 가격)

에 광고단가가 이루어짐.

 자조금 운영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실 등 자조금 사무국을

광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 사과 배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28. , , 2005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사과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

운영경비

소계

121.0

46.4

36.0

203.4

59.0

23.0

18.0

100.0

배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

운영경비

소계

149.1

96.7

36.0

281.7

52.9

34.3

12.8

100.0
계 485.1 -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 2006.

화훼 난 분화 절화화훼 난 분화 절화화훼 난 분화 절화화훼 난 분화 절화( , , )( , , )( , , )( , , )□□□□

한국화훼생산협의회는 개 자조금 난 분화 선인장포함 절화 사업을 운3 ( , ( ), )

영하고 있음.

 난 품목은 화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년( ) 2003蘭

월 사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난분과를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10 ( )

였음.

 심비디움 동양심비 덴파레 호접난 등이 주요 품목이며 분화류는, , , 2005

년 월달부터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였음1 .

 선인장 품목은 선인장연구회영농조합 법인을 중심으로 년부터 자조2004

금을 조성하였음 년 자체조성금액 백만원 정부보조금 백만원(2004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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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류 자조금 회원 품목으로는 시클라멘 카랑코에 스파트 허브 베고니, , , ,

아 아나나스 산호수 포인세티아 선인장 등임, , , , .

 절화류도 년부터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2005 .

표 화훼류 자조금 조성실적2-29.

단위 백만원: , %

구분 2003 2004 2005

난
계 114 503 1,253.8
보 조 57 251 626.9
자부담 57 252 626.9

사업비 증가율 - 341.2 149.3

분

화

계 - (100) 434.2(200)
보 조 - (50) 217.1(100)
자부담 - (50) 217.1(100)

사업비 증가율 - - 334.2

절

화

계 - - 1,079.6
보 조 - - 539.8
자부담 - - 539.8

은 선인장 자조금 조성금액임* ( )
자료 농림부* :

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년에 신규 조성되었음( ) 2005 .蘭

 난 자조금은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에는( ) 2003 114 ( 57 ), 2004蘭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보조금503 ( 251 ), 2005 1,253.8 (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626.9 ) .

화훼류 자조금 사업은 임의자조금 형태이지만 유통특성상 대부분의 물량이

공판장을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경우 무

임승차 문제는 크지 않음.

 거출비율은 품목별로 다름.

난 의 경우는 공판장 경매액의 이내에서 품목별로 차등 부과되( ) 1%蘭

고 있음 농가 호접 동양심비 심비 덴파레( : 0.6%, 1.2%,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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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판장0.2%, : 0.2%).

절화는 판매액 계통출하 경매 수출 의 를 부담( , , ) 0.2~1.0%

분화의 경우는 품목별로 농가 출하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일부 공

판장에서 지원 선인장은 농가당 정액부담 만원. (20 )

 낙찰가가 일정 금액이하일 경우는 자조금을 부과하지 않음.

표 분화류 자조금 조성기준2-30.

자료 농협중앙회 난자조금 사업현황 및 추진성과* : , , 2005.「 」

현재의 자조금 규모에서 최소 배 이상은 되어야 실질적인 자조활동이 가2

능할 것으로 판단됨.

 난 전국판매액 대비 자조금 조성비율은 분화류 전국판매액( ) 0.32%,蘭

대비 자조금 조성비율은 절화류 전국판매액 대비 자조금 조성비0.13%,

율은 임0.35% .

 다만 화훼 농가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거출할 수는 없는

상황임.

절화류의 경우는 생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품목과 다르게,

공판장 취급물량이 적으므로 전국 단위로 자조금 사업을 펼치기 어려움.

화훼류 중 난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은 산지폐기 보상 지원으로서 61.5%

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홍보비는 를 차지하고 있음 표26.5% ( 2-31).

 절화류 자조금은 가 시장개척에 사용되며 수급안정에는 가48.2% 23.4%

사용됨.

 분화류 자조금은 가 소비홍보비에 가 시장개척비에 지출됨58.3% , 26.7% .

구 분 판매액의 5% 판매액의 0.2% 정액부담

대상

품목

시클라멘 카랑코에 미니장미, ,

스파트필름 미니국화 베고니아, ,

테이블야자 포인세티아,

허비 아나나스, ,

산호수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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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화훼류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31. 2005

단위 백만원: , %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율

난

소비홍보비

교육비

시장개척비

유통협약비 산지폐기( )

운영관리비

소계

332

41

35

816

30

1,254

26.5

3.3

2.8

65.1

2.4

100.0

절화

소비홍보비

교육비

시장개척비

유통정보 추진

수급안정

운영관리비

소계

191

15

520

31

252

70

1,079

17.7

1.3

48.2

2.9

23.4

6.5

100.0

분화

소비홍보비

교육비

시장개척

운영관리비

소계

2550

24

115

40

2,729

58.3

5.7

26.7

9.3

100.0

계 5,062 -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이 제외된 금액임* .

자료 농림부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각 품목* : , “2005 ” - , 2006.

난 품목의 경우 폐기보상금으로 농가에 지원되므로 농가입장에서는 소( )蘭

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자조금 본래의 목적인 소비촉진 사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자조

금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음 난 절화( , ).

 자조금 집행 폐기보상 은 공통지원금 품목별 지원금 의 형태로 지원되( ) [ + ]

지만 다수결 원칙에 의해 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해주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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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공통사업 자금 거출을 높이고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난은 세부 품목이 많고 수시로 교배종이 나오는 상황이며 품목구분에 따라,

자조금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 분류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있음.

화훼류의 경우 난 의 사례처럼 수입되는 화훼류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 ) )蘭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국내 생산농가만 자조금을 거

출하고 있고 공판장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음, .

 화훼류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만 자조금

을 거출하게 되면 수입업체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함.

제 절 축산분야 자조금 제도 현황 성과 및 시사점제 절 축산분야 자조금 제도 현황 성과 및 시사점제 절 축산분야 자조금 제도 현황 성과 및 시사점제 절 축산분야 자조금 제도 현황 성과 및 시사점3 ,3 ,3 ,3 ,

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1)1)1)1)

축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에 축산농가의 역

할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정부는 년 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조에 임의자조금제도를1990 4 13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조금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 년 월에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로 이전되어 규2000 6

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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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가 임의자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년 최조로 자조금사업을 추1992

진하였음.

이후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낙농자조금은 년부터 시작하1999

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사슴은 년부터 임의자조2004

금 제도를 시행 중임.

그러나 임의자조금 제도로 인한 참여비율의 저조와 거출금액 또한 소액이

여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촉

진 프로그램을 수립하기가 어려웠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이 년 월에 제정공포되었음“ ” 2002 5 .

양돈은 년 월부터 의무자조금 거출금 두당 원 을 조성운영하고2004 4 ( 400 )

있고 한우는 년 월부터 두당 만원의 거출금을 부과하는 의무자조, 2005 5 2

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축종별 자조금 현황축종별 자조금 현황축종별 자조금 현황축종별 자조금 현황2)2)2)2)

낙농분야낙농분야낙농분야낙농분야□□□□

년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주관 하에 농가가 납유하는 원유 당 원씩1999 1kg 1

을 임의로 납부키로 결의하였고 낙농가의 가 동참하였음, 83% .

 당시 낙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은 억 천만원이며 여기에 농발법에 근16 6 ,

거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억 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백만원8 1 2,473

을 자조금으로 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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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년에는 백만원 년도에는 백만원 년도에2000 2,338 , 2001 2,854 , 2002

는 백만원 년에는 백만원 년도에는 백만원을3,384 , 2004 2,377 , 2005 2,338

조성하였음.

이같이 조성된 자금은 이상을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90% TV

광고에 투입되며 그 효과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표 년 낙농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32. 2004

단위 백만원: , %

이월 사업비 제외*

자료 한국낙농육우협회* :

년도에는 농가의 참여율이 에 달하였으나 년에는 를1999 83% , 2004 70%

겨우 상회하는 등 매년 참여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임의자조금제도의 한

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양돈분야양돈분야양돈분야양돈분야□□□□

양돈자조금 사업의 목적은 양돈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성 제고로 양돈업자

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 임의자조금제도를 시행하였음1992 .

 그러나 홍보부족과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실패

하였음.

 이후 년 월부터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농가로부터 생산판매하는 돼2004 4

지 두당 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하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국내에서 최1 400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사무국운영 및 기타

2,149

29

42

66

94.0

1.3

1.8

2.9
계 2,2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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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시작하였음.

년도에 조성된 자조금 총액은 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양돈농가2004 10,074

로부터 거출 조성된 금액은 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상액의 에 불, 4,949 87%

과하였음.

 의무자조금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시기 지연과 의무자조금제도의 시행초기

에 나타난 일부 수납기관의 비협조에 기인함.

년도 자조금 집행액의 에 해당하는 백만원이 돈육의 소비촉2005 71% 7,911

진을 위한 광고 및 소비홍보비로 지출되었고 교육 및 정보제공 비용으로는,

백만원이 지출되었음9.4% 1,001 .

 그 외 지출항목으로는 조사연구비 백만원 징수수수료 백만6.3% 727 , 180

원 등이 있으며 예비비로 백만원이 적립됨1.6% 7.9% 779 .

 운영경비는 조성금액의 인 백만원이 지출됨4.7% 519 .

표 양돈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33. , 2005

단위 백만원: , %

자료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년 양돈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농림부 제출자료* : , “2005 ”, ,

2006.

한우분야한우분야한우분야한우분야□□□□

한우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내 한우농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홍보비

교육및정보제공비

조사연구비

징수수수료

운영관리비

예비비

7,911

1,001

727

180

519

779

71.0

9.4

6.3

1.6

4.7

7.0
계 1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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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 월부터 의무자조금이 거출하기 시작함2005 5 .

년도 자조금 조성실적은 총 백만원 농가거출금 백만원2005 4,363 ( : 2,811 ,

정부지원금 백만원 임1,551 ) .

자조금 집행액의 를 공익광고와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및 소비홍68.1% TV

보비로 지출하였음.

 한편 총 집행액의 인 백만원이 교육 및 정보제공비용으로 지출21.6% 684

되었으나 여기에는 제도도입의 초기에 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거출을 위,

해 한우농가 및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조금 사업의 설명회 등이 포

함된 자조금의 거출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한우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2-34. , 2005

단위 백만원: , %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자조금의 현황과 발전 방안* : , , 2006.「 」

축산 분야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축산 분야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축산 분야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축산 분야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3)3)3)3)

축산분야 자조금제도의 문제점축산분야 자조금제도의 문제점축산분야 자조금제도의 문제점축산분야 자조금제도의 문제점□□□□

지금까지 실시해온 축산분야 자조금은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에 비해 비교

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의무자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양

돈과 한우에서 자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홍보비

교육 및 정보제공비

조사연구비

징수수수료

운영관리비

예비비

2,132

684

27

78

203

4

68.1

21.6

0.9

2.5

6.5

1.3
계 3,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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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돈과 한우에서도 초기에 의무자조금사업의 도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축산분야 의무자조금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와 공감대 부족으,

로 초기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둘째 자조금의 운영관리주체인 축산단체와 축산농가 그리고 거출금의 수,

납기관 등 자조금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

의 확립이 미흡하였음.

 셋째 자조금 거출수납 기관의 영세성과 법적 강제력의 부족으로 자조금,

미납과 자조금의 착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넷째 자조금 사용범위의 한정으로 효과적인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음.

축산분야 자조금 사업의 주요 사용처 및 효과축산분야 자조금 사업의 주요 사용처 및 효과축산분야 자조금 사업의 주요 사용처 및 효과축산분야 자조금 사업의 주요 사용처 및 효과□□□□

현재 축산분야 중에서 양돈 한우 낙농부분이 자조금 사업에 있어서 활발, ,

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사업 조성 규모가 정부보조금을 포,

함할 경우 억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20 .

 년에 양돈자조금의 경우는 정부보조금 포함 약 억원 정도를 조2005 100

성하였고 한우자조금에서는 정부보조금 포함 약 억원 정도를 조성하였, 43

음.

 이는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중에서 제일 조성규모가 큰 감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집행실적이 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14

이는 것으로 나타남.

자조금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신문 잡지 라디오 등에서 무상표, , , TV

광고 등에 자조금의 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Generic) 70% .

 이외에 초기정착 단계인 의무자조금 제도의 홍보를 위해 생산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과 조사연구 사업 등에도 일부 자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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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조금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매출액 대비 광고홍보비의 수익률

를 통해 살펴보았음(Benefit-cost ratio: BCR) .

 박종수 의 연구에 의하면 년도 자조금사업의 편익비용을 산(2005) 2004 /

출하면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14.14 .8)

 낙농자조금 경우의 경제적 성과 분석 결과는 표 와 같음2-35 .

표 낙농자조금의 경제적 성과분석2-35.

자료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 : (www.naknong.or.kr)

외국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부분의 광고홍보사업 사업들이2-36

비용 대비 높은 편익이 발생하였음.

표 외국의 자조금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2-36.

자료* : Messer, K.D, Schmit, T.D and Kaiser H.M, (2005), “Optimal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Funding Generic Advertising: An Experiment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7(4): 1046-1060.

8) 박종수 외 년도 양돈자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2004 , , 2005.「 」

연도 편익 비용 비율-

년1999 자조금 원당 원의 편익효과1 57

년2000 자조금 원당 원의 편익효과1 24

년2001 자조금 원당 원의 편익효과1 45

년2002 자조금 원당 원의 편익효과1 18

년2003 자조금 원당 원의 편익효과1 20.8

년2004 자조금 원당 원의 편익효과1 24

품목 편익 비용 비율- 연구자
미국 낙농 광고 3.4 Kaiser(1997)
미국 우육 광고 4.9-6.7 Ward(1998)
미국 면화 판촉활동 3.2-3.5 Nichols(1997)

미국 대두 소비촉진 및 교육사업 8.3 Williams(1998)

캐나다 버터 광고 1 Goddard(1989)
플로리다 오렌지쥬스 광고 2.9-6.1 Capps(2003)

미국 사과 광고 7 Ward(1990)
호두 소비판촉 활동 1.65-9.72 Kais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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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미국의 광고홍보 전략들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전략적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미국 낙농자조금의 광고홍보 사업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의 우유 공, TV

익광고 가 동시대의 일급 연예인을 모델로 삼는(Generic Advertisement)

반면 미국의 캠페인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와 모든 세대에 공감, Got Milk

을 줄 수 있는 다수의 홍보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함.

 특히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경우 연예인을 주로 홍보 모델로 활용하였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을

많이 활용한 점이 눈에 띄는 차이점임.

시사점 및 효율적인 도입방안시사점 및 효율적인 도입방안시사점 및 효율적인 도입방안시사점 및 효율적인 도입방안□□□□

임의자조금하에서 축산농가의 참여부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

고 자조금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용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축산분야에서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하였음.

 이를 위하여 축산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도축장 등 수납기관 및 유통업자,

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의무자조금제도를 지속

할 수 있었음.

자조금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출기반이 구축되어함.

 먼저 자조금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자조금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

시켜 나가야됨 이를 위해서는 충성도 가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loyalty)

선진지 견학과 지역선도 역할 등을 담당케함.

 자조금의 제약요소인 무임승차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정책지원과 연계된

법적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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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소비촉진 및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자조금 사업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예분야 자조금 단체의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축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금 사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현 제도하에서는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등의 사업에만 자, ,

조금을 집행할 수 있음.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집행할

수 있게 사용범위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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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3333

현행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평가 및 문제점현행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평가 및 문제점현행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평가 및 문제점현행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평가 및 문제점

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1111

자조금 관리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자조금 관리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자조금 관리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자조금 관리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1)1)1)1) 9)9)9)9)

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1)(1)(1)(1)

품목 난 농협계통품목 난 농협계통품목 난 농협계통품목 난 농협계통: ( ): ( ): ( ): ( )□□□□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소속 생산자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한국난농협:

 인터뷰 일시: 2006.01.04

 담당자 용효정 사원:

조성방식

 공판장 경락가의 일정비율을 자동공제하는 형태로 조성됨.

 조성비율은 난 중에서도 세부 품목마다 낙찰가의 를 자동공제하0.2~0.8%

며 공제 비율은 회원기관간 협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

 거출부담자 생산자에게는 품목별 낙찰가의 를 공제하고 경매장: 0.2~0.8%

에서 추가로 품목구분없이 납부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수0.2% 0.4~1.0%

9) 참다래 파프리카는 생산자 단체 자체가 사실상 자조금 단체와 동일하지만 그 외 품목은 생산자 단체,
와 자조금 관리단체가 상이하며 주로 농협중앙회 직원이 자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자조금에 대한 의견이 양자 간에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 인터뷰와 별도로 자조금 단체 인
터뷰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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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임.

 낙찰가는 최소 원 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1,500 /

가격이 나오면 유찰되어 산지폐기되므로 자조금은 부과되지 않는 대신 폐

기지원이 이루어짐.

 난 중에서도 품목별로 거출 비율이 다른 바 수시로 교배종이 나오기 때문,

에 거출비율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조성규모 및 참여율

 자조금 납부금액은 거래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월 천만원 수준1

임.

 참여율은 수량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출하주별로는 약 정도 참여40%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거출방식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음.

 난의 유통구조상 대부분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낙찰

시 자동공제하면 실질적으로는 강제거출의 의미가 있음.

 자조금 사업에 만족하는 농가와 불만족하는 농가는 반반 정도이며 만족하

는 농가는 대부분 산지폐기 시 폐기지원 때문임.

실무자는 자조금 단체의 사업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정보는 알지 못함.

 산지폐기시 폐기보상금이 지원되고 홍보사업을 한다는 대략적인 사항 외

에 자조금 단체로부터 각 사업별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통보받지는 못하고 있음.

생산자 단체의 실무자는 단순히 자신들이 납부하고 지원받은 규모에 대해

서만 알고 있으며 전체 자조금 조성규모 관리위원의 구성 조성된 전체 자, ,

조금의 사업별 지출내역 회계감사 여부 등 자조금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폐기보상금은 농가에 지원되므로 농가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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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조합의 입장으로는 크게 와 닿는 혜택이 없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음.

 개별 생산자 단체의 자율사업이 많은 품목들은 사업내용이나 자조금 운영

에 대해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난과 같이

자조금 단체의 사업운영이 활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내용과 자조금 제

도의 운영에 대해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해지는 단

점도 있다고 판단됨.

업무 편의성과 사후 감시

 자조금의 거출이 공판장의 낙찰가격 정산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공제로 이

루어지고 별도의 공제업무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편리성면에서 거출방식

자체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조금 거출에 대해 일부 생산자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낙찰가격에서 자

동공제되어 정산되므로 생산자가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연간 사업 실적을 생산자 단체에 통보하거나 회계감사를 하지는 않는 것

으로 조사됨 회계감사의 경우 자조금 사업이 시행초기인데다 감사를 맡은(

생산자의 개인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다른 관계자의 언

급이 있음.)10).

개선 방향 품종별 부과기준 명확화:

 난 중에서도 세부 품종이 많아 각 품종별로 거출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 난은 수시로 교배종이 나오기 때문에 품종분류를 어느 쪽으로 해야하

는지 혼란이 있음.

 따라서 세부 품종별 거출비율을 통일하거나 교배종의 거출비율 산출 방식

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10) 각 자조금 단체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지출내역에 대해 일정 양식을 갖추어 농림부에 보고하게끔 되
어 있으나 정해진 양식을 지키는 단체가 적은데 이는 사업초기인 관계로 아직 각 자조금 단체의 내,
부 업무처리 및 관리방식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조금 관리 업무를 맡
고 있는 농협중앙회나 생산자 단체 직원에게는 주 업무가 아닌 부가업무인데도 일부분 원인이 있다
고 판단됨.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3

지역별 자조금에 대해서는 큰 필요도 느끼지 못하며 특별히 반대해야할 이

유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11).

 지역별 자조금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며 설령 지역별 자조금이 도입되더

라도 현재 전국 단위의 자조금 제도와 비교해 사업내용 면에서 달라질 것

은 없다고 보고 있음.

 다만 자조금 거출측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시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경매장이 잘 확충 수도권 개소 지방 여개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유( 3 , 10 )

통물량이 경매장을 거쳐 유통되며 낙찰가격에서 자동공제함으로써 무임승

차 문제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품목 난 비농협 생산자 협의체품목 난 비농협 생산자 협의체품목 난 비농협 생산자 협의체품목 난 비농협 생산자 협의체: ( ): ( ): ( ): ( )□□□□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단체 소속 생산자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사 한국난재배자협회: ( )

 인터뷰 일시: 2006.01.04

 담당자 최재실 회장:

조성측면에서 추가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임.

 난 자조금은 대부분의 생산자가 동참하여 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나6

추가 조성의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대다수 생산자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조성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출비

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생산자 상황이 열악하므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정부지원 확대 요구( ).

 전체 생산농가 대비 약 가 부담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매장을 통80~90%

하므로 무임승차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11) 일부 품목은 생산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주산지 형성이 미흡한 결과 자조금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인 사업초년도 전국생산 대비 의무사업량 비율 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국단위가 아닌[ 30%]
지역별로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정부지원도 지역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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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에 대한 자조금 납부의무 부과

 난 중에서 동양란은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입하며 국내산은 서양란임.

 현재 수입업자에게도 공판장 경매장 을 통해 자조금이 부과되고 있음( ) .

 수입유통에까지 자조금 사업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으나 이

들에게 자조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들은 더욱 유리해지고 국내

생산자들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수입업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집행

 대부분 폐기지원을 위해 사용하며 홍보사업 차량 스티커 은 형식적으로( )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조금 집행 폐기보상 은 공통지원금 품종별 지원금 의 형태로 지원되( ) [ + ]

지만 다수결 원칙에 의해 품종별로 분배하다보니 생산자수가 많은 품종에

대해 집중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즉 난이라는 품목 공통 사업이 아니라 세부 품종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다,

는 주장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조금관리 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내부가 아

닌 생산자 단체 예 사 한국난재배자협회 안에 부속기구로 존재해야( : ( ) )

전체 생산자를 위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12).

소비촉진 활동 필요

 정부의 과잉생산 유도 유리온실 지원 시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무상 융자 자부담 하여 영세한 생산자는 혜택을( 60%, 30%, 10%)

보지 못한 반면 부유하면서 화훼생산과는 무관한 사람 토지 보유자 에게( )

만 혜택을 준 결과 과잉생산을 유도한 측면이 있음.

 반면 년 허례허식 제거 명분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한 화환수1998 ,

수를 규제함으로써 소비는 오히려 감소함.

12) 사 한국난재배자협회도 회원들의 재배품종이 다양한데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할 때와 달리 품목 공( )
통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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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로 장미 도 가격경쟁력이 낮아 곤란하며 오히려 값싼 중국산을 수( )

입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유리한 상황임.

조직운영 명의 관리위원 선출 년 문제(15 /2 )

 원칙상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대표가 참여토록 되어 있, , , ,

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학계 대표는 명씩만 있고 업계 대표가 대다수, 1

임.

 업계대표는 난 세부품목별 농가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아 관리위원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각 품목별 생산자들을 대표하여 구성되었으나 사용용

도가 산지폐기에 집중되다보니 품목공통의 소비증진보다는 조성된 자금의

배분에 집중하게되는 다수결 원칙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음.

 각 위원들마다 농가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수결원칙 적용

이 일견 민주적인 듯하지만 오히려 편향된 지원을 유발함으로써 전체 자,

조금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다만 사업초기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 ).

 행정관리를 하는 중앙회 직원 간사 은 단순히 관리업무만을 하다보니 문( )

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회피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적극적인 사

업추진과 문제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감시 및 감독

 회계감사는 매년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년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한 농가1

의 개인적인 사유로 진행하지 못했음.

 아직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개선되어야할 사항

 특히 홍보사업 전시회 회당 약 억원 소요되며 연간 회는 필요 이, ( 1 4~5 2 )

크게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농가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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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도 제기함.

 특히 홍보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보다 조성규모가 배이상은 되어야2

실질적인 자조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화훼 농가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거출하기는 어려

우므로 정부가 더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지역 자조금 제도에 관한 의견

 지역별 자조금 화훼는 각 지역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자조:

금 제도를 실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타 원예작물은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모이는 지점이 없기 때문(

에 지역별 부과는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견해를 피력)

 다만 난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두어야할 텐데 유지운,

영비를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최소 억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10

점을 지적함.

품목 감귤품목 감귤품목 감귤품목 감귤::::□□□□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단체 소속 생산자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제주 조천조합:

 인터뷰 일시: 2006.01.13

 담당자 이동익 상무:

자조금은 계통출하에 대하여 조합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됨100% .

 생산자와 조합이 씩 부담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이 전액 부50%

담함.

 조성계획은 전년도 취급물량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을 배정받고 있음.

 제주도 에서는 지원이 나오지 않으며 과거 오렌지 수입기금 잔액을 일( )道

부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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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들은 자조금 거출시 부담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원하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계통출하 비율은 이며 계통 출하되지 않는 는 실질적으로 무임승60% 40%

차이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관내에 감귤이 생산되는 조합은 모두 참여하며 일부 취급량이 극히 미미

한 조합은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나 극소수임.

농협 입장에서는 자조금 거출이 부담되기 때문에 도매시장과 같은 출하처

에서 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제주 지역본부 담당자( ).

자조금 사업은 회원조합의 자율사업 신청에 대하여 자금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

 년도 총 자조금 조성액은 억원이며 이중 억 천만원을 회원조합2005 14 8 6

자율 공동사업에 지원함.

 자율공동사업은 각 조합별로 특정 사업을 실시할 때 자조금에서 지원해주

는 사업이며 소비지 매장 판촉 생산자 견학 등으로 구성됨, .

 자율사업의 일부 효과를 인정함에도 외유성 성격이 짙은 선진지 견학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소비 수출촉진 홍보 사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 마라톤 대회 등 이벤트, , ,

교육 및 견학 등이 주요 사업항목들임.

자조금 사업이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여 효율성보다 명분을 앞세운 사

업이 많음.

 홍보에 대한 개념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함.

 감귤이 겨울철에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판촉보다는 개별 다양한 특성들 예 개별 생산자 품종 조합 재배방( : ,ㆍ ㆍ

법 등 을 알리는 사업이 홍보사업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

 사업실적이나 평가에 있어서 공공성 부분은 명분성 선심성이 많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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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 주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지방자치제로 인한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사업의 목적을 분

명히 해야한다는 의견임 선심성 외유 견학 등 배제( , ).

운영 및 관리

 잔액 발생시 이월이 불가능하여 밀어내기식 사업이 많았음.

 정부자금지원이 전년도 사업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모두 소진

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지원이 삭감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

 그러나 상기 자율사업이나 공공사업처럼 자금규모보다 제대로 쓰이지 않

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

회계감사

 유통공사와 농림부에서 매년 감사하고 있으며 투명성에 대한 조합의 이의

제기는 없었음.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관련 조합장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자금집행

은 일어나지 않음.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유통명령제 또는 자조금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

해를 피력함.

 수급조절을 위해는 최소 억원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유통명령제나100

자조금 사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

 특히 유통명령제는 인건비 각종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그 비,

용을 가공용 수매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

시함.

 현재에도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상인과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생산자가 비상품과를 출하할 동기가 줄어든

다는 아이디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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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감품목 단감품목 단감품목 단감::::□□□□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단체 소속 생산자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진주단감농협:

 인터뷰 일시: 2006.01.24

 담당자 조태봉 상무:

자조금 사업 참여동기는 제도적 강제 때문

 단감은 수급안정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품목별전국협의회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품목별전국협의회에서 단감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 참

여하게 됨.

 또한 특정사업 예 군납 들은 납품자격 심사에 있어 자조금 사업 실적이( : )

반영되므로 사업참여를 위해 필요하기도 함.

자조금 조성은 조합 수익에서 부담하여 조성함100% .

 연 억원 매출의 출하수수료 중에서 에 해당하는 만80 1.5~2% 0.45% 800

원 상당을 납부

 관내 생산량 중 계통출하량은 거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100% .

 농가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강제적 조성은 불가능하므로 의무자조금 도입

시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농가들은 자조금이라는 이름 자체를 모른다는

의견임.

 다만 작목반이 구성된 곳에서는 반원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음.

 특이사항 과수연합회와 품목별전국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하여 조성금액을:

절반씩 납부

유통업체의 참여 필요성 제기

 다만 도매시장에 조성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생산자의 수취가격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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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것이므로 도매 소매 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에서 부과해야한다는 견[ ]→

해임.

의무자조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 체제로는 조합부담이 과중하여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해야하

나 생산자 설득이 선행되어야할 것임.

적정 자조금 규모

 현재보다 더 커져야하나 조합이 추가납입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내외의 수수료 수입에서 를 납입하고 있음(1.5%~2% 0.45% ).

 따라서 정부 또는 중앙회가 지원을 확대해주기를 희망함.

사업집행 홍보 및 조합자체사업: TV

 조합자체 계획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은 자조금관리위원

회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임.

 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는지는 상세히 파악하2005

지 못하고 있음.

 홍보는 최종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불특정 다수에게

소구하는 방식 센터 앞에서 행인대상 홍보 이므로 효과가 미진하다고(aT )

판단하고 있음.

 수출 보상비용 자조금 사업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로 실시중인Claim :

사업이 있는데 진주원예농협의 경우 자체사업으로 수출클레임 보상비용,

지원사업을 실시중인 바 수출농가 및 농협이 각각 를 부담하고 진주, 25%

시에서 를 부담하여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보상에 대비하고50% Claim

있음.

소득보전 사업 희망

 자조금 사업도 결국은 소득보전으로 귀결되는데 현재 자금규모로는 어렵

더라도 향후 생산원가 보장을 통해 일정부분 소득보전 사업도 실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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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희망함.

감사 및 관리의 투명성은 사업초기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지역자조금은 경남이 주산지이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지자체 진주시 가( )

지원해줄 의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품목 단체 지원방식을 해제하여 품목별로 여러 단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1 1

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원단체가 늘어남으로써 정부 예산도 확대될 필요

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각 조합이 받는 혜택도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기

대 때문임.

품목 참다래품목 참다래품목 참다래품목 참다래::::□□□□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생산자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고성참다래영농법인:

 인터뷰 일시: 2006.01.24

 담당자 김찬모 대표:

자조금은 판매금액에서 공제 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조성됨1% .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납부하되 자체사업 실행시 사후 환급 받음.

 고성참다래영농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작목반의 출하금액중 를 공1%

제하고 생산자에게 지급

 금액은 작목반 연매출 억원 중 천만원 정도에 해당함10 1 .

 담당자들은 자조금을 까지 확대하여 효과적인 판촉 홍보사업을 하2~3% ㆍ

고 싶어 하지만 생산자에게는 가 거출 한계인 것으로 파악됨1%

 강제성 없이 생산자들의 합의로 거출하고 있으며 생산자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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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의 단계적 추진

 타품목과 달리 정식으로 자조금 정책이 실시되기 전부터 협의체를 결성하

여 정보를 공유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자조금 사업이 발전된 형태로서 이

미 사업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자조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내용은 주로 판촉 시식행사 중심이며 해외견학도 간혹 실시ㆍ

 통상적으로는 매장내 판촉행사를 실시하지만 가장 효과가 큰 홍보사업은

같은 방송에 나오는 것이며 그 효과는 즉시 매출로 나타TV 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교육은 선진지 견학 참다래의 원산지인 중국 이 중심이며 효과가 크다고( )

판단하고 있음.

자금지원 확대 및 실질적 지원 희망

 정부의 자금지원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하며 자금지원 외에 생산자를 대

신한 홍보사업 영농기술 및 신품종 개발 같은 지원 등도 추가되기를 희망,

함.

무임승차는 수준30~40%

 판촉행사 또는 방송홍보를 하더라도 정도의 농가는 무임승차를 하게30%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음.

사업관리 자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매년 참다래유통사업단에 참여기관들이 모여 결산서를 회람하기 때문에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에서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관리주체는 농협보다 민간이 우위라고 인식함.

 민간단체는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농협에 비해 순발력 유연성이 우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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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농협을 통한 관리로는 자발적 조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나 다만 양돈,

협회처럼 사업불참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다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

라는 견해를 제시함.

 참다래의 경우도 농협계통 품목전국협의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고 지적

함.

거출시점은 생산자 출하시 또는 저장단계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

해를 밝힘.

 저장물량에 대해 부과하며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견

해를 피력함.

 유통업체에 부과한다면 결국에는 생산자에게 전이되어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데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일부 공동계산 물량은 출하시점에서 해당금액을 거출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의 물량은 개인 저장창고에 보관된 물량에 대해 거출함.

 참다래는 품목특성상 반드시 저장숙성에 들어가야 하므로 자조금 거출을

위한 물량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수입업체도 당연히 내야한다는 의견 수입통관시 임( ) .

자조금 단체의 의무 취급비율

 현재 전국 생산량 대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무리라50%

는 판단을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물량 이외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무임승차가 발생하는데 그럼

에도 자조금 사업은 실시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함.

지역별 자조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지역단위로는 사업을 위한 최소규모의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며 소규모 사

업으로는 매출증가 효과가 나오더라도 자조금 사업의 효과인지 외부효과

인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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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생산자 단체의 이해관계도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사과 단감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가 되어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 ㆍ

정부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차등지원

 각 단체의 분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임.

생산자 단체 조사결과의 시사점생산자 단체 조사결과의 시사점생산자 단체 조사결과의 시사점생산자 단체 조사결과의 시사점□□□□

농협이 자조금 단체의 회원으로 있는 경우 대부분 자조금을 생산자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부담하고 있음.

 실질적 납부부담자가 누구인가의 여부는 자조금 단체의 회원구성 및 유통

경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음.

 직접 생산자가 회원이 되는 참다래 파프리카는 자조금이 생산자의 이해관,

계와 직결되어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자가 실질적 납부부담자가 되고

있음.

 유통경로가 단일화된 난의 경우 생산자 단체가 회원이지만 경매과정에서

자동공제되므로 실질적 납부부담자는 생산자임.

 반면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 단체의 회원이 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산지조,

합이 생산자를 대신하여 자체 수익에서 부담하고 있음.

생산자 단체를 자조금 단체의 회원으로 할 경우에는 자조금 대납부담이 자

조금 사업 활성화의 주요 관건이며 대납경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통경

로 단일화가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함.

 산지 조합의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납부담까지 져 가면서 자조금

사업에 동참할 유인이 적음.

 대부분의 품목에서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주체는 산지조합이기 때문에 조

합의 대납부담을 어떻게 경감하여 주는가하는 점이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사업 동참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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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경로가 단일화 단순화된다면 생산자ㆍ

에게 실질적인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대납경향이 제

거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생산자를 회원으로 하는 자조금 단체는 사업내용이 얼마나 생산자의 이해

관계에 직결되는가하는 점이 자조금 사업 활성화의 주요관건임.

 생산자를 회원으로하는 참다래 파프리카 자조금 단체의 사업내용은 자체,

브랜드 광고 이벤트 행사 등 직접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생산자의 참여도가 매우 높음.

대부분의 자조금 단체에서 주 사업내용이 회원기관 자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품목 공통이익 추구라는 자조금 본연의 목적과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판매촉진은 품목 공동이익과는 거리

가 멀기 때문에 개별 회원기관의 자율사업은 지양하고 자조금 단체에 의

한 공통 사업이 추진되어야함.

지역 자조금을 요구하는 품목은 생산자가 산재한 품목이 아니라 오히려 주

산지가 형성된 품목들임.

 주산지가 형성된 단감 감귤 겨울배추 등은 생산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주, ,

산지에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전국 단위의 자조금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지역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자조금 본

연의 목적과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반면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회원 생산자 단체 산지조합 자율사업의( )

내용이 특정지역 또는 특정 브랜드를 위한 판촉과 이벤트라는 점은 지역

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때 해당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추진되어 자조금 본

연의 목적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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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단체 인터뷰 결과자조금 단체 인터뷰 결과자조금 단체 인터뷰 결과자조금 단체 인터뷰 결과(2)(2)(2)(2)

품목 파프리카품목 파프리카품목 파프리카품목 파프리카::::□□□□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관리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한국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농산무역: ( )

 인터뷰 일시: 2006.01.19

 담당자 조기심 회장 조용민 과장: ,

자조금의 조성

 대납기관인 수출회사가 매입대금 중 당 원 출하액의 약 정도 씩kg 30 ( 1% )

공제하여 자조금단체에 납입하며 년 약 억 천만원 정부보조금 제2005 7 7 (

외 을 조성하였음) .

 모든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금 거출 동의서를 제출,

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물량 총 생산의 에 대해서만 거출함( 80%) .

 파프리카 수출업체들 중 영세업체가 많아 자조금 대납방식을 운영하기 어

려워 현실적으로 이들 업체 모두 자조금 제도에 참여시키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생산자 수로는 전체 생산자의 정도가 참여하고 있음50% .

사업내용

 주로 해외판촉 소비촉진 국내방송 행사에 사용되며 그외 농가컨설팅 선, ( ) ,

진지 견학 등에도 집행됨.

 효과적으로 자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사업 가시적인 판촉행사 광고 산지폐기 지원 등 들이( , , )

어느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초기에 조성 금액의 정도는 각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별70%

사업을 하였고 정도만 공동사업이 이루어졌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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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각 생산농가들이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 뿐만 아니라 효과에 대

해서 알게 되면서 참여도가 높아진 바 개별사업 비율을 감소시키고 공동, ,

사업 비율을 높였음.

교육사업의 문제점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기술교육과 자조금 단체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자체적으로 품질재배 기술 및 안전성 관리 확대를 위해 자조금 단체 내에

전문가를 두고 싶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전문가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

어 자조금 시행지침 기준 운영비가 조성금액 초과할 수 없음 을 위반( 30% )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이와 같은 관련 전문가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

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함.

조직구성

 현재 전국적으로 개지부가 구성되어 있음 호남지부 영남지부 강원지부4 ( , , ,

제주지부)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조금단체 운영비가 조성금액의 또는 최대 억30% 1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전국 지부를 운영하는

큰 단체에서는 운영비 관련 많은 문제가 생김.

 파프리카 자조금은 협회본부 외에 전국에 도단위 지부가 있고 이들의 인

건비만해도 억이 넘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1 .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농협보다는 순수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한다는 의견임.

무임승차와 의무사업량

 정부지원 년차부터 전국 생산량 대비 를 취급토록 강제하고 있으나3 50%

이 기준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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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자조금, ,

단체들이 위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비자발적 참여자까지 포함시켜 비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초기 의무사업량 기준은 유지하되 년후 취급량30% ‘3 50%’

기준은 폐지시켜주기를 희망함.

 대신 자조금 단체 평가에 있어서 자조금 단체의 구성원의 사업량 비율이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높은 평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무임

승차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함.

품목 겨울배추품목 겨울배추품목 겨울배추품목 겨울배추::::□□□□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관리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인터뷰 일시: 2006.01.20

 담당자 이광옥 사무국장:

자조금은 계통출하액의 정도를 자조금단체에 납입하여 조성함1% .

 겨울배추는 계통출하가 약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상인을 통한30~40% ,

출하임.

 자조금 거출은 농협 또는 영농조합 과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서만 자조( )

금을 거출하고 있어 자조금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임.

 년 기준으로 전국 겨울배추 출하실적이 억원 정도이며 년2004 174 2005

약 억 천만원 정부보조금 제외 을 조성하였음1 2 ( ) .

전국 생산액 생산량 대비 회원 구성원 출하액이 기준에 미달( ) 30%

 현재 전남 해남지역이 겨울배추 전국 생산량 톤 에서 약 정도(4,349 ) 70%

톤 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집중도가 높음(3,069 ) .

 해남지역 관내의 생산단체들만 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나 해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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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체 생산량의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자조금 단체70% ,

기준 전국 생산량의 에는 큰 문제가 없음( 30%) .

 생산집중도가 높아 전국 생산량의 를 초과하더라도 계통출하율이 낮50%

아 조합의 실제 취급물량은 전국 생산액의 가 되지 못하므로 자조금50%

단체 구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출하액 기준 전국(

총생산량 대비 회원 구성원의 출하량은 약 정도20% ).

조직구성

 년 말 기준으로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회원으로는 해남지역 관2005

내 개 농협과 개 영농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9 6 .

 현재 농업생산자 개인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자조금관

리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 농가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임.

사업내용과 집행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 활동에 사무국 운영에 를 사용하고60%, 30%

나머지는 생산자 교육 및 시장 개척사업에 이용됨.

 현재로서는 자재 또는 농약 구입 사업 등에 자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를 희망

개선요구 사항

 품목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월달 결산이 어려움1 .

 보통 겨울배추는 월달까지 출하 및 소비 촉진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3

실제 사업내용도 월까지 진행되지만 결산이 늦어도 전년 월에는 마감3 12

되어야하기 때문에 회계년도와 품목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

품목 단감 화훼품목 단감 화훼품목 단감 화훼품목 단감 화훼: ,: ,: ,: ,□□□□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관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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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대상기관 자조금 단체 단감 화훼 품목별전국협의회: ( , )

 인터뷰 일시: 2006.01.04

 담당자 농협중앙회 박남화 차장 한옥경 과장: ,

자조금의 조성

 농가는 거출한 이상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조금의 성격 거출구조가,

농가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더구나 농가는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며 당장 혜택있는 사업을 요

구한다는 한계를 지적함.

 따라서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직접 사업을 위한 자금거출 필요성 예( :

폐기지원 이 있다는 의견임) .

 홍보같은 공통사업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

하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

 현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하부구조 품목별전국협의회 품( ),

목별전국협의회 사무국 수준 농가의식이 모두 낮은 수준이므로 이러한 하,

부구조 개선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단계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함.

부담주체 지역농협이 부담하게 하는 를 제시: idea

 굳이 농가가 부담해야할 필요없이 조합이 조합자금으로 부담해도 무방하

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제시

 현재 과수의 경우 전산상 각 조합 매출 순판매가 에 대해 일정 비율로 거( )

출하고 있으나 실제 매출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자조금 부과시 각 조합별

로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ㆍ

 거출부담자는 중요하지 않으며 특히 농가거출비율을 평가항목으로 삼을

수는 없고 무엇보다 자금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평가의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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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의 차등지원 필요성은 인정

 단체마다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다른데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것은 문1:1

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 후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있으나 자조금 조성 규모

가 미미한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도 무리라는 의견을 보임.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며 차등 지원하더라도 현재

보다 더 지원해주는 방식 당근전략 이 되어야지 지원을 줄이는 방식이 되( )

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거출방식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실무자의 의견이 상이하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조금 사업은 추진해야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함.

 농가거출 방식에 대해서는 단감과 화훼 담당자간 견해가 상이하였음.

 화훼의 경우는 대규모 농가 선도농가 법인 위주의 거출과 이들을 중심으( , )

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나 단감 담당자는 과수 단감 채소의( )ㆍ

경우 영세한 농가가 다수이므로 대규모 농가 위주의 거출은 반대함.

 다만 두 담당자 모두 무임승차 문제를 염려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무임승차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은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임.

 즉 굳이 대다수 농가 혹은 생산량 대비 이상 취급물량을 적용할 필, 50%

요는 없다는 견해임.

의무사업량 기준 충족시 생산자 관리의 어려움을 제기

 자조금 단체의 물량취급률이 나 되면 과연 생산자 관리가 가능할지50%

의문을 피력함.

 생산자 관리 문제 때문에 생산자의 거출 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

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사업물량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지역자조금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는 견해임.

 단감의 경우 경남의 생산 집중도는 로서 만농가 규모이기 때문에 지28% 1

역별로 해도 되지만 농가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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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조금이든 어떤 형태든 쉽게 자조금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취급

률 퍼센트 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전체를 다 포섭하려다 보니 혹은 라는 비율을 설정하였는30% 50%

데 할 수 있는 농가나 조합만 대상으로 한다면 의무취급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임 무임승차가 발생하더라도 구애받지 말아야한다는 의견( ).

연구조사에 이어지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

 현재로서는 연구 교육만 가능하지만 연구 교육의 후속사업으로 자재지ㆍ ㆍ

원 친환경 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 제기,

 농림사업 지침서 상으로는 유통 소비촉진 홍보가 주목적이지만 실제로는ㆍ

농가지원 폐기지원 에 대부분 집행됨( ) .

 수급조절은 자조금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니며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예( :

산지폐기 비용 지원 이 거출자에 대한 직접지원이라면 농가지원사업으로)

정의되어야한다는 견해를 제시

자조금 단체 조사 결과의 시사점자조금 단체 조사 결과의 시사점자조금 단체 조사 결과의 시사점자조금 단체 조사 결과의 시사점□□□□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생산자 단체 위주로 구성되더라도 유통경로가 일원

화되지 않을 경우 사업물량은 의무사업량에도 미달할 수 있음.

 겨울배추의 경우 주산지 생산점유율이 를 상회하지만 자조금 단체의70%

취급량은 내외에 그치고 있음20% .

자조금 본연의 목표가 장기적인 품목 공통 이익 추구이더라도 단계별로는

현실적인 변용이 필요함.

 현단계에서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조직화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더 적절할 수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조금 부담자가 누구인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가 사업내용이 자조금 목적에 부합하는가 등의 여부보다 하부구조 산지조, (

합의 판매역량 강화를 통한 물량장악력 생산자 의식화와 조직화 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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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더 급선무임.

 즉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조직화를 바탕으로 해야하지만 생산자 조직 자,

체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조금 사업을 생산자 조직화

를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함.

단계별로 자조금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초기에는 생산자에게 가

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주로 검토해야할 것임.

 생산자의 참여가 활발한 파프리카 자조금조차도 초기에 개별 생산자 단체

에 의한 자율사업 위주로 운영하다가 점차 공통사업 중심으로 전환한 바,

생산자 참여도가 떨어지는 농협계통 자조금 단체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이

해도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생산자들은 자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우선 자조금에 대한 이

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생산자 조

직화 및 궁극적인 자조금 사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됨에도 자조금 사업은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실질적으로 모든 생산자를 포괄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일부 무임승차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자조금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데 대해 모든 자조금 단체

실무자들이 동의하고 있음.

 다만 품목별 특성에 따라 대농이 많은 품목 화훼 과 소농 중심의 품목은, ( )

거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생산자 설문조사 결과생산자 설문조사 결과생산자 설문조사 결과2)2)2)2)

설문조사 경과설문조사 경과설문조사 경과설문조사 경과(1)(1)(1)(1)

설문조사 방법과 기간

 조사방법 생산자에 대한 전화조사:

 조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2006 1 19 ~200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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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

 자조금 사업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난 파프리카 참다래 개 품목과 조, , 3

성규모가 큰 감귤 중 생산자 명단이 확보된 개품목에 대하여 설문조사3

실시

 난 파프리카 생산자 명 및 감귤 생산자 명, 122 103

품목별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 상이성

 난 파프리카는 각각 공판장에서 자조금이 자동거출 되거나 자발적인 민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서 자조금이 자신들의 수취가격에 직결되므로 자조

금 제도의 정의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감귤의 경우는 자조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생산자,

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운영방식에 대해서(68%)

는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농협이 생산자를 대신하여 자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생산자가 대부분 이었음(96.5%) .

 이와 같이 품목 및 자조금 제도 운영방식에 따른 생산자의 이해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감귤의 경우는 현재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상세한 설문조사는 실시

하지 않았음.

표 품목별 생산자의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3-1.

품목 주도 기관
차1

반출경로

실질적 납부

부담자

자조금 개념에

대한 이해도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도

난 조합 단순 생산자 높음 높음

파프리카 민간 생산자 단체 단순 생산자 높음 높음
감귤 조합 복잡 조합 중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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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유형별 분포응답자 유형별 분포응답자 유형별 분포응답자 유형별 분포(2)(2)(2)(2)

설문 응답자 생산 품목별 구성

 유효한 응답자 명 중 난 파프리카 생산자는 각각 명 감귤225 , 61 27.1%,

생산자는 명으로 를 차지하고 있음103 45.8% .

표 품목별 응답자 수3-2.

응답자 연령별 분포

 응답자의 연령은 대와 대가 대다수로서 를 차지함40 50 68.5% .

표 응답자 연령별 분포3-3.

응답자 학력별 분포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이 고졸이 대졸이 로 나타남28%, 26.7%, 12.4% .

표 응답자 학력별 분포3-4.

연령 세이하30 세31~40 세41~50 세51~60 세이상61 계
응답수 4 14 67 87 53 225
% 1.8 6.2 29.8 38.7 23.6 100.0

학력
초등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무응답 계

응답수 13 63 60 28 7 54 225
% 5.8 28.0 26.7 12.4 3.1 24.0 100.0

품목 응답자 수 %
난 61 27.1

파프리카 61 27.1
감귤 103 45.8
계 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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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관련 품목의 연간 출하금액

 응답자의 연간출하 금액은 구간별로는 천만원이하라는 응답자가5 44.9%

로서 가장 많으며 천만원 억원이라는 응답은 임5 ~1 23.1% .

표 응답자 출하금액별 분포3-5.

영농경력

 영농경력은 년 이하인 응답자가 년 년인 응답자는10 30.7%, 11 ~20

의 순이며 난의 경우 비교적 영농경력이 짧은 생산자가 많았음24.9% .

표 응답자 영농경력별 분포3-6.

계약재배 여부

 계약재배 여부에 대해서는 가 계약재배 중이라고 응답하여 농산물46.2%

중 타 품목에 비해 계약재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파프리카는 수출계약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감귤의 경우에도 수

급안정 사업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계약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임.

표 응답자 계약재배 여부3-7.

금액
만원5,000

이하

5,000
만원~
억원1

억1 ~
억1
천만원5

억 천1 5 ~
억원2

억원2
이상

무응답 계

응답수 101 52 11 19 18 24 225
% 44.9 23.1 4.9 8.4 8.0 10.7 100

년수
년10

이하

11~

년20

21~

년30

31~

년40

년41

이상
무응답 계

응답수 69 56 62 25 7 6 225
% 30.7 24.9 27.6 11.1 3.1 2.7 100.0

계약재배

여부
계약재배 중

계약재배

하지 않음
무응답 계

응답수 104 115 6 225
% 46.2 51.1 2.7 100.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77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 설문 결과감귤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 설문 결과감귤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 설문 결과감귤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 설문 결과(3)(3)(3)(3)

감귤 생산자 명 중 현행 자조금의 운영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103

생산자는 명에 불과하여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바2 ,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자조금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자조금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감귤 생산자들

이 자조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개념에 대한 이해도3-8.

현재 감귤 자조금 실시여부에 대한 인지도

 자조금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현재 감귤 자조금이 실

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가 실시하고 있다81.4%

고 응답하여 제도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표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실시여부에 대한 인지도3-9.

감귤 자조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 명에게는 자조금의13

필요성에 대해 질문

 응답자 중 에 해당하는 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53.8% 7

고 응답한 생산자도 에 달하여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46.2%

목적
정부 예산으로

소득지원

정부의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생산자의

거출에 의한

소비촉진 사업

농협의

자금조성으로

소비촉진 사업

모름 계

응답수 0 0 70 0 33 103
% 0.0 0.0 68.0 0.0 32.0 100.0

실시여부 실시중 미 실시 계
응답수 57 13 70
% 81.4 1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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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3-10.

다만 응답자 명 중 인 명이 향후 감귤자조금을 실시한다면 자조13 46.2% 6

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생산자에 대한 의식교육을 통해 자조

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짐.

표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 의향3-11.

현재 자조금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감귤 자조금이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한 명에게 현재 누가 자조금을 부57

담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인 명이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응71.9% 41

답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응답함.

 현재 감귤 자조금은 농협이 자체부담으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과 다르게 응답한 것은 자조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실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

단됨.

표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 부담주체에 대한 응답3-12.

필요성 여부 필요 불필요 계
응답수 7 6 13
% 53.8 46.2 100.0

자조금 부담 가능성 부담 가능 부담 불가능 계
응답수 6 7 13
% 46.2 53.8 100.0

농협 농가 정부
농협 및

농가
모름 계

응답수 2 41 1 9 4 57
% 3.5 71.9 1.8 15.8 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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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4) ,(4) ,(4) ,(4) ,

자조금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 조사는 난 파프리카 생산자에 대해서만 실,

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귤 생산자는 조합에서 자조금을 대납함으로

써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상

세한 평가는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난 파프리카 생산자에 대해서만 설문, ,

조사 결과를 논의하기로 함.

현행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현행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현행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현행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

자조금 제도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

 난 파프리카 공히 이상의 생산자들이 자조금에 대해 보통 이상의, 97%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표( 3-13).

표 난 파프리카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3-13. ,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이라는 용어를 알게된 경로

 자조금이라는 용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품목별로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절대다수인 의 응답자가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를91%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조금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계통출하

구 분
매우 잘
알고 있음
(=5)

조금 알고
있음
(=4)

보통

(=3)

잘모름

(=2)

전혀 모름
(=1)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27 26 7 1 0 61

4.3
% 44.3 42.6 11.5 1.6 0.0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9 29 11 2 0 61
4.1

% 31.1 47.5 18.0 3.3 0.0 100.0

계
응답수 46 55 18 3 0 122

4.2
% 37.1 46.0 14.5 2.4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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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소속 생산자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자조금 용어를 알게 된 경로3-14.

의무자조금 및 임의 자조금에 대한 구분여부

 자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라도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을 구분

하는 경우는 에 불과하여 절반이상의 생산자가 임의자조금과 의무42.6%

자조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구분 여부3-1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의무자조금에 동의 여부

 의무자조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응답자 명 중 의무자조금제95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이 비슷함.

구분
라디오TV,

등 대중매체

농업

기술센터

농협 기타,

생산자단체
인터넷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타 계

난
응답수 0 0 58 0 2 1 61
% 0.0 0.0 95.1 0.0 3.3 1.6 100.0

파프리

카

응답수 0 1 53 2 1 4 61

% 0.0 1.6 86.9 3.3 1.6 6.6 100.0

계
응답수 0 1 111 2 3 5 122
% 0.0 0.8 91.0 1.6 2.5 4.1 100.0

구 분

매우 잘

알고 있음

(=5)

조금 알고

있음

(=4)

보통

(=3)

잘 모름

(=2)

전혀 모름

(=1)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11 15 5 21 9 61

3.0
% 18.0 24.6 8.2 34.4 14.8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1 15 2 15 18 61
2.8

% 18.0 24.6 3.3 24.6 29.5 100.0

계
응답수 22 30 7 36 27 122

2.9
% 18.0 24.6 5.7 29.5 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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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의 경우는 대부분의 물량이 공판장 경매시장 을 통해 출하되며 낙찰시( )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조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무자조금제와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음.

 파프리카의 경우는 비계통출하기관인 개별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가 자발( )

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회원들 생산자 은 자조금단( )

체에 강한 충성심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무자조금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의무자조금제에 반대하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도 의

무자조금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자조금사업에 비교적 협조적인 난 및 파프리카 생

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품목에서는,

의무자조금에 대한 반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의무자조금에 동의하는지 여부3-16.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 명에 대해서* 95
만 질문

유통업자의 참여여부

 자조금 사업을 통해 소비 유통이 촉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통업자와ㆍ

수입업체까지도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들도 자조금을 납부해야하는

가에 대해 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65.3%

 난의 경우는 수입란 동양란 의 시장잠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미 수입업( )

체 유통업체에서도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거출강제가 가,

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물량이 공판장 경매시장 을 거치고 있기 때문임( ) .

구 분 예 아니오 계

난
응답수 30 22 52
% 57.7 42.3 100.0

파프리카
응답수 20 23 43
% 46.5 53.5 100.0

계
응답수 50 45 95
% 52.6 4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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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두 품목 모두 수입산에 의한 시장잠식율이 높은 품목으로서 생산자

들이 이점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표 유통업체의 자조금 참여 여부3-17.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 명에 대해서만 질문* 95

현행자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의 생산자들은 현행 자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64.9%

로 나타남.

 난의 경우는 산지폐기시 직접적인 폐기보상금이 지원되고 파프리카의 경,

우는 수출홍보 판촉캠페인 등 직접적인 판매촉진 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

들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임.

 다만 난의 경우 자조금의 대부분이 폐기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비록 생산,

자 호응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자조금 본연의 목적과는 다소 괴리되어 있

다고 판단됨.

 파프리카 자조금은 난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고 부정적인 평

가가 다소 적은데 이는 난 자조금은 준강제적 성격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조성되는데 비해 파프리카 자조금은 자발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 조사 결과 또한 자조금사업이 활성화된 품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

지 않은 품목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구 분 예 아니오 무응답 계

난
응답수 38 13 1 52
% 73 25 2.0 100.0

파프리카
응답수 24 16 3 43
% 55.8 37.2 7.0 100.0

계
응답수 62 29 4 95
% 65.3 30.5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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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행 자조금 전반에 대한 평가3-18.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평가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평가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평가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평가□□□□

원예분야 자조금의 필요성

 난 및 파프리카는 현행 자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분야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 표(

3-19)

 상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품목은 현행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원예분야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

인 것으로 조사됨.

표 원예분야 자조금의 필요성3-19.

원예분야 자조금이 필요한 이유

 원예분야 자조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명의 응답자들 중 가 그108 61.1%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4 15 5 24 13 61

3.4
% 6.6 24.6 8.2 39.3 21.3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0 10 10 28 13 61
3.7

% 0.0 16.4 16.4 45.9 21.3 100.0

계
응답수 4 25 15 52 26 122

3.6
% 3.3 20.5 12.3 42.6 21.3 100.0

구 분 필요 불필요 계

난
응답수 50 11 61
% 82.0 18.0 100.0

파프리카
응답수 58 3 61
% 95.1 4.9 100.0

계
응답수 108 14 122
% 88.5 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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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가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들, 25.9%

고 있음 표( 3-20).

 이러한 결과는 생산자들에 있어 장기적인 품목발전보다는 현실적이고 직

접적인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다시말해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생산자들에게 화폐형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폐기보상이라는 형태로 환원되고 있어 자조금에 대한 생

산자들의 인식이 다소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소비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난 생산자들이 약간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이,

는 난을 포함한 화훼 생산자 단체에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원예분야 자조금이 필요한 이유3-20.

문항 에서 원예분야 자조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명에게만 질문* 5 108

원예분야 자조금이 불필요한 이유

 자조금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자조금 납부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보다 사

업성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임승차 등에 따라 불공평성이 있기 때문이라

고 응답하였음 표( 3-21).

 특히 자조금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생산자 명 중 가 사업성과14 57.1%

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파프리카 생산자들은 모두 사업성과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

구 분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가격안정

생산자
교육및
정보제공

생산자
의견대변

기타 계

난
응답수 17 27 1 2 3 50
% 34.0 54.0 2.0 4.0 6.0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1 39 6 2 0 58

% 19.0 67.2 10.3 3.4 0.0 100.0

계
응답수 28 66 7 4 3 108
% 25.9 61.1 6.5 3.7 2.8 100.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85

사되어 품목별로도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음.

표 원예분야 자조금이 불필요한 이유3-21.

원예분야 자조금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명에게만 질문* 14

현행 자조금사업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

 현행 자조금이 생산자 소득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에 이르나 부정적인 응답자도 에 달해 생산자들이 체52% 38.5%

감하는 자조금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2).

 품목별로는 난 생산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다소 많고 파프리카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표 자조금 사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3-22.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이 유
난 파프리카 계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자조금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0 0.0 0 0.0 0 0.0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5 45.5 3 100.0 8 57.1
무임승차 등 불공평성 때문에 3 27.3 0 0.0 3 21.4
현 상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0 0.0 0 0.0 0 0.0

기타 3 27.3 0 0.0 3 21.4
계 11 100.0 3 100.0 14 100.0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8 26 4 21 2 61

2.7
% 13.1 42.6 6.6 34.4 3.3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2 11 7 32 9 61
3.6

% 3.3 18.0 11.5 52.5 14.8 100.0

계
응답수 10 37 11 53 11 122

3.1
% 8.2 30.3 9.0 43.4 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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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

 자조금 사업 중 홍보 및 광고 판촉이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비,

율은 로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50.9%

나타났음 표( 3-23).

 난은 파프리카에 비해 홍보 및 광고의 소득효과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난

자조금 중에서 소비홍보에 사용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소비자홍보 및 판촉 사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3-23.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파프

리카 생산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준임 표( 3-24).

표 교육 및 정보제공이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3-24.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긍정
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6 20 10 21 4 61

3.0
% 9.8 32.8 16.4 34.4 6.6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5 6 13 23 14 61
3.6

% 8.2 9.8 21.3 37.7 23.0 100.0

계
응답수 11 26 23 44 18 122

3.3
% 9.0 21.3 18.9 36.1 14.8 100.0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7 28 8 16 2 61

2.6
% 11.5 45.9 13.1 26.2 3.3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4 13 8 24 12 61
3.4

% 6.6 21.3 13.1 39.3 19.7 100.0

계
응답수 11 41 16 40 14 122

3.0
% 9.0 33.6 13.1 32.8 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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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폐기 등 수급조절 사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부

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많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조금에 의한 수,

급조절로는 가시적인 소득증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표( 3-25).

 수급조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난 생산자가 파프리카 생산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수급조절 사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3-2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연구개발이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난 생산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

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6).

표 연구개발이 소득증대에 영향을 준 정도3-26.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17 19 4 18 3 61

2.5
% 27.9 31.1 6.6 29.5 4.9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6 19 12 16 8 61
3.0

% 9.8 31.1 19.7 26.2 13.1 100.0

계
응답수 23 38 16 34 11 122

2.8
% 18.9 31.1 13.1 27.9 9.0 100.0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25 23 5 6 2 61

2.0
% 41.0 37.7 8.2 9.8 3.3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0 11 14 23 3 61
3.0

% 16.4 18.0 23.0 37.7 4.9 100.0

계
응답수 35 34 19 29 5 122

2.5
% 28.7 27.9 15.6 23.8 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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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조금 사업 항목 중 생산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홍보 및

판촉으로 나타났으나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에 불과하여 전(3.3)

반적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7).

 품목별로는 파프리카 자조금의 회원 생산자들이 소비자 홍보 및 판촉 사

업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난의 경우는 자조금의 주력 사업인 수급조절에 대한 만족도가 점만점 중5

수준에 불과하여 다소 불만족스럽게 평가하는 생산자가 다수임2.5 .

표 현행 자조금 사업별 생산자 만족도 요약3-27. ( )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

 전체적으로 난 생산자들의 평가가 파프리카 생산자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프리카 자조금은 생

산자들의 자발성과 참여율이 높기 때문임.

 임의자조금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비율과 문제없

다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난 파프리카의 경우 자조, ㆍ

금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 비율이 매우 높은 품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

과임.

세부사업 홍보 및 판촉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조절 연구개발

만족도 평균 3.3 3.0 2.8 2.5
난 3.0 2.6 2.5 2.0

파프리카 3.6 3.4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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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행 자조금의 문제에 대한 인식3-28.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자조금 사업의 연혁이 짧고 구성원이 모두 생산자 단체의

대표들이며 운용자금 규모가 투명성을 문제삼을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자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3-29.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 제도의 효과가 미흡한가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응답이 에40.4%

달하였으나 다소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로 높게 나타32.3%

나 자조금 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생산자들도 많은 것으

로 조사됨 표.( 3-30).

구 분
매우 심각
(=1)

다소 심각
(=2)

보통

(=3)

별 문제
없음
(=4)

전혀 문제
없음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8 18 11 22 2 61

2.9
% 13.1 29.5 18.0 36.1 3.3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5 10 29 14 3 61
3.0

% 8.2 16.4 47.5 23.0 4.9 100.0

계
응답수 13 28 40 36 5 122

2.9
% 10.7 23.0 32.8 29.5 4.1 100.0

구 분
매우 심각
(=1)

다소 심각
(=2)

보통

(=3)

별 문제
없음
(=4)

전혀 문제
없음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7 17 19 15 3 61

2.8
% 11.5 27.9 31.1 24.6 4.9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2 7 25 22 5 61
3.3

% 3.3 11.5 41.0 36.1 8.2 100.0

계
응답수 9 24 44 37 8 122

3.1
% 7.4 19.7 36.1 30.3 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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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조금 제도의 효과의 미흡성에 대한 인식3-30.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 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 생산자들이 심각36.8%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조금의 의의나 거출의무 납부방법 등에 대,

해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자조금 거출방법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3-31.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 법체계 및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응답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난 파프리카 이외 품목의 경우 제도적 미비,

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품목별로는 난 생산자들이 제도불비에 대해 불만이 높음.

구 분
매우 심각

(=1)

다소 심각

(=2)

보통

(=3)

별 문제
없음
(=4)

전혀 문제
없음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9 22 12 15 3 61

2.7
% 14.8 36.1 19.7 24.6 4.9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3 6 21 24 7 61
3.4

% 4.9 9.8 34.4 39.3 11.5 100.0

계
응답수 12 28 33 39 10 122

3.1
% 9.8 23.0 27.0 32.0 8.2 100.0

구 분
매우 심각

(=1)

다소 심각

(=2)

보통

(=3)

별 문제
없음
(=4)

전혀 문제
없음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3 25 11 15 7 61

3.0
% 4.9 41.0 18.0 24.6 11.5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4 13 18 18 8 61
3.2

% 6.6 21.3 29.5 29.5 13.1 100.0

계
응답수 7 38 29 33 15 122

3.1
% 5.7 31.1 23.8 27.0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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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조금 관련 법체계 및 규정의 미비에 대한 문제인식3-32.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다양한 출하경로에 따른 자조금 거출의 어려움

 일반 원예작물과 달리 난 파프리카는 유통경로가 단순하여 거출문제에 대,

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출하경로의 다양성에 따른 자조금 거출 상의 문제인식3-33.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가두캠페인 직판 행사 등 이벤트의 농가소득증대에 도움 여부,

 의 생산자가 가두 캠페인 등의 판매촉진 이벤트가 생산자 소득증대63.9%

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연구조사 교육 등 추상적인 사업보,

다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난 생산자들은 부정적 견해가 많아 의 생산자들이 판촉 이36.1%

구 분
매우 심각

(=1)

다소 심각

(=2)

보통

(=3)

별 문제
없음
(=4)

전혀 문제
없음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5 21 22 10 3 61

2.8
% 8.2 34.4 36.1 16.4 4.9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3 7 31 19 1 61
3.1

% 4.9 11.5 50.8 31.1 1.6 100.0

계
응답수 8 28 53 29 4 122

2.9
% 6.6 23.0 43.4 23.8 3.3 100.0

구 분
매우 심각

(=1)

다소 심각

(=2)

보통

(=3)

별 문제
없음
(=4)

전혀 문제
없음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2 11 12 28 8 61

3.5
% 3.3 18.0 19.7 45.9 13.1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3 3 17 22 16 61
3.7

% 4.9 4.9 27.9 36.1 26.2 100.0

계
응답수 5 14 29 50 24 122

3.6
% 4.1 11.5 23.8 41.0 1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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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조금사업 중 판촉이

벤트에 대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이벤트 행사가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3-34.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 제도의 확대 여부

 절대다수인 의 생산자가 자조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81.5%

써 향후 자조금 사업을 확대추진할 시 생산자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됨 표( 3-35).

 다만 이러한 분석은 계통출하기관을 통해 자조금이 운영되는 타 원예작물,

과 달리 난 파프리카의 경우는 민간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에 주의가 요망됨.

표 자조금 제도 확대실시 여부에 대한 인식3-3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2 20 3 24 12 61

3.4
% 3.3 32.8 4.9 39.3 19.7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2 6 11 27 15 61
3.8

% 3.3 9.8 18.0 44.3 24.6 100.0

계
응답수 4 26 14 51 27 122

3.6
% 3.3 21.3 11.5 41.8 22.1 100.0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4 7 3 24 23 61

3.9
% 6.6 11.5 4.9 39.3 37.7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2 3 4 30 22 61
4.1

% 3.3 4.9 6.6 49.2 36.1 100.0

계
응답수 6 10 7 54 45 122

4.0
% 4.8 8.1 5.6 44.4 3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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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거출금액 비율

 자조금 거출 비율에 대해서는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를 차1% 54.1%

지하여 현행 수준 보다 다소 자조금 거출비율을 높여도 큰 저(0.2~0.8%)

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3-36).

 그러나 이하라는 응답이 에 달하고 기타의견들도 모두 현, 0~1% 35.2% ‘

재수준 으로 응답하여 거출비율을 다소 높인다 하더라도 대폭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표 적당한 자조금 거출 비율에 대한 인식3-36.

정부지원 비율

 현재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 적정한가를 질

문한 결과 생산자 조성금액의 를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가300%

장 많아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37).

 그러나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생산자의 자발적인 거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지나친 정부의 지원은 생산자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라는 자조금의

본연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상향 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구 분
0~

0.2%

0.2~

0.4%

0.4~

0.6%

0.6~

0.8%

1.0%

이상
기타 계

난
응답수 5 10 11 4 25 6 61
% 8.2 16.4 18.0 6.6 41.0 9.8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4 2 6 1 41 7 61

% 6.6 3.3 9.8 1.6 67.2 11.5 100.0

계
응답수 9 12 17 5 66 13 122
% 7.4 9.8 13.9 4.1 54.1 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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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부지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3-37.

기타의견은 생산자 조성금액의 등 정부가 현재보다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응* 500%, 700%
답

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결과□□□□

품목별 자조금 관리위원회 인지여부

 생산자들은 자조금을 관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

이 로서 대부분 사업운영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68.5%

됨.

 민간 단체 주도 파프리카 의 생산자들 중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모른다( )

는 응답이 높게 나타기는 했으나 소속된 생산자 단체와 자조금 단체가 동

일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

다고 보아야할 것임.

표 자조금 관리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3-38.

구 분
생산자
조성금액
의 50%

생산자
조성
금액의
100%

생산자
조성
금액의
150%

생산자
조성
금액의
200%

생산자
조성
금액의
300%

기타 계

난
응답수 4 26 2 6 17 6 61
% 6.6 42.6 3.3 9.8 27.9 9.8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3 17 5 5 30 1 61
% 4.9 27.9 8.2 8.2 49.2 1.6 100.0

계
응답수 7 45 7 11 47 7 124
% 5.6 36.3 5.6 8.9 37.9 5.6 100.0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난
응답수 53 8 61
% 86.9 13.1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31 30 61

% 50.8 49.2 100.0

계
응답수 85 39 124

% 68.5 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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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대부분 위원회의 활

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난의 경우 자조금의 대부분을 폐기보상에 사용하고 있으며 파프리카는 수

출계약이 많아 해외판촉 등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등 사업내용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점척도로 보아도 두 품목 생산자 모두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 중간이5

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자조금 관리 위원회에 대한 평가3-39.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생산자에게만 질문*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자금 관리

 자조금 사업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조금의 용도가 생산자가 직

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데다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자금관리

의 불합리성한 큰 문제제기는 없음.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5 7 15 21 5 53

3.3
% 9.4 13.2 28.3 39.6 9.4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 3 9 10 8 31
3.7

% 3.2 9.7 29.0 32.3 25.8 100.0

계
응답수 6 10 24 32 13 85

3.4
% 7.1 11.8 28.2 37.6 1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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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자금관리 투명성에 대한 인식3-40.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 사업의 성과 사용내역에 대한 홍보

 자조금 사업의 성과 및 사용내역의 홍보는 상기 투명성에 대한 질문과 관

련되는 항목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이지만 투명성에 대한 질문과는 달리 다

소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일부 있어 생산자들에게 사업의 집행내역과 성과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표 자조금 사업의 성과 및 사용내역의 홍보에 대한 인식3-41.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7 5 17 16 8 53

3.2
% 13.2 9.4 32.1 30.2 15.1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 2 10 11 7 31
3.7

% 3.2 6.5 32.3 35.5 22.6 100.0

계
응답수 8 7 27 27 15 84

3.4
% 9.5 8.3 32.1 32.1 17.9 100.0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6 12 7 21 7 53

3.2
% 11.3 22.6 13.2 39.6 13.2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 5 7 10 8 31
3.6

% 3.2 16.1 22.6 32.3 25.8 100.0

계
응답수 7 17 14 31 15 84

3.4
% 8.3 20.2 16.7 36.9 17.9 100.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97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생산자들의 의견으로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

협에 맡겨도 된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고 별도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

하거나 전적으로 민간 생산자 단체로 구성해야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이같은 결과는 농협에 전적으로 사업운영을 맡길 경우 일반 판매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산자들의 불신이 반영된 것으

로 자조금관리 및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협이외 생산자 대

표가 반드시 관리위원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함.

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인식3-42.

자조금 조성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자조금 조성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자조금 조성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자조금 조성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

현행 거출방식에 대한 인식

 현재 난 파프리카는 출하 경락 시 일정 비율을 자동공제하는 방식을 채택, ( )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생산자가 대부

분임.

구 분
농협중앙회
중심

지역 농협
중심

농협과
생산자
단체를
포함하여
구성

농협을
배제하고
생산자
단체로만
구성

정부의
직접 관리

계

난
응답수 7 2 26 11 7 53
% 13.2 3.8 49.1 20.8 13.2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 0 12 17 1 31

% 3.2 0.0 38.7 54.8 3.2 100.0

계
응답수 8 2 38 28 8 84
% 9.5 2.4 45.2 33.3 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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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행 자조금 거출방식에 대한 평가3-43.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자조금 부담의무 주체

 자조금의 부담주체가 생산자이어야한다는 응답은 에 불과하였고 대9.8%

다수가 생산자 및 농협이 반반씩 부담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의견

도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응답함100% .

 이같은 결과는 생산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산,

자들이 지출에는 인색하면서 혜택은 누리려고 한다는 자조금 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견해가 일정부분 타당함을 반영함.

표 자조금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3-44.

차등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

 품목에 관계없이 자조금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구 분
매우
부정적
(=1)

다소
부정적
(=2)

잘 모름

(=3)

다소
긍정적
(=4)

매우
긍정적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3 6 5 30 17 61 3.9
% 4.9 9.8 8.2 49.2 27.9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 3 9 30 18 61 4.0

% 1.6 4.9 14.8 49.2 29.5 100.0

계
응답수 4 9 14 60 35 122 3.9
% 3.3 7.4 11.5 49.2 28.7 100.0

구 분 농가 100%
농가와
농협이
반반씩

농협 100% 기타 계

난
응답수 3 50 6 2 61
% 4.9 82.0 9.8 3.3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9 44 5 3 61

% 14.8 72.1 8.2 4.9 100.0

계
응답수 12 94 11 5 122
% 9.8 77.0 9.0 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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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 을 차지하여 차등지원에(70.5%)

대한 거부감은 적은 것으로 해석됨.

표 자조금 단체의 성과별 차등지원에 대한 동의여부3-45.

지역별 자조금 단체 구성의 필요성

 지역별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생산자가 필요하다고 응답

 난의 경우는 자조금 사업 출범시부터 지역별로 회원단체간 알력이 존재하

였고 파프리카의 경우는 생산지역이 전북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전국적으로 생산자가 산재되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특별히 상

반될 가능성도 적은 타 원예작물의 경우는 지역별 단체 구성에 대한 유인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지역별 자조금 단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3-46.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5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계

난
응답 37 18 6 61
% 60.7 29.5 9.8 100.0

파프리카
응답 49 9 3 61
% 80.3 14.8 4.9 100.0

계
응답 86 27 9 122
% 70.5 22.1 7.4 100.0

구 분
매우 필요
(=1)

약간 필요
(=2)

보통
(=3)

별로
불필요
(=4)

전혀
불필요
(=5)

계

응답수
평균
점수

난
응답수 14 14 5 16 12 61

3.0
% 23.0 23.0 8.2 26.2 19.7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23 11 11 8 8 61
2.5

% 37.7 18.0 18.0 13.1 13.1 100.0

계
응답수 37 25 16 24 20 122

2.7
% 30.3 20.5 13.1 19.7 16.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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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조금 단체 구성시 우선 품목

 지역 자조금 단체 구성시 우선되어야할 품목은 조미채소류와 시설채소류

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응답자 자신의 재배품목을 주로 응답한 결과이기

때문에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지역 자조금 단체 구성시 우선되어야할 품목3-47.

정부간 지원분담

 지역별 자조금 단체 구성시 정부의 지원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반반씩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 대

등한 것으로 조사됨.

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적정한 지원비율에 대한 인식3-48.

구 분 과실류
노지

채소류

시설

채소류

조미

채소류
화훼류

친환경

농산물
기타 계

난
응답수 1 4 3 47 0 6 0 61
% 1.6 6.6 4.9 77.0 0.0 9.8 0.0 100.0

파프

리카

응답수 1 0 40 0 2 18 0 61

% 1.6 0.0 65.6 0.0 3.3 29.5 0.0 100.0

계
응답수 2 4 43 47 2 24 0 122
% 1.6 3.3 35.2 38.5 1.6 19.7 0.0 100.0

구분
난 파프리카 계

응답수 % 응답수 % 응답수 %
중앙정부 100% 14 23.0 31 50.8 45 36.9
중앙정부 지방정부> 9 14.8 11 18.0 20 16.4
중앙정부 지방정부= 28 45.9 15 24.6 43 35.2
중앙정부 지방정부< 4 6.6 3 4.9 7 5.7
지방정부 100% 2 3.3 1 1.6 3 2.5

기타 4 6.6 0 0.0 4 3.3
계 61 100.0 61 100.0 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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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난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감귤처럼 생산자 단체가 생산자를 대신하여 자조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생산자들이 사업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도 거출방식 등,

에 대한 평가가 무의미함.

 난 파프리카의 경우는 자조금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생산자 이해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나 조합이 대납하고 있는 감귤의 경우에는 생산자 이해

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난의 경우는 유통경로의 단순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생산자가

거출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파프리카는 자발적인 자조금 운영으로 생산

자의 참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반면 산지조합이 실질적인 자조금 부담을 지고 있는 감귤의 경우는 자조

금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수준 이지만 실제 사업운영방식에(68%)

대해서는 대부분의 생산자 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96.5%) .

품목별 유통경로의 단순성 난 또는 생산자의 자발성 여부 파프리카 에 따( ) ( )

라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가 상이하다는 것은 향후 자조금

제도 개선도 유통경로 개선 및 생산자 자발성 촉진과 동시에 추구되어야함

을 시사함.

 즉 유통경로 개선과 생산자 의식개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목표들,

이고 타 정책사업들에서 추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개선도

타 정책사업들과의 연관성 하에서 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 추진되어야함.

품목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생산자들의 이해가

부족함.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 생산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88.5%

였으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이라는 응(61.1%)

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이는 생산자들이 공통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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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하고 있어 자조금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

과 동일한 결과임.

 따라서 자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품목 공통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지속적인 생산자 교육이 추진될 필

요가 있음.

자조금 거출방식에 대해서는 생산자 의식개선을 추구하되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과 조합부담을 지속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대부분의 생산자가 생산자 조성규모 대비 정부지원이 이상이루어져50%

야 한다 표 는 의견이며 그마저 농협과 반반씩 부담하겠다( 3-48. 88.8%)

는 응답 이 가장 많음(77%) .

 따라서 생산자의 의식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지원 또는

조합부담을 단시일내에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자의 반발을 초래하여

참여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이 연구에서 조사된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평가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가 높은 난 파프리카 생산자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평가도 긍정적으로 평가 표 된 측면이 있음( 3-18. 63.9%) .

 따라서 감귤과 같이 생산자 이해도나 참여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생산자

만족도도 크게 낮을 수 있으므로 설문결과를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일례로 의무자조금제에 대한 동의여부 표 에 대해 난 파프리카 생( 3-15) ,

산자들의 가 찬성하였으나 다른 품목 생산자들은 이보다 매우 낮은52.6%

찬성율을 보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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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제 절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2222

정책목표의 타당성정책목표의 타당성정책목표의 타당성정책목표의 타당성1)1)1)1)

생산자 자율에 의한 품목별 발전과 이익추구라는 정책목표는 타당생산자 자율에 의한 품목별 발전과 이익추구라는 정책목표는 타당생산자 자율에 의한 품목별 발전과 이익추구라는 정책목표는 타당생산자 자율에 의한 품목별 발전과 이익추구라는 정책목표는 타당□□□□

한국 농업구조는 영세소농 생산체제로 약술되는 바 대형화되고 있는 소비,

지유통과 시장개방이라는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자조금 제도는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자율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정책목표는 타당하

다고 할 것임.

품목별 발전대책이 부족한 산지유통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

 농안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던 수급안정 사업도 년을 시작으로 산지유2007

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중 품목별 지원정책

이 부족해짐.

 자조금 제도는 품목 고유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정부정책

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

정책대상 및 수단의 적합성정책대상 및 수단의 적합성정책대상 및 수단의 적합성정책대상 및 수단의 적합성2)2)2)2)

정책대상의 불명확정책대상의 불명확정책대상의 불명확정책대상의 불명확□□□□

자조금 제도의 수혜자인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간 이해관계 불일치 현상 발

생

 원칙적으로 자조금 제도에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자조금 납부과정을 둘러싸고 양자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있어 두 주체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현행 제도하에서 주요 사업내용들을 실제 수행하는 주체는 생산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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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사업조직 농협 및 농업법인 들( ) 13)임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사업 관련

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자조금 사업의 정책지원 대상과 사업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자조금 단체 생산자 단체 생산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 .

유통업체의 미참여유통업체의 미참여유통업체의 미참여유통업체의 미참여□□□□

현행 자조금 제도는 조성의무자를 생산자 단체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 )

수입업체 유통업체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은 조성의무에서 제외됨, , ( , ) .

 품목 공동의 장기적 발전 추구라는 자조금 제도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은 단지 생산자만이 아니라 관련 유통업체에게도 돌아가기 때

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들에게도 자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 타당함.

 현재와 같이 유통업체들이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영세한 생산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조성한 자조금에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빚을 것임.

자조금 조성방식 및 규모의 적절성자조금 조성방식 및 규모의 적절성자조금 조성방식 및 규모의 적절성자조금 조성방식 및 규모의 적절성3)3)3)3)

생산자 단체의 대납경향 일반화와 생산자 참여도 미흡생산자 단체의 대납경향 일반화와 생산자 참여도 미흡생산자 단체의 대납경향 일반화와 생산자 참여도 미흡생산자 단체의 대납경향 일반화와 생산자 참여도 미흡□□□□

자조금 제도의 원래 취지는 생산자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여 자조활동을 수

행한다는데 있으나 대부분 품목의 자조금이 생산자 단체가 대납하여 조성

되고 있으므로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생산자가 자조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음.

 수혜자는 생산자임에도 납부의무는 조합이 지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산지조합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13) 자조금 사업은 생산자 단체와 별개로 자조금 단체에서 수행해야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산지조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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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됨.

임의조성방식에 의해 무임승차 및 회원기관 개별 사업 빈발임의조성방식에 의해 무임승차 및 회원기관 개별 사업 빈발임의조성방식에 의해 무임승차 및 회원기관 개별 사업 빈발임의조성방식에 의해 무임승차 및 회원기관 개별 사업 빈발□□□□

임의자조금을 통해 품목 공통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문

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개별 생산자 단체의 자율사업이 관행화되는 원

인이 됨.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자조금단체가 품목 공통의 사업을 실시할 명분이 부

족하므로 회원기관이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함.

개별 생산자 단체의 자율사업은 자체 브랜드 사업 수익사업을 추구하기ㆍ

때문에 자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성과평가가 곤란해지는 원

인이 됨.

 개별 회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일회성 판매촉진 특정 브랜드,

홍보 소속 출하자 연수교육 등인 바 이같은 사업들의 종합이 곧 품목의, ,

장기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회원기관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들은 자조금 사업과 별개로 자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조금을 개별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은 금

지해야함.

자조금 조성 규모의 미미함자조금 조성 규모의 미미함자조금 조성 규모의 미미함자조금 조성 규모의 미미함□□□□

년의 경우 총 자조금 조성 규모는 정부지원 포함 억원 수준으로 네2004 42

덜란드 천억원 미국 억원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함1 , 377 .

 조성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어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도 발생함.

 조성규모가 부족한 것은 생산자 단체 참여율이 낮고 외국과 달리 유통업( )

체의 참여도 없기 때문임.

 따라서 생산자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유통업체까지도 포괄함으로써 한

편으로는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성규모를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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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음14).

표 년 주요 국가별 자조금 조성 규모3-49. 2004

단위 백만원:

는 정부지원 포함금액* ( )
자료 농림부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 자조금활성화 토론회 자료집* : , , - , 2005.「 」

자조금 단체의 생산자 대표성 부족자조금 단체의 생산자 대표성 부족자조금 단체의 생산자 대표성 부족자조금 단체의 생산자 대표성 부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자조금 회원기관의 사업물량이 전국 생산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체 생산자를 대표하지 못함.

 또한 산지유통 구조의 낙후성과 생산자의 인식부족 때문에 사업물량을 빠

른 속도로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산지유통 구조혁신과 동시에 생산자 의식제고 노력을 동시에 추진

함으로써 사업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결과로서 생산자 대표성을 획득

해야함.

거출시점이 취급물량 비례원칙과 불일치거출시점이 취급물량 비례원칙과 불일치거출시점이 취급물량 비례원칙과 불일치거출시점이 취급물량 비례원칙과 불일치□□□□

원칙적으로는 출하물량에 비례하여 자조금이 거출되어야하나 실제로는 전

년도 실적을 기준하여 자조금이 거출되므로 취급물량 금액 비례원칙이 엄( )

밀히 지켜지지 않음.

 참다래 파프리카 화훼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예작물은 유통구조가 단일화, ,

되지 않아 당해년도의 시세에 따라 계통출하 비율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자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준은 전년도 취급물량임.

 따라서 취급물량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거출토록한 자조금 부과의

14)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년도부터는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조금 거출 비율을 생산액 또는2006
출하액의 까지 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조금 조성규모 확대 및 정부지원증가의3%
계기를 마련하였음.

국가 한국 네덜란드 미국
조성액 2,100(4,200) 108,000 3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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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엄밀히 적용되지 않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므로 당해연도의 상황에 적합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움.

 또한 회원기관이 납부의무자가 되는 현상도 사전에 조성규모를 확정함으

로써 사업계획 수립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

됨.

 그러나 거출시점 거출기준 이 당해연도 출하상황과 불일치함으로써 전년( )

도와 다른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15)해질 수 있음.

정부 지원의 타당성 문제정부 지원의 타당성 문제정부 지원의 타당성 문제정부 지원의 타당성 문제□□□□

자조금 제도의 선도국가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

해주는 경우는 없음.

 미국의 경우 해외수출에 대해 단체별로 만 만 달러 내외의 지원을10 ~20

하는 예외는 있으나 그 외 국내활동에 대해 지원 사례는 없음.

 자조금은 라는 조어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생산자들[self-help fund]

의 자구책이므로 정부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정부의 지원은 보조금 감축을 의무화하는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불WTO

합치 가능성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세계농업협상이 각종 국내보조금을 예외없이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조금 지원도 예외일 수 없음.

 자조금 지원은 그 금액은 적으나 실질적인 보조금이므로 규정상 총WTO

국내보조에 해당되어 감축대상이 됨.

 농안법 시행령 제 조 항에서도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8 4 “

하는 범위안에서 라고 규정하여 정부지원이 농업협정의 범위안.....” WTO

15) 전년도 계통출하 물량이 적을 경우 금년 사업계획을 소극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계통출
하물량이 급증한다면 신속한 대응 공격적인 판매촉진 이 곤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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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가능한 제도임을 명확히 규정함.

장기적으로 정부지원을 감축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현 단계에서는 정ㆍ

부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현 단계에서 정부지원을 축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자조금 사업 자체가 중

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이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정부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기에 자조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생산자 인식 제고 관련 제도,

정비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 시행해야함.ㆍ

정부지원의 중단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생산자 스스로 조성해야하지만 한국 농업의 영세성

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자조금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정부지원은 축소 내지 중단되

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함.

 지원 중단시 주요 판단기준은 품목별 총 생산액 대비 자조금 조성규모 총,

생산량 대비 회원기관의 취급률 자조금 단체와 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

립성 자조금의 의무화 여부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자조금 사업내용 및 집행상의 문제점자조금 사업내용 및 집행상의 문제점자조금 사업내용 및 집행상의 문제점자조금 사업내용 및 집행상의 문제점4)4)4)4)

다른 정책과의 사업내용 중복 및 정책분류의 문제점다른 정책과의 사업내용 중복 및 정책분류의 문제점다른 정책과의 사업내용 중복 및 정책분류의 문제점다른 정책과의 사업내용 중복 및 정책분류의 문제점□□□□

현행 자조금 제도가 표방하는 사업내용은 여타 정부정책과 중복되는 경우

가 많음 표( 3-50).

 자조금 제도의 사업내용 중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사업은 수급안정

사업과 정부수매 비축사업 출하조절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음, .ㆍ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교육 등의 사업도 농식품 소비촉진사업, ,ㆍ

수출진흥 사업 유통교육 훈련 사업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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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농안기금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자조금 사업은 장기적

인 품목 관련 산업발전과 생산자 이익도모라는 고유의 사업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자조금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농안기금 지원 실적3-50.

단위 백만원:

자료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안기금 업무편람* : , , 2005ㆍ 「 」

정책의 중복성은 농안기금 및 농안법령 상 자조금 제도의 분류가 출하조( )

절 사업내 세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일부 원인이 있음.

 자조금 제도의 본질은 수급조절 출하조절 이 아니라 생산자 자율에 의한( )

자구대책이므로 별도 사업부문을 신설하거나 관련 정책에 편입되어야함.

 또한 정책의 재분류를 위해서는 농안법 개편 또는 향후 청과물유통법 도,

입시 자조금 정책을 어느 법령에 편입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함.

일회성 이벤트 행사 선심성 사업 집행 빈발일회성 이벤트 행사 선심성 사업 집행 빈발일회성 이벤트 행사 선심성 사업 집행 빈발일회성 이벤트 행사 선심성 사업 집행 빈발,,,,□□□□

자조금 조성규모가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일회성

항 목 사업명 사업 내용 대상 품목( ) 실적 금액( )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수급안정

사업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촉진,

노지 시설채소 개 품목12ㆍ

과실 개품목4
854,520

수매 비축ㆍ

사업

저장성 농산물의 수매 비ㆍ

축을 통한 가격안정

채소류 과실류 서류 약용, , ,

류 종자 중 저장성 품목,
670,088

출하조절 사업

자조금 포함( )

비저장성 농산물의 시장격

리를 통한 가격안정
원예작물 중 비저장성 품목 6,952

판로

확대

농식품

소비촉진사업

가공산업육성( )

판매 홍보지원을 통한 농ㆍ

식품 수요기반 확대
산지가공 업체 1,523

수출진흥

사업

국제 박람회 특판전 대, ,

중광고를 통한 수출수요

창출

유통공사

생산자 단체( )
13,399

기타
유통교육

훈련사업

유통 및 수출종사자에 대

한 전문지식 함양지원

유통업체 및 수출업체 종사

자
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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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시장개척 신상품 개(

발 해외시장 개척 등 이 필요하나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많은 비용, )

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움.

 또한 개별 회원기관의 선심성 사업계획이 추인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의

자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책의 효과성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정책의 효과성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정책의 효과성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정책의 효과성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5) ,5) ,5) ,5) ,

정책의 효과성 부족정책의 효과성 부족정책의 효과성 부족정책의 효과성 부족□□□□

자조금 단체에 소속된 회원기관의 개별 사업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품목

공통이익 추구라는 자조금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조성된 자금 중 상당부분이 회원기관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별 산지

또는 브랜드 홍보사업 지역 생산자에 대한 교육사업 등에 지출되고 있어,

품목 공통이익의 추구라는 자조금 본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내용들로 인해 핵심 사업내용이 정의되지 않아 정

책의 효과성이 떨어짐.

 현행 자조금 사업이 표방하는 사업내용은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조사, ,

등이나 이들 사업은 매우 광범위하며 기존 정부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음.

 그 결과 정부사업의 효과와 자조금 사업의 효과를 분리 측정하기도 곤란ㆍ

함.

성과 측정의 문제점성과 측정의 문제점성과 측정의 문제점성과 측정의 문제점□□□□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는 시행기간이 짧아 아직 성과측정을 실시할 단계

에 이르지 못한 품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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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 제도는 년 참다래와 파프리카부터 시작되어 년 현재 사2000 2006

업기간이 년이 지났으나 사업 연혁이 불과 년에 불과한 품목들이 다6 1~2

수임.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관련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하

고 그 결과 성과측정을 실시할 최소한의 수준 사업경험 조성규모 사무국( , ,

의 독립성 등 에조차 미달하는 단체가 많음) .

표 품목별 자조금 사업 연혁3-51.

자료 농림부 년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년도 상반기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 심* : , “‘05 ‘06

의 자조금분과위원회 심의자료”, , 2006.

자조금 단체간 성과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자조금 단체간 성과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자조금 단체간 성과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자조금 단체간 성과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사업기간이 길거나 조성금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참다래 파프리카 감귤 등, ,

의 경우에도 명확한 성과측정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음.

 평가체계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확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

목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있음.

현행 자조금 사업을 평가하기 곤란한 것은 사업목표 및 내용 제반 제도 등,

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음.

 정책사업의 성과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 및 그 추진도에 의해 측정됨.

 그러나 현행 자조금 제도는 목표 자체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적

을 추산하거나 목표와의 대비가 곤란함.

시행 연도 품 목
2000 참다래 파프리카,
2003 사과 감귤 시설포도 난 고랭지채소 겨울배추, , , , ,
2004 단감 배 선인장, ,
2005 양파 가지 토마토 분화 및 절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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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단체의 특성에 따른 성과의 양분화자조금 단체의 특성에 따른 성과의 양분화자조금 단체의 특성에 따른 성과의 양분화자조금 단체의 특성에 따른 성과의 양분화□□□□

농협계통 자조금 단체와 민간 자조금 단체의 성과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정확한 성과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년도에 잠정적으로 각2006

자조금 단체별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개 품목중 상위17

개품목 파프리카 참다래 시설포도 은 모두 민간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3 ( , , )

는 자조금 단체들이었음 표( 3-52).

민간 단체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경우 파프리카 참다래 이기 때문에 원천적( , )

으로 생산자의 참여의식이 높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어 사업성과가 매우 높음.

표 품목별 자조금 단체 예비 평가 결과3-52.

당근은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
감점 사업 목적 외 지출사항* :
자료 농림부 년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년도 상반기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 심* : , “‘05 ‘06

의 자조금분과위원회 심의자료”, , 2006.

순위 품목명 총점
자조금 조성 및
집행실적 (40)

품목 대표성
(25)

자조금
활용도
(20)

개방성및
자율성
(15)

감점

1 파프리카 80 30 17 20 15 -2
2 시설포도 78 40 17 10 13 -2
3 참다래 72 35 17 13 8 -1
4 사과 69 30 12 20 7 0
4 분화 69 26 17 15 12 -1
6 단감 67 40 12 10 6 -1
7 난 64 26 17 10 12 -1
8 절화 59 26 12 13 9 -1
9 겨울배추 56 25 12 10 10 -1
9 노지포도 56 24 12 13 8 -1
9 토마토 56 24 17 10 8 -3
12 감귤 55 26 12 13 7 -3
13 양파 52 26 12 10 6 -2
14 배 51 22 12 10 7 0
15 가지 49 19 12 13 6 -1
16 고랭지채소 48 21 12 10 8 -3
17 당근 39 16 12 1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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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계통 자조금 단체라도 유통구조가 일원화된 화훼의 경우는 조성부문이

원활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나 주된 사업내용이

산지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추구라는 자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음.

기타 문제점기타 문제점기타 문제점기타 문제점6)6)6)6)

품목간 협조 체제 미구축품목간 협조 체제 미구축품목간 협조 체제 미구축품목간 협조 체제 미구축□□□□

해외의 경우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특정 품목에 특화하여 생산 유통하ㆍ

므로 자조금 사업도 해당 품목의 관심사항에만 집중할 수 있음.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생산자위원회 하기 해외사례중 네덜란, (

드 참고 를 통해 전반적인 자조금 사업을 조율하고 있음) .

원예 농산물 소비는 다른 품목과 대체 관계를 형성하는데다 한국 농협이

종합농협 형태를 띄고 있어 품목간 협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자조금 제도는 품목간 공조없이 해당 품목의 관심사항에만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짐.

운영 및 관리 상의 비효율운영 및 관리 상의 비효율운영 및 관리 상의 비효율운영 및 관리 상의 비효율□□□□

자조금단체 인정기준 중 자조금 단체별 개별 사무국 운영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산물 소비는 다른 품목과 영향을 주고받으

며 한국 농업이 복합영농 종합농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ㆍ

조금 단체 별로 개별 독립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율이 부족하고 자조금 조성규모도 미흡한데

도 독립 사무국을 운영토록 요구함으로써 사무국의 인건비도 충족하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16)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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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단체의 독립성 미흡자조금 단체의 독립성 미흡자조금 단체의 독립성 미흡자조금 단체의 독립성 미흡□□□□

개념상 자조금단체가 생산자 대표성을 가져야하지만 품목별전국협의회 역

시 생산자 대표성이 있어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모순이 발생함.

 일례로 배의 경우 과수연합회에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사업물량 산

정방식을 둘러싸고 중앙회 주도의 품목별전국협의회와 경쟁양상17)을 보

이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자 단체와는 별개의 독립활동 조직

이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생산자 단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임 하(

기 미국사례 참고).

 품목별전국협의회가 자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자조금

단체가 동일시됨으로써 제 자적 입장에서 품목공통의 사업을 추진하기 어3

려움.

파프리카 자조금처럼 생산자 단체 의 연합체 와 자조금 단체가 동일한 경( )

우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는 생산자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

한 결과 생산자 참여도가 매우 높고 출하경로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에

서 생산자 참여도가 낮으며 출하경로도 복잡한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성격,

상 차이가 있음.

자조금 단체의 독립성 미비는 또한 자조금 조성규모가 매우 적어 별도 전

문인력이나 사무실을 구비하기 곤란하다는 점에도 큰 원인이 있음.

 파프리카 감귤 화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자조금 조성규모가, , 1

억 억원 수준이므로 자체 인력이나 독립 사무실을 구비할 수 없어 농협~2

중앙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16) 파프리카 자조금단 체에서는 현행 제도상 운영비가 자조금 조성액의 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30%
고 있어 전문가 채용이나 전국 각 지부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함.

17) 전남지역 생산자 단체의 관내 생산물량은 총 생산 대비 의무사업량 를 초과하지만 실제 출하량30%
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량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 배 자조금 단체의 생산자 대
표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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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4444

외국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외국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외국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외국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제 절 미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제 절 미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제 절 미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제 절 미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1111

개황개황개황개황1)1)1)1)

미국에서는 품목 특정적인 농업자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왔으며 품목에,

따라 전국적으로 혹은 주별로 실시되고 있음.

 예를 들어 돼지고기 자조금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나 밀 자조금은

주단위로 실시되고 있음.

 자조금 제도의 기원은 년에 시작된1935 Florida Citrus Advertising

이며 그 이후 수백개의 자조금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혹은 주 단위에Tax ,

서 실시되고 있음.

 년대 중반 현재 정도의 농가가 하나 이상의 자조금 프로그램에1990 9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조금의 다른 이름이 농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 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기금의 주요 사용처는 소비 촉진 분야임.

 광고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 촉진

 소비자 교육 표준화 농정활동 등을 통한 전략 마케팅 추진, ,

 생산과정 및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조금 제도는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

해 법적 강제에 의해 자조금 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임

(mandatory check-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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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제도는 의회의 법률로서 추진되며 농무성 농산물 유통국(AMS,

의 협조와 감독을 받게 됨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자조금 징수는 연방의회나 주의회의 법률로서 규정되는데 예, board( :

혹은 예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council( :

과 같은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자조금을 징수할 수 있Mushroom Council)

도록 허용함.

법률적 문제법률적 문제법률적 문제법률적 문제2)2)2)2)

미국에서 자조금 제도는 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의 프로그램은1930

대부분 년 이후 시행된 것임1980 .

 자조금 제도의 찬성자들은 자조금제도가 생산자의 자조활동을 돕기 때문

에 정부의 관여와 세금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판매시점에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등이 판매액의 일부를, ,

자조금으로 납부하게 됨.

그러나 의무자조금 제도는 생산자에 의해 법률적인 도전을 받고 있음.

 법률적인 도전의 핵심 내용은 개인의 표현 자유에 관한 논란인데 구체적

으로 일부 생산자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와 관련 활동을 위해 세

금을 걷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자조금 제도에 대한 두 가지 비판론은

자조금에 의한 비상표 광고 가 개인들의 차별화1) (generic advertising)

노력에 의한 이득을 뺏아감.

유통단계가 독과점적이기 때문에 자조금에 의한 이득이 생산자에게 귀2)

속되지 않고 유통 및 가공업자에 귀속됨.

돼지고기 자조금 사례

 돼지고기 자조금은 년 에서 명시된 몇1985 Federal Food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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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음.

 상기 법에 의해 돼지 도체 판매가의 를 자조금으로 납부하여 매년0.45%

천 백만 천만 달러 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되고 있으며4 5 -5 (450-500 ) ,

주로 광고 판촉 및 연구개발로 지출되고 있음.

 연방 법원이 돼지고기 자조금 제도가 개인의 표현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수정헌법 에 위반된다고 판시 년(First Amendment) (2003 )

에 근거한 복숭아와 버섯 자조금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도 유사한 법적 문제를 보였으나 판결은 엇갈렸음.

 복숭아 의 경우 정부에 의한 엄격한 품질규제 포장 가이드라인 판촉활동, ,

등이 있어 자조금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그러나 버섯의 경우 자조금이 무상표 광고 위주로 추진되어 개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

 돼지고기 자조금 제도는 버섯 자조금과 유사하여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

로 판단됨.

그러나 년 미국 대법원은 쇠고기 자조금 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2005

렸음.

 무상표 광고가 개인의 표현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표 미국 품목별 자조금 사업에 대한 위헌성 판결 사례4-1.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상반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하급법원에서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의무자조금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에,

의한 제소가 계속되고 있음.

품목 위헌여부 사유
복숭아 합헌 엄격한 규제가 있어 표현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쇠고기 합헌 무상표 광고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돼지고기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
버섯 위헌 무상표 광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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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조금 제도 현황미국의 자조금 제도 현황미국의 자조금 제도 현황미국의 자조금 제도 현황3)3)3)3)

일반 현황일반 현황일반 현황일반 현황(1)(1)(1)(1)

미국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자조금은 개 품목임16 .

 밀 화훼 라임 양 피칸 키위 올리브오일 등은 연방 의, , (limes), , (pecan), ,

회로부터 허가를 득했으나 실행되지 않거나 생산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종

료되었음.

년에 개정된1996 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의 제 장 에서 미국 농무부가 대부분의 품목Act(P.L. 104-127) 5 (Title V)

에 대한 자조금 제도(national generic promotion and research

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음program) .

 제 장은5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로 독립적 법안으로 간주되기도 함Act (1996)" .

 이는 개별적인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농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생산자

의 요청에 의해 자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의미함.

 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1996 The Pork Promotion, Research,

와 같이 품목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만 했Consumer Information Act

었음.

지역 자조금은 주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 자조금제도에 연방정,

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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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 연방정부 자조금 제도 현황4-2.

조성액은 년 기준임* 2004 .

구분 품목
조성액

백만달러
법적 근거 시작년도

원예

avocado 16.3
The Hass Avocado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2000)
2003

blueberry 1.3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2000

mango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2004

watermelons 1.5
The Watermelon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85)
1989

작물

soybeans 44.2
The Soybea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0)
1991

cotton 55.0
The Cotton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66)
1966

peanuts 6.7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1999

popcorn 0.6
The Popcor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6)
1997

potatoes 8.6
The Potato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71)
1972

축산

beef 45.9
The Beef Promotion and Research Act

(1985)
1986

dairy

products
87.1

The Dairy Production Stabilization Act

(1983)
1985

eggs 18.0
The Egg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74)
1976

fluid milk 103.2
The Fluid Milk Promotion Act

(1990)
1993

honey 3.6
The Honey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84)
1986

lamb 2.5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1997

pork 59.1
The 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85)
1986

기타 mushrooms 1.8
The Mushroo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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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분야 자조금 현황원예 분야 자조금 현황원예 분야 자조금 현황원예 분야 자조금 현황(2) (Fruits and vegetables)(2) (Fruits and vegetables)(2) (Fruits and vegetables)(2) (Fruits and vegetables)

가 부루베리가 부루베리가 부루베리가 부루베리. (Blueberry). (Blueberry). (Blueberry). (Blueberry)

역사역사역사역사□□□□

년 북미 부루베리 협회 에1998 (The North American Blueberry Council)

서 국내산과 수입산 부루베리에 대한 촉진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농무

부 유통국에 제안하였음.

 부루베리 자조금 프로그램이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에 의해 허가를 득했음Information Act .

 생산자 투표를 년 월 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루베2000 3 13 4 14 ,

리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이상의 유권자 물량 기67% (

준으로는 이상 가73% ) Blueberry Promotion, Research and

를 찬성하였음Information Order .

 프로그램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조금 납부는 년2000 8 16 , 2001

월 일부터 시작되었음1 1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자조금 은 미국 및 푸에르토리고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모든(assessment)

부루베리에 부과되며 자조금 수준은 톤당 달러임12 .

 생산자에 부과되는 자조금은 차 유통업자1 18) 을 통해 납부(first handler)

하고 수입에 부과되는 자조금은 관세청을 통해 납부함, .

 연간 파운드 이하로 취급하는 생산자나 수입업자는 자조금 납부가2,000

면제됨.

 약 농가와 수입업자가 자조금을 납부하고 집출하조직이1,435 125 , 56

18) 차 유통업자는 생산자가 최초로 판매하는 유통업자 협동조합 포함 를 의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1 ( ) ,
간 직거래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차 유통업자가 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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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납부에 관련하고 있음.

조성된 자조금 기금은 미국과 해외에서의 시장 개발(market

에 사용됨development) .

년간 총수입은 백만달러임2001-2002 2.6 .

 년 자조금 수입 백만달러 년 자조금 수입 백만달러 농2001 1.2 , 2002 1.3 ,

무부 해외농업국 지원금 등임(Foreign Agricultural Service) $99,000

 총수입 중 가 국내 생산자로부터 거출되었고 위원회 는 프79% , (council)

로그램 수행에 따른 비용을 농무부에 청구하게 됨.

위원회 은 명의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council) 9 , 1 , 1 , 1 , 1

공식 위원 등 총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행정사13 ,

무를 라는 외부 회사에 위탁하고 있음NABC .

나 아보카도나 아보카도나 아보카도나 아보카도. (Hass Avocado). (Hass Avocado). (Hass Avocado). (Hass Avocado)

역사역사역사역사□□□□

가The Hass Avocado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년 통과되었으며 그에 따라2000 , California Avocado Commission

이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농무부 유통국에 자조금(CAC) Hass Avocado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농무부 유통국에서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공고하여 년 월 일 투표를2002 4 9

공고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투표가 진행되었음, 2002 6 24 7 12 .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조금 프로그램이Hass Avocado

년 월 일부터 발표되었으며 자조금 거출은 년 월 일부터2002 9 9 , 2003 1 2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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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관리기구로 생산자와 수입업자 대표 명으로 구성되는12 Hass

를 결성하였음 생산자 대표 명 수입업자 대표 명Avocado Board ( 8 , 4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신선 를 대상으로Hass Avocado

하고 있으며 수출 아보카도는 자조금 납부에서 제외시킴, .

현재 자조금은 파운드당 센트로 파운드당 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2.5 5

연간 백만달러의 자조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9.8 .

 약 천명의 생산자와 개의 수입업체가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음6 100 .

위원회 는 국내산에 대한 자조금 수입금의 를 캘리포니아 아보(board) 85%

카도 코미션 에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California Avocado Commission) ,

한 자조금 수입금의 를 수입업자 협회에 지원함85% .

 는 자조금을 국내산 아보카도의 소비 촉진에 사용하고 수입업자 협CAC ,

회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촉진에 사용하게 됨.

 위원회 는 와 행정적인 업무에 관해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연방(board) CAC ,

정부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수반된 비용을 청구하게 됨.

다 망고다 망고다 망고다 망고. (Mango). (Mango). (Mango). (Mango)

역사역사역사역사□□□□

년 월 일 미국 신선청과물협회2001 6 29 (The Fresh Produce Association

가 국내 및 수입 망고를 대상으로 한 전국 연구개발 및 촉진of America)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농무부 유통국에서 년 투표를 시행했으며 투표에서 가 자조2003 , 77.4%

금 프로그램을 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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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부터 망고 자조금 제도2004 10 1 (the Mango Promotion,

가 시행되었음Research, and Information Order) .

 망고 자조금 제도는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법에 의해 시행된 세Information Act ,

번째 품목임.

명령에 의하면 연간 만톤 이상 망고를 취급하는 차유통업자50 1 (first

및 수입업자가 국내산 및 수입산 망고에 대해 파운드 당 센handler) 0.5

트의 자조금을 납부하야 함.

 미국 관세청이 수입품에 부과되는 자조금을 수집하게 됨.

 연간 만톤 이하를 취급하는 차유통업자 및 수입업자와 미국산 수출품50 1

에는 자조금 납부가 면제됨.

 자조금을 납부하는 조직은 국내 집출하조직 수입업자 임5, 55 .

거출된 자조금 기금은 미국 시장에서의 망고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됨.

전국 망고 위원회 는 수입업자 집출하조직 국내(National Mango Board) , ,

생산자 해외 생산자 대표 명으로 구성됨 수입업자 집출하조직, 20 (8 , 1 , 2

미국 생산자 해외생산자 미국 도소매상 대표 투표권이 없음, 7 , 2 ( )).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매년 백만달러의 자조금이 거출되며 미국에서 소비되는 망고의2.5 , 90%

이상이 수입품이므로 대부분의 자조금이 수입업체로부터 거출됨.

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지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은Board

미농무성에 청구하게 됨.

망고 는 미국 시장에서의 무상표 촉진 과 시장Board (generic promotion)

개발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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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박라 수박라 수박라 수박....

역사역사역사역사□□□□

수박 자조금제도 는(Watermelon Research and Promotion Plan) the

에 근거를 두고 있음Watermelon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85) .

 년 생산자 및 차유통업자의 투표에서 승인을 득하여 년부터1989 1 1989

자조금제도가 시행되었음.

년에 가 개정되었으1993 the Watermelon Research and Promtion Act

며 주요 내용은,

 에이커 이하의 생산자로 자조금 납부 면제 대상 확대10

 자조금 환급 제도 폐지(refund)

 수입품으로부터도 자조금 거출

 수입업자를 위원회 의 위원으로(National Watermelon Promotion Board)

추가

 위원회에서 생산자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

 투표 기준 변경

실제 참여자 투표에서 환급제도와 폐지와 수입품에 대한 자조금 부과를 승

인하여 프로그램이 년부터 변경되었음1995 .

이 의무적인 자조금 부과가 미국 차 수Red Hawk Farming and Cooling 1

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청원을 제출하였음.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국내 생산자 및 차유통업자는 파운드당 센트 수입업자는 파운1 100 2 , 100

드당 센트의 자조금을 납부하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청이 자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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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징수함.

 에이커 미만을 경작하는 생산자는 자조금 납부가 면제되며 연간 만10 , 15

파운드 이하를 취급하는 수입업자도 기납부된 자조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에는 생산자 명 집출하업자 명 수입업자 명이1,387 , 369 , 354

참여

년 거출된 자조금 총액은 백만 달러였으며 이 중 정도가 수2003 1.5 , 18%

입품에 부과되었음.

 거출된 자조금 이외에 행정 관리 비용 명목으로 농무부 Foreign

로부터 만달러를 수취하였음Agricultural Service 11 .

위원회 는 총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National Watermelon Board) 31 (14

생산자 대표 차유통업자 대표 수입업자 대표 공익 위원, 14 1 , 2 , 1 )

 각 분야별 대표는 분야에서 지명하고 공익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명함, .

 위원회 전체 총회는 년에 두 차례 개최되며 프로그램을 평가하게 됨1 , .

마 중단되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조금 프로그램마 중단되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조금 프로그램마 중단되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조금 프로그램마 중단되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조금 프로그램....

화훼화훼화훼화훼(Fresh Cut Flowers and Fresh Cut Greens)(Fresh Cut Flowers and Fresh Cut Greens)(Fresh Cut Flowers and Fresh Cut Greens)(Fresh Cut Flowers and Fresh Cut Greens)□□□□

화훼분야 자조금 제도가 년1993 Fresh Cut Flowers abd Fresh Cut

에 의해 년간 시행Greens Promtion and Information Act 1995-1997

년 자조금의 계속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의 찬성을 얻어 프1997 42%

로그램이 종료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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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키위키위키위(Kiwifruit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Kiwifruit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Kiwifruit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Kiwifruit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Order)Order)Order)

키위 자조금 제도는 과California Kiwifruit Commission New Zealand

의 요청에 의해Kiwifruit Marketing Board Kiwi Research, Promotion,

를 통과시켜 법적 준비를 완료하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6)

였으나 아직 프로그램의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 가 이루어지(referendum)

지 않고 있음.

라임라임라임라임(Lime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Lime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Lime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Lime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라임 자조금제도는 The Lime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에 의해 법제화되어 년부터 시행에 들어갔Information Act (1990) 1992

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음.

 제도 도입 후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여 최종안을 년 찬반1995

투표에 붙였으나 의 찬성에 그쳐 부결되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도28%

해보지 못한 채 종료되었음.

올리브 오일올리브 오일올리브 오일올리브 오일(Olive Oil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Order)(Olive Oil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Order)(Olive Oil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Order)(Olive Oil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Order)□□□□

올리브 오일 자조금 제도는 The North American Olive Oil Association

의 요청에 의해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찬반 투표 가 이루어지지, (referendum)

않고 있음.

피캉피캉피캉피캉(Pecan Research and Promotion Plan)(Pecan Research and Promotion Plan)(Pecan Research and Promotion Plan)(Pecan Research and Promotion Plan)□□□□

가 년에 법제화되어 피캉The Pecan Promotion and Research Act 1990

자조금제도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시행되었으나 년1992 9 1994 3 , 199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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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실시된 프로그램 계속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가 프로그램의62%

종료를 찬성하여 년 월 일 피캉 자조금 제도가 종료되게 되었음1994 3 15 .

지역자조금 사례지역자조금 사례지역자조금 사례지역자조금 사례(3) (California Apple Commission)(3) (California Apple Commission)(3) (California Apple Commission)(3) (California Apple Commission)

캘리포니아 사과 협의회는 년 협회로 출발 년 으로1986 , 1993 Commission

변경

 주 정부의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는 의무가입 조직으로 일정규(mandatory)

모 이상의 사과 생산자 및 유통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현재 명의 회원 최소 이상의 출하자 등을 가입대상으로363 ( 40,000 Lbs

함 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원은 박스당 센트의 자조금 납부해) , 25 Lbs 15

야 함.

 주정부에서는 업무계획과 예산을 심의함.

주요 업무는 연구개발 판촉 로비, (promotion),

 판촉은 주로 수퍼마켓 체인 대상으로 시식행사 소비자교육 등 수행,

 명의 풀타임 직원 고용3 : president, controller, general secretary

 등과 공동으로 머천다이저 명 고용 미국 명 캐나다 명kiwi, cherry 6 : 5 , 1

 머천다이저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촉활동 수행 시식행:

사 등을 할 때 판촉인력 고용 광고 및 판촉, (in-store promotion,

상품정보 제공 작황 품종sampling), ( , )

 판촉활동은 대부분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수행 비용 분담(50% )

마케팅 조직별 특성

 법령에 의해 강제되나 마케팅 오더에 비해 민간의 자율성commission:

큼

 정부 주도적board, marketing order:

 자발적인 조직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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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은 미국 연방정부 규격보다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규격 활용

 숙도 기준 캘리포니아에만 있음 당도 기준 적용( ), (red delicious)

 군 의 검사관이 등급을 검사하고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출하하(county)

지 못하게 함.

자조금은 개의 판매부서가 있는 패킹하우스 를 통해 징수50~53 shippers( )

 패킹하우스는 일년에 씩 감사1/3

 커미션의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이 매년 수행

 자조금 징수와 관련된 소송은 지난 년간 건 발생15 1

은 생산자들의 투표에 의해 법제화되는데 이상이 투표에commission , 40%

참여하고 물량과 사람 수를 고려한 과반수 룰 적용

 사람 수에서 과반수를 넘는 경우 물량도 이상을 넘어야 하고 물량에65%

서 이상을 넘는 경우에도 사람 수에서도 이상을 넘어야만 효65% 50%

력 인정

 프로그램은 매 년마다 검토과정을 거치며 현재는 의commission 5 83%

찬성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키로 결정

이사회는 명의 이사 후보 인 로 구성12 ( 3 )

 매년 이사는 분의 씩 총회에서 개선3 1

 익년도 사업계획은 월 이사회에서 결정11

년 예산 만달러로 이중 이월 만달러 판촉 만불 연구개발 만2001 90 20 , 50 , 4

불 지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29

미국 사례의 시사점미국 사례의 시사점미국 사례의 시사점미국 사례의 시사점4)4)4)4)

미국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자조금제도 라고 부르지 않고 촉(check-off)

진 및 연구 프로그램 이라는데서 알 수 있듯이(promotion and research)

기금의 거출방법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음.

 다시 말해 자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상표 소비촉진 과 연구개발 사업을 생산자 및 유통(generic promotion)

업자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한다는데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는 것임.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조성된 자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자조금 사업의 내용은 광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소비촉,

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즉 정부와 농안기금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자조금의 고유 영

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의무자조금 도입시 품목별로 입법하는 것보다 미국의 “The Commodity

와 같은 법안을 제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정하여 품목별 입법에 따른 시간 지체와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

함.

미국의 경우 의무자조금에 대한 일부 생산자의 반발이 큰 바 우리도 의무,

자조금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미국에서는 자조금 제도의 대상이 국내 생산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인, ,

수입업자 등을 포함하며 단순히 국내산의 시장확대만이 아니라 그 품목 전,

체의 시장규모 파이 를 늘리는 방향에서 자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

자조금 거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로 한정

 우리의 경우 생산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고 실질

적으로 그들이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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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조금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한정하는 것

이 바람직.

미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관리비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

혹은 행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Board council) .

 우리도 품목별 위원회의 사무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관리비

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조금제도의 연장 여부를 투표로 묻고 있고 실

제 중단된 자조금 제도가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일정 기간 후 존속여부를,

묻는 제도를 확실히 도입해야 할 것임.

제 절 유럽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제 절 유럽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제 절 유럽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제 절 유럽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2222

네델란드 원예분야 자조금 현황네델란드 원예분야 자조금 현황네델란드 원예분야 자조금 현황네델란드 원예분야 자조금 현황1)1)1)1)

네덜란드의 원예산업은 의 면적에서 주로 식량작물과 화훼작물의14,000ha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이 면적은 전체 면적의 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약. 4%

억 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농업생산의 에 해당하는 금84 $ , 40%

액임 또한 무역업자들은 외국산 농산물의 네덜란드 경유를 포함하여 연. ( )

간 억 를 수출하며 동시에 억 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원예144 $ 66 $ ,

산업을 통하여 최소한 억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음75 $ .

또한 원예산업은 약 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간270,000

접적으로 명의 고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됨 이중 많은 부분230,000 .

을 여성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고용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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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자조금 사업은 생산물위원회 라는 곳에서 주도적(Product Board)

으로 운영됨.

생산물위원회의 목표는 품질관리 기술연구 및 소비촉진의 지원을 통해 원,

예농산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음.

생산물위원회는 주로 도매업종사자 소매업종사자 무역업자 수입수출 생, , ( , ),

산자 경매기관 유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당사자들의 이해가, , ,

상충되지 않게 잘 조절하며 함께 공생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생산물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이 위원회에서 결정.

한 사안은 모든 단체들에게 공히 법률적 구속력을 가짐 예를 들어 모든 품.

목단체들은 생산물위원회가 규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생산물위원회는 네델란드 내에 모든 원예분야 단체를 통합하는 유일한 단

체임.

원예분야 생산물위원회는 만여개의 작은 회원 단체 으로 구성되어 있음4 ( ) .

이들은 생산물위원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없었던 소비촉진 사업 및

기술교육사업을 할 수 있었음.

원예분야 자조금단체 회원들은 매년 약 억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생산1,000

자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음 생산물위원회에서는 이를 기술개발 시장조사. , ,

품질관리 광고 수출촉진 등과 같은 일에 자조금을 사용함, , .

생산물위원회는 각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자조금을 관련 연구개발

에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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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재정

 화훼부

 구근 부( )球根

 묘목 부( )苗木

 조경부

 과실 및 채소부

 에너지부

네델란드 원예분야 주요 사업 내용네델란드 원예분야 주요 사업 내용네델란드 원예분야 주요 사업 내용네델란드 원예분야 주요 사업 내용2)2)2)2)

품질관리

 완벽한 품질유지는 네델란드에서 원예분야 농산물 판매의 필수조건임 안.

정적인 품질유지를 위해서는 생산물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뿐,

만 아니라 교육훈련 및 통제를 실시함 생산물위원회는 모든 농산물의 품.

질과 관련된 규제를 통제하고 있고 이 규제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영향력과 애로사항 해결

 생산물위원회는 끊임없는 협상으로 새로운 시장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시(

장 등 을 개척하여 네덜란드 원예상품 수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생산물위원회는 교역을 위해 무역제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음.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해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원예산,

업구조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를 제공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산물위원회는 농부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 밖의, , ,

가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정보는 시장조사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네덜란드의 소비자를

비롯하여 그 외 네덜란드의 원예상품을 소비하는 기타 소비자들에게도 혜

택이 돌아감.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33

소비촉진 활동

 생산물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사자료는 원예산업의 촉진활동 전략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됨.

 생산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 적절하게 전달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를 시행하며 화훼 묘목 구근 묘상 에 대한 광고는 전, , ( ), ( )球根 苗床

세계적으로 방영되지만 과일 채소 조경에 대한 광고는 네덜란드 시장을, , ,

겨냥해서 제작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를 위해 관련된 단체는 the AGF Promotie Nederland,

Flower Council Holland, the Internationaal Bloembollencentrum,

등이 있음Plant Publiciteit Holland, Hoveniersinformatiecentrum .

고용과 훈련

 생산자조합은 원예산업의 노동력 시장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이것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

 또한 생산자 조합은 젊은이들에게 원예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많

은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훈련도 담당함으로써 원예산업 근무환경의 개선

에도 공헌하고 있음.

표 네덜란드 생산물위원회 예산 집행내역4-3.

단위 백만유로: , %

사업명 사업비 비율(%)
광고비 31.9 38
연구비 16.8 20
품질관리 11.8 14
환경개선 5.9 7
에너지 4.2 5
기타분야 13.4 16

연간 생산자 조합의 수입 및 지출은 억 유로 로 추산됨* 1 ( ) .



134

에너지

 원예산업에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많은 에너지자원을 필요로 함 생산물위.

원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와 함께 온실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

한 개량산업 및 원예산업의 종자 개량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화석연

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 절 일본의 자조금 관련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제 절 일본의 자조금 관련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제 절 일본의 자조금 관련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제 절 일본의 자조금 관련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3333

일본 자조금 제도의 특징일본 자조금 제도의 특징일본 자조금 제도의 특징일본 자조금 제도의 특징1)1)1)1)

기금에 의한 사업과 자조금 제도의 혼합형태 수급조절 중심:

 일본의 경우 자조금 제도에 의한 소비촉진 활동은 활발하지 않으며 주로

기금에 의한 수급조절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생산자의 거출에 의해 조성된 자금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자

금에 통합되어 수급조절 사업에 투입됨.

 수급조절은 주요 품목들에 대한 수급조절 예측을 바탕으로 각 현에 배분

되며 각 현들은 생산자가 거출한 자금 정부자금 및 지자체 자금으로 수급,

조절 사업을 실시함.

 아울러 소비촉진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 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면에서 순수한 의미로 미국 유럽 등에서 자조금으로 정의되는 제,

도는 일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과실 생산출하 안정기금제도의 제도과실 생산출하 안정기금제도의 제도과실 생산출하 안정기금제도의 제도과실 생산출하 안정기금제도의 제도2)2)2)2)

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1)(1)(1)(1)

년 월에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제도가 설립되어 동년 월에 그 실1972 8 9

시단체로써 중앙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 기금협회가 발족( )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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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부터 생과를 대상으로 한 수급조절대책의 강화와 이것과 관계있는2001

경영안정대책과 함께 과실이 있는 식생활의 정착화를 지향한 수급확대대

책이 실시되고 있음.

제도의 변천

 년 월 중앙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기금협회 및 현가공원1972 9 ( ) ( )財 財

료용 과실가격안정기급협회 개 현 의 창립(13 )

 년 월 온주귤 사과에 관해 전국규모의 수급조절에의 조직을 촉진2001 4 ,

강화하는 계획생산 출하촉진사업 싱과를 대상으로 한 가격보진을 실시하,

는 경영안정대책 과실이 있는 식생활 정착화를 지향한 수요확대대책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과수대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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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실기금제도의 구조4-1.

과진법에 기초

생산출하 안정지침 공표

농 림 수 산 성

지방농정국
보

조

금
지정법인 재 중앙과실생산 출하안정기금협회( )

보조금 교부 직할사업 실시
교부준비금 조성에

대한 보조

사업실시자에 대한

보조

과수재배 관리기⑤

계 개발사업

보조금 현의(

자주적부담)

도부현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현 과실 기금 협회

교부준비금에 의한 사업( )
특정과실 등 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①

특정과실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a)

지정과실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b)
과수개식농가경영유지안정자금이자②
보급사업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③
과수 등 긴급대책자금사업⑦
내 과수긴급대책사업 대책(UR )
내 사과 등 개식농가 경영유지안

정자금 이자보급사업

교부준비금에 따르지 않는(
사업)
과즙소비촉진특별대책사업④
과수 등 긴급대책자금사업⑦
과수특별대책사업(a)
과수긴급대책사업(b) (UR

대책)
파인애플특별대책자금사업⑧

전국단체 농협연 등,

과수제품조정 보관사업⑥

과수 등 긴급대책자금사업⑦
과수특별대책사업(a)
과수긴급대책사업 대(b) (UR

책)
특정밭작물 긴급대책사업(c)
대책(UR )
파인애플특별대책자금사업⑧

생 산 자

농 업 협 동 조 합

농협연 등 기금회원( )

보

급

금

보

조

금

보

조

금

보

급

금

보

급

금

부

담

금

부

담

금

부

담

금

주( ) 내의 사업은 지침이 공표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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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가격안정제도에 근거한 가격안정기금과 사업내용과실가격안정제도에 근거한 가격안정기금과 사업내용과실가격안정제도에 근거한 가격안정기금과 사업내용과실가격안정제도에 근거한 가격안정기금과 사업내용3)3)3)3)

과실가격안정제도는 과실 등 생산출하안정대책실시요강 으로 과수농「 」 「

업진흥특별법 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수급조정사」 ①

업 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 과수경영안정대책사업 가공원료용 과, , ,② ③ ④

실가격안정대책사업 과실 등 소비확대 특별대책사업으로 구분됨, .⑤

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

 사업의 내용은 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지도 취합 및 지역의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계획생산출하에 관련된 생산출하계획의 작성과 실시확인 산지지도,

등에 관련된 지도를 실시하는데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국가와 도도부현,

생산자가 거출하는 자금으로 보전금을 교부하는 사업임.

 자금은 생산자부담금 과 지방공공단체 정부조성 로 조성(1/4) (1/4), (2/4)

됨.

그림 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의 운영체계4-2.

국 가

자금조성 현 가격안정기금( )

농 협

생산자 생산자조직ㆍ

조사 지도 실시확인 등ㆍ ㆍ

계획생산계획출하추진
계획의 제출 승인ㆍ 거출1/2 보급금의 교부

또는 조성한도액 이내의 액수조1/2

과수경영안정사업

 수급조정 대책이 실시될 경우에도 또한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에 육성

해야 할 과수경영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임.

 대상자는 수급 조정에 임하는 생산출하조직 또는 인정농업자

 대상 과실은 도매시장 거래 및 도매시장 가격을 이용한 거래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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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요 출하기간에 거래된 것

 보전액은 보전 기준가격과 연평균 도매가격의 차액의 로 함80%

 자금조성은 생산자로부터의 거출 과 지방공공단체 및 정부의 조(1/4) (1/4)

성 으로 실시(1/2)

 계약기간은 년간으로 하고 적립금은 생산자 개인별 품목별로 관리하도2 , ,

록 하고 있음.

그림 과수경영안정대책의 내용4-3.

계획적 생산출하 생산자

과수경영안정대책의과수경영안정대책의과수경영안정대책의과수경영안정대책의 구조구조구조구조

계획적 생산출하 생산자 계획적 생산출하 생산자

자 금 조 성

(1/4거출) (1/4조성) (1/2조성)

(보전)   (점선은 보전기준가격)

당해년산당해년산당해년산당해년산

가격가격가격가격

차액 ↕
보전금

차액Х80%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

 가공원료용으로 판매되는 과실의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았을 경

우에 국가와 생산자로부터 거출한 자금에서 가격차의 에 대해 보전금90%

을 교부하는 사업임.

지역별 과실기금제도의 현황지역별 과실기금제도의 현황지역별 과실기금제도의 현황지역별 과실기금제도의 현황4)4)4)4)

후쿠시마현 청과물 가격안정 제도후쿠시마현 청과물 가격안정 제도후쿠시마현 청과물 가격안정 제도후쿠시마현 청과물 가격안정 제도(1)(1)(1)(1)

개요

 후쿠시마현에서는 농가가 안심하고 과실야채버섯화훼 이하 청과물 이( 「 」

라 함 재배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청과물을 안정되고 공급하기 위해) ,

개의 제도 청과물 가격보상 제도 특정야채 가격안정제도 가공과실 가격4 ( , ,

안정제도 특정야채 가격안정제도 를 실시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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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산자

 후쿠시마현 청과물 가격보상 협회 이하 협회라 함 의 대상출하단체( ) ( , )社

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생산자(JA)

 출하단체 참가요건

대상품목 재배면적 또는 규모가 일정 이상a.　

공동출하량의 비율이 분의 이상b. 3 2

대상품목 등

 지방소지역별로 규정된 전략 및 기간작물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 현 생산 청과물의 생산출하의 동향을 고려하여 대상출하기간대상시장,

을 규정.

보상기준액과 최저기준액

 업무구분별 월별평균가격은 과거 년간의 시장가격의 중앙치 년간의 평5 3

균가격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됨.

표 보상기준액과 최저기준액4-4a.

준비금의 조성과 부담비율

 보상교부금의 교부에 충당하는 준비금으로써 의 교부예약수량에서 대(3)

상품목 대상출하시기별 으로 규정되어 있는 준비금조성단가를 얹은 금액( )

을 다음의 부담비율로 협회에서 적립해 둔다.

 생산자 가 대금을 치루고 교부할 때 부담비율분을 상쇄하고 생: 50%(JA

산자에 교부함.)

 시정촌 : 25%

 현 : 25%

 또한 특례로써 필요조성액의 분의 를 특례조성단가로써 적립할 수 있10 4

보상 기준액 평균가격 × 0.9
최저 기준액 평균가격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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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리고 교부금의 조성은 희망에 의해 년분할 납입 가능3 .

 주 이 준비금은 회원구분별로 관리되어 보상교부금의 지불이외에는 사( )

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출하 조건

 대상출하단체에 대한 무조건 위탁판매

 현단 사업 특정야채사업 및 가공과실사업에 있어서는 후쿠시마현 청과물,

표준출하규격에 규정된 규격 지정야채사업에 있어서는 야채공급안정기금.

의 정해진 규격에 적합하고 후쿠시마현 청과물 표준출하규격에 정해진 규

격.

 판매대금의 정산은 공동정산

특정야채가격안정제도특정야채가격안정제도특정야채가격안정제도특정야채가격안정제도□□□□

개요

 지정야채에 뒤이어 중요한 몇 개의 야채에 관해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국가현의 조성하에 적립된 준비금에서 보급교부금 현단사업은 보상, (

교부금 을 교부함으로 공급의 안정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

대상 생산자

 협회 대상출하단체 경제련 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생산자( )

출하단체 참가조건( )

공동출하량의 비율이 분의 이상a. 3 2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규모가 일정 이상b.

대상품목 등

 별도로 지정된 대상산지 구역에서 대상시장에 출하되는 후쿠시마현에서의

특정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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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현단 사업은 보상 기준액과 최저기준액( )

 업무구분별 평균가격은 년도 이후 야채를 둘러싼 정세를 감안 과거 시60 ,

장가격을 도매물가지수로 수정한 가격의 평균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됨.

표 보증기준액과 최저기준액4-4b.

준비금의 조성과 부담비율

 보급준비금의 교부의 충당할 준비근으로써 의 교부예약수량에 업무구(3)

분별로 정하여져 있는 준비금조성 단가를 얹은 금액을 다음의 부담비율로

협회에 적립해 놓음.

 생산자 분의 가 대금을 치루고 교부할 때 부담비율분을 상쇄하고: 3 1(JA

생산자에 교부.)

 현 분의: 3 1

 국가 분의: 3 1

보급교부금의 교부

 업무구분별로 순별 평균판매가격이 보증기준액을 밑돌 때는 교부단가에,

교부대상수량을 얹은 금액이 교부됨.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 제도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 제도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 제도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 제도□□□□

개요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 국가현 등의 조성을 근간

으로 적립된 준비금에서 보급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공급안정과 생산농가

의 경영안정을 도모

보증 기준액 평균가격 × 0.8
최저 기준액 평균가격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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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산자

 협회의 대상출하단체 에 위탁판매하고 있고 생산자(JA)

보증기준액과 최저기준액

 과거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됨.

준비금의 조성과 부담비율

 보급교부금의 교부에 충당할 준비금으로써 의 교부계약수량에 준비금(3)

조성단가를 얹은 금액을 다음과 같은 부담비율로 협회에 적립해 놓음.

 생산자 분의 가 대금을 치루고 교부할 때 부담비율분을 상쇄하: 16 3(JA

고 생산자에 교부.)

 경제련 분의: 16 1

 시정촌 분의: 12 1

 현 분의: 6 1

 국가 분의: 2 1

지정야채 가격안정 제도지정야채 가격안정 제도지정야채 가격안정 제도지정야채 가격안정 제도□□□□

개요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 안될 중요한 야채에로써 몇가지의 야채를 지정하여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 국가현 조성 하에 적립한 준비금에서 보

급교부금을 교부함에 따라 공급안정과 생산농가의 안정을 도모

대상 생산자

 야채공급안정기금의 등록출하단체 경제련 에 위탁판매하고 있고 생산자( )

 출하단체의 참가요건

 공동출하량의 비율이 분의 이상3 2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규모가 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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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계약수량 등의 신청

 경제련은 의 신청 작성된 생산출하계획에 근거 에 의해 업무대상 연간JA ( )

년 별 업무구분 대상품목대상출하시기대상시장 별 수량을 야채공급안(3 ) , ( )

정기금으로 신청

보증기준액과 최저기준액

 업무구분별 평균가격은 년도 이후 야채를 둘러싼 정세를 감안 과거 시60 ,

장가격을 도매물가지수로 수정한 가격의 평균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

표 보증기준액과 최저기준액4-4c.

기준금의 조성과 부담비율

 보급교부금의 교부에 충당할 준비금으로써 의 교부계약수량에 업무구(3)

변별로 규정되어 있는 준비금조성단가를 얹은 금액을 다음과 같은 부담비

율로 야채공급안정기금으로 적립

 생산자 분의 가 대금을 치루고 교부할 때 부담비율분을 상쇄하: 10 2(JA

고 생산자에 교부)

 현 분의: 10 2

 국가 분의: 10 6

보증 기준액 평균가격 × 0.9
최저 기준액 평균가격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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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2)(2)(2)(2)

표 사업별 교부요강4-5.

사업의 종류
경비 보조율 또는 보조액

종별 사업명

원예진흥종합대

책

원예 왕국 만들기 추진 사

업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중점1 ,

산지를 대상으로하여 원예왕국 만들기 추진사업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시

행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우량품종 조기 산지화형 사업(1)

고도성력재배 도입형 사업(2)

생산출하체제강화형사업(3)

역내유통지원형사업(4)

시정촌이 에열거된사업을실시하는농업협동조합또는지사가적당하다고인정하는단체이2 1 (

하 농협등 이라함에대해보조하는경우에있어서해당보조에필요한경비)「 」

분의 이내3 1

분의 이내 그러나 에10 10 . 1

열거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분의 을 한도로 한다3 1

과수진흥 대책

맛있는 과일 추진사업

나가노현 맛있는 과일 추진본부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되는 사업에 필

요한 경비

고품질 과실생산 대책사업(1)

소비정착화 대책사업(2)

지사가 정한 금액

과수경영안정 대책사업

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 출하안정기금협회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

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과수계획생산출하 촉진자금 조성사업(1)

과수경영안정대책 자금조성사업(2)

지사가 정한 금액

화훼 진흥 대책

아름다운 신슈의 꽃 추진

사업

아름다운 신슈의 꽃 추진협의회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된 사업에 필요

한 경비

생산 강화 대책사업(1)

유통합리화 대책사업(2)

소비확대 대책사업(3)

지사가 정한 금액

특산화훼 생산출하안정자

금조성사업

재단법인 나가노현 채소생산안정기금협회 이하 기금협회 라고 함 이( )「 」

실시하는 화훼생산안정자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채소 진흥 대책

채소생산출하 안정자금 조

성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정채소가격안정자금조성원활화 사업(1)

계약지정채소 안정공급자금 조성 원활화 사업(2)

지사가 정한 금액

채소생산안정자금 조성사

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채소생산안정자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특정채소가격안정자금조성

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특정채소가격안정 자금조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중요채소출하조절 자금조

성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중요채소출하조절 자금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특산진흥 대책

버섯생산안정자금 조성사

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버섯생산안정 자금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버섯경영안정촉진사업
나가노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버섯경영지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분의 이내2 1

가정용 버섯요리와 기능성

사업PR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장 나가노현본부가 실시하는 가정용버섯요리와

기능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PR
분의 이내2 1

버섯오리지널 상품개발지

원사업

시정촌 또는 농협 등이 버섯오리지널 상품개발지원사업실시계획에1

기초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정촌이 에 열거한 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등에 대해 보조하는 경2 1

우에 있어서 해당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분의 이내2 1

분의 이내 그러나 에10 10 . 1

열거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분의 을 한도로 한다2 1 .

버섯마을만들기 모델 사업

시정촌 또는 농협 등이 버섯마을만들기 모델사업실시계획에 기초하1

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정촌이 에 열거한 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등에 대해 보조하는 경2 1

우에 있어서 해당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분의 이내2 1

분의 이내 그러나 에10 10 . 1

열거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분의 을 한도로 한다2 1 .

고추냉이 안전공급대책 확

립사업

시정촌 또는 농협 등이 고추냉이 안전공급대책확립사업 실시계획에1

기초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정촌이 에 열거한 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등에 대해 보조하는 경2 1

우에 있어서 해당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분의 이내2 1

분의 이내 그러나 에10 10 . 1

열거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분의 을 한도로 한다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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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현 가격안정제도도쿠시마현 가격안정제도도쿠시마현 가격안정제도도쿠시마현 가격안정제도(3)(3)(3)(3)

야채가격안정기금제도야채가격안정기금제도야채가격안정기금제도야채가격안정기금제도□□□□

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과 지역

 이하의 품목과 산지에서 생산된 야채가 제도의 대상이 됨.

표 야채가격 안정제도 조건4-6.

기금 조성과 부담비율

 생산자에게 가격차보급금을 교부하는 자금으로써 생산자 국가 현 등이, ,

자금을 부담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부담의 비율은 표와 같음. .

지정야채가격안정제도 특정야채 등 가격안정제도
야채지정산지 대상산지

농림수산대신이 현의 제출을 받아서 지정

한다.

지사가 산지에서의 신청을 기초로 농정국

과 협의하에 산정한다.
지정야채 특정야채 등
품목

중요야채 품목 양배추 양파 추동무(4 ) : , , ,

추동배추

중요야채 이외 품목 파 시금치 양(10 ) : , ,

상치 오이 토마토 가지 피망 당근 토, , , , , ,

란 감자,

품목

중요야채 품목 고마츠나 쑥갓 머위(31 ) : , , ,

파드득나물 부추 나물 아스파라가스 강, , , ,

낭콩 연근 스위트 콘 브록코리 등, , ,

지정야채

좌기와 동 품목14
면적요건 품목과 종별에 의해 다르지만: ,

대개 이상의 작부면적을 가10ha~25ha

진 산지

면적요건 품목과 종별마다 다르지만 대: ,

개 이상의 작부면적을 가진 산3ha~10ha

지
그 외 공동출하조직 대규모생산자에 의: (

한 출하량을 포함 의 분의 이상이 되) 3 2

는 산지

특정야채의 경우는 좌기와 동

지정야채의 경우는 총출하량 내 분의2 1

이상의 공동출하량이 있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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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정야채 가격안정제도4-7.

표 특정야채 등 가격안정제도4-8.

과수가격안정기금제도과수가격안정기금제도과수가격안정기금제도과수가격안정기금제도□□□□

표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제도4-9. ( )國

중요야채 중요야채 이외
국가 65% 60%
현 17.5% 20%
생산자 17.5% 20%

지정야채 특정야채 등
국가 분의2 1 분의3 1
현 분의4 1 분의3 1
생산자 분의4 1 분의3 1

대상품목 가격보증 등의 사업내용

과즙용 여름귤

계약 년2ㆍ

교부준비금의 생산자단체부담 25%ㆍ

보급( )補給ㆍ

평균거래가격이 보증기준가격 보다도 하회한 경우 최저기준가격- ,

을 한도로 그 가격차의 를 보급금으로써 교부, 90%

과즙용 여름귤
보증기준 가격 엔10.28
최저기준 가격 엔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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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수경영안정대책4-10. ( )國

표 특정야채 등 공급산지 가격차 보급제도 현4-11. ( )

대상품목 가격보증 등의 사업내용

생과용 온주귤

계약 년2ㆍ

교부준비금의 생산자부담 25%ㆍ

보전기준단가 엔 년산155 /kg (20032004 )ㆍ

보전ㆍ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 보다도 하회한 경우 최전보전기준가격을- ,

한도로써 가격차의 를 보전금으로써 교부80%

대상품목 가격보증 등의 사업내용

특정야채A

아스파라가스 딸기 감자, , ,

우엉 강낭콩 생강 쑥갓, , , ,

수박 스위트 콘 표고버, ,

섯 누에콩 브록클리 메, , ,

론 연근 부추 니가우리, , ,

지정야채B

봄양배추 여름가을가지, ,

여름가을토마토 여름가을,

오이 동춘오이 여름가을, ,

토마토 미니 동춘토마토( ),

미니 동춘피망 추동토( ), ,

란

계약 년3ㆍ

교부준비금의 부담ㆍ

대상시장ㆍ

현의 지정시장-

보증 기준액ㆍ

최저 기준액-

가격차 보급교부금-

경제련 생산자
특정야채 3/15 4/15
지정야채 - 1/4

특정야채
과거의 시장가격을 도매물가지수로 수정한 평

균치 평균가격 의( ) 80%
지정야채 지정야채의 평균가격의 90%

특정야채

평균가격의 상당50%

그러나 공동출하조직 등이( 40%, 45%, 60%

상당에서 선택 가능)

지정야채

평균가격의 상당55%

그러나 공동출하조직 등이( 45%, 50%,

상당에서 선택 가능60%, 65%, 70% )

특정야채
보증기준액 순 별 평균판매가격( - ( ) )×旬

80%
지정야채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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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정야채가격 안정제도4-12. ( )國

대상품목 가격보증 등의 사업내용

중요야채A

양배추 봄여름가을겨(

울 추동 무 양파), ,

일반 야채B

오이 여름가을 동춘( ),

토마토 여름가을동춘( ),

가지 여름가을 동춘( ),

피망 여름가을 동춘( ),

시금치 겨울양상치 당, ,

근 춘하동 감자( ),

계약 년3ㆍ

교부준비금의 생산자부담ㆍ

중요야채 175/1000

일반야채 200/1000

보증기준액ㆍ

과거의 시장가격을 도매물가지수로 수정한 평균치 평균(

가격 의) 90%

최저기준액ㆍ

평균가격의 상당 그러나 등록출하단체 등이55% ( 45%,

상당에서 선택 가능50%, 60%, 65%, 70% .)

가격차 보급교부금ㆍ

중요야채는 계획대로 출하된 경우*

중요야채 보증기준액 별 평균판매가격( - ) ) × 100%旬
일반야채 보증기준액 별 평균판매가격( - ) ) × 90%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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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약야채안정공급사업 현4-13. ( , )國

대상품목 가격보증 등의 사업내용
지정야채

양배추 봄여름가을겨(

울 무 봄여름가을겨), (

울 양파 오이 여름가), , (

을동춘 토마토 여름), (

가을동춘 가지 여름), (

가을동춘 피망 여름), (

가을동춘 시금치 겨), ,

울양상치 당근 춘하, (

동 추동 토란 감자), ,

특정야채 등

아스파라가스 딸기 감, ,

자 우엉 강낭콩 생강, , , ,

쑥갓 수박 스위트 콘, , ,

표고버섯 누에콩 브록, ,

클리 메론 연근 부추, , , ,

니가우리 봄양배추 여, ,

름가을가지 여름가을토,

마토 여름가을오이 동, ,

춘오이 여름가을토마토,

미니 동춘토마토 미( ), (

니 동춘피망 추동토), ,

란

교부준비금의 생산자부담ㆍ

지정야채 1/3

특정야채 등 1/4

가격차 보급금ㆍ

정량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량 확보에 드는 증가경비에①

관계되는 교부금 수량 확보 타입( )

구입가격 계약가격( - ) × 90% (50%)

구입한계량의 설정 있음* .

시장가격 연동계약에 있어서 가격하락 시의 생산자보급금②

가격 하락 타입( )

발동 기준액 평균거래가격( - ) × 90%

산지에 있어서 출하조달에 관계되는 생산자보급금 출하조(③

절 타입)

평균거래가격( ) × 40%

한계폐기량의 설정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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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 관련 보조금 사업소비촉진 관련 보조금 사업소비촉진 관련 보조금 사업소비촉진 관련 보조금 사업5)5)5)5)

소비촉진 사업의 개황소비촉진 사업의 개황소비촉진 사업의 개황소비촉진 사업의 개황(1)(1)(1)(1)

일본은 소비촉진과 년부터 과수 농업특별조치법에 의거 관련하여 과(2001 )

실 소비확대 사업과 식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비촉진의 일환

으로 학교급식 관련 사업에 대해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책 출간 등의 활동,

에 대해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산 청과물 소비확대

를 위한 자율적 생산자자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각 현에서도 소비촉진 보조금 사업 실시

 농협단위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가 청과물 자조금 제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음.

소비촉진과 관련된 과수농업진흥 기본방침은 국산과실의 수요유지확대.

 과실 등의 섭취량은 생활스타일의 다양화 등에 의해 식의 외부화 간편화,

지향 등이 진전되고 있고 제 차 개정 일본인의 영양소요량 식사 섭취기6 (「

준 의 활용 년 에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는 일당 목표섭취량) (2000 ) 1」

을 넘지 못하고 세계적 수준과 비교해도 섭취량이 적은편이며 특히150g

젊은층에서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함.

 이를 근거로 년도부터 매일 과일 운동 일당 목표섭취량2001 200g (1「 」

가식부 에 껍질 등의 폐기부분을 포함하면 대략 을 전개( ) 150g 200g) .

 소비자가 과실을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과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정확한 정보제공 과실의 중요성을 차세대에 전달하는 관점에 입각해 식교,

육에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로 다음 항목에 관해 중점적으로 대

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

매일 과일 운동의 효과적인 추진a. 200g

소비자에의 정보제공과 관련산업과의 연계b.

식교육과 연계한 대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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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법률적 근거법률적 근거법률적 근거(2)(2)(2)(2)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년 법률 제 호 최종개정연월일은(1961 15 , 2001

년 월 일 법률 제 호 제 조 에서 국가는 과수농업의 건전한 발전4 11 28 ) 7 -3

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실 및 과실 제품의 소비확대 및 수출진흥에 관계되,

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

함 동법 과즙소비 촉진특별 대책사업 에서 온주귤 과즙의 소비 정착을. 「 」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에 과즙을 공급한 경우에 보조금 지(

원금 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

과실 생산출하 안정대책실시요강에서는 과실등 소비확대 특별대책사업으로

과실이 있는 식생활추진사업 함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년 법. (1961「 」

률 제 호 에 근거하여 년 월 법률 제 호 부로 실시됨15 ) 2001 4 11( 2774 ) .

 개요 지정법인은 과실등 특정밭작물 등을 포함 의 수요에 적합한 생산: ( )

의 추진 소비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의 품목의 특성에 입각하여,

사업에 관해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

 목적 이 사업은 과실 등의 학교급식에의 도입촉진 및 소비개선 및 수요:

확대를 꾀하기 위한 과실국내수요확대대책 및 수출용 과실생산지역의 환,

경정비 및 해외에 있어서의 국산과실보급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과실수출

정착화대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

 사업실시자 이 사업의 실시자는 지정법인 도도부현법인 생산출하단체: , ,

그 외 생산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사업실시자 지정법인을 제외 는 해당 소비( )

확대 계획을 제출한 도도부현법인 또는 지정법인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

파인애플산업활성화 특별대책사업 파인애플 소비확대대책사업( )

 이 사업은 생식용 파인애플 및 파인애플제품의 수요확대를 조기에 진행하

고 그 수급개선을 꾀하기 위해 효과적인 소비선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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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 지원사업 추진소비촉진 지원사업 추진소비촉진 지원사업 추진소비촉진 지원사업 추진(3)(3)(3)(3)

과실 등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비 라는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교부하「 」

고 있음.

 과실등 소비확대특별 대책사업으로 백만엔 지원 년361 (2002 )

 목적 식생활지침 건강일본 을 참고로 과학적 지견에 근거해: , 21「 」 「 」

전국수준의 수요확대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을 창설하는 등 년도에 소2001

비대책사업을 재정비했지만 운동의 한층 확대를 도모해 효과적인 수용확,

대를 도모.

 정책수단명은 과실 등 생산 출하안정 기금조성비 보조금.

과실이 있는 식생활 추진사업비「 」

 중앙기금협회 현 기금협회 또는 생산출하단체가 과실 등의 학교급식에의,

도입촉진 및 소비개선 및 수요확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보조금은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단 중앙기급협회가 실시하는 과실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 현,

기금협회 또는 생산출하단체가 실시하는 과실 등에 관한 요리메뉴의( )縣

개발 이용기술의 개발 학교급식 등에의 공급체제정비 보급계몽 활동의, , ,

추진 및 과실의 수출정착화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분의 이내2 1

년도 소비촉진 지원사업 실시 내용년도 소비촉진 지원사업 실시 내용년도 소비촉진 지원사업 실시 내용년도 소비촉진 지원사업 실시 내용(4) 2002(4) 2002(4) 2002(4) 2002

년도에 있어서 년도에서 개시된 새로운 수급조정대책사업 경영2002 2001 ,

안정대책사업 과실이 있는 식생활추진사업 을 중심으로 업무의 적합하, 「 」

고 효율적인 운영에 유의하여 중앙과실기금의 직할 또는 보조에 의해 사업

을 실시함.

과실등 소비촉진 대책사업「 」

 아동학생의 식습관의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 과실 및 과실기공품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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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수요를 환기하기 위해 학교급식에의 과실이용 촉진 간이가공시설의 정,

비 등에 관해 도도부현협회를 통하여 보조하고 있음.

 년도에 있어서는 아오모리현 외 개 현에서 과실이용촉진협의회를2002 11

개최하고 과실을 이용한 적립작성과 요리책을 인쇄배부 등을 실시함.

 년의 보조금액은 천엔이었음2002 10,446 .

과실이 있는 식생활추진사업「 」

 중앙과실기금이 직접 실시한 사업으로 년도에 이어 과실이 있는2001 「

식생활추진 전국협의회 에서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과실이 갖는 다양한」

건강기능성의 추구에 중점을 두고 매일 과일 그램 운동 을 추진함200 .「 」

 보급자재로써 운동지침 개정판 팜플렛 포스터 등을 작성하고 생산( ), , ,「 」

유통소매관계자 영양지도 관계자 소비자 등에게 넓게 배부함과 함께 운, , ,

동에 관한 강연회를 각 현 영양사회와 관계단체와의 공동개최를 포함 전

국 개소에서 개최15 .

 학교급식 뉴스 급식 정보 의 전국 초등학교에의 배포 인터넷 홈페,「 」「 」

이지 의 개설 시각장해자 등을 대상으(http://www.kudamono200.or.jp) ,

로 하나 과실의 건강기능성 등을 소개한 소책자의 작성 배포 등을 실시, .

 년의 사업비 보조금액은 천엔이었음2002 32,944 .

중앙과실기금의 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전국과실생산출하안정협의회 및 사( )

전국사과협의회가 매일 과일의 그램운동 과 일체가 되어 실시하는200「 」

라디오 텔레비젼에 의해 정보제공 스폿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 ,

의 개설 과일축제의 개최 초등학교 축구대(http://www.jp-kudamono.jp) , ,

회에의 계발활동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한 부교재의 제작배포 서점판매촉진, ,

활동과 연계한 정보제공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여 수요확대대책사업에 보조

함.

 년의 사업비 보조금액은 천엔이었음2002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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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과 관련된 정부보조에 대한 평가소비촉진과 관련된 정부보조에 대한 평가소비촉진과 관련된 정부보조에 대한 평가소비촉진과 관련된 정부보조에 대한 평가(5)(5)(5)(5)

사업이 필요한가 점척도 의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서는 로 필요(5 ) 1.5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지역에서는 이상으로 필요성에 대, 4

한 견해가 강함.

순수 민간 자조금에 의한 운영의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

함.

나가노현 소비촉진 사업나가노현 소비촉진 사업나가노현 소비촉진 사업나가노현 소비촉진 사업(6)(6)(6)(6)

사업명 국내소비 확대대책 등 사업:

 사업실시주체는 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출하안정 기금협회

 내용 년 재 중앙과실기금협회에서의 보조금을 받아 전농나가노(2002 ) : ( )

본부가 실시하는 학교급식 등에의 현산 과실의 이용확대의 보진금을 교부

국가의 사업요강에 기초한 사업( )

 과실의 요리책 작성 영양사에 배포 조리강습회에의 자재공급 영양사에( ), ,

의 앙케이트 실시 등

 민간과의 보안성 에 관해 국가의 사업실시요강에 본 협회가 사업실시「 」

자에 있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조직이라고 명시.

 현과의 보완성 에 관해 국가의 사업실시요강에 사업실시자가 현법인「 」

당 협회 출하단체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법인은 실시자로 보조금을 교부( ),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사업의 단독성 에 관해 국가의 사업실시요강에서 본 협회가 사업실시「 」

자에 있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조직이라고 규정됨.

 사업의 자율성 에 관해 위탁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나가노농협의 과실등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

 과실 국내수요확대 대책사업으로 현산 과실의 소비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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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나가노현 매일 과일의 그램운동 을 전개하고 과실이용200「 」

을 추진한다라고 규정.

 사업실시주체는 전농나가노JA

 사업내용은 생산출하단체 학교급식관계자 등이 연계하고 전략적으로 소비,

자에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학교급식에의 현산 과실이용촉진 등을 도모하

기 위해 현산과실의 소비 안정적수요 확대에의 대처방안인 나가노현 매「

일 과일의 그램운동 을 전개한다라고 규정200 .」

 사업비 단위 엔 는 다음과 같음 년( : ) (2004~2005 ).

표 나가노농협의 과실등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4-14.

사업명 맛있는 과일 추진사업: 「 」

 보조금 활용경비로는 고품질 과실생산 대책사업 소비정착화 대(1) , (2)

책사업을 위해 활용되며 나가노현 맛있는 과일 추진본부가 실시함.

 현에서 실시하며 보조액은 지사가 정한 금액으로 함.

사업명 채소 진흥 대책: 「 」

 보조금 활용경비로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장 나가노현본부가 실시하는

가정용버섯요리와 기능성 사업을 위해 활용PR

쿠마모토현 청과물 소비확대 사업쿠마모토현 청과물 소비확대 사업쿠마모토현 청과물 소비확대 사업쿠마모토현 청과물 소비확대 사업(7)(7)(7)(7)

생산자와 쿠마모토현 그룹의 자가 힘을 합쳐 쿠마모토산 브랜드의 이, JA 3

미지 향상과 판매의 유리화를 위해 실시 년(2004 )

 대상품목 수박 멜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 , , , ,

 생산자자조금 엔: 56,233,226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내역
보조금 중앙기금( ) 전농 나가노 생산자자조금JA ( )

과실국내

수요확대대책 사업
6,870,000 4,095,000 2,7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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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마모토현 엔: 30,000,000

 쿠마모토 경제련 엔JA : 15,200,000

 국고보조금 엔: 15,000,000

 잡수입 엔: 3,855,568

사업비의 사용내역 년(2004 )

 소비자 이미지 향상 강화대책사업(89.4%)

강화대책사업 안전 안심 건강 소비자어필대책사(PR :51.6%, ,ㆍ

업:37.8%)

 생산판매 기본전략 전환사업(10.6%)

상품개발사업 품목별 유통판매 전략전환사업( : 2.0%, : 8.6%)ㆍ

일본 사례의 시사점일본 사례의 시사점일본 사례의 시사점일본 사례의 시사점6)6)6)6)

일본의 청과물은 계획생산출하에 의해 생산 출하되며 법률에서 규정한 일,

정요건을 갖춘 지역 생산자단체에게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과 소득안정

을 위한 가격차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금 지원 및 자조금 실시.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현 보조금 그리고 생산자 자조금,

에 의해 운영됨.

 정부에서 지정과실과 특별과실을 지정하고 또한 최소 필요 면적 등을 지

정하여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지원신청을 받아 자조금

의 정도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

일본의 경우 소비촉진과 관련한 정부 보조금은 학교급식과 식교육 관련부

분에 지원 실시 청과물시장에서 국산 청과물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

한 방향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보조금 지원 실시

 소비촉진 관련 보조금은 국내청과물의 소비확대 대책으로 학교급식과 식

교육 차원에서의 자료발간 영양사 대상 앙케이트 실시 등의 명목으PR, ,

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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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과 농협에서는 지역산 청과물의 소비확대와 학교급식을 위한 제비용

비용 교재 출간 비용 등 에 보조금을 지원(PR , ) .

 자조금의 경우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생산자 지역농협 등의 유통,

업자가 자조금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음.

일본의 소비촉진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지역산의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자조금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음.

 지역자조금의 경우 지방정부와 농협 및 유통업자 생산자가 참여하며 지, ,

역산 홍보와 학교급식에의 지역산 청과물 공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음.

 우리의 경우 지역자조금 도입 시 특정지역에 대한 홍보위주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자조금 프로그램은 년간 실행 후 지2~3

속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며 이는 한국에서의 자조금 제도에 있어서도 도

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제 절 해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제 절 해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제 절 해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제 절 해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4444

미국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미국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미국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미국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

미국 자조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업내용이 소비촉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임.

 소비자 광고와 마케팅 상품 표준화를 위한 조사개발 등이 주 사업내용이,

며 수급조절 관련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소비촉진을 통해 단순한 소비증가가 아닌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가장 큰 목표임.

 그 재원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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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직접 부담하고 있음.

다만 제도 시행 중 드러난 문제점은 무상표 광고와 관련한 법률문제임, .

 무상표 광고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별화에 대한

노력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는 실제로 위헌 판시

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가 일관되게 정립되지 않아 일부 품목에 대

해서는 합헌이라고 판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에 앞서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

토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법률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미국 자조금 제도는 또한 생산자 외에 일정규모 이상 유통업체 수입업체까,

지도 모두 가입대상이 되므로 사업의 효과성이 높음.

 한국은 영세한 유통업체가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어 이들을 자조금 사

업에 동참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취급물량 정보의,

획득가능성 등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규모별로 차등하

여 의무자조금 제도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측면에 있어서는 의무화시 개별 품목별 의무화 방식이

아닌 농림부의 포괄 입법권한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미 의회가 농림부에 대해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에 따른 포괄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개별 입법에 따른 시간지체 및 비용낭비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

러한 포괄입법 방식은 한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관리 운영측면에서 미국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은 그 운영이 외부 위탁에ㆍ

의해 운영된다는 점과 일정기간 이후 제도의 종료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끔 일몰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관리업무의 외부 위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추진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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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시점을 투표로 결정하게끔 함으로써 합법성에 대한 법률논란을 감소

시키며 회원단체의 의사확인을 통해 참여율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의무자조금 제도 추진시 일정기간 이후 사업연장

여부에 대해 투표로 재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네덜란드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네덜란드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네덜란드 자조금 제도와 시사점□□□□

네덜란드는 생산물위원회 라는 단일 기구를 통하여 자조금(Product Board)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생산물위원회는 모든 원예작물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무역업체 유통업체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생산물위원회의 각종 규제조치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대외 협상에 대한

권한도 일부 보유하고 있음.

 매년 약 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거출하여 품질규제 시장조사 대외1,000 , ,

협력 교육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조직은 화훼부 구근부 등 품목특성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화훼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에너지부를 두어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네덜란드 자조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의 위원회를 통한 통합관리이

며 관할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임.

 통합관리를 통해 품목별 소규모 사업에 국한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

 또한 이 위원회는 단순한 소비홍보 판촉을 넘어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촉진 및 교육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까지 주도함으로써 명실공히,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공통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한국도 자조금 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

은 물론 장기적인 연구조사 대규모 소비판촉 생산 유통의 전과정에 이르, , ~

는 공통이익을 추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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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자조금 제도의 추가적인 시사점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임.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대외 협상 품질규격의 제정이 가능해짐, .

 다만 네덜란드 생산물위원회의 광범위한 사업영역과 법적 강제력은 확고,

한 생산자 대표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즉

시 적용하기 어려우며 우선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일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일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일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일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

일본은 서구와 같이 자조금을 거출하여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제도는 존재

하지 않으며 기금에 의한 사업과 자조금 제도가 혼합된 수급조절 정책 중

심임.

 즉 수급조절을 위한 자금 중 를 생산자가 직접 부담함으로써 정부, 20%

및 지방자치 단체 자금과 공동으로 수급조절 사업에 투입됨.

 생산자의 조성비율은 사업마다 또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며 도

쿠시마현 가격안정제도의 경우 야채가격안정기금 중 생산자의 부담은 중

요야채일 경우 그 외 야채일 경우 로 상이함17.5%, 20% .

수급조절은 중앙정부의 수급계획이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되고 지방자치

단체는 배분량에 따라 사업별 수급안정 대책을 실시함.

 생산자 단체인 농협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계획생산계획출하를 승인받도

록 되어 있음.

 수급안정대책의 내용은 기준가격과 도매가격간 차액의 를 보전해주는80%

것이 주요 골자이나 보전비율은 사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

직접 생산자가 부담하지는 않으나 생산자 조직이 전농이 일부 자금부담JA

을 하여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소비확대특별대책은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국내산 농산물소비장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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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산 과실이용촉진 도모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일본의 수급조절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된다

는 점에서 찾아야할 것임.

 자조금 사업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지방자치 단체도 일정부분 재원조성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지역별 수급조절 대책이 각 현마다 독자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수급조절 및 생산자

소득안정 대책이 본받아야할 점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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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제 장제 장제 장5555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제 절 자조금 제도 추진 기본방향제 절 자조금 제도 추진 기본방향제 절 자조금 제도 추진 기본방향제 절 자조금 제도 추진 기본방향1111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조금 제도 운영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조금 제도 운영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조금 제도 운영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자조금 제도 운영□□□□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가격지지 및 소득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대두되

고 있어 생산자 자율적인 시장창출 및 판로확보 노력이 요청됨.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및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입은 점차 축소되

고 있어 전통적인 가격지지에 의한 소득보장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농산물의 상품화 과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

이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 노령화 독신자 증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 , ,

기적인 농식품 시장구조를 바꾸어 놓을 것임.

 특히 저출산의 장기화는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시장규모를 유지시켜 나가야함.

 외국 문화에 익숙한 소비자층이 늘어남으로써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이 강

화되어야함.

 노령화 독신자 증가 등은 농식품 소비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

상되어 적극적인 상품화 및 시장조사 노력이 요청됨.

도매시장 위주의 소비지 유통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산

지유통의 대응이 필요함 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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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산지유통은 생산의 영세성 및 유통구조의 낙후로 인해 규모화 균질ㆍ

화 되는 소비지 유통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조금 사업을 통해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표 청과물 유통경로별 거래량 및 점유율 추이5-1.

단위 천톤: , %

구 분 1998 2000 2002
도매시장

공 영 계- (A)

공판장

민간법인

법 정-

공 판 장 도매시장미입주- ( )

5,544(48.2) 6,161(46.2) 6,367(48.5)

4,607(40.0) 5,275(39.6) 5,642(43.0)

1,147(10.0) 1,319(10.0) 1,483(11.3)

3,460(30.0) 3,956(29.6) 4,159(31.7)

184(1.6) 136(1.0) 122(0.9)

753(6.6) 750(5.6) 603(4.6)

종합유통센터 민간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425(3.6) 871(6.5) 1,467(11.2)

224(1.9) 444(3.3) 702(5.4)

201(1.7) 427(3.2) 765(5.8)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직거래-

전자상거래-

713(6.2) 1,022(7.7) 1,424(10.8)

713(6.2) 1,013(7.6) 1,343(10.2)

- 9(0.1) 81(0.6)
재래시장 유사도매시장( ) 4,828(42.0) 5,280(39.6) 3,879(29.5)

총 거래량 11,510(100) 13,334(100) 13,137(100)

공판장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합계이고 민간법인은 비상장을 포함한 금액임* .
자료 김동환 외 농협의 농산물도매기능 강화방안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 , ( ) , 2004.「 」

생산자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생산자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생산자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생산자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

사업물량에 있어 생산자 대표성 강화가 요청됨.

 한국농업은 영세 소농위주의 생산방식과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생산자

조직화가 더디게 진행된 결과 자조금 단체 결성에 있어서도 사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산자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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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대표성 결여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품목공통의 발전추구를 어렵

게 만드는 원인이 됨.

 따라서 자조금 제도 개선방향은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를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함.

생산자 단체의 대납 근절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

 자조금은 상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자발적 역량을 강화시

키고자하는 제도이므로 생산자의 자발적 자조금 거출이 중요함.

 그러나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조금 단체들은 소속 생산자 단

체들이 자조금을 대납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산자 참여가 부족하여 자조금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향후 자조금 관련 정책은 실질적인 자조금 부담자가 생산자가 되

게끔 함으로써 자조금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게끔 운영되어야함.

자조금 사업운영의 효율화자조금 사업운영의 효율화자조금 사업운영의 효율화자조금 사업운영의 효율화□□□□

자조금 단체 사무국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가 요청됨, .

 현재 각 자조금 단체의 사무국은 조성자금의 소규모성에 따라 전문직원이

부재하며 그 결과 사업의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음.

 물론 한국 농업의 생산규모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을 확,

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나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

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임.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사무국의

운영이 효율화될 필요성이 있음.

품목간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함.

 농산물은 부류별로 대체재 관계가 있어 특정품목의 소비가 다른 품목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조금 단체의 운영방식은 개별 품목별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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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품목간 협조체제가 미비함.

 또한 한국의 산지농협은 품목조합 중심인 외국과 달리 종합농협성격을 가

지고 있어 한 품목의 발전 퇴보 가 다른 품목에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로( )

형성되어 있음.

 따라서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품목 부류별 협조체제 구

축방안이 수립되어야할 것임.

기존 산지유통정책과의 차별화 및 보완 추구기존 산지유통정책과의 차별화 및 보완 추구기존 산지유통정책과의 차별화 및 보완 추구기존 산지유통정책과의 차별화 및 보완 추구□□□□

기존 산지유통정책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자조금 고유의 사업내용을 발굴

할 필요가 있음.

 수급조절은 수급안정 사업과 정부수매 비축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ㆍ

산지조합의 역량 강화는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자조금 사업의 내용이 기존 정부 정책과 중복되고 있음.

 따라서 자조금 제도 고유의 사업영역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

음.

자조금 사업은 기존 산지유통정책을 보완하면서 품목별 발전대책을 추구해

야 함.

 기존 산지유통정책은 산지 생산조직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품목별 발전대

책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자조금 제도를 통해 품목 고유의 발,

전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기존 산지유통 정책들 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며 자조금 제도도 산지유,

통정책의 틀 속에서 위상과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간 산지유통 정책은 가장 근본적인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역량강화

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성과가 미흡한 결과를 낳았음.

 또한 역량강화의 개념정의조차 모호하여 적절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측

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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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역량 강화는 시장 대응력 향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시,

장 대응력 향상은 곧 자조금 제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임.

 따라서 기존 산지유통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조금 정책이

주요 산지유통 정책의 하나로 격상되어야함.

제 절 기본 추진 전략제 절 기본 추진 전략제 절 기본 추진 전략제 절 기본 추진 전략2222

정책간 일관성 확보정책간 일관성 확보정책간 일관성 확보정책간 일관성 확보1)1)1)1)

정책간 역할분담을 통한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 확보정책간 역할분담을 통한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 확보정책간 역할분담을 통한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 확보정책간 역할분담을 통한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 확보□□□□

자조금 제도의 주요 사업내용이 다른 산지유통 정책들과 중복되고 있어 정

책간 역할 분담을 통한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 확보가 필요함.

다만 현행 농안법에서 수급조절 유통협약 명령 포함 까지도 자조금 제도, ( )ㆍ

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19)하고 있으므로 자조금 사업내용을 특정

용도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농안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비촉진 연구조사 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소비촉진 연구조사 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소비촉진 연구조사 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소비촉진 연구조사 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 ,, ,, ,, ,□□□□

자조금을 직접적인 수급조절에 활용할 경우 소규모 자금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촉진 및 연구조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급조절에 소요되는 재원도 생산액의 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수1~3%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짐.

 미국의 경우 자조금 사업의 주요 항목은 마케팅 홍보이며 수급조절은 수,

행하고 있지 않음.

19) 농안법 제 조 항 동법 시행령 제 조7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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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자조금제도 라고 부르지 않고(check-off)

촉진 및 연구 프로그램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promotion and research) ,

무상표 소비촉진 과 연구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generic promotion)

하고 있음.

주요 산지유통 정책의 일환으로 자조금 제도를 격상주요 산지유통 정책의 일환으로 자조금 제도를 격상주요 산지유통 정책의 일환으로 자조금 제도를 격상주요 산지유통 정책의 일환으로 자조금 제도를 격상□□□□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자율성과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

고 있으나 자율성과 역량강화는 조직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음.

 기존 정부의 산지조직 지원정책은 모두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있었음.

 그러나 시장개방과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는 개별 생산자 단체만으로는 대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여러 생산자 단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간 조직화와 구심점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

루어져야함.

기존 산지유통 정책의 정책대상은 대부분 산지조합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부족해진 측면이 있음.

 일례로 노지채소 중 무 배추 고추 마늘 등은 산지조합의 총 생산 대비ㆍ ㆍ ㆍ

출하율 계통출하율 이 극히 미미하여 조합을 통한 수급조절이 사실상 무( )

의미함.

 그러므로 산지유통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 생산( )

자 단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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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품목별 출하유형5-2.

단위: %

품목 계통 출하량 생산자직출하 수집상 기타
배추 5~10 3~5 85~90 -
무 10 6~10 80~95 -
건고추 10~15 - 80~85 5~12
마늘 20 10 70 -
양파 10~15 15 70~75 -
사과 30 40 30 -
배 50 20~25 25~30 -
단감 53~60 10~13 25~35 -
감귤 57~60 - 40~43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 , 2005 , 2005.「 」

기존 생산자 단체들의 연합체로는 농협중앙회 품목별전국협의회 과수연합, ,

회 등이 있으나 개별 이해관계가 달라 전체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

능은 미흡하였음.

 농협중앙회는 산지 협동조합들만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간 생산자 단체에

대한 대표성과 조율기능이 없고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농협중앙

회의 내부조직으로서 별개의 생산자 단체로 보기 어려움.

 과수연합회는 농협중앙회에 비해 사업추진이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으나 취급 품목이 일부 과수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역농협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 생산자 대표성도 극히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사업의 효과성 제고 전략사업의 효과성 제고 전략사업의 효과성 제고 전략사업의 효과성 제고 전략2)2)2)2)

생산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생산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생산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생산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현재 생산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참다래 파프리카 난 이외 품목들, ,

도 실질적인 생산자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함.

 현행 자조금 제도 하에서 생산자 참여율이 낮은 것은 생산자의 의식 때문

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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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조직화되지 못한 영세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환경으로 인

해 자조금 사업의 무임승차 문제도 심각함.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해도 무임승차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

으로 보임.

 원예 농산물의 경우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조금의 부과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무임승차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제

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자조금 제도를 둘러싼 이 같은 난점들을 해소함으로써 생산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산지유통 개선과 소비지 유통의 단순

화 규모화 효율화임.ㆍ ㆍ

자조금 단체의 문호 확대 및 유통업체의 사업참여 의무화자조금 단체의 문호 확대 및 유통업체의 사업참여 의무화자조금 단체의 문호 확대 및 유통업체의 사업참여 의무화자조금 단체의 문호 확대 및 유통업체의 사업참여 의무화□□□□

특정 품목의 발전은 관련 상인 유통업체 수입업체에까지 파급효과가 발생, ,

하므로 이들을 자조금제도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음.

 화훼 난 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까지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타 품목의( )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필요시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반출 수입 하는 유통업체 수입업체 를 자( ) ( )

조금 단체 가입 의무화해야함.

 수입업체의 경우는 통관 시에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

업 참여를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음.

현재 대부분 품목의 자조금은 농협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민간 생산,

자 단체까지 포괄할 필요성이 있음.

 품목에 따라 농협보다 민간 생산자 단체의 사업물량이 더 큰 경우도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농협의 생산자 대표성이 부족하고 자조금 사업의

효과도 미흡한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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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생산자 단체들을 사업에 끌어들임으로써 자조금 단체가 명실상부

한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급물량의 증가로 인해 자조금 사업

의 효과도 현재보다 배가될 수 있을 것임.

자조금 단체간 공조자조금 단체간 공조자조금 단체간 공조자조금 단체간 공조□□□□

농산물 소비는 여러 품목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품목 자조금 단체의 독립사업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움.

 대부분의 원예농산물들은 부류별로 대체재 관계를 가지고 있어 특정품목

의 소비촉진 사업이 아무리 내실있게 추진되더라도 다른 품목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자조금 사업 특히 소비촉진 사업 을 특정 품목단독으로 추진할( )

것이 아니라 부류별로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 예 사과 소비촉진 사업 대( :

신 과실 소비촉진 사업 이 수립되어야함) .

우리 나라의 농협 농가 은 종합농협 다품목생산 체제를 띄고 있어 생산자( ) ( )

역량강화도 여러 품목에 걸쳐 나타나므로 품목별 자조금 단체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단일 품목만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극히 드물고 그 결과 산지 사업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지조합들 역시 종합농협체제를 띄고 있어 한 품목의

자조금 사업을 통한 역량강화가 다른 품목에까지도 파급효과를 가지게 됨.

 따라서 각 품목 자조금 단체간 공조를 통해 비용절감과 효과성 제고를 동

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자조금 단체와 생산자 단체간 역할 분담 필요자조금 단체와 생산자 단체간 역할 분담 필요자조금 단체와 생산자 단체간 역할 분담 필요자조금 단체와 생산자 단체간 역할 분담 필요□□□□

자조금 제도는 특정 산지나 브랜드에 관계없이 전체 품목 생산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므로 자조금 단체의 사업과 소속 생산자 단체의 자체 사업

간에는 역할 구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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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산지와 관계없는 공통의 사업은 자조금 단체가 자조금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개별 산지의 마케팅은 회원기관 자체 자금으로 실시해야할 것임.

 예를 들어 산지와 관계없는 무상표 소비촉진은 자조금단체에서(generic)

수행하고 산지별 브랜드별 촉진은 개별 생산자단체에서 수행함, , .

조성된 자조금 중 상당 부분이 개별 회원기관의 개별적인 사업수행에 집행

되고 있어 효과성이 의문시됨.

 산지로 내려갈수록 생산자 혹은 생산자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효율적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높음.

 회원기관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더라도 가용한 재원이 적고 전문

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자조금 사업은 품목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

져야하기 때문에 회원기관별 개별 사업보다는 자조금 단체 자조금관리위(

원회 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자조금 단체의 사업과 회원기관 개별 생산자 단체 의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

자조금이 개별 회원기관의 자율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함.

 현재 대부분의 자조금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원기관 자율사업은 개별

산지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어 품목 공동의 이익추구라는ㆍ

자조금 제도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음.

성과평가와 차등지원을 통한 사업내실화성과평가와 차등지원을 통한 사업내실화성과평가와 차등지원을 통한 사업내실화성과평가와 차등지원을 통한 사업내실화□□□□

상기 자조금 단체 자체 사업 실시를 전제로 성과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함

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음.

성과평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수행이

자조금 단체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져야함.

 개별 회원기관 자율 사업들의 총합이 곧 해당 자조금 단체의 사업성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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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발전 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율사업이 빈발할 경우 결과적으)

로 성과평가 자체가 곤란해짐.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가의 자발적 자조활동 촉진을 위해 산지조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의

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함.

현재까지 대부분의 농업 지원책이 농가의 자발적 의지를 활성화시키지 않

고 단지 자금 지원만 수행해서 생산자 자율적 역량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음.

 앞으로의 농업 정책은 생산자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자조금 제도와 같이 생산자의 자발적인 대책의 의의가 큼.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촉진하는 교육 사업을 내실화

 생산자의 참여의지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정부지원 축소의 불가피성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의 기업가적 경영을 영위하겠다는 인

식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임.

 따라서 그러한 문제인식 함양과 기업가적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교육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할 것임.

 그러나 오랫동안 시혜적 정부지원에 익숙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여 자기책임 의식과 기업가적

마인드가 배양될 수 없었음.

 특히 생산자 의식개혁을 위해 기존 자조금 사업에서 추진한 생산자 교육

은 선심성 성격이 짙었고 체계성이 부족하여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

향이 많았음.

 내실있는 교육사업을 통해 유통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

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락하는 생산자는 정부로서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킴으로써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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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의식개혁을 위해 산지 사업조직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음.

 생산자 의식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직접 수행은 생산자와 직접 이해관계

를 주고받는 산지조합들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사후 관리까지 모두 산지조합들에게 일임한다

면 기존과 동일한 비효율이 발생할 것임.

 따라서 프로그램의 체계화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 평가 등은 자조금 단ㆍ ㆍ

체에서 수립하고 산지 생산자 단체들은 그 실행만을 담당토록 해야 함.

생산자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

생산자를 양산함으로써 모방심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고령화되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시장상황에 대응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시장과의 접촉경험이 많아 환경변화의 긴박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혁신의

지가 있는 중대규모 이상의 젊은 생산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생

산자 의식화의 리더가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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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제 절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제 절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제 절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3333

자조금 단체의 자격요건 개선 방안자조금 단체의 자격요건 개선 방안자조금 단체의 자격요건 개선 방안자조금 단체의 자격요건 개선 방안1)1)1)1)

품목별 의무 사업량의 융통성 발휘품목별 의무 사업량의 융통성 발휘품목별 의무 사업량의 융통성 발휘품목별 의무 사업량의 융통성 발휘(1)(1)(1)(1)

사업초기 의무물량사업초기 의무물량사업초기 의무물량사업초기 의무물량□□□□ 20)20)20)20)에 대한 품목별 유연성 필요에 대한 품목별 유연성 필요에 대한 품목별 유연성 필요에 대한 품목별 유연성 필요

품목별로 생산집중도와 계통출하율 유통경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물,

량을 획일적으로 로 설정하는 것은 품목 특성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형30%

평성 문제도 야기함.

 일부 품목은 생산자 조직화의 어려움으로 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을 요청

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초기 의무물량 기준을 품목별로 다르게 제시하여 자조금 단체

결성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조미채소 친환경 품목은 생산집중도가 낮고 계통출하율도 낮아 사실,

상 정부지원 기준이 되는 의무취급비율 를 달성하기 불가능함30% .

 따라서 이러한 품목의 경우 초기 의무물량 비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현재 각 자조금 단체의 사업물량이 의무물량 비율 를 충족하는가30%

여부는 소속 생산자 단체가 소재한 지역의 생산량 재배면적 을 사업물량으( )

로 간주하는 방법과 실제 출하량을 사업물량으로 간주하는 두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배의 경우처럼 지역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 현행 제도하에서 자조금 단체의 사업물량은 출하량 또는 지역 생산량 중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 오히려 자조금 단체의 생산자 대표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 ,
의 경우 실제 취급물량은 품목협의회가 더 많으나 지역 생산량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과수연합회
의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산출되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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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출하율이 낮아 실제로는 소속 생산자 단체의 취급량이 기준에30%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논란을 야기시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품목은 겨울배추 및 감귤이 있는데 특히 감

귤의 경우 소속 생산자 단체의 실제 취급량은 총 생산 대비 내외에60%

불과하나 면적 기준으로 사업량을 계산할 경우 총 생산 대비 라는100%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됨.

 따라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의무물량 산출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새로운 의무물량 산출 기준은 전국 재배면적 생산량 대비 주산지 재배면( )

적 비율과 계통출하율을 곱하여 도출할 수 있음.

 의무사업량 비율 품목별 주산지 단위 재배면적 집중률 계통출하= ( ) ×道

율

 단감 감귤과 같이 재배면적 집중율과 계통출하율이 높은 경우는 의무사업,

량 비율도 각각 로 높게 나타나며 표 실제 자조금 단44.6%, 57% ( 5-6)

체의 사업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한편 고추 마늘같은 양념채소는 각각 로 나타나 이들 품목의, 4.6%, 9.8%

경우 자조금 단체 결성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상기 의무사업량 산출방법을 따를 경우 양념채소와 같이 의무물량 비율이

극히 낮을 경우에도 자조금 단체 결성을 허용해야하는가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이 문제는 정책적 판단으로 품목에 관계없이 최소 물량비율을 설정“ ”

예 하고 그 기준을 넘는 품목에 대해서만 자조금 단체 결성을 허( : 10%)

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

 반대로 과실의 경우에는 채소류보다 더 높은 의무사업량을 부과 예 현행( :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완화됨30% 50%) .→

채소류의 경우 의무물량 비율이 낮을 경우 생산자 대표성이 미흡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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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자조금 단체 결성은 용이하게 하되 점진적인 취급물량 확대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자조금 제도를 통해 생산자 조직화가 촉진되는 계기로 삼아

야할 것임.

품목특성에 따라 초기 의무사업량을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자조금 단체 구

성이 활발해질 것임.

 현행 제도는 의무물량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 자30%

조금 단체 구성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공동운영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공동운영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공동운영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공동운영(2)(2)(2)(2)

각 품목별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사무국 공동운영각 품목별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사무국 공동운영각 품목별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사무국 공동운영각 품목별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통합과 사무국 공동운영□□□□

현재 자조금 단체 결성을 위해서는 독립 사무실과 자체 인력보유 및 그 비

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외형적 관건임.

 자조금 규모가 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품목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1

립성에 대한 요구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함.

 현재 자조금 사업이 일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조성규모가

적은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무국 관리를 농협중앙회 직원이 동시에 맡

고 있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

함.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칭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

통합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ㆍ

 품목별로 각기 분산되어 관리 집행되는 자조금 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ㆍ

해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를 창설할 필요성이 있음.

 통합위원회는 마케팅 조사 연구 분야에 관한 외부 전문가 을 운영하, , pool

는 한편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현재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 기능

을 흡수 통합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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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통합위원회는 마케팅 관련 인력 연구조사 관련 인력 등 전문가를 채,

용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을 축적하여 필요시마다 품목별 자조금 단pool

체 또는 생산자 단체에 제공해야함.

 자체 보유한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 장기간 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전문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확보 프로, ,

젝트 관리 등 개별 자조금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예 공중파 광고( : )

을 지원함.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산하에 부류별 분과를 설치할 수 있음.

 동일 부류 내 세부품목들의 특성이 유사하더라도 부류 자체가 상이할 경

우 예 노지채소와 과일 에는 그 특성도 달라질 수 있어 사업내용과 운영( : )

방식도 달라져야할 것임.

 따라서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류별 분과를 설치하고 독립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개념도5-1.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분과: 과실, 엽채, 근채, 조미채소, 친환경, 교육

통합 사무국

생산자 단체

위원선출

경비납부

사업지침

협의, 조율

사업계획

지원요청

사업결과보고

연차보고

전문가 파견

사업 후 평가, 관리

관리지침

행정지원



178

통합자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운영경비의 정부지원통합자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운영경비의 정부지원통합자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운영경비의 정부지원통합자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운영경비의 정부지원□□□□

통합위원회와 사무국은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당연직 위원으로 수용하되 직

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함.

 통합위원회는 여러 품목에 걸친 행정지원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

료조사 등을 담당하므로 형평성 객관성이 보장되어야하는 바 규모가 큰, ,

특정 품목 단체 또는 농협중앙회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함.

 따라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이 필요함.

 부류별 자조금 단체 분과 는 거출된 자조금 중 일정 비율을 통합위원회에( )

납부하여 행정사무 비용 및 각종 연구지원사업에 충당토록할 의무가 있음.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역할 분담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역할 분담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역할 분담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역할 분담□□□□

통합위원회와 부류별분과 간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함.

 통합위원회 위원수는 분과위원회별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비례배분하되

특정품목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분과 대표는 자동적

으로 통합위원회 회장단의 일원이 되도록함.

분과위원회의 개별 위원들은 통합위원회 총회의 일원으로서 전체 의사결정

이 필요할 경우 각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여 투표권을 보유토록 함.

 한편 회장단은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관할하며 전문인력의 채용,

사업지침 개발 및 연구조사 지원 대외협력업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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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통합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5-3.

항 목 통합위원회 분과위원회

대표성

총회( )

자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ㆍ

적인 사항을 최종적으로 의결

참여 생산자 단체의 자격과 의ㆍ

무에 관한 사항

각 위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ㆍ

됨.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가 채용에 관한 사항ㆍ

행정업무 및 자조금 납부상황ㆍ

관리

사무국의 기능에 관한 원칙ㆍ

기반 연구 조사 수행-

전문가 관리- pool

대외 협력 업무-

조성 자금의 일시 운용-

주요 사업의 사후 관리-

해당 품목 관련 전문가 채용의ㆍ

요구

자조금 거출의 실행ㆍ

사업 실시 후 평가 사후 관리,ㆍ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별 기본 방침 제시ㆍ

조사연구와 계약체결의 원칙 제ㆍ

시

예산배정 요구ㆍ

신규 사업제안ㆍ

사업별 상세요구사항 심의ㆍ

사업의 실행 사무국의 조력( )ㆍ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전문가들을 포함해야함.

 정부정책에 대한 생산자의 의견반영 농협중앙회와의 의견조율 등을 위해,

정부 품목과의 담당자 및 농협중앙회 부서장 예 원예부장 도 당연직 위( : )

원이자 회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해야 함.

 아울러 마케팅 및 학계 유통업계 전문가들도 통합위원회 구성시 필수적으,

로 포함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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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사업 내용 개선 방안자조금 사업 내용 개선 방안자조금 사업 내용 개선 방안자조금 사업 내용 개선 방안2)2)2)2)

소비촉진 시장개척을 위한 무상표광고 추진소비촉진 시장개척을 위한 무상표광고 추진소비촉진 시장개척을 위한 무상표광고 추진소비촉진 시장개척을 위한 무상표광고 추진□ ㆍ□ ㆍ□ ㆍ□ ㆍ

한정된 자금을 소비촉진 비브랜드 무상표 광고 시장개척 연구조사 등 제( ) ,ㆍ

한된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도모해야함.

 수급조절 유통협약 명령 관련 사업은 현실적으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 ㆍ

우며 자조금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지 않음.

원예농산물의 대중광고가 소비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으나 낙농자조금의 대중광고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됨.

 김관수(2004)21)는 년 하반기 우유소비 광고에 대한 소비자 설2003 TV

문조사 결과 광고 시청 후 실제로 구매량이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로21%

나타났으며 광고비 원당 원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도1 20.8

출하였음.

 동 연구는 선행연구들도 광고비 원 대비 최소 원 최대 원의 매출1 18 ~ 57

증대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음을 지적하여 대중광고가 소비촉진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음.

원예작물의 대중광고는 특정 품목 중심의 광고가 아니라 유사 부류를 한꺼

번에 묶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끔 제작되어야함.

 왜냐 하면 자조금에 의한 무상표 소비촉진 광고는 최소한 또는 라디TV

오 등 대중광고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있으며

단순한 이벤트 또는 리후렛 제작 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임.

 또한 축산 자조금과 달리 원예 자조금은 단일 품목만으로는 자조금 조성

21) 김관수 외 년도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자조활동, 2003 ,「 」
자금관리위원회, 2004, p29~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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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너무 적으므로 채소류 과일류 등 부류별로 통합 광고를 진행해야,

함.

자조금 단체가 수행하는 대중광고는 무상표 비브랜드 광고이어야함.ㆍ

 자조금은 품목 공통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므로 그 사용도

특정 브랜드 또는 지역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해당 품목부류의 전체적인 이

익을 도모해야함.

 다만 해외수출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상표 광고를 통해 특정 브랜드 홍보,

도 가능할 것임.

 즉 해외수출의 경우 일정기준 검역 및 시설 기준 안정적 공급가능, ( APC ,

여부 품질관리 능력 등 을 통과한 생산물에 대해 특정 브랜드 홍보를 허, )

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무상표 광고는 소비성향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되어야함.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가와 비만문제 등으로 단순한 소비 및 구매에 대

한 소구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원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으로 구성된 인스턴트 가공식품보다ㆍ

제대로 된 식사가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측면을 부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산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전략적 무상표 광고의 좋은 사례는 최근의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임.

 국내에서 돼지고기 소비는 일부 부위 삼겹살과 일명 족발로 불리는 전지(

및 후지 등 에 국한되어 부위별 균형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소비가)

부진한 특정부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돼지는 어딜 먹어도 맛있다 라“ ”

는 컨셉의 대중광고를 실시하고 있음.

무상표 광고는 또한 생산자의 참여도 제고에 기여해야함.

 자조금 사업에 대한 생산자 참여도와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중광

고를 통해 자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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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낙농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우유소비 광고의 가장 큰 효과가

소비확대보다는 생산자들에게 자조금 사업의 가시적인 활동상을 보여줌으

로써 자조금 사업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일부의 주

장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임.

연구개발 지원 및 시장조사 교육 사업 추진연구개발 지원 및 시장조사 교육 사업 추진연구개발 지원 및 시장조사 교육 사업 추진연구개발 지원 및 시장조사 교육 사업 추진,,,,□□□□

개별 생산자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기관들

의 활력을 이용함으로써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할 것임.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한 신상품 개발은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로는 이루

어질 수 없음.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은 장기적인 국가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하기

때문에 다양성 및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조금 제도와 공조를 취하기

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자조금 단체에서는 해당 품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개발 또는

신품종 신재배기술 개발 등 실용적인 사업을 중점 추진해야할 것임.ㆍ

직접 연구개발 기능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되 연구용역의 발주 필요한 과제,

의 수요조사 등을 자조금 사업으로 시행함.

 자조금 단체에서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까지 보유하기는 어려우므로 직접

적인 연구개발은 대학연구소 농촌진흥청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야할 것임, .

 다만 자조금 단체에서는 품목별로 필요한 연구주제의 우선 순위 결정 특, ,

정 주제에 대한 개발 요구사항 적시 연구기관과의 계약체결 연구결과물, ,

의 보급 등을 담당할 수 있음.

교육사업도 자조금 단체에서는 교육 커리큘럼의 가이드라인 수립 교육기관,

및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제시 사후 평가 등을 담당하되 직접적인 교육은,

외부기관과 협력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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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조금 사업으로 교육까지 직접 담당하기보

다 외부기관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음.

그림 연구조사 교육사업의 역할 분담5-2. ㆍ

지침개발과 평가 결과보고

대상 통보

교육 실시

연구 지침

주제 선정

발주

요구사항

연구성과 제공

프로그램 개발

계약체결

교육 의뢰
교육기관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생산자

자조금단체
사무국

연구 및 교육 요구

사업운영 방식 개선 방안사업운영 방식 개선 방안사업운영 방식 개선 방안사업운영 방식 개선 방안3)3)3)3)

자조금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방안자조금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방안자조금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방안자조금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방안(1)(1)(1)(1)

소속 생산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사업 제한소속 생산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사업 제한소속 생산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사업 제한소속 생산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사업 제한□□□□

자조금 단체의 개별 참여기관인 산지조합 생산자 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ㆍ

율사업은 전문성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자율사업들은 전문적인 체계수립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의도는 좋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역정서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

성이 보장되지 않음.

 개별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사업들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식보급 및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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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도 개별 생산자 단체의 자율사업은 배제

할 필요가 있음.

 개별 회원기관 자율사업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으며 자율사업들의 합이

곧 자조금 단체의 성과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자조금 단체의 성과평가는 자조금 단체의 독립으로 실시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것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의 예외적 허용

 수출계약에 따른 환차손 보전 무역 분쟁 등에 의한 손실보전처럼 특정 회,

원의 사업추진을 후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품목의 발전에 유리하다

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 사업을 인정할 필요도 있음.

사례 화훼생산자협의회의 김해 대동농협 수출손실 지원 약 천 백: ( 4 5ㆍ

만원)

표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방향 요약5-4. ( )

항목 문제점 개선방향 세부 사항

의무사업량 품목특성 미반영ㆍ
의무 사업량을ㆍ

품목별로 조절
주산지 상황 계통출하율 고려,ㆍ

독립

사무국
현 규모에서 불가능ㆍ

부류별로 통합ㆍ

사무국 운영

전문가 고용 및 행정 사무처리ㆍ

통합

사업내용 타 정책사업과 중복ㆍ
자조금의 고유ㆍ

사업 개발
소비촉진 연구조사,ㆍ

사업수행 자율사업 과다ㆍ
소속단체의 자ㆍ

율사업 제한

개별사업 공통사업의 역할분ㆍ ㆍ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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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역 자조금 도입 타당성 분석제 절 지역 자조금 도입 타당성 분석제 절 지역 자조금 도입 타당성 분석제 절 지역 자조금 도입 타당성 분석4444

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검토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검토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검토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검토1)1)1)1)

지역 자조금 제도 논의의 배경지역 자조금 제도 논의의 배경지역 자조금 제도 논의의 배경지역 자조금 제도 논의의 배경(1)(1)(1)(1)

소량생산의 전국 산재에 따른 생산자 조직화 곤란소량생산의 전국 산재에 따른 생산자 조직화 곤란소량생산의 전국 산재에 따른 생산자 조직화 곤란소량생산의 전국 산재에 따른 생산자 조직화 곤란□□□□

자조금 사업은 그 의의에 비추어 최대한 다수의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조금은 해당 품목의 장기적 발전과 관련 생산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

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임.

 다만 모든 생산자가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참여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안도 가능함.

 현행 자조금 제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조금 단체 선정시 전국

생산량 출하량 대비 취급량 비율을 사업 차년도 에서 차년도( ) 1 30% 3 50%

까지 점차 증가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일부 품목은 전국적으로 소규모 생산농가가 산재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

결성이 어려우므로 전국 단위의 자조금 단체 설립이 곤란하여 지역 단위

자조금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자조금은 전체 생산자와 해당 품목의 발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 전국 단체화하는 전제조건을 수반하여 추진

되어야할 것임.

지역 자조금 도입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지역 자조금 도입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지역 자조금 도입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지역 자조금 도입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

무임승차 문제의 심화

 자조금 제도에 의한 소비촉진은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므로 전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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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가 부담해야함에도 특정 지역 생산자만이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남.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 생산자만이 자조금 납부 의무를 진다고 해서 자조금 사업을 특정 지

역 생산물 또는 특정 브랜드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자조금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생산자 및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함.

선심성 사업과 관리의 투명성 부족

 현행 자조금 제도에서도 각 생산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의 효율성이 문

제가 되고 있는 바 제도적인 감시 관리가 곤란한 지역차원의 자조금 제, ㆍ

도는 이러한 단점을 심화시킬 것임.

조성규모의 제한으로 사업 자체가 무의미

 현재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자조금 사업도 조성규모가 미흡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바 각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자조금은 현재보,

다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음.

해외 사례의 부재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한국보다 자조금 제도가 발달한 유럽 미국 등지에서,

도 지역별 자조금 제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례는 없음.

 미국의 경우 각 주단위로 자조금 사업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정부 및 해당지역 생산자 스스로 알아서 추진하는 것이지 연방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은 없음.

 키위의 경우 지역 단체 캘리포니아 가 전국 단체화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

해당 지역이 키위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전국을 대표하는 것

이지 일부 지역만이 자조금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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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지역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지역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지역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 검토(2)(2)(2)(2)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수준의 상이성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수준의 상이성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수준의 상이성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수준의 상이성□□□□

자조금 사업의 의의 및 현행 제도에 비추어 생산자 조직화가 중요 관건임.

 자조금의 주요 목적 중 생산자의 자율적 역량강화는 다수의 생산자가 참

여함으로써 효과가 배가되는 목표임.

 현 자조금 제도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자조금 단체는 사업초기년도의 사업

물량이 전국 생산량 대비 이상을 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30%

당규모의 물량을 취급하는 생산자 조직 결성이 전제되어야함.

생산자 조직화 수준은 유통경로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단순히 생산의 영세성과 생산자의 전국적 산재 경향 때문에 생산자 조직

화가 곤란하다고는 볼 수 없음.

 영세 소농가가 전국적으로 산재하더라도 유통경로가 산지 사업조직 예( :

농협계통출하 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면 생산자 조직화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임.

 유통경로가 복잡하거나 출하경로상에서 산지 제도상 사업조직 예 농협“ ( :

계통출하 을 거치지 않는다면 물량의 파악 및 자조금 부과가 매우 곤란)”

하여 무임승차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임.

 이 경우 자조금 단체의 회원도 사업조직이 아닌 개별 생산자가 회원이 되

므로 실질적인 생산자 조직화 수준이 낮다고 할 것임.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정 도매시장 경유율이 낮고 산지 농협보다 수집상

활동이 더 활발한 고추 마늘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지역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생산자 조직화 수준은 개별 품목별로 판단해야함.

 품목별 주산지 형성 여부 생산자별 영농규모 계통출하 및 유통경로 등이, ,

매우 다르므로 생산자 조직화 수준의 검토는 각 품목별로 판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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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납부 주체자조금 납부 주체자조금 납부 주체자조금 납부 주체□□□□

현재 대부분의 원예작물 자조금은 실질적 납부 주체가 계통출하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성측면에서 생산의 산재 경향이 자조금 단체 결성을 어렵

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생산자보다는 산지조합을 설득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면 자조금 단체 결성이 용이해질 수 있음.

현 제도의 수용가능성현 제도의 수용가능성현 제도의 수용가능성현 제도의 수용가능성□□□□

정부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변경은 최소화 필요ㆍ

 일시적이거나 특수한 필요에 의해 제도 자체를 변경한다면 정부정책에 대

한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함.ㆍ

 현 자조금 제도 내에서 상기 생산자 조직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굳

이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이유는 없음.

현 제도의 보완으로 생산의 산재에 따른 조직화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음.

 현재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자조금 단체의 사업물량이 전국 생산량

대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특정품목에 대해서30% ,

는 물량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자조금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는가 여부자조금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는가 여부자조금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는가 여부자조금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는가 여부□□□□

현재 자조금의 필요성은 높으나 생산자의 참여의식이 미비한 탓으로 자조

금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지역 자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조금 제도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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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조금은 지역 고유의 이해관계에 집중된 사업추진이 예상되어 해당

품목 전체의 발전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반면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밀접하면서 가시적인 활동을 펼침으

로써 생산자의 참여도를 제고할 가능성도 있음.

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판단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판단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판단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판단(3)(3)(3)(3)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면 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은 개별 품목별로 판상기 사항들을 종합하면 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은 개별 품목별로 판상기 사항들을 종합하면 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은 개별 품목별로 판상기 사항들을 종합하면 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은 개별 품목별로 판□□□□

단되어야 하며 도입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함단되어야 하며 도입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함단되어야 하며 도입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함단되어야 하며 도입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함....

표 지역자조금 필요성의 평가5-5.

지역 자조금 도입을 위한 품목선정지역 자조금 도입을 위한 품목선정지역 자조금 도입을 위한 품목선정지역 자조금 도입을 위한 품목선정2)2)2)2)

지역구분은 도 단위로 설정지역구분은 도 단위로 설정지역구분은 도 단위로 설정지역구분은 도 단위로 설정( )( )( )( )道道道道□□□□

지역 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하나의 지역으로 파악할

것인지가 우선 결정되어야함.

 지역 단위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자조금 단체의 규모와 관할범위가 결정됨.

가용한 생산 통계의 한계를 고려

 우선 현재 생산면적 또는 재배면적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식발표되는 통계는 년부터 도 단위로만 발표됨2002 ( ) .道

 각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는 표본설계에 대한 신빙성이 떨ㆍ

어지고 통일된 작성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움.

항 목 지역 자조금 제도 필요성
생산자 조직화 수준 일부 필요 개별 품목별로 판단:ㆍ
자조금 부담 주체 필요성 낮음 계통출하기관이 납부가능:ㆍ
현 제도내 수용가능성 필요성 낮음 현 제도내에서도 수용가능:ㆍ
자조금 제도 발전 촉진 일부 필요하나 부작용 우려 지역특수적 사업추진:ㆍ



190

사업운영의 효율과 자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다수의 지역과 생산

자를 포함하여 상호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시 군단위로 추진할 경우 자조금 조성규모가 매우 미미하여 이벤트성 행ㆍ

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전체 생산자 공통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지역 단위가 매우 협소할 경우 가시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생산자의 영향

을 받기가 쉬우므로 선심성 사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음.

 자조금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수급조절의 효과도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조절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게 됨.

 지역을 매우 세분할 경우 품목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조금의 성격상

타 지역 생산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됨.

적정 지역 단위는 도 단위로 설정되어야함( ) .道

 무임승차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지역생산 대비 최소의무물량 비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나 시 군단위의 생산통계가 없기 때문ㆍ

에 최소의무물량 비율을 산출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개 이상의 시 군2 ㆍ

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때도 동일하게 발생함.

 도 단위로 설정할 경우 생산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워 자조금 조성이 어려

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자조금 조성은 축산이나 난의 사례에서 보듯

이 일원화된 유통구조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역구분을 세밀하( )

게 한다고 해서 자조금 조성이 더 용이해지지는 않음.

 특히 대부분의 원예작물 자조금은 생산자가 조성하지 않고 계통출하기관

이 자체 수익에서 납부하고 있으므로 생산자 설득문제가 지역단위 설정에

걸림돌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지역 자조금이 필요한 품목의 선정지역 자조금이 필요한 품목의 선정지역 자조금이 필요한 품목의 선정지역 자조금이 필요한 품목의 선정□□□□

지역 자조금 도입을 위해서는 자조금 부과 시점 파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품목을 선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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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 조성과 단체 결성이 어려운 품목은 주산지 형성이 미흡함과 동시

에 농협계통 출하비율이 낮은 품목임.

 따라서 주산지 형성 상황과 계통출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함.

품목별 대표적인 주산지의 전국 생산량 대비 자조금 단체의 취급가능 물량

은 표 과 같음5-6 .

 감귤의 경우 계통출하 비율이 수준으로 타 품목에 비해 비교적 높으57%

며 생산집중도도 에 이르기 때문에 자조금 단체의 취급가능 물량은100%

매우 높은 편에 속함.

표 전국 생산대비 주산지의 자조금 단체 취급가능 물량5-6.

단위: %

취급가능 물량 지역 생산 집중도 계통출하율* = ×
마늘은 난지형 기준임* .
자료 농림부 지역별 작물 재배동향* : , , 2004.「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별 유통실태, 2005 , 2005.「 」

전국단위의 자조금 조성이 가장 유리한 품목인 단감은 경남과 전남의 생산

비중이 로 매우 높고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또한 매우 높으므82.1%

로 두 지역의 생산량만으로도 자조금 조성이 가능함.

 고추는 생산 집중도도 비교적 낮지만 무엇보다 계통출하 비율이 낮아 실

품 목 주산지 생산집중도(%) 계통출하율 취급가능물량

단감
경남

전남

49.6

32.5
90

44.6

감귤 제주 100.0 57 57.0

고추
경남

전남

28.5

17.7
16

4.6

마늘
전남

경남

39.1

17.2
25

9.8

양파
전남

경남

51.0

18.9
25

12.3

장미
경기

경남

36.3

20.3
4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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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자조금 조성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마늘의 경우는 생산 집중도도 중간수준이고 계통출하 비율 역시 높지 않

아 대표적인 주산지 생산물량으로 자조금 조성이 가능한 비율은 전국 생

산대비 약 수준임9.8% .

지역 자조금의 도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은 자조금 단체의 취급가

능 물량이 전국 생산대비 이하인 고추와 마늘임10% .

 두 품목은 계통출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정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사도매시장 또는 민간 저장업체를 거치는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 물량파악이나 자조금 거출이 매우 곤란함.

 양파는 자조금 단체 결성시 취급가능 물량이 비교적 적으나 생산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은 적음.

자조금 조성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파

악이 가능해야함.

 따라서 민간 업체 특히 고추 마늘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업체로, ㆍ

하여금 취급물량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함.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기준 검토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기준 검토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기준 검토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기준 검토3)3)3)3)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절차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절차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절차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절차(1)(1)(1)(1)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심사기준 필요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심사기준 필요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심사기준 필요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심사기준 필요□□□□

품목별로 지역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도입 후 원활하게 운

영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임.

 지역 자조금 단체를 선정할 때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자조금 제도 발전에 합치하게끔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및 품목에

국한하여 지원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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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업 운영과 자조금의 발전방향에 맞는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

준이 필요함.

다양한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전체 평가점수가 높은 지역 및 품목에 한하여

지역 자조금 단체 지원을 허용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포함되어야할 사항□□□□

심사기준에는 물량 부문 자조금 조성 부문 사업관리 부문이 포함되어야함, , .

 사업물량 부문은 지역 생산량 해당 단체의 취급물량을 평가,

 자조금 조성 부분은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 여부 지자체의 참여여부를 평,

가

 사업관리 부문은 지자체의 참여여부 사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율적 자, ,

조금 사업 운영 경험을 평가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의 세부 항목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의 세부 항목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의 세부 항목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의 세부 항목(2)(2)(2)(2)

주산지 제한의 탄력적 적용주산지 제한의 탄력적 적용주산지 제한의 탄력적 적용주산지 제한의 탄력적 적용□□□□

품목별 주산지를 우선하여 지역 자조금 단체를 인정

 최근 개년 평균 생산량을 고려하여 주산지 도단위 에 대해 우선적으로3 ( )

지역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고추 마늘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산지라 하더라도 지역 자조금 단체 설립,

시 취급가능한 물량은 전국 생산 대비 각각 수준에 불과한4.6%, 9.8%

바 주산지가 아닌 지역에까지 자조금 단체가 결성될 경우 그 규모는 실질,

적인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임.

품목에 따라 주산지가 아니더라도 생산자 의식수준이 높아 자조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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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품목에 대하여 개 이상 지역이 경합할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가 높2

은 지역을 선정함.

사업 의무물량 부과사업 의무물량 부과사업 의무물량 부과사업 의무물량 부과□□□□

회원기관의 사업개시 전년도 취급실적 기준으로 지역 생산의 이상을30%

취급하였을 때에만 지역 자조금 단체 결성을 허용

 전국적인 조직 결성이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지역 자조금 단체 결성을 허

용하는 것이므로 지역 단위에서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취급토록 강제하여

생산자 조직화를 가속화해야함.

 따라서 사업개시 년 후 지역 생산량의 까지 취급하도록 의무화하고3 50%

매 년마다 사업실적을 심사하여 지원연장 혹은 지원 중단을 결정3

 주산지가 변동되는 경우와 취급물량 확대가 미진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 중단 지자체 지원은 지역별로 자체 결정( )

생산자 단체 및 생산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

생산자 단체의 원예작물 매출 대비 해당 품목의 매출 비율이 고려되어야함.

 해당 품목의 매출이 회원기관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 지

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보장되지 않음.

직접 생산자 농가 의 납부 의무 부과직접 생산자 농가 의 납부 의무 부과직접 생산자 농가 의 납부 의무 부과직접 생산자 농가 의 납부 의무 부과( )( )( )( )□□□□

직접 생산자 농가 가 자조금을 납부하는지의 여부가 지역 자조금 단체 선( )

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함.

 현재 대부분의 원예작물 자조금은 직접 생산자가 아닌 회원기관이 조성부

담을 지고 있어 자조금의 의의가 훼손되고 있음.

 생산자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직접 생산자인 농가의 역량강화가 전제되

어야 달성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여부에 대한 가중

치를 심사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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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참여를 선정기준에 반영지자체의 참여를 선정기준에 반영지자체의 참여를 선정기준에 반영지자체의 참여를 선정기준에 반영□□□□

지역 자조금은 자조금 부과 가능한 물량이 매우 소량인 관계로 조성된 자

조금 또한 규모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극히 제한된 자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일상적인 판촉행사 또는 극

히 일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정도밖에 없으며 수급조절 연구개발, ,

해외시장 조사 등 파급범위가 전국에 걸치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실익도 해당 지역 생산자에게만 귀속되므로 수익자 부담원

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조금 조성에 일정부분 기여하도록 해야함.

 지원비율은 생산자 지자체 중앙정부 수준으로하여: : = 100 : 50 : 50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동일한 금액을 지원토록함.

지자체에 사업감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

조금 사업이 왜곡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음22).

 지자체의 지원여부를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시 가산 항목으로 반영

 지자체의 지원이 정부지원의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

자체 참여가 없는 지역에 비해 메리트를 제공

주요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화주요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화주요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화주요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화□□□□

지역 특수 목적에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사업계획을

전문가가 심사하여 적절성 여부를 평가

 다만 조성 규모가 적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지역 특,

성을 반영할 필요도 있으므로 평가점수는 상중하의 단계로 단순화해야할3

것임.

 사업개시 년 후 실제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3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해야할 것임.

22) 지역에 따라 오히려 지자체의 참여가 사업부실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지역단위 설정을
광역화함으로써 지역 정서에 따라 자조금 사업이 왜곡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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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년 이상 자조금 사업 경험을 의무화최소 년 이상 자조금 사업 경험을 의무화최소 년 이상 자조금 사업 경험을 의무화최소 년 이상 자조금 사업 경험을 의무화1111□□□□

지역 자조금 사업의 무분별한 지원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조건으로 자

체 자조금 사업을 최소한 년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1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사업 초년도부터 혼선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

고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정부지원 이전에 자체 자조금 사업을 최소 1

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함.

 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요건에서 자동 탈락토록 함1 .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 요약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 요약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 요약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 요약(3)(3)(3)(3)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

종합평가 점수가 점 이상인 지역 중 점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50

 단계 생산 집중도와 계통출하기관의 취급물량을 기준으로 전국 생산 대1 :

비 취급가능 물량이 이하인 품목을 선별10%

 단계 단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아래 요건을 심사하여 지2 : 1

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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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 안5-7. ( )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측정 방식

조 성
부 문

생산자의 자조금 부담 여부 30

자체 조성규모 대비 생산자 부담율
이상50% : 30ㆍ
이상30% : 20ㆍ
이상10% : 10ㆍ

물 량
부 문

주산지 여부 15

전국 생산대비 지역 생산량 비율
이상50% : 15ㆍ
이상30% : 10ㆍ
이상10% : 5ㆍ

지역내 물량 점유율 15

지역 생산 대비 참여단체 취급실적
이상 점50% : 15ㆍ
이상 점40% : 10ㆍ
이상 점30% : 5ㆍ
미달시 자동탈락30%ㆍ

주력 사업 여부 10

참여단체 전체 원예작물 판매사업 매
출 중 해당 품목 매출

이상50% : 10ㆍ
이상30% : 7ㆍ
이상10% : 4ㆍ

관 리
부 문

지자체 참여 여부 10
참여: 10ㆍ
미참여: 0ㆍ

사업계획의 타당성 10

전문가 평가에 의한 심사
상: 10ㆍ
중: 7ㆍ
하: 4ㆍ

자조금 사업 경험 10

자체 자조금 사업 운영 경험
년 미만시 자동탈락(1 )
년 이상3 : 10ㆍ
년 이상2 : 7ㆍ
년 이상1 : 4ㆍ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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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시 추가 고려 사항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시 추가 고려 사항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시 추가 고려 사항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시 추가 고려 사항4)4)4)4)

전국 단체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시적인 운영전국 단체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시적인 운영전국 단체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시적인 운영전국 단체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시적인 운영□□□□

지역 자조금 제도는 전국적인 자조금 단체 결성을 촉진하도록 운영하여 일

정기간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해야함.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전체 생산자간 형평성을 반영해야하므로 장기

적으로 전체 생산자를 포괄하게끔 사업이 추진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회에 한하여 정부 지원의 연장을 허용1

 사업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더라도 차년도 사업실적이 지역 생산량의3 50%

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지역 생산의 를 기준으로 차년도 사업실적이 그에 미달할 경우에는40% 3

지원을 중단하고 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 년 에 한하여 지원을 연40% 1 (3 )

장함.

지역 생산량의 목표가 달성된 시점부터 전국 단체화50%

 사업운영이 원활할 경우 최단 년 내에 전국 단체로 변모하는 것을 목표3

로 추진하되 추가로 회 년 지원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년에 걸쳐1 (3 ) 6

전국 단체로 전환됨.

 추가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지역 내 생산의 를 달성하지 못하는50%

경우 차기 사업에서 자동배제하며 차차기 사업에서 재심사토록함.

품목 지역단체 기준을 엄격 적용품목 지역단체 기준을 엄격 적용품목 지역단체 기준을 엄격 적용품목 지역단체 기준을 엄격 적용1 11 11 11 1□□□□

한 품목에는 개의 지역단체만 지원1

 한 품목에 대해 개 이상 지역을 지원할 경우 경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담2

합을 통해 안정적 현상유지 즉 지역간 갈라먹기 식의 사업운영이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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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심사기준에서 탈락하는 지역은 년 후 사업평가를 통해 기 선정지역보다3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기 선정지역을 능가하는 자구노력

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여 산지 생산조직의 자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가 및 대안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가 및 대안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가 및 대안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평가 및 대안5)5)5)5)

지역 자조금 제도는 현 상황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으므로 도입을 지지역 자조금 제도는 현 상황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으므로 도입을 지지역 자조금 제도는 현 상황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으므로 도입을 지지역 자조금 제도는 현 상황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으므로 도입을 지□□□□

양하는 것이 타당양하는 것이 타당양하는 것이 타당양하는 것이 타당

자조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해당 지역 고유의 사업이 추진되어 품

목 공통이익 추구라는 자조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지역 정서에 따라 사업내용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음.

 제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의무사업량을 완화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적음.

 해외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하여 자조금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지역 단위 자조금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도입

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 자조금 제도의 대안지역 자조금 제도의 대안지역 자조금 제도의 대안지역 자조금 제도의 대안□□□□

전국 단위로 단체결성을 추진하되 의무사업량 비율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자조금 단체 결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행 자조금 제도는 사업 차년도에 전국 생산 대비 를 취급토록하고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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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예외적으로 이 비율을 일정수준 예 전국 생산량 대비 까지( : 10%)

낮춤으로써 자조금 단체 결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예외성의 품목별 기준은 상기에서 언급한 생산집중도와 계통출하률을 기

준으로 판단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현 자조금 제도의 큰 틀을 변경할 필요성이 적음.

 현 제도에서 취급물량에 대한 기준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변경이

용이함.

 장기적인 취급물량 확대는 현 제도에서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지역 자조금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회피

 지역 자조금 도입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참여 문제 품목 단체기준 유, 1 1

지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지역특수 사업추진에 의한 전체 품목발전,

지장초래 지역연고에 따른 자금관리의 투명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대안은 지역자조금 도입에 따른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음.

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내외의 사업물량으로 전국 단위의 자조금 사업을 영위할 경우 무임10%

승차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자조금 조성규모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사업운

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문제는 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함.

대안을 채택하더라도 예외기준은 한시적으로 적용해야함.

 품목의 특수성에 의해 초기 사업물량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은 생산자 조

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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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 차년도에 전국 생산대비 물량을 취급토록 의무화하고3 30% 1

회에 한해 예외적용을 연장할 수 있음.

 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물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1 30%

차기 사업에서 배제하고 차차기 사업에서 재심사할 수 있음.

제 절 기타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제 절 기타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제 절 기타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제 절 기타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5555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강화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강화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강화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강화□□□□

자조금 단체와 기존 생산자단체를 분리 운영

 품목별 기존단체는 그 산업에 있어서 일부의 농민들이 참여하고 그 단체

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자조금 단체는 품목에 관계된 생산자와 유통업체,

전체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생산자단체와 별도로 조직 운영되어야,

함.

 일부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도권싸움으로 인해 다른,

단체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자조금 단체의 광역단위 지부조직

 자조금 단체는 광역단위로 지부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거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

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자조금 단체의 기획 및 재정능력을 강화

 자조금 단체 심사기준에 일정규모 이상 자조금을 조성한 단체 예를 들어(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최소 억원 에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3 )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함.

 이는 효율적인 소비촉진 및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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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자조금 단체는 중장기적 사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조금 단체의 사업능력을 강화시켜

야 할 것임.

산지조합과 산지유통인을 거출수납기관으로 이용하되 품목별 특성을 반영산지조합과 산지유통인을 거출수납기관으로 이용하되 품목별 특성을 반영산지조합과 산지유통인을 거출수납기관으로 이용하되 품목별 특성을 반영산지조합과 산지유통인을 거출수납기관으로 이용하되 품목별 특성을 반영□□□□

자조금은 차 거래시점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품목별 특성을 반1

영해야함.

 효율적인 자조금 거출을 위해서는 차 거래시점인 산지조합이나 산지유통1

인을 거출수납기관으로 지정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용이함.

 그러나 원예농산물은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조금의 거

출수납기관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표 에 의하면 산지조합의 계통출하물량만 가지고는 무임승차 문제가5-8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인 품목에 따라서는저장업자까지 포함 을( )

포함하여야만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따라서 자조금 거출수납기관은 품목별 유통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해

야 할 것임.

 즉 현행과 같은 임의자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계통출하율이 높은 품목,

은 차 출하시점에서 주로 거출토록하고 그 외 품목은 도매시장 또는 유1

통업체를 주거출기관으로 지정하여 품목별로 거출시점을 달리해야할 것임.

표 주요 품목의 차 유통 경로5-8. 1

단위: %

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유통실태 정보* , (www.kamis.co.kr)

품목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 산지조합 저장
고랭지배추 64 - 29 -
양파 53 - 25 14
감귤 43 - 57 -
단감 10 - 90 -
사과 28 17 37 18
배 15 20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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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중심의 자조금 조성 방식의 추진수익자 중심의 자조금 조성 방식의 추진수익자 중심의 자조금 조성 방식의 추진수익자 중심의 자조금 조성 방식의 추진□□□□

수익자 부담 원칙 유지

 현행 자조금 조성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음 첫째 농. ,

협에서 부담하는 방법과 농가가 부담하는 방법임100% 100% .

 첫 번째 방법은 초기에 자조금 조성에 유리하나 자조금 조성확대가 어렵

고 농가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자조금 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두 번째 방식은 농가의 책임감과 사업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조금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는 바 자조금 제도의 일반,

원칙인 수익자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생산자 중심으로

자조금 거출방식이 유지되어야 함.

자조금의 조성 주체를 유통업체 수출업체로 확대 필요,

 자조금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그 수익은 농업생산자에게만 돌아가는 것

이 아님.

 즉 품목의 소비확대 수급안정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품목을 취급하는 유, ,

통업자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감 이런 무임승차 문, .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조금의 조성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

음.

 외국에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가공업체 수입업자 등에게도 부, ,

과하는 사례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훼류의 경우 일정비율을 공판장이 부담하고 있

음.

 자조금의 조성 주체의 확대는 자조금의 원칙인 수익자의 소액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임.

 단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나 유통업자 무역업자에게만 강제부과하고 일, , ,

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 및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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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 방안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 방안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 방안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 방안1111

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생산자 대표조직 결성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1)1)1)1)

현행 자조금 제도의 생산자 대표성 확보문제현행 자조금 제도의 생산자 대표성 확보문제현행 자조금 제도의 생산자 대표성 확보문제현행 자조금 제도의 생산자 대표성 확보문제□□□□

자조금 단체가 품목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대표성을 획

득하여야함.

 생산자 대표성은 자조금 거출의 관점에서 총 생산 중 최대한 많은 물량에

대해 자조금이 부과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는 의미임.

 거출과정에서 생산자 대표성을 획득함으로써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모든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통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현행 자조금 제도상에서 생산자 대표성을 획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농림사업지침서상에서 자조금 단체의 사업물량은 회원단체의 출하물‘

량 만을 의미하고 회원단체는 전체 생산자 단체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

문에 자조금 단체 가입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비회원 생산자 단체의 물량

에 대해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함.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자 단체가 회원으로 가

입해야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임.

제 장제 장제 장제 장6666

자조금 단체 육성방안자조금 단체 육성방안자조금 단체 육성방안자조금 단체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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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표성 확보 방안생산자 대표성 확보 방안생산자 대표성 확보 방안생산자 대표성 확보 방안□□□□

무임승차를 해소하고 생산자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 제 안 과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전환하는( 1 )

방안 제 안 두 가지로 검토할 수 있음( 2 ) .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출시점이 결정되어야함.

 즉 축산자조금처럼 최종 부담자는 생산자이더라도 도축장과 같은 특정한,

유통지점에서 자조금을 거출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어야함.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수 조합이 동참하

게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하며 다품목을 취급하는 조합이 여러 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함.

품목별로는 제 안과 제 안을 병행하여 계통출하율 및 도매시장 취급율이1 2

높은 과실류에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우선 도입하되 채소류는 품목협의회를

자조금단체로 육성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상기 두 방안 중 적합한 자조금제도 선택 시 판단기준은 무엇보다 생산자

대표성은 어느 정도인가 생산자가 실제로 거출의무를 지는가하는 점이 되,

어야하며 현실적으로는 거출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 됨.

 그 외 판단기준으로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반발 정도 유통자료의 확,

보가능성 감시비용 등을 들 수 있음( ) .

표 생산자 대표성 확대 방안별 특징6-1.

방안

주요 검토 기준
생산자
반발
현실성( )

실질적
납부주체

무임승차
생산자(
대표성)

거출시점
특정

유통업체
참여

운영 행정비용

제 안1 많음 생산자
양호
높음( )

곤란 가능
다양한
단체 포괄

다소 많음

제 안2 적음 조합 보통 용이 불가능 농협 중심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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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방안제 안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방안제 안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방안제 안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방안2) 1 :2) 1 :2) 1 :2) 1 :

의무자조금제 도입의 필요성의무자조금제 도입의 필요성의무자조금제 도입의 필요성의무자조금제 도입의 필요성(1)(1)(1)(1)

생산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제 도입 불가피생산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제 도입 불가피생산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제 도입 불가피생산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제 도입 불가피□□□□

산지유통 개선을 기다려 생산자 대표조직 자조금 단체 결성을 확대하기까( )

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해외의 경우 자조금 사업이 활발한 것은 영농 규모화 취급품목의 단일화ㆍ

유통경로의 단순화 등의 조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ㆍ

 한국의 경우 산지유통의 효율화가 진행되지 못하여 활발한 자조금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 경우와는 반대로 오히려 산지유통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임.

 효율적인 산지유통이라는 전제조건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 해외 사례

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끔 변용할 필요성도 있을

것임.

 의무자조금제 도입 과정에서 각종 메리트 제공을 통해 생산자 조직 결성

을 앞당긴다면 오히려 산지유통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임의자조금제 하에서 품목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와 비교해 무임승차문

제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임의자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조금 제도 하에서 무상표광고 연구,

조사 등 품목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의무자조금제 시행에 비해 오히

려 더 많은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자조금 단체의 사업내용 중 개별 생산자 단체 자율사업이 많은 것은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산지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들이 직접적이고 가시적

인 사업을 더 선호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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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 회원 생산자 단체들이 탈퇴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생산자 단체를 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무

임승차 문제는 현재와 비교하여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무자조금제 도입 방안의무자조금제 도입 방안의무자조금제 도입 방안의무자조금제 도입 방안(2)(2)(2)(2)

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검토사항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검토사항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검토사항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검토사항....

의무화대상 품목과 거출의무자 설정의무화대상 품목과 거출의무자 설정의무화대상 품목과 거출의무자 설정의무화대상 품목과 거출의무자 설정□□□□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품목에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

라 필요에 따라 임의자조금제도와 병행하여 추진해야할 것임.

 따라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임의조성방식으로 운영해도 무방한

품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주산지 재배면적 집중도와 계통출하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조금 단체가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전국 생산량의 에 근접할 경우 정책적 판단50%

에 따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결정할 수 있음 표.( 5-6.)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설정되

어야함.

 자조금 제도의 본질상 생산자가 주요 거출의무자가 되어야한다는 점은 명

백함.

 다만 한국 농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완화된 형태로 생산자 단체가 거출의

무를 지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음.

 또한 유통업체 수입업체 도매시장 등도 자조금 사업에 의한 수혜자이므, ,

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조금 거출의무를 지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은 상기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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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 시점의 문제거출 시점의 문제거출 시점의 문제거출 시점의 문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거출시점 즉 납부기관을 산지 생산자 단체로 할 것,

인지 유통기관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함, .

 거출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임승차의 방지 생산자(

대표성 확보 거출의 용이성이 되어야할 것임), .

생산자 반발과 합법성 논란에 대비생산자 반발과 합법성 논란에 대비생산자 반발과 합법성 논란에 대비생산자 반발과 합법성 논란에 대비□□□□

의무자조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와 같은 위헌

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함.

 법률문제는 소비판촉 연구조사 등이 당사자의 의사가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비용의 강제거출이 합법적인지 등이 핵심사항이 될 것,

임.

 법률검토 시에는 축산자조금의 추진경과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야할 것임.

나 산지 생산자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나 산지 생산자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나 산지 생산자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나 산지 생산자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

산지 생산자 단체는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만 담당산지 생산자 단체는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만 담당산지 생산자 단체는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만 담당산지 생산자 단체는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만 담당□□□□

생산자 단체는 거래업체별 출하상황에 대한 신고만을 담당하며 납부는 유

통과정 도매시장 낙찰시 유통업체 매출신고 시 에서 발생함 그림( , ) ( 6-1).

생산자 단체의 출하상황에 대한 신고의무도 단계별로 추진함.

 의무화 단계는 우선 의무자조금 조성 품목 선정 의무화 대상 생산자 단[ →

체 선정 의 단계를 거쳐 수립될 수 있음] .

생산량 금액 과 유통경로를 고려하여 취급가능한 물량기준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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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조금 대상품목 결정은 단순히 생산량 액 만으로 의무자조금 조성( )

품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화와 유통경유율도 고려해야함.

품목이 정해지더라도 모든 생산자 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 농협 법인 작목반 의 품목별 매출액 기준으( , , )

로 단계별로 의무자조금 조성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함.

 특정 품목 예 감귤 에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었다면 의무자조금 조성( : )

대상이 되는 조합 선정의 기준 매출분포 을 결정해야함( ) .

 각 품목의 매출을 분위수로 분할하여 각 사업회차마다 단계적으로 사업4

의무량을 상향 조정

 예를 들어 감귤에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면 회차 사업에서는1

전체 생산량의 상위 를 담당하는 조합 개소에 의무적용하고 회차25% 12 2

사업에서는 개조합에 의무적용 회차 사업에서는 개소 조합에 의무22 , 3 33

적용하는 방식임.

 다만 일반법인 영농법인 농업법인 등 은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가입단계, ( , )

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표 연차적 의무자조금 조성 단계 감귤의 사례6-2. :

단위 백만원 개소: ,

자료 농림부* :

사업회차별 의무화 대상 생산자 단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가능함.

 상기 연차적 의무자조금 조성 방안에서 단계로 상위 이상의 매출을1 25%

담당하는 조합을 의무가입토록 하였으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 비율을

다소 조정해도 무방할 것임.

 예를 들어 과실의 경우는 생산집중도와 계통출하율이 높아 자조금 조성이

가능한 물량이 많으므로 상위 보다 확대 조정하여 상위 로 지정25% 30%

단 계 적용 기준 매출액 기준 조합수
회차 년1 3 생산량 상위 취급조합25% 353 12
회차 년2 3 생산량 상위 취급조합50% 67 22
회차 년3 3 생산량 상위 취급조합75% 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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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지채소는 상위 보다 축소 조정하여25%

상위 정도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20% .

의무자조금제 도입시 인센티브 제공의무자조금제 도입시 인센티브 제공의무자조금제 도입시 인센티브 제공의무자조금제 도입시 인센티브 제공□□□□

생산자 단체의 단계적 의무가입으로 과도기에는 무임승차문제가 제기되고

생산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의무화 초기에는 생산자 단체에게 인센

티브를 제공해야할 것임.

다른 정책자금 지원시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ㆍ

 산지조합 또는 농업법인 등 산지 생산자단체 대한 자금지원시 자조금 가

입여부를 지원조건에 반영하여 가산점 부여 또는 지원배제 기준으로 삼아

정책자금 지원의 우선대상이 되도록함.

 정책자금 중 산지 조직별 지원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공동마케: ,

팅 사업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 유통업체의 자조금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다 유통업체의 자조금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다 유통업체의 자조금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다 유통업체의 자조금 단체 가입 의무화 방안....

유통업체는 생산자 대납분과 자부담 분을 동시에 납부유통업체는 생산자 대납분과 자부담 분을 동시에 납부유통업체는 생산자 대납분과 자부담 분을 동시에 납부유통업체는 생산자 대납분과 자부담 분을 동시에 납부□□□□

현행 자조금 단체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원

칙상 유통업체는 가입대상이 아님.

 그러나 자조금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도 참여해야하

므로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되 해당품목 연매출이 일정규모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 및 자조금 거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유통업체의 정의와 기준

 미국의 경우 톤 이상의 농산물을 반출하는 업체는 의무등록제를 실시하1

고 있으나 한국은 영세 업체가 많고 사업의 지속성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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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어도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포함 등은 자조금, ( )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형유통업체 산지조합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이 아니면서 생산자 작: , , (ㆍ

목반포함 로부터 수집 반출한 물량의 전년도 실적이 일정규모이상) ㆍ

업체 및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으로 등록된 모든 유통업체

도매시장법인 농안법 제 조에 의거 평가대상이 되는 모든 공영 도: 77ㆍ

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 , ,

등록된 산지수집상 참여 의무화등록된 산지수집상 참여 의무화등록된 산지수집상 참여 의무화등록된 산지수집상 참여 의무화□□□□

산지수집상의 등록제

 농산물 산지유통인 등록 및 관리지침‘ 23) 에서는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도매시장 공판장 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를 산지수집상이라고 정( )

의하고 있는 바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들의 명단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 예산지원 미등록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등록된 산지 수집상중 일정규모 이상 수집업자는 의무가입

 산지수집상 등록시 매출기준은 연 회이상 백만원 이상을 반출하는 자3 , 5

로 규정되어 있음.

 개별 산지유통인들은 주 취급품목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수집

상 중 해당 품목의 연 매출액이 일정수준24) 이상인 등록자를 각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토록 의무화함.

 또한 산지수집상의 단체인 산지유통인연합회 대표자를 통합자조금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산지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집상의 의견을 반

영토록 함.

23) 농림부 농산물 산지유통인 등록 및 관리지침,

24) 현재 관리지침에서는 연 회이상 백만원 이상을 반출하는 자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3 , 5
업의 지속성이 없고 영세 사업자가 많은 한국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 미등록 수집상이 난립하
게 하는 한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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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는 생산자 단체에 의해 자조금 단체에 신고된 생산자 대납분 및

자부담을 합산하여 자조금을 납부함.

 자조금 단체 사무국은 산지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고된 출하내역을 집계하

여 기간별 예 분기별 또는 연도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유통업체에( : )

한하여 자조금을 부과함.

라 거출시점의 특정라 거출시점의 특정라 거출시점의 특정라 거출시점의 특정....

주된 거출시점을 도매시장으로 지정주된 거출시점을 도매시장으로 지정주된 거출시점을 도매시장으로 지정주된 거출시점을 도매시장으로 지정□□□□

의무자조금제도 하에서는 제도권내 유통업체의 유통량을 추정함으로써 자

조금 조성물량을 추정할 수 있음.

 임의자조금제도 하에서는 생산자에게는 자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유통업체에만 자조금 거출을 강제할 수 없어 부득이 생산자 단체의 출

하경로 계통출하량 기준으로 자조금 사업물량을 추정할 수 밖에 없었음( ) .

축산자조금의 경우 납부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거출시점은 도축장 경유

시 발생하며 도축장은 대납의 의무를 지고 있음.

 납부의무자와 거출시점을 분리함으로써 도축장을 거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해 자조금이 부과되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고 생산자 대표성이 보

장됨.

 유통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조성 대납됨으로써 생산자의 납부거부현상ㆍ

을 최소화할 수 있음.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비제도권 유통량이 많은 원예작물의 경우에는 축산물

과 달리 도매시장과 같은 유통기관을 거출시점으로 특정한다고 해서 생산

자 대표성이 반드시 제고되지는 않음.

 유통물량에 대한 정보획득 가능성이 주요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제

한되기 때문에 생산자 대표성이 제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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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계통출하 이외의 출하선에 의해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자조금,

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생산자 대표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발생함.

표 청과물 시장종류별 출하선별 거래현황6-3. ㆍ

단위 톤: , %

구분 물량

%

계 개인
공동
출하

계통
출하

수집상 기타

계 5,830,553 100.0 36.8 5.3 47.1 7.1 3.8
공영 5,752,169 100.0 36.2 5.3 47.6 7.0 3.8
법정 59,286 100.0 79.6 1.9 12.3 6.1 0.0
민영 19,098 100.0 58.7 0.2 6.2 19.3 15.7

자료 농림부 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 , 2004 , 2005.「 」

도매시장 경유률이 품목별로 상이하여 거출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움.

 감귤 및 사과의 경우는 생산량 대비 주요 공영도매시장 경유률이 를50%

상회하여 정부의 자조금 단체 지원기준 최초 지원개시 년후 총 생산의( 3

취급 을 충족하지만 그 외 품목은 의무사업량을 충족하지 못함50% ) .

 따라서 도매시장의 유통물량만으로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을 충족하기 어

려움.

표 주요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공영도매시장 경유률6-4.

단위 톤: , %

자료 농림부 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 2004 , 2005.「 」

구분 품목 년 생산량2004
공영 도매시장 거래물량
물량 %

자조금 결성

감귤 584,353 299,765 51.3
사과 357,180 202,445 56.7
배 451,861 130,504 28.9
토마토 394,621 145,814 37.0
단 감( ) 299,046 72,863 24.4
양파 947,797 415,286 43.8

자조금

비결성

마늘 357,824 63,483 17.7

건고추 154,962 2,89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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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이외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의무화도매시장 이외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의무화도매시장 이외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의무화도매시장 이외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의무화□□□□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의 점유율이 정체 표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5-1.)

생산자 대표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매시장 이외 유통물량도 자

조금 사업에 포함시켜야함.

도매시장 이외 유통물량에 대한 정보는 산지 출하단계에서부터 신고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영세업체가 많은 원예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업체 자율로 취급물량

을 신고토록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따라서 모든 산지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도매시장 이외 출하물량의 거래

업체와 거래내역을 자조금 단체에 신고토록함.

산지 생산자 단체가 출하내역을 신고토록함으로써 상기 유통업체의 자조금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그림 출하정보 획득 및 자조금 부과 프로세스6-1.

①-a 상장

자조금 단체 : 사무국

생산자 단체
(조합, 작목반, 법인)

도매시장

유통업체

산지 수집상

①-b 납부

③-a 직거래

②-b 신고 ③-b 신고

②-a 수집

②-d 조회

②-c 부과 납부

③-c 부과 납부

신고업무는 산지조합 법인이 담당하되 작목반의 거래내역은 해당 지역 산,

지조합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출하내역의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작목반 공동출하물량은 해당지

역 조합에게 신고의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음.

 다만 개별 생산자가 독립적으로 출하하는 경우와 전년도 매출이 일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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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생산자 단체는 실질적으로 유통물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

우므로 기간별 출하상황을 집계하여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를 면,

제할 수 있으나 출하신고는 의무화를 원칙으로 해야함.

출하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은 산지 조합들이 대행토록 함.

 산지 조합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적 포괄성이 우수함.

 무엇보다 전산관리가 원활하므로 기간별 출하상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어 납부관리 업무가 크게 경감될 수 있고 일정부분 출하신고 누락의

감시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

자조금 단체 사무국은 신고된 유통업체의 출하물량 중 일정규모 이상인 업

체 또는 개인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조금을 부과함.

 도매시장 출하물량은 경락시 낙찰가격에서 자동공제 가능하므로 납부관리

업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지수집상 유통업체 등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다시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경락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무 배추와 같이 산지수집상 활동이 활발한 품목은 수집상을 거쳐 다시 도,

매시장에 상장되므로 자조금이 이중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산지유통인의 매입물량이 도매시장에 재상장될 경우에는 자조금 단체로부

터 납부사실에 대한 증빙 납부영수증 사본첨부 또는 전산조회 을 받아 경( )

락가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의무자조금제 도입시 문제점과 대응방안마 의무자조금제 도입시 문제점과 대응방안마 의무자조금제 도입시 문제점과 대응방안마 의무자조금제 도입시 문제점과 대응방안....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장단점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장단점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장단점의무자조금제도 도입시 장단점□□□□

장점

 생산자 단체는 신고만을 담당하고 거출의무는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이 지

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직접 거출하는데 따른 생산자 반발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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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생산자가 실질적인 납부주체 중 하나이므로 자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됨.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까지 포괄할

수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됨.

 유통업체도 신고물량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조성규모가

커지고 자조금 사업의 효과성도 향상됨, .

단점

 자조금은 준조세적 성격이 있고 궁극적으로 자조금 부담이 생산자에게 전

가될 수 있어 실질적인 수취가격 인하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수취가격 인하압력은 의무자조금제 및 신고의무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통업체와 합의하에 의도적인 신고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

 비제도권 유통업체 예 산지수집상 에 대한 신고여부 및 물량누락 감시가( : )

수반되어야하므로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의도적인 신고누락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생산자 단체 및 유

통업체의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짐.

 기타:

자조금 사업내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의무화 이전에 제시되어ㆍ

야 의무화의 타당성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에 대한 설득력, ㆍ ㆍ

이 높아짐.

비제도권 유통물량의 유통정보 획득 문제비제도권 유통물량의 유통정보 획득 문제비제도권 유통물량의 유통정보 획득 문제비제도권 유통물량의 유통정보 획득 문제□□□□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 시 가장 효율적인 유통정보 획득방안은 산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 해당 물량을 자조금 단체에 신고하는 방안임.

 따라서 생산자의 출하신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나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의식이 낮고 출하물량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수취가격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출하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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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원활한 자조금 조성을 위해 해당 물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과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함.

생산자 단체의 출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수혜가 전년도 자

조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간 연계

가 필요함.

 즉 자조금 조성이 의무화된 품목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책자금 및 기타 지원이 신고물량의 한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함.

 예를 들어 공동선별비는 신고한 생산자와 신고물량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안정사업 계약재배안정화 사업 도 계약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

해당물량을 자조금 단체에 신고한 물량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

록함.

 활용가능한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운영, ,

활성화지원사업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 , ,

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등이 있음.

 이들 정책자금의 지원시 특단의 사유없이 전년도 자조금 납부실적이 사업

물량과 현저히 불일치 이하 할 경우에는 금년도 자금지원을 허용하(80% )

지 아니함.

과태료부과 강제집행과 같은 행정조치가 병행되어야함, .

 산지유통인 저장업체가 자조금 납부의무를 회이상 위반시 당연히 행정, 3

조치의 대상이 되며 그 처분은 과거 자조금을 최종 납부한 시점까지 소급

하여 산출한 금액의 배를 과태료로 부과함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축산자2 (

조금을 참고하여 산정).

 한편 생산자에게도 산지유통인에게 부과한 금액과 동일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함으로써 법위반 사항에 대한 쌍방책임을 명문화해야함.

 다만 기간별 신고물량이 자조금 단체가 의결한 최소수준에 미달한 경우에,

는 자조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하신고 의무는 동일하

게 유지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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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어

려움.

 비제도권 유통물량을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저장업체 산지유통인,

등에 대한 등록과 관리가 강화되어야함.

 무임승차는 유통구조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함.

무임승차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그에 구애받지 않는 자조금 제도의 지속추

진이 요청됨.

 특히 각 자조금 단체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자조금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함.

생산자의 반발과 합법성 문제생산자의 반발과 합법성 문제생산자의 반발과 합법성 문제생산자의 반발과 합법성 문제□□□□

의무자조금제도는 준조세적 성격으로 위헌 또는 법률위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축산자조금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원예작물의 경우에도 의무

화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같이 농림부에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할 경

우25)에도 그 권한의 발동조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위배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재 개,

정이 논의되고 있는 농안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음.

 조항 신설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농림부에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포괄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입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25) 한국과 미국의 법률체계와 농업 상황이 달라 법률해석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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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정보화를 통한 정책간 연계 및 제도적 감시체계 수립 필요산지 정보화를 통한 정책간 연계 및 제도적 감시체계 수립 필요산지 정보화를 통한 정책간 연계 및 제도적 감시체계 수립 필요산지 정보화를 통한 정책간 연계 및 제도적 감시체계 수립 필요□□□□

일부 유통업체들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 합의하에 고의적인 출하물

량 누락을 시도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수반되어야 무임승차문제가 최소화될

것임.

제도적 감시를 위해서는 다른 유통정책들과 연계를 전제로 산지 정보화가

추진되어야함.

 제도적 감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의 경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배면적 재배품목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야하며,

수시 조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지 정보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산지 정보화를 통해 계약재배안정화 사업 직불제 생산이력추적제 등의, ,

정책이 통합될 수 있으므로 자조금 관련 정보화도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함.

제 안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는 방안제 안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는 방안제 안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는 방안제 안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는 방안3) 2 :3) 2 :3) 2 :3) 2 :

농협 및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제도농협 및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제도농협 및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제도농협 및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제도(1)(1)(1)(1)

협동조합 제도와 자조금 제도의 유사성협동조합 제도와 자조금 제도의 유사성협동조합 제도와 자조금 제도의 유사성협동조합 제도와 자조금 제도의 유사성□□□□

품목별전국협의회는 농협 중심의 조직이고 농협의 사업영역 중 판매사업은

자조금 제도의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협동을 통해 거대자본의 지배에 대응함으

로써 상대적 약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임26).

26) 정대근 국민경제와 농협의 역할 제 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농협중앙회, , 1382 ,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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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소수 또는 경제적 약자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함으로써 공동활동을 수행,

하고 해당 산업의 주체로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

조금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농협과 자조금 단체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새로이 자조금 제도

도입이 요청되는 것은 일견하기에 농협의 판매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라는 측면에서 협동조합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품목에 따라 전체 유통물량 중에서 농협의 계통출하량이 적은 것도 동일

한 원인에 기인한 사례라고 볼 것임.

 다만 정부 역시 생산자들의 자율적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정부 의존적 지

원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정부에도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다

는 점은 분명함.

자조금 제도의 도입목적이 농협의 존재 목적과 동일하다면 농협중앙회와

산지조합들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자구책을 제시해야할 것임.

 현재 자조금 제도는 정부에 의해 가이드라인과 자금지원이 제시되어야 비

로소 실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당근 고랭지배추 등은 자조금,

조성에 합의하고서도 정작 실행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음.

 이같은 경향은 참다래 파프리카의 경우 자조금 제도 도입 이전부터 자율,

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자조금 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과는 매우 대비되는 현상임.

정부도 농업분야의 시장실패와 시혜 규제위주의 농정을 보완하는 차원에ㆍ

서 자조금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함은 당연하나 사업운영에 대한 감

시와 감독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 제도의 운영에 대해 영세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게 전적으로

일임할 경우 활성화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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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필요는 있음.ㆍ

 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자조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엄격히 집행되도,

록 감시 감독함으로써 농협의 당연한 목적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하여ㆍ

보조금만 지불받는다는 비판을 방지해야할 것임.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단체의 성격 비교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단체의 성격 비교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단체의 성격 비교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단체의 성격 비교□□□□

년말 기준으로 개 품목별전국협의회 중 자조금 단체 결성의 기본요2005 29

건인 법인화를 충족한 품목은 총 개이며 개품목은 법인화에 대한 합의를11 7

마친 상태임.

표 품목별전국협의회 법인화 현황6-5.

자료 품목별전국협의회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회의 회의자료: , 2006 , , 2006.「 」

조직구성원에 있어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주산지 조합을 대상으로 함.

 다만 지역협의회에서는 작목반 영농법인 등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

 자조금 단체 역시 명목상 생산자 및 일반법인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

나 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례는 비농협 자조금 단체인 참다래 파프,

리카 시설포도 자조금을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두 단체의 기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이벤트 수급조절 사업관련 업,ㆍ

무 유통협약 명령 조사 및 교육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ㆍ

자조금 사업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임.

구 분 협의회수 해당 품목

법인화 완료 11
고랭지채소 감귤 단감 화훼 포도 양파(2002), (2003),ㆍ ㆍ ㆍ ㆍ

당근 가지 토마토 참외 친환경(2004), (2005)ㆍ ㆍ ㆍ
법인화 합의 7 복숭아 마늘 오이 호박 풋고추 딸기 인삼, , , , , ,

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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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성 및 조달에 있어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중앙회의 예산배정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조금 단체는 자부담과 정부지원으로 사업예산을 확

보함.

 예산과 함께 행정사무 역시 중앙회의 지원으로 처리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앙회의 내부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품목별전국협의회는 품목간 협의기구가 정례화되어 있는 반면 자조금 단체

는 품목간 협의기구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표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단체의 성격 비교6-6.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2)(2)(2)(2)

가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 방안가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 방안가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 방안가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 방안....

과실류 등 계통출하률이 높은 품목은 품목협의회 결의를 통해 생산자 대과실류 등 계통출하률이 높은 품목은 품목협의회 결의를 통해 생산자 대과실류 등 계통출하률이 높은 품목은 품목협의회 결의를 통해 생산자 대과실류 등 계통출하률이 높은 품목은 품목협의회 결의를 통해 생산자 대□□□□

표성 확보표성 확보표성 확보표성 확보

각 품목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자조금 조성 의무화를 결의할 수 있음.

 의무자조금 제도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품목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원들의 자조금 거출을 결의함으로써 의무자조금제도에 준하는 효과를

구분 구성원
기능 및
사업내용

재원조달
품목간
협의기구

행정사무

품목협의회
산지조합
중심

소비촉진,
수급조절,
조사교육

중앙회
예산배정

있음 중앙회 지원

자조금단체
조합 중심
일부 품목은(
예외)

소비촉진,
수급조절,
조사교육

생산자 단체
거출

없음
독립 사무국이
원칙이나 실제로
중앙회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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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둘 수 있음.

품목협의회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바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회의 지원이 필요함.

 자조금사업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정부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

라고 응답하는 생산자 단체 진주단감농협 가 있고 당근의 사례에서 보듯( )

이 자조금 조성을 결의하더라도 사업실행 단계에서 자금염출 문제로 계획

이 무산된 경우도 있어 인센티브 제공이 자조금 사업동참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정부와 중앙회의 지원은 추가지원 형태로 추진해야하며 불이익을 주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노지채소의 경우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부패하기 쉬운 등 품목별로 특성이

상이함.

 지원방식은 해당 품목 회원에 대해 산지유통 자금 지원시 이자율 인하 사,

업평가 시 가산점 부여 산지폐기시 보상금 우선지원 보조금 지원시 금액, ,

가산 및 우선배정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장점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장점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장점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장점□□□□

상기와 같은 품목별전국협의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조직화라는 측

면에서는 자조금 단체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음.

 품목협의회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미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운영하고 있

어 전국적 포괄성 생산자 단체간 협의체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음.

 일부 품목은 전국적인 조직화를 통해 자조금 단체 결성을 위한 의무사업

물량을 충족함으로써 자조금 단체로 전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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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합은 다수의 산지 유통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도사업

을 통해 생산자들을 리드 해온 관계로 생산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Lead)

비농협 생산자 단체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음.

조합이 정부정책의 창구기능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어

생산자의 자조금 사업 동참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가능함.

나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문제점나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문제점나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문제점나 품목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시 문제점....

생산자 대표성 한계생산자 대표성 한계생산자 대표성 한계생산자 대표성 한계□□□□

산지조합의 판매능력이 제한되어 계통출하율이 낮은 품목이 많으므로 표(

자조금 단체 전환시 생산자 대표성이 제약됨5-8) .

 계통출하율이 낮은 근본 원인은 단순수탁위주의 사업방식을 택하고 있어

판매역량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임.

 그 결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민간업체 또는 산지유통인들보다 열위에 있는

경우 포전관리 등 제반 서비스 포함 가 많고 분산능력도 약해 출하물량을( )

적시에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

 저장 또는 가공이 필요한 품목은 조합의 시설구비를 통해 계통출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 외 품목은 조합들의 근본적인 판매역량

개선없이 취급물량을 증가시키기 곤란함.

생산자 대표성 문제는 특히 노지채소 품목들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무 배추 고추 마늘 등은 계통출하율이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 , , 20~30%

분의 물량을 산지 유통인들이 유통시키고 있음 표( 5-8).

 배의 경우 지역내 생산물량은 많더라도 정작 계통출하율이 낮아 자조금

단체의 사업물량은 의무물량인 에 미달하고 있음30% .

 다만 감귤의 경우 생산대비 조합 취급비율이 에 이르는 등 품목별로60%

조합의 사업량이 많은 경우는 비농협 생산자 단체의 추가가입을 통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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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생산자 대표성 획득도 검토해볼 수 있음.

계통출하율이 낮은 품목은 산지유통인과 일반 생산자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품목협의회에 가입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실성이 없음.

 일반 법인의 경우는 현재에도 품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 사례가

극히 희박하고 산지유통인들은 생산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품목협의회

가입대상이 아님.

 또한 산지조합들이 품목별전국협의회에 가입하는 근본배경은 중앙회와 출

자관계 상호금융운용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 ,

때문인데 비농협 민간 생산자 단체와는 그러한 긴밀성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비농협 생산자 단체와 산지유통인들을 품목별전국협의회 자조금단(

체 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 즉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외에 다른) ,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산지유통인들은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므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가입을 유도하기도 곤란함.

지역별로 작목반 또는 농업법인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이들은 해당

지역 조합이 관리하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산지조합과 별개 조직으로 보기

는 어려움.

민간 생산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품목 참다래 파프리카 의 경우는 품목( , )

별전국협의회의 역할이 제한적임.

 이들 품목은 자조금 단체와 품목별전국협의회가 양립하고 있으나 사업물

량이나 역량 측면에서 민간 자조금 단체에 비해 활동은 극히 미미함.

 그럼에도 민간 단체를 배제한 채 품목협의회를 우선 자조금단체로 육성하

는 것은 불합리함.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인들의 자조금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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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지도 않고 정부지원을 받지도 않으므로 설령

품목협의회의 문호를 유통업체와 산지유통인에게까지 개방한다고 하더라

도 그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품목 협의회가입 원칙의 한계품목 협의회가입 원칙의 한계품목 협의회가입 원칙의 한계품목 협의회가입 원칙의 한계1 11 11 11 1□□□□

종합농협 체제를 띄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품목에 집중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현재 품목협의회는 조합 협의회가입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산지조합들1 1

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소속된 조합원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

 자조금 조성이 결의된 품목이라도 이미 특정 품목 자조금 단체에 가입되

어 있다면 다른 품목은 품목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조합 협의회가입 원칙을 완화하여 다수의 품목협의회 자조금단1 1 (

체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조직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조직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조직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품목협의회 내부 업무처리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품목 공통 사

업을 주목표로 하는 자조금 제도에 있어 일부 조합들의 입장이 반영될 경

우 자조금 제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실질적으로 조합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생산자와 조합간 대

립이 있을 때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해 질 수 있음.

 산지조합들은 품목협의회 또는 자조금 단체의 회원자격으로 생산자를 설

득하기보다 조합원인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27

예산과 사무처리가 중앙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협과 별개의 조

직으로 보기는 어려움.

 감귤 이외 품목협의회는 독자적인 비용조달이 불가능하고 중앙회의 인력

지원도 중앙회의 부서별 업무를 수행하는 속에서 부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함, .

협의회 적 성격으로 인해 그 기능도 직접적인 사업활동보다 지원기능을“ ”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는 느슨한 조직구조로서 각종

결정사항도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27).

사과 배 등의 경우에는 과수연합회와 대립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품목별로,

단일한 자조금 단체 결성이 어려움.

생산자 참여도 부족 및 조합의 대납경향 심화생산자 참여도 부족 및 조합의 대납경향 심화생산자 참여도 부족 및 조합의 대납경향 심화생산자 참여도 부족 및 조합의 대납경향 심화□□□□

생산자 참여도 제고 대책 부족

 생산자에게 자조금 거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조합의 대납현상이 일반화될 것임.

 생산자의 거출여부를 자조금 단체 평가시 반영하여 조합들로하여금 생산

자 납부를 촉진하게끔 유도해야하지만 그 효과는 의무자조금제도에 비해

매우 제한될 것임.

 대납은 납부한 금액을 되찾아 가려는 심리를 유발하여 일시성 사업이 만

연하게될 가능성이 있음.

27) 지역농업네트워크 품목별전국협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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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표성 확보방안의 비교생산자 대표성 확보방안의 비교생산자 대표성 확보방안의 비교생산자 대표성 확보방안의 비교4)4)4)4)

제 안과 제 안의 비교제 안과 제 안의 비교제 안과 제 안의 비교제 안과 제 안의 비교1 21 21 21 2□□□□

제 안은 산지조합 외에 일반법인 유통업체까지도 대상으로 하지만 제 안1 , 2

은 산지조합만을 대상으로함.

제 안의 경우 생산자 단체는 출하량을 신고할 의무를 지며 자조금 거출의1

무자는 생산자인데 반해 제 안의 경우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자조금을 조2

성해야함.

자조금 거출은 제 안의 경우 유통기관 도매시장 유통업체 의 매출발생시에1 ( , )

이루어지며 제 안은 산지조합의 출하시에 발생함2 .

제 안은 생산자 대표성이 높아 무임승차 문제가 적으나 생산자 및 유통업1

체의 반발이 예상되며 감시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제 안은 관리체계가 명확하므로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반면 생산자2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고 노지채소류의 경우 품목협의회 회원들의 결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함.

생산자 대표성 확대 방안은 어느 한 형태만을 선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 제 안을 시행하고 그 외 품목은1

품목협의회를 자조금단체로 육성하는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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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생산자 대표성 확보방안 요약6-7.

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의 사업능력 강화 방안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의 사업능력 강화 방안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의 사업능력 강화 방안제 절 생산자 대표조직의 사업능력 강화 방안2222

통합자조금위원회 내에 전문가 집단 확보통합자조금위원회 내에 전문가 집단 확보통합자조금위원회 내에 전문가 집단 확보통합자조금위원회 내에 전문가 집단 확보□□□□

개별 품목 자조금 단체의 관리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경비가 절감되므로ㆍ

절감된 비용을 전문가 영입에 투입할 수 있음.

 상시 고용이 불필요한 전문 인력은 전문가 을 구축하여 수시로 사업pool

수행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

 전문가 은 농협중앙회의 지도 컨설팅 기능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pool ,

중복 관리를 방지

자조금 관리 위원으로 마케팅 및 학계전문가 영입

 자조금 관리 위원은 생산자 단체 대표 외에 마케팅 및 학계 전문가를 영

입하여 전문적 현실적인 사업기획과 객관적 장기적인 업무추진이 동시ㆍ ㆍ

에 달성되도록 해야 함.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비효율적 사업집행 예컨대 개별 회원,

단체의 자율사업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견제토록 할 필요도 있음.

구분 주 대상 참여동기 생산자단체 거출시점 거출부담자 장점 단점

제 안1
의무자(
조금
제도
도입)

조합 법,ㆍ
인 유통,
업체

법적 강제ㆍ 출하량 신ㆍ
고의무

유통업체ㆍ
매출 발생
시

생산자 단ㆍ
체 유통업,
체

생산자 대ㆍ
표성이 높
아 무임승
차가 적음.

생산자 유,ㆍ
통업체의
동시 반발
감시비용ㆍ
발생

제 안2
품목별(
전국협의
회 활용)

산지조합ㆍ 회원들의ㆍ
자율 결의

자조금 조ㆍ
성

조합 출하ㆍ
시

조합ㆍ 관리체계ㆍ
명확
거출용이ㆍ

계통출하ㆍ
율이 낮은
품목은 대
표성 획득
곤란
무임승차ㆍ
문제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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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사무국에 의한 생산자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통합위원회 사무국에 의한 생산자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통합위원회 사무국에 의한 생산자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통합위원회 사무국에 의한 생산자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산지 유통사업의 기본 단위가 되는 농협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산지유통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농협 및 농업법인 을 자조금 제도의( )

매개체로 삼아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지조합의 판매역량이 근

본적으로 개선되어야함.

자조금 단체간 품목 공통 사업 인정

 품목조합 및 단일 품목 전업농이 보편화된 외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종합

농협 및 복합영농 위주이므로 한 품목의 역량강화와 다른 품목의 역량강

화가 분리되지 않음.

 품목 공통 사업은 현 자조금 제도상에서는 협의체가 없어 추진이 곤란하

므로 느슨한 형태의 통합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공통 사업을 수행토록 함.

마케팅 시장조사 상품화 판촉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

 마케팅 기법은 특정 품목에 구애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무위주의 집중적인 교,

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품목 공통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의 설계와 운영 사후 관리는 통합,

자조금위원회의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다른 산지유통 정책들과 연계하여

운영함.

생산자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확립하여 무분별한 교육비용 지출 방지 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

 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인 생산자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

한 바 현재는 부정기적인 일회성 교육 또는 선심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향,

이 있음.

 통합자조금위원회는 교육 대상자의 자격기준 교육 커리큘럼 사후 관리, ,

등에 관한 지침을 결정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교육사업을 방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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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 지원비율 확대매칭펀드 지원비율 확대매칭펀드 지원비율 확대매칭펀드 지원비율 확대□□□□

자조금 사업의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조성된

자금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임.

 소요재원 조달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추진이 불

가능함.

 따라서 성과측정에 따른 차등지원을 전제로 현재 조성규모 대비 로100%

되어있는 정부 지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년도부터 거출비율이 출하액의 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2006 3%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펀드도 증가되는 효과가 기대됨.

성과평가와 차등지원성과평가와 차등지원성과평가와 차등지원성과평가와 차등지원□□□□

자조금 단체간 성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매칭펀드 비율을 유지하

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남.

 아직 자조금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았고 조성규모도 미흡한데 벌써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평가의 목적이 차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데 있고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어 개선하고자 하

는 것이므로 평가는 추진되어야함.

 다만 단기적으로 차등지원의 폭이 클 경우 여건이 어려운 품목은 사업추,

진 자체가 곤란하므로 차등비율을 줄일 필요는 있음.

 아울러 사업개시 년차까지는 평가는 하되 차등지원은 실시하지 않고 년3 4

차부터 차등지원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조금 단체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필요

 특정 사업의 효과는 그 사업수행에 동원되는 자금규모에 의해 크게 좌우

됨.

 현재 자조금 규모는 평균 억 천만원 수준으로 일부 품목은 조성규모가4 8

억원에도 미치지 못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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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 규모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소기의 사업을 추진할 수조차 없고

그 결과도 외부변수에 노출되어 정확히 측정될 가능성이 낮아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최소한 평균 조성규모인 억원이상인 품목만4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절 자조금 사업의 성과 측정 방안제 절 자조금 사업의 성과 측정 방안제 절 자조금 사업의 성과 측정 방안제 절 자조금 사업의 성과 측정 방안3333

자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자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자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자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1)1)1)1)

자조금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그러나 농산물 자조금 제도의 본래 목적이 농산물 소비촉진과 정보제공 등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조금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자조금 사업의 소

비촉진효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

지도와 수혜정도를 설문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즉 자조금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2).

 첫째 자조금 사업이 해당 품목의 소비자 수요를 실제로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해야하는 바 성공적인 광고는 당연히 수요함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

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점에서 광고 이전보다 증가된 수요를 보여 주

어야 할 것임.

 둘째 성공적인 광고는 시장가격을 상승시켜야하지만 수요함수가 오른쪽으,

로 이동하여 수요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함수의 이동이 같은 수준만큼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장가격은 오르지 않음.

 셋째 광고로 인하여 늘어난 소득이 광고 비용을 능가하는지의 여부를 분,

석해야하는 바 흔히 소득을 비용으로 나누어 손익비율, (benefi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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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는데 이때 손익비율이 보다 크면 광고의 경제성이 인정된ratio) , 1

다고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음.

그림 자조금 사업의 효과6-2.

가격

수량

수요곡선
(자조금사업전)

공급함수

Q0

P0

수요곡선
(자조금사업후) 

자조금사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증가분

Q1

P1

가격

수량

수요곡선
(자조금사업전)

공급함수

Q0

P0

수요곡선
(자조금사업후) 

자조금사업으로
인한 생산자
후생증가분

Q1

P1

앞의 세가지 방법은 모두 정량적 연구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quantitative)

측정하는 방법임.

 이를 위해서 통계자료에 기초한 계량경제학적인 분석이 요구됨 예를들어.

정량적 연구를 위한 계량분석으로써 각 품목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상되는 독립변수들 각 품목 가격 인당 가처분 소득 인구비율 대( , 1 , ,

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상표광고 및 공익광고 지출액 등 과 함께 각 품, , )

목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자연대수 자연대수 형태의 소비 함수를 추-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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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런 계량모델을 이용하여 광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

이터를 필요로 함 일반적으로 연간 보다는 계간이 계간보다는 월간 데이. ,

터가 선호됨.

 그렇지만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계량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의 효과 또한 불확실할 수 있음.

데이터 부족으로 정량적 연구가 불가능할 때는 생산자와 소(quantitative)

비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 정도

를 정성적 으로 파악하는 간접성과 측정 방법이 있음(qualitative) .

 이 방법은 직접적인 자조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생,

산자 및 소비자 반응을 통해 자조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계

측할 수 있음.

자조금사업 평가 방안자조금사업 평가 방안자조금사업 평가 방안자조금사업 평가 방안2)2)2)2)

미국에서 년에 제정된 농업발전 및 개혁법안 은 모든 전국1996 (FAIR Act)

규모의 자조금 사업은 최소한 년마다 한번씩 그 경제성을 평가하여5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낙농의 경우는 매년 평가USDA ( ).

경제성 분석 프로젝트는 대개 대학이나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수행되는데,

년에 제정된 에 의무적으로 자조금 평가를 명시한 것은 이 같은1996 FAIR

평가 결과를 자조금을 납부하는 생산자에게 알려주고 의회나 정부가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함임.

자조금사업 효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생산자에게 홍보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임.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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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영세한 우리나라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에서는 매년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미국의 사례처럼 년에 한 번씩 외부 전문기관이5

자조금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 및 생산자에

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임.

유형유형유형유형 1111□□□□

자조금 사업의 무상표광고 에 대한 성과분석에 가장(Generic Advertising)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무상표광고와 판매량간의 분석을 통한 편익 계산임.

예를 들어 는 미국 뉴욕주의 공익광고와 판매량간의Kaiser et al(2002)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월간자료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로 우유판매량을 선택

하고 독립변수로 우유가격 우유공익광고 지출액 소득 경쟁음료 광고비, , , ,

대체재 가격을 선택한뒤 모형을 사용하여 광고탄성치를 구함log-log .

 우유 판매량 우유가격 대체제 가격 소득 다이어트용 지방선호도= f( , , , ,

경쟁음료 광고비 우유의 일반광고비 계절 연도, , , )

ln SALES = a 0+ a 1 ln (PRICE/SUB )+ a 2 lnEARNINGS+ a 3 lnFAT

+ ∑
m

i=0
b i lnBEVAD t- i+∑

n

j=0
w j lnMILKAD t- j+ ∑

p

k=0
d kSEASON k

+ ∑
q

r=1
g rYEARDUM r

 우유 판매량SALES :

 우유 소매가격PRICE :

 비알콜성음료 가격지수SUB :

 소비자가격지수로 환산한 주급EARNINGS :

 다이어트용 지방 선호지수FAT :

 경쟁음료의 이번 달 및 지난 달의 디플레이트된 광고비용BEVAD :

 우유의 이번 달 및 지난 달의 디플레이트된 광고비용MILK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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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변수SEASON :

 연도별 더미변수YEARDUM :

 위 변수 중 경쟁음료 광고 및 우유광고 변수는 계 다항 분배시차2

함수를 적용하는데 이는 광고의 효과가 광(polynomial distributed lag)

고를 실시한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동안 유효한 효과를 보

이므로 이를 적합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모형에서 추정계수는 탄력성 추정치를 의미하므로 은 가격에log-log a1

대한 수요탄력성 는 소득탄력성 은 다이어트용 지방선호도에 대한, a2 , a3

우유의 수요탄력성이며 와 는 대체제 광고비용에 대한 수요탄력성 및bi wj

우유광고비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됨.

 다음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일반광고의 우유소비량 증가 효과를 계산

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의 편익을 계산함.

 BENEFIT = DF × DSALES × POP

우유광고로 증가한 판매금액BENEFIT :

우유가격DF :

우유광고로 증가한 인당 소비량DSALES : 1

인구POP :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함/ .

 BCR = BENEFIT / COST

 비용편익BCR : (benefit - cost ratio)

 광고비용C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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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유형유형유형 2222□□□□

다음은 자조금의 일반광고효과 분석에 있어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통해 자

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임.

광고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모형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과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광고탄력성를 추정함double-log .

                           

 



 소비량q:

 자조금단체 의 광고비용A: (j)

 시간추세T:

 분기별 더미변수QD:

 가격변수P:

 총지출액M:

 이를 통해 광고탄력성을 계측함 다음으로 광고비를 증가시켰을 경우 생산.

자 잉여의 변화분을 계측함 다음으로 앞의 그림 에서 빗금친 부분만. 6-2

큼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 은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계산함( PSD) .△

 PSA = A * ( PSD)△ η △

 광고로 인해 변화한 생산자 잉여PSA :△

 광고에 대한 수요탄력성A :η

 수요가 변화하였을 때 변동되는 생산자 잉여변화PSD : 1%△

 다음으로 앞에서 계산된 생산자 잉여 변화를 자조금 일반광고비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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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자조금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이 됨, (BCR) .

 BCR = PSA / A△ △

 광고비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금액A :△

제 절 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제 절 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제 절 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제 절 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4444

현 자조금 제도는 자조금 단체간의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매칭 펀드 지원으로 인한 자조금 사업 운영에 대, (1:1 )

한 동기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

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은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발전 가능성 사업 효, ,

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자조금 단체의 지속적인 사업능력 향상을 유도하

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자조금 단체의 평가 요소간의 중요도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적절

히 지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이 경우 자조금 단체 평가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판단요소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기법을 이용 다양한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전문가들이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조금 단체

평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함 이를.

통하여 향후 자조금 단체 평가 기준의 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년 초 에 의해 개발된 기법1970 Thomas Sa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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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평가 기준자조금 평가 기준자조금 평가 기준자조금 평가 기준1)1)1)1)

자조금단체 평가 기준은 크게 단체 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등이, ,

있음.

이러한 요소의 평가를 위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층화하여 구성 할 수 있음 이러한 의사결정 계층의 설계는 다음의. 그림

과6-3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단체 대표성은 자조금 형태 참여비율 정도 거출비율와 같이 자조금 사업, ,

에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임.

 발전가능성은 자조금성장율 거출방식 사업투명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

임.

 사업 효율성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

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자조금 조성실적 집행실적 사업효과 등을 들 수, ,

있음.

 본 연구는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의사결정 내용을 분석하였

음.

그림 자조금 단체 평가를 위한 계층구조6-3.

자 조 금자 조 금자 조 금자 조 금 단 체단 체단 체단 체 평 가평 가평 가평 가

단 체단 체단 체단 체 대 표 성대 표 성대 표 성대 표 성 사 업사 업사 업사 업 효 율 성효 율 성효 율 성효 율 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형형형형
태태태태

참참참참
여여여여
비비비비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비비비비
율율율율

조조조조
성성성성
실실실실
적적적적

집집집집
행행행행
실실실실
적적적적

발 전발 전발 전발 전 가 능 성가 능 성가 능 성가 능 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성성성성
장장장장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방방방방
식식식식

사사사사
업업업업
투투투투
명명명명
성성성성

사사사사
업업업업
효효효효
과과과과

자 조 금자 조 금자 조 금자 조 금 단 체단 체단 체단 체 평 가평 가평 가평 가

단 체단 체단 체단 체 대 표 성대 표 성대 표 성대 표 성 사 업사 업사 업사 업 효 율 성효 율 성효 율 성효 율 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형형형형
태태태태

참참참참
여여여여
비비비비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비비비비
율율율율

조조조조
성성성성
실실실실
적적적적

집집집집
행행행행
실실실실
적적적적

발 전발 전발 전발 전 가 능 성가 능 성가 능 성가 능 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성성성성
장장장장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방방방방
식식식식

사사사사
업업업업
투투투투
명명명명
성성성성

사사사사
업업업업
효효효효
과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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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2)2)2)2)

의사결정의 요소들은 현재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 모든 변수들이 자조금 단체 평가하는 데에 있어 각각 중요성을 가지

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 기법은 특히 구성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연구자가 자의에 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의사결정자가 합리성을 유지하며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28).

분석은 정량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자료도 동시에 고려할 수AHP

있는 특징이 있음.

분석에서는 우선 다음의 가지의 공리 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AHP 4 (Axiom)

형이 적용됨.

표 의 이론적 기본공리6-8. AHP

공리 내 용

역수성(reciprocal)

의사결정자는 동일한 계층 내에 있는 개의 요인을 짝지어 비교할 수 있2

어야만 하고 그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호의 강, .

도는 역수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가 보다 배 중요시. , A B x

된다고 하면 는 보다 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B A 1/x .

동질성(homogeneity)
중요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 에 의하여 표(bounded scale)

현된다.

종속성(dependency)

한 계층의 요소들은 인접한 상위계층의 요소에 대하여 종속적이어야 한

다 그러나 상위계층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인접한 하위계층 내의 모든.

요소들 간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대성(expectations)
의사결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계층이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

한다.

28) 조근태 외 등 참조Saaty(1990),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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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와 같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계층이 구성됨 의사결정.

의 계층은 최상위에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적을 위치시키고 하위 계층에

의사결정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되게 됨.29)

다음으로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함 즉 의사결정 요, .

소들 간의 쌍대비교 를 통하여 비슷함에서 극히 중(pairwise comparison)

요함까지 에서 까지 값을 부여하여 각자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들의1 9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값을 제시하게 함.

 이때 항목  가 항목 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를   라 하면,

  


 
로 표기할 수 있음.

  개의 요소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쌍대비교행렬을 도출할 수 있음 작성.

된 쌍대비교행렬 는 다음의 식 과 같이 행렬의 대각을 중심으로 역A (1)

수의 형태를 취하게 됨.

(1) A =













1 a 12 a 13 ... a 1 n
a 21 1 a 23 ... a 2 n
a 31 a 32 1 ... a 3 n

...
a n1 a n2 a n3 ... a nn

세 번째는 이 쌍대비교행렬을 바탕으로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함.

 비교대상이 되는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라 하면 앞의

쌍대비교행렬에서의 a ij는     ( i , j = 1 , . . . ,n )로 추정될 수 있

음 여기서 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타내면 다음의 식과 같음. , .

(2) ∑
n

j
a i j∙w j∙

1
w i j

= n ( i , j = 1 , . . . ,n )

29)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자조금 평가 항목에 대한 수정하여 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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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곧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3) ∑
n

j
a i j∙w j = n ∙w i ( i , j = 1 , . . . ,n )

따라서 행렬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면A ,

(4) A =













w 1

w 1

w 1

w 2

w 1

w 3

...
w 1

w n

w 2

w 1

w 2

w 2

w 2

w 3

...
w 2

w n

...
w n

w 1

w n

w 2

w n

w 3

...
w n

w n

 고유치방법에 의하여 A ∙w = n ∙w 에서의  를 구할 수 있음 여기서( ,

w = [w 1 ,w 2 ,w 3 ,...,w n]는 행렬 A의 우측 고유벡터이고, n은 행렬 A

의 고유치임).

 그런데 에서는 평가자가 정확한, AHP  를 모르며 쌍대비교에 의하여 정,

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식에서  를 추정하게 됨 즉 쌍대비교행렬. , A의 각 요소에 대한 가중

치  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 행렬을, A '라 하고 이 행렬의 가중치 추정

치 w'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함.

(5)    

단, λ max 행렬: A '의 가장 큰 고유치

 여기서 λ max는 항상 n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계산된 λ max가 n에 근

접하는 값일수록 쌍대비교행렬 A의 수치들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음 이러한 일관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지수. (Consistency

와 일관성비율 을 통하여 구할 수 있Index: CI) (Consistency Ratio: C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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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 I = ( λ max - n )/ (n- 1 )

(6.2) CR = (CI/RI)×100%

 여기서 RI는 난수지수 를 의미하며 이는 에서 까지의(Random Index) , 1 9

수치를 임의 설정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하고 이 행렬의 평균 일관성지수를

산출한 값으로서 일관성의 허용한도를 나타냄 경험법칙에 의하여 위 식에.

서 구한 일관성비율이 이내에 들 경우 해당 쌍대비교행렬은 일관성10% ,

이 있다고 간주함.

표 난수지수6-9.

N 1 2 3 4 5 6 7 8 9
난수지수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마지막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함.

 이는 이전 단계에서 구한 각 계층에서의 가중치를 종합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짐 구체적으로 최상위 계층에 대하여. , k번째 하위계층에 있는 대안

들의 종합중요도는 다음 식을 통하여 도출됨.

(7) C [1 ,k ] = ∏
k

i= 2
B i

 위 식에서 C[1,k]는 첫 번째 계층에 대한 k번째 계층요소의 종합가중치

를 의미하며 B i는 추정된 w벡터를 구성하는 행을 포함하는 n i - 1 ∙n i

행렬로 n i는 i번째 계층의 요소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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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3)3)3)3)

본 연구에서는 직접설문과 이메일 설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대상은 자조금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민간

자조금 단체 관계자 농협계열 비농협계열 농림부관계자 연구진으로 구성( , ), ,

하였음 총 표본수는 개로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로 생각됨 설. 20 AHP .

문의 그룹통합과정에서 일관성지수가 낮게 평가된 표본 개를 제외하여 실5

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개임15 .30)

전문가 집단 농림부 관계자 연구자 과 생산자 단체 집단의 분석결과 비교( , )

를 통해서 자조금 단체 평가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음.

생산자 단체는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와 농협계열 자조금단체로 구분함.

평가 기준의 상대비교 결과평가 기준의 상대비교 결과평가 기준의 상대비교 결과평가 기준의 상대비교 결과□□□□

그림 에 나타난 기준간 쌍대비교는 평가자의 주관적 선호도가 반영됨6-4 .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표 은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를 나6-10

타냄.

표 은 최상위 기준에서 전문가집단은 사업효율성을 단체대표성이나6-10

발전가능성보다 각각 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6.26, 5.52 .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에서는 사업효율성을 단체대표성이나 발전가능성보

다 각각 배 더 선호하고 있음1.71, 2.29 .

 특이한 점은 농협계열 자조금단체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게 단체대표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음 이는 농협계열 자조.

금단체들이 조직화 예 품목별전국협의회 가 잘되어 있어서 참여비율이나( , )

거출액비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단체대표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0) 본 연구에서 일관성이 낮은 일부 표본에 한하여 재설문을 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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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한 고유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최상위 기준들간의 가중치 벡터

값은 그림 와 같음6-4 .

 전문가 집단은 사업효율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사업효율성.

에 대한 가중치는 발전가능성에 대한 가중치 단체대표성은0.75, 0.13,

만큼 중요하게 생각함0.12 .

 비농협 자조금단체는 발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였음 왜.

냐하면 비농협 자조금단체는 모두 순수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거출방식

에 있어서 모두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위의 결과는 이와같100% .

은 고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됨.

 농협계열 자조금 단체는 사업효율성에 대한 가중치가 로 가장 높고0.49 ,

다음으로 단체대표성이 발전가능성에 대한 가중치는 을 나타내0.33, 0.18

고 있음.

표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6-10.

전문가 집단

(CR=0.00)
단체 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단체 대표성 1.00 1.00 0.16
발전가능성 1.00 1.00 0.18
사업효율성 6.26 5.52 1.00

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2)
단체 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단체 대표성 1.00 2.15 0.58
발전가능성 0.46 1.00 0.44
사업효율성 1.71 2.29 1.00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0)

단체 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단체 대표성 1.00 0.52 0.63
발전가능성 1.91 1.00 1.44
사업효율성 1.59 0.6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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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가중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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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단체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전문가집단 농협단체 비농협단체

다음으로 단체 대표성 사업효율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각 하위 기준들간, ,

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표 표 과 같음6-11, 6-12, 6-13 .

단체 대표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집단과 생산,

자집단 농협계열 비농협계열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 )

음 그렇지만 농협계열과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들 간에는 매우 비슷한 결.

과가 도출되었음.

 전문가집단에서는 거출비율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으나 생산자,

집단에서는 거출비율보다는 참여비율과 자조금형태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음.

 이러한 선호도를 바탕을 단체대표성 요소에 대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면 그

림 와 같음6-5 .

 전문가 집단은 거출비율에 대한 가중치가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0.46 .

참여비율과 자조금형태에 대한 가중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와 를 나타내고 있음0.29 0.24 .

 농협 및 비농협계열 생산자 자조금단체는 단체 대표성에 대한 선호가 매

우 비슷하게 조사되었음 둘다 자조금형태와 참여비율에 대한 가중치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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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게 나타났음 농협단체는 자조금단체에 대한 가중치가 이고 참. 0.43 ,

여비율에 대한 가중치는 임 비농협계열 단체 역시 자조금단체와 참0.38 .

여비율 모두 가중치가 으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됨0.43 .

거출비율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 집단과 달리 생산자 단체는 모두 낮은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협단체는 만큼 가중치를 두었고, 0.18 ,

비농협단체는 만큼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음0.14 .

표 단체 대표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6-11.

전문가 집단

(CR=0.00)
자조금형태 참여비율 거출비율

자조금형태 1.00 0.78 0.56

참여비율 1.29 1.00 0.58

거출비율 1.78 1.71 1.00

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0)
자조금형태 참여비율 거출비율

자조금형태 1.00 1.19 2.27

참여비율 0.84 1.00 2.15

거출비율 0.44 0.46 1.00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6)
자조금형태 참여비율 거출비율

자조금형태 1.00 1.29 2.27

참여비율 0.78 1.00 3.91

거출비율 0.44 0.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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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체 대표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가중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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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형태

참여비율

거출비율

전문가집단 농협단체 비농협단체

다음으로 발전가능성을 나타내는 하위기준간의 선호도 비교결과를 살펴보

면 비교집단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문가집단에서는 거출방식이 자조금성장률이나 사업투명성보다 각각

배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5.13, 5.81 .

 이와 반대로 농협계열 자조금단체는 거출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사업투명성이 거출방식보다 배 더 중요하다고 나타났음 이, 5.13 .

는 농협계열 자조금단체가 순수생산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지역농

협이 자조금 단체 회원인 구조이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방식에 대한 선호

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판단됨.

 비농협계열 역시 거출방식을 자조금성장률이나 사업투명성보다 각각

배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렇지만 전문가 집단에 비1.44, 2.41 .

해서 선호도는 작은 편임.

 이러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발전가능성 요소에 대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면

그림 와 같음6-6 .

 전문가 집단은 거출방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거출방식에 대.

한 가중치는 이고 나머지 자조금 성장률과 사업투명성에 대한 가중치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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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와 를 나타남0.15 0.12 .

 농협 자조금단체는 사업투명성과 자조금성장률을 모두 대등하게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자조금성장률에 대한 가중치는 이고 사업투. 0.46

명성에 대한 가중치는 임 거출방식에 대한 가중치는 로 미미한0.45 . 0.09

수준임.

 비농협계열 자조금 단체는 거출방식에 대한 가중치가 이고 자조금성0.46

장률에 대한 가중치는 로 모두 높게 나타났음 그렇지만 사업투명성0.39 .

에 대한 가중치는 로 낮게 나타남0.16 .

표 발전가능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6-12.

전문가 집단

(CR=0.01)
자조금 성장률 거출방식 사업투명성

자조금 성장률 1.00 0.18 1.44

거출방식 5.13 1.00 5.81

사업투명성 0.69 0.17 1.00

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0)
자조금 성장률 거출방식 사업투명성

자조금 성장률 1.00 4.72 1.06

거출방식 0.21 1.00 0.19

사업투명성 0.94 5.13 1.00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3)

자조금 성장률 거출방식 사업투명성

자조금 성장률 1.00 0.69 3.00

거출방식 1.44 1.00 2.41

사업투명성 0.33 0.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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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발전가능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가중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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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집단 농협단체 비농협단체

사업효율성을 나타내는 하위기준간의 선호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비교집,

단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모든 비교 집단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즉 자.

조금 사업효과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사업효율성 요소에 대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면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6-7 .

 전문가집단과 농협계열 자조금단체가 사업효율성에 대한 가중치에 있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 전문가 집단은 사업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0.66,

집행실적은 조성실적은 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농협계열 자조0.18, 0.16 .

금단체 역시 사업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집행0.69 ,

실적이 조성실적은 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남0.22, 0.09 .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 역시 사업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으로 가장 높0.46

았지만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작은 편임 다음으로 조성.

실적에 대한 가중치가 높았은데 의 가중치를 두었고 집행실적은0.30 ,

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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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업효율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6-13.

전문가 집단

(CR=0.07)
조성실적 집행실적 사업효과

조성실적 1.00 1.22 0.19
집행실적 0.82 1.00 0.36
사업효과 5.28 2.77 1.00

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5)
조성실적 집행실적 사업효과

조성실적 1.00 0.32 0.17
집행실적 3.11 1.00 0.26
사업효과 5.94 3.91 1.00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

(CR=0.03)

조성실적 집행실적 사업효과

조성실적 1.00 1.44 0.58
집행실적 0.69 1.00 0.58
사업효과 1.73 1.71 1.00

그림 사업효율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가중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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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각의 하위요소들에 대한 강도를 쌍대비교하여 표 와 같은6-14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음.

 자조금형태에 있어서 세 비교집단 모두 의무자조금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음 그렇지만 가중치 크기에 있어서 전문가집단과 자조금단체간에.

차이가 있음 전문가집단은 의무자조금에 대한 가중치가 로 매우 높. 0.85

지만 농협계열 생산자단체는 과 비농협계열 생산자단체는 로 전, 0.53 0.57

문가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과 농협계열 자조금단체가 매우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내었음 즉 참여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 중요도가. ,

높게 나타남 그렇지만 비농협계열의 경우 자조금단체는 참여비율이.

이하인 경우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재의 임50%~70% .

의자조금 제도 하에서는 비농협계열 자조금 단체는 이상의 생산농가70%

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같은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됨.

 거출비율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체 생산액 대비 거출액이 많으면 많

을수록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으나 농협 및 비농협 자조금단체는 전체 생,

산액 대비 거출액이 이상이 가장 큰 선호도를 나타냈음 이는 자조금1% .

단체 관계자는 거출액이 이상인 경우를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1.0%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거출방식에 있어서는 전문가집단과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는 거출방식에

있어서 농가 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농협계열 자조금100% ,

단체는 농가와 농협이 각각 씩 납부하는 것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50% .

 사업효과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으나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는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가 가장, 20%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가 가장 합리적이고 그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음20% .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53

표 평가기준 강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6-14.

상위

요소
하위요소 척도

가중치

전문가집단( )

가중치

농협단체( )

가중치

비농협단체( )

단체

대표성

자조금형태
의무자조금 0.85 0.53 0.57

임의자조금 0.15 0.47 0.43

참여비율

초과70% 0.59 0.61 0.28

이상 이하50% ~70% 0.26 0.23 0.40

이상 이하30% ~50% 0.10 0.12 0.23

이하30% 0.05 0.05 0.08

거출액비율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5% 0.49 0.32 0.36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0% 0.30 0.37 0.39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0.5% 0.13 0.23 0.18

전체생산액 대비 미만0.5% 0.07 0.08 0.08

발전

가능성

자조금조성

성장률

증가30% 0.43 0.54 0.33

증가20% 0.34 0.28 0.31

증가10% 0.15 0.12 0.26

미만10% 0.07 0.07 0.11

거출방식

농가 100% 0.75 0.11 0.63

농가와 농협이 씩50% 0.18 0.72 0.23

농협 100% 0.06 0.17 0.14

사업투명성
외부감사 미지적 0.88 0.78 0.67

외부감사 지적 0.13 0.22 0.33

사업

효율성

조성실적

계획대비 이상100% 0.64 0.42 0.47

계획대비 이상80% 0.21 0.37 0.33

계획대비 이상50% 0.10 0.15 0.14

계획대비 미만50% 0.04 0.06 0.06

집행실적

계획대비 이상100% 0.64 0.42 0.49

계획대비 이상80% 0.21 0.38 0.30

계획대비 이상50% 0.10 0.14 0.15

계획대비 미만50% 0.04 0.06 0.07

사업효과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30% 0.58 0.51 0.28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20% 0.27 0.28 0.35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10% 0.11 0.13 0.26

전년대비 매출액 미만10% 0.05 0.08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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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평가 기준의 선호도 결과자조금 평가 기준의 선호도 결과자조금 평가 기준의 선호도 결과자조금 평가 기준의 선호도 결과□□□□

지금까지 상위 요소인 단체대표성 사업효율성 발전가능성 간의 상대적 중, ,

요도와 각 상의 요소에 속해있는 하위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

하였음.

이들 상대적 중요도 평가치를 활용하여 각 자조금 단체를 평가하면 다음의

표 표 와 표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6-15, 6-16 6-17 .

예를 들어 자조금단체 의 자조금단체 평가점수는 각 집단별 자조금 평가A

지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전문가 집단의 자조금 평가지표를 이용한 평가 결과< >

자조금단체 A : 0.3840.3840.3840.384 자조금형태 임의자조금 참여비= { (0.03)× (0.176)+

율 이상 이하 거출액비율 미(0.036)×0.441(50% ~70% )+ (0.058)×0.143(0.5%

만 자조금조성성장률 증가 거출방식 농협)+ (0.02)×1(30% )+ (0.095)×0.08(

사업투명성 외부감사미지적 조성실적 계100%)+ (0.015)×1( )+ (0.123)×0.328(

획대비 집행실적 계획대비 사업효과80%)+ (0.133)×0.328( 80%)+

매출액 증가(0.49)×0.466( 20% )}

농협계열 자조금단체의 평가지표를 이용한 평가 결과< >

자조금단체 A : 0.6810.6810.6810.681 자조금형태 임의자조금 참여= { (0.145)× (0.887)+

비율 이상 이하 거출액비율 미(0.127)×0.377(50% ~70% )+ (0.061)×0.25(0.5%

만 자조금조성성장률 증가 거출방식 농협)+ (0.083)×1(30% )+ (0.017)×0.236(

사업투명성 외부감사미지적 조성실적 계100%)+ (0.082)×1( )+ (0.044)×0.881(

획대비 집행실적 계획대비 사업효과80%)+ (0.108)×0.905( 80%)+

매출액 증가(0.334)×0.54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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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의 평가지표를 이용한 평가 결과< >

자조금단체 A : 0.7310.7310.7310.731 자조금형태 임의자조금 참여= { (0.094)× (0.754)+

비율 이상 이하 거출액비율 미(0.095)×1(50% ~70% )+ (0.032)×0.222(0.5%

만 자조금조성성장률 증가 거출방식 농협)+ (0.173)×1(30% )+ (0.205)×0.222(

사업투명성 외부감사미지적 조성실적 계획100%)+ (0.07)×1( )+ (0.1)×0.702(

대비 집행실적 계획대비 사업효과80%)+ (0 . 078)×0 . 612( 80%)+

매출액 증가(0.152)×0.549( 20% )}

자조금 단체 평가 결과자조금 단체 평가 결과자조금 단체 평가 결과자조금 단체 평가 결과□□□□

위의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 집단과 생산자 단체간의 자조금 단체 평가 결

과가 상이하게 나타났음.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자조금 단체 평가에 있어서 사업효율성에 대한 가

중치가 다른 상위요소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로 인해 사업효율성과.

관련있는 조성실적 집행실적 사업효과 분석과 같은 하위요소의 평가가, ,

낮은 단체는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남 이로인해 가중치가 낮은 단체대표.

성과 발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도 사업효율성에 낮은 평가

를 받을 경우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남.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평가지표 결과를 보면 상위요소들 간의 선호도 차이

가 전문가 집단보다 크지 않게 나타나지 않음 전문가 집단에서는 상위요.

소간의 가중치가 최대 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생산자 집단에서는6 ,

배에서 배정도로 상위요소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2 3 .

 평가지표간의 척도 비교시 전문가 집단은 척도간의 정규화된 우선순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생산자단체는 우선순위들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예를 들어 자조금형태의 평가요소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의무자조금 평가점수를 로 정규화하였을 때 임의자조금은 로 매우1 0.176

낮은 평가점수를 부과하였으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의무자조금 평가점수를,

로 정규화하였을 경우 임의자조금은 농협계열은 비농협계열 생산1 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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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체에서는 로 비교적 높은 평가점수를 부과하였음0.754 .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평가 대상 집단간의 점수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

효율성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평가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음 또 하위요소의 척도 간에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반대로 생산자 단체 농협계열 비농협계열 에서는 평가 대상 집단간, ( , )

의 점수편차가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점수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평가지표간의 가중치 차이가 크지 않을뿐더러 척도간의 점수 편차도 전문

가 집단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임 또 설문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자.

신들이 달성할 수 있는 항목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항,

목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과하여 전체적으로 전문가집단에 비해 높은 평가

점수가 나타나게 됨.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어느 한 집단의 자조금 단체 평가지표만을 사용,

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지표와 생산자 단체의 평가지표를 적절히

가중평균하여 자조금 단체 평가지표로 사용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

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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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문가 집단의 자조금 평가지표 선호도 결과6-15.

상위

요소
하위요소 척도 정규화된 우선순위

단체

대표성

(0.124)

자조금형태

(0.030)

의무자조금 1.000

임의자조금 0.176

참여비율

(0.036)

초과70% 1.000

이상 이하50% ~70% 0.441

이상 이하30% ~50% 0.169

이하30% 0.085

거출액비율

(0.058)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5% 1.000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0% 0.612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0.5% 0.265

전체생산액 대비 미만0.5% 0.143

발전

가능성

(0.130)

자조금조성

성장률

(0.020)

증가30% 1.000

증가20% 0.791

증가10% 0.349

미만10% 0.163

거출방식

(0.095)

농가 100% 1.000

농가와 농협이 씩50% 0.240

농협 100% 0.080

사업투명성

(0.015)

외부감사 미지적 1.000

외부감사 지적 0.148

사업

효율성

(0.746)

조성실적

(0.123)

계획대비 이상100% 1.000

계획대비 이상80% 0.328

계획대비 이상50% 0.156

계획대비 미만50% 0.063

집행실적

(0.133)

계획대비 이상100% 1.000

계획대비 이상80% 0.328

계획대비 이상50% 0.156

계획대비 미만50% 0.063

사업효과

(0.490)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30% 1.000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20% 0.466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10% 0.190

전년대비 매출액 미만10%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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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농협계열 자조금단체의 평가지표 선호도 결과6-16.

상위

요소
하위요소 척도 정규화된 우선순위

단체

대표성

(0.333)

자조금형태

(0.145)

의무자조금 1.000

임의자조금 0.887

참여비율

(0.127)

초과70% 1.000

이상 이하50% ~70% 0.377

이상 이하30% ~50% 0.197

이하30% 0.082

거출액비율

(0.061)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5% 0.865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0% 1.000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0.5% 0.719

전체생산액 대비 미만0.5% 0.250

발전

가능성

(0.181)

자조금조성

성장률

(0.083)

증가30% 1.000

증가20% 0.519

증가10% 0.222

미만10% 0.130

거출방식

(0.017)

농가 100% 0.153

농가와 농협이 씩50% 1.000

농협 100% 0.236

사업투명성

(0.082)

외부감사 미지적 1.000

외부감사 지적 0.282

사업

효율성

(0.486)

조성실적

(0.044)

계획대비 이상100% 1.000

계획대비 이상80% 0.881

계획대비 이상50% 0.357

계획대비 미만50% 0.143

집행실적

(0.108)

계획대비 이상100% 1.000

계획대비 이상80% 0.905

계획대비 이상50% 0.333

계획대비 미만50% 0.143

사업효과

(0.334)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30% 1.000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20% 0.549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10% 0.255

전년대비 매출액 미만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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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의 평가지표 선호도 결과6-17.

상위

요소
하위요소 척도 정규화된 우선순위

단체

대표성

(0.221)

자조금형태

(0.094)

의무자조금 1.000

임의자조금 0.754

참여비율

(0.095)

초과70% 0.700

이상 이하50% ~70% 1.000

이상 이하30% ~50% 0.575

이하30% 0.200

거출액비율

(0.032)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5% 0.923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1.0% 1.000

전체생산액 대비 이상0.5% 0.500

전체생산액 대비 미만0.5% 0.222

발전

가능성

(0.449)

자조금조성

성장률

(0.173)

증가30% 1.000

증가20% 0.939

증가10% 0.788

미만10% 0.333

거출방식

(0.205)

농가 100% 1.000

농가와 농협이 씩50% 0.365

농협 100% 0.222

사업투명성

(0.070)

외부감사 미지적 1.000

외부감사 지적 0.493

사업

효율성

(0.330)

조성실적

(0.100)

계획대비 이상100% 1.000

계획대비 이상80% 0.702

계획대비 이상50% 0.298

계획대비 미만50% 0.128

집행실적

(0.078)

계획대비 이상100% 1.000

계획대비 이상80% 0.612

계획대비 이상50% 0.306

계획대비 미만50% 0.143

사업효과

(0.152)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30% 0.800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20% 1.000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10% 0.743

전년대비 매출액 미만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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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요 약제 절 요 약제 절 요 약제 절 요 약1111

축산분야에서 시작된 국내의 자조금 제도는 원예분야의 경우 년 참다2000

래 파프리카를 시작으로 년 겨울배추 년 감귤 포도 사과, 2002 , 2003 , , ,

년 단감 배 분화 년 양파 가지 토마토 절화에까지 도입되어2004 , , , 2005 , , ,

현재 개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음16 .

 그 중 참다래 파프리카 등 주로 민간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이 활,

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유통구조가 일원화된 난의 경우에도 비교적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년의 경우 조성된 자조금의 규모는 정부지원을 포함하여 약 억원2005 72

수준으로서 품목별로는 감귤이 가장 큰 규모인 억원 난 억원 절화14 , 13 ,

억원 등이며 총 억원 수준임11 73 .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의 이해도는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여부와

품목별 유통경로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난 파프리카와 같이 생산자가 실제 납부부담을 지는 경우는 자조금 제도,

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에 이르렀으나 감귤과 같이 생산자97%

단체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에 불과하3.5%

였음.

자조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미국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하는 품목의

경우 일정규모이상 유통업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조금 관리업무

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음.

제 장제 장제 장제 장7777

요약 및 정책 제안요약 및 정책 제안요약 및 정책 제안요약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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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된 품목들 중 복숭아 쇠고기는 합헌판결을, ,

돼지고기 버섯은 위헌판결을 받는 등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률공방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네덜란드의 자조금 제도는 생산물위원회라는 단일한 자조금 단체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법적 강제

력을 갖는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임.

 네덜란드 생산물위원회는 매년 억원이 넘는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으1,000

며 그 사업범위도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교육 에너지연구 대외협상 등, ,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

국내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생산자 대표성 부족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와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무임승차는 영세한 생산 및 복잡한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자조금 단

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원예

작물은 영세한 생산자가 산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유통구조도 복잡

하여 자조금 부과 시점도 명확하지 않음.

 생산자 조직화의 곤란성은 또한 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

가 되고 있으나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가급적 도입을 지양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어 생산자 자

발성이라는 자조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납부부담을 지는 산지조합들

이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꺼리게 되며 산지조합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자조,

금 단체 결성의 전제조건인 생산자 단체간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원

인이 되고 있음.

 생산자 단체의 대납은 개별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

로 납부한 금액을 되찾아 가려는 심리를 유발시켜 자조금이 특정 지역 또

는 브랜드의 홍보에 지출되게끔 하는 근본 이유인 것으로 판단됨.

자조금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내용들이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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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특히 수급조절 관련 사업은 모든 자조금 단체마다 적게는 단감 부4.9%( )

터 많게는 난 까지 지출하고 있는 바 소규모인 자조금으로 수급65.1%( ) ,

조절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도 부합하지 않음.

자조금 단체 가입대상에서 유통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사실상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자조금 단체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되었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는 우선 생산자 참여율 제고 및 조직화를 통해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고

자조금 단체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업내용도 새로이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또는 품목별전

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들은 출

하신고를 담당하고 거출은 도매시장이나 유통업체가 담당토록 해야 하며

산지 출하단계에서부터 모든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어야함.

 제도적으로는 도매시장 및 일정규모 이상인 유통업체도 자조금 단체에 의

무 가입토록 해야 무임승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의무자조금 제도의 단점인 감시비용 문제는 산지농협의 전산망과 조직을

활용하여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농협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 조합이 다수의 품목협의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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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농협 민간 생산자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

으로써 계통 출하율이 낮은 상황을 극복해야할 것임.

 그러나 품목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전환시 거출의무가 조합에 부과 대(

납 될 가능성이 높아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과 일시성 이벤트 사업이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임의자조금제도 하에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자

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는데 각 조합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원활한 합

의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조금 단체 설립을 결의한 품목의 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자조금 단체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립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조금 단체의 통합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효ㆍ

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통합위원회의 위원은 각 생산자 단체 대표 외에 학계 정부 농협중앙회의, ,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전문성 객관성을 보장해야하며 규모가 큰 특정 품ㆍ

목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협중앙회의 지나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일

정부분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의 사업내용도 소비촉진,

조사연구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비촉진은 특정 브랜드 또는 산지를 표방하지 않는 무상표 광고가 되어

야하며 해외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상표 광고도 허용할

수 있으나 소비성향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되어야함.

 영세한 생산자가 대부분인 한국 농업현실은 생산자에게 시장지향적 마인

드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조금 사업을 통해 생산자의 시장지향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해야하며 외부기관과의 협력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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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향조사 신상품 신기술개발 등 조사연구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ㆍ

것으로 분석됨.

자조금 단체별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제

고되어야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하

는 바 이 연구에서는 기법을 활용하,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조금 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토록 하였음.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자조금 단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시하

는 요소는 생산자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

 실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들은 생,

산자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의 요소에 대해 각각, , 0.124, 0.130,

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은 동일 항목에 대해0.746

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전문가 집단별로 평가항목0.333, 0.181, 0.486

에 대한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자조금 단체를 평가할 때에는 각 전문가 집단별 가중치를 가중 평균

하여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제 절 정책 제안제 절 정책 제안제 절 정책 제안제 절 정책 제안2222

자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자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자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자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자조금 제도가 원예분야에 도입된 지는 불과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2~3

아직 생산자 생산자 단체 자조금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이해와 평가가, , , ,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생산자들은 자조금 제도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또한 외국과 달리 유통업체들의 자조금 제도 참여여부는 논의조차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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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등 관련 주체들 간에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및 참여의 당

위성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자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는 유통업체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자조금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함.

 자조금 제도의 성격상 유통업체까지도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또한 유통업체의 참여를 법률로서 강제하더라도 비제도권 유통물량이 많

은 현실에서 그 강제성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홍보활동을 통해 유통업체들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 관련 법령 정비자조금 관련 법령 정비자조금 관련 법령 정비자조금 관련 법령 정비□□□□

현재 농안기금 사업에서 자조금 관련 사업은 출하조절 사업의 세부사업으

로 규정되어 있어 자조금 제도가 수급조절의 일환으로 오인되고 있으며 실

제로 자조금 단체의 사업내용도 수급조절 관련 항목이 일정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

 그 근본이유는 현행 농안법 제 조 항에서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7 “.......①

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보, .......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하여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도 자조금.”

제도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자발적 대책이며 자율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이 수급조절 사업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산지유통정책의 하나로 격상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자조금 정책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정책분류를 새로이 해야 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농안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농안법 개정시 자조금 제도는 별도의 정책으로 취급하여 새로이 관련 항

목을 신설하되 의무자조금제도 도입도 가능하게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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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조금 정책과 산지유통 정책간 연계필요자조금 정책과 산지유통 정책간 연계필요자조금 정책과 산지유통 정책간 연계필요자조금 정책과 산지유통 정책간 연계필요□□□□

현행 자조금 제도는 기존 산지유통 정책들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효과성이

제약되므로 다른 산지유통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 단체는 광범위한 생산자 대표성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산지의 생

산자 조직화가 전제되어야함.

 한편 생산자 조직화는 산지유통 구조 개선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산지유통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음.

 따라서 자조금 관련 정책이 다른 산지유통 정책들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 모색되어야함.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시 신중한 접근 필요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시 신중한 접근 필요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시 신중한 접근 필요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시 신중한 접근 필요□□□□

현행 자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생산자 대표성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할 것임.

 대부분 생산자들의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 인식이 낮으므로 성급한 도입 시 생산자들의 반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유통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비제도권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많아 의무

자조금 제도 실행시 무임승차 문제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의무자조금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도입해야하며

대상 품목도 유통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임.

자조금 제도 고유의 사업내용 명확화자조금 제도 고유의 사업내용 명확화자조금 제도 고유의 사업내용 명확화자조금 제도 고유의 사업내용 명확화□□□□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안기금 사업 등 여타 정부 프로그램과 사업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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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면이 있고 특히 산지폐기 및 유통협약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

어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조금 제도 고유의 사업내용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품목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정부정책과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할 필

요가 있음.

 특히 자조금 사업으로 수급조절까지 담당하기에는 자금규모가 미미하여,

그 효과를 보기 어려움.

기존 정부 정책은 주로 생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조금단체에서는 소비촉진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것임.

자조금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할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연구조사 및 교육 사

업이 있음.

 현재 정부정책으로도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들 사업은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조금 단체에서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즉시 응용 가

능한 실용적인 연구개발 및 조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생산자 이익을 도모해야할 것임.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개별 자조금 단체들을 통합한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

음.

 현재 감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조금 단체들의 자조금 조성규모는 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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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충족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소규모임.

 이러한 소규모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효과있는 사업을 추진

하기도 불가능하여 일시성 이벤트 사업이 빈발하는 원인이 됨.

 따라서 개별 자조금 단체들을 통합하여 단일한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립

할 필요가 있음.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

써 규모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함.

 개별 자조금 단체의 통합을 통해 절감되는 경비는 전문인력 채용에 활용

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각각의 자조금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규

모의 경제를 살림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함.

유통업체 및 수업업체의 참여 방안 모색유통업체 및 수업업체의 참여 방안 모색유통업체 및 수업업체의 참여 방안 모색유통업체 및 수업업체의 참여 방안 모색□□□□

자조금 제도는 품목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인 바 그 혜택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게도 돌아가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

라 이들도 자조금 제도에 참여토록 유도해야함.

 현행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만을 거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업체와 수입업체는 사실상 무임승차자라고 할 수 있음.

유통업체와 수입업체의 자조금 제도 참여는 제도적 강제와 함께 사회적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함.

 굳이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로 하여

금 자조금 제도에 동참할 수 있게끔 기존 정책 예 산지유통인 등록제도( : )

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할 것임.

 또한 산지에서도 자조금 제도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

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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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의무 사업량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품목별 의무 사업량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품목별 의무 사업량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품목별 의무 사업량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

각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사업량을 조절함으로써 아직 자조금 단체

가 설립되지 않은 품목은 설립을 촉진하고 기 설립된 자조금 단체는 더 많

은 물량을 취급토록 하는 수단으로 삼아야할 것임.

 현재 자조금 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생산량 대비 이30%

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취급해야하나 이는 품목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이 부족함.

 특히 양념 채소류의 경우 의무사업량은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지30%

역이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상황에서 달성 불가능하여 이들 생산자들의

자조금 단체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초기 의무사업량을 완화해

야할 필요성이 있음.

 반면 과실류는 오히려 보다 초기 의무사업량을 더 높이더라도 자조금30%

단체 설립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조금 단체 소속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 제한자조금 단체 소속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 제한자조금 단체 소속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 제한자조금 단체 소속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 제한□□□□

자조금 단체 소속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자율사업이 제한되어야함.

 자조금 제도는 품목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산지 또

는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자조금이 집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조성된 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에 의해 공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현재 자율사업이 일반화된 것은 자조금의 납부의무를 생산자 단체가,

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자율사업 제한은 생산자에게 자조금 납부의

무를 부과하는 방안 및 생산자 대표성 확보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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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제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자조금 제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자조금 제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자조금 제도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주기적으로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자조금단체 평가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종료 또는 정부지원의 차등화 등을,

추진해야 함.

 품목별로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여부를 판

단해야 함.

 자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 년 주기로 실시하는3~5

것이 바람직함.

자조금단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조금 단체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단체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해야할 것임.

 특히 평가 결과가 부진한 자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부진요인 분, ,

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함.

정부지원의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화 필요정부지원의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화 필요정부지원의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화 필요정부지원의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화 필요□□□□

자조금 사업은 생산자의 자구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인데다 산지유통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임.

 정부정책은 일단 도입되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철회하기 어려운 경향

이 있고 특히 보조금 지원은 수혜자들에게 당연시되어 향후 폐지가 어렵

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부지원의 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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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의한 지역단위 자조금제도 활성화지자체에 의한 지역단위 자조금제도 활성화지자체에 의한 지역단위 자조금제도 활성화지자체에 의한 지역단위 자조금제도 활성화□□□□

외국의 경우 지역단위 자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

는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조금 제도를 주관하게 됨.

 우리의 경우도 지역별로 생산자들이 요구하면 지자체 주관 하에 지역단

위 자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낮고 정책프로

그램 개발 능력이 취약하므로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행정지침과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 조성 전 단계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자조금 조성 전 단계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자조금 조성 전 단계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자조금 조성 전 단계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정수준까지 조직화가 가능한 품목과 생산자 단체들은 별도 지원하여 자

조금 단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당근과 고랭지 배추의 경우 자조금 조성을 합의한 후에도 거출문제에 봉

착하여 자조금 조성이 무산된 바 있음.

 이러한 품목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조금 조성을 촉

진할 수 있으며 전 단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식적인 자조금

단체로 전환했을 때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다만 지원내용은 기존 자조금 단체와 차등하여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교,

육 프로그램 제공 및 비용의 일부 보조 등 제한된 수준에 국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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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1.1.1.1.

부록 일본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일본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일본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일본 자조금 관련 법령2.2.2.2.

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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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1.1.1.1.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 1(7 U.S.C. 7411 - 7425)INFORMATION ACT OF 1996 1(7 U.S.C. 7411 - 7425)INFORMATION ACT OF 1996 1(7 U.S.C. 7411 - 7425)INFORMATION ACT OF 1996 1(7 U.S.C. 7411 - 7425)

SEC. 511. SHORT TITLE.

This subtitle may be cited as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1996". (7 U.S.C. 7401 note.)

SEC. 512. FINDINGS AND PURPOSE.

(a) FINDINGS.)Congress finds the following:

(1)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commoditie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Thousands of producers in

the United States ar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such commodities are consumed by millions of

peopl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countries.

(2) Agricultural commodities must be of high quality, readily available,

handled properly, and marketed efficiently to ensure that consumers

have an adequate supply.

(3)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existing markets and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through

generic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programs

are vital to the welfare of persons engaged in the production,

marketing, and consumption of such commodities, as well as to the

general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4)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play a unique role in advancing th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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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uch commodities, since such activities increase the total

market for a product to the benefit of consumers and all producers.

These generic activities complement branded advertising initiatives,

which are aimed at increasing the market share of individual

competitors, and are of particular benefit to small producers who

lack the resources or market power to advertise on their own.

These generic activities do not impede the branded advertising

efforts of individual firms, but instead increase general market

demand for an agricultural commodity using methods that individual

companies do not have the incentive to employ.

(5)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paid by the producers and others in the

industry who reap the benefits of such activities,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for producers to inform consumers about a particular

agricultural commodity.

(6)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be carried out in

an effective and coordinated manner design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the commodities in the marketplace and to maintain and

expand their markets and uses.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eneric promotion activities of these programs

will assist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and Congress in ensuring

that these objectives are met.

(7) The cooperative development, financing, and implementation of a

coordinated national program of research, promo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agricultural commodities are necessary to

maintain and expand existing markets and to develop new markets

for these commodities.

(8) Agricultural commodities move i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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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heir products that do not move in

such channels of commerce directly burden or affect interstate

commerce in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heir products.

(9) Commodity promotion programs have the ability to provide

significant conservation benefits to producers and the public.

(b) PURPOSE.)The purpose of this subtitle is to authorize the

establishment, through the exercise by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of the authority provided in this subtitle, of an orderly program for

developing, financing, and carrying out an effective, continuous, and

coordinated program of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regarding agricultural commodities designed to)

(1) strengthen the position of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ies in the

marketplace;

(2) maintain and expand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us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3) develop new markets and us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or

(4) assist producers in meeting their conservation objectives.

(c) RULE OF CONSTRUCTION.)Nothing in this subtitle provides for

the control of production or otherwise limits the right of any person

to produce, handle, or import an agricultural commodity. (7. U.S.C.

7411)

SEC. 513. DEFINITIONS.

In this subtitle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1) AGRICULTURAL COMMODITY.-The term ``agricultural commodity''

means)



280

(A) agricultural, horticultural, viticultural, and dairy products;

(B) livestock and the products of livestock;

(C) the products of poultry and bee raising;

(D) the products of forestry;

(E) other commodities raised or produced on farms, as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Secretary; and

(F) products processed or manufactured from products specified in the

preceding subparagraphs, as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Secretary.

(2) BOARD.)The term ``board'' means a board established under an

order issued under section 514.

(3) CONFLICT OF INTEREST.)The term ``conflict of interest'' means

a situation in which a member or employee of a board has a direct

or indirect financial interest in a person that performs a service

for, or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board for anything of

economic value.

(4) DEPARTMENT.)The term ``Department'' means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5) FIRST HANDLER.)The term ``first handler'' means the first person

who buys or takes possession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from a

producer for marketing. If a producer markets the agricultural

commodity directly to consumers, the producer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first handler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by the producer.

(6) IMPORTER.)The term ``importer'' means any person who imports

an agricultural commodity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sale in

the United States as a principal or as an agent, broker, or

consignee of an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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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FORMATION.)The term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and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increase)

(A) efficiency in processing; and

(B)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s, marketing strategies, increased

marketing efficiency, and activities to enhance the imag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on a national or international basis.

(8) MARKET.)The term ``market'' means to sell or to otherwise

dispose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in interstate, foreign, or

intrastate commerce.

(9) ORDER.)The term ``order'' means an order issued by the

Secretary under section 514 that provides for a program of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regarding agricultural

commodities designed to)

(A) strengthen the position of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ies in the

marketplace;

(B) maintain and expand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us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C) develop new markets and us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or

(D) assist producers in meeting their conservation objectives.

(10) PERSON.)The term ``person'' means any individual, group of

individuals, partnership, corporation, association, cooperative, or

any other legal entity.

(11) PRODUCER.)The term ``producer'' means any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production and sale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in

the United States and who owns, or shares the ownership and

risk of los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12) PROMOTION.)The term ``promotion'' means any action taken by a

board under an order, including paid advertising, to pres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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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able image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to the public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

the marketplace and to stimulate sale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13) RESEARCH.)The term ``research'' means any type of test, study,

or analysis designed to advance the image, desirability, use,

marketability, production, product development, or quality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14) SECRETARY.)The term ``Secretary'' mean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15) STATE.)The term ``State'' means any of the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or any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16) SUSPEND.)The term ``suspend'' means to issue a rule under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to temporarily prevent

the operation of an order during a particular period of time

specified in the rule.

(17) TERMINATE.)The term ``terminate'' means to issue a rule under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to cancel permanently

the operation of an order beginning on a date certain specified in

the rule.

(18) UNITED STATES.)The term ``United States'' means collectively

the 50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the territories and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7 U.S.C. 7412.)

SEC. 514. ISSUANCE OF ORDERS.

(a) ISSUANCE 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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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GENERAL.)To effectuate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the

Secretary may issue, and amend from time to time, orders

applicable to)

(A) the producers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B) the first handler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and other persons

in the marketing chain as appropriate; and

(C) the importer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if import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are subject to assessment under section

516(f).

(2) NATIONAL SCOPE.)Each order issu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national in scope.

(b) PROCEDURE FOR ISSUANCE.)

(1) DEVELOPMENT OR RECEIPT OF PROPOSED ORDER.-A

proposed order with respect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may be)

(A) prepared by the Secretary at any time; or

(B) submitted to the Secretary by)

(i) an association of producer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or

(ii) any other person that may be affected by the issuance of an

order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2) CONSIDERATION OF PROPOSED ORDER.)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a proposed order is consistent with and will

effectuate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the Secretary shall publish

the proposed order in the Federal Register and give due notice and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on the proposed order.

(3) EXISTENCE OF OTHER ORDERS.)In deciding whether a proposal

for an order is consistent with and will effectuate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the Secretary may consider the existence of other

Federal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programs or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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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d or developed pursuant to any other law.

(4) PREPARATION OF FINAL ORDER.)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under paragraph (2) regarding a proposed

order, the Secretary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mments

received in preparing a final order. The Secretary shall ensure that

the final order i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ubtitle.

(c) ISSUANCE AND EFFECTIVE DATE.)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final order developed with respect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is consistent with and will effectuate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the Secretary shall issue the final order. Except in the

case of an order for which an initial referendum is conducted under

section 518(a), the final order shall be issued and become effective

not later than 270 days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proposed order that was the basis for the final order.

(d) AMENDMENTS.)From time to time the Secretary may amend any

ord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23. (7 U.S.C.

7413.)

SEC. 515. REQUIRED TERMS IN ORDERS.

(a) IN GENERAL.)Each order shall contain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is section.

(b) BOARD.)

(1) ESTABLISHMENT.)Each order shall establish a board to carry out

a program of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and intended to

effectuate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2) BOARD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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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MEMBERS.)Each board shall consist of the number

of members considered by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y involved, to be appropriate to

administer the order. In addition to members, the Secretary may

also provide for alternates on the board.

(B) APPOINTMENT.)The Secretary shall appoint the members and

any alternates of a board from among producer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and first handlers and others in the marketing chain as

appropriate. If imports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an

order are subject to assessment under section 516(f), the

Secretary shall also appoint importers as members of the board

and as alternates if alternates are included on the board. The

Secretary may appoint 1 or more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o

each board.

(C) NOMINATIONS.)The Secretary may make appointments from

nominations made pursuant to the method set forth in the order.

(D) GEOGRAPHICAL REPRESENTATION.)To ensure fair and equitable

representa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y covered by an

order, the composition of each board shall reflect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volv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quantity or valu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3) REAPPORTIONMENT OF BOARD MEMBERSHIP.)In accordance

with rules issued by the Secretary, at least once in each 5-year

period, but not more frequently than once in each 3-year period,

each board shall)

(A) review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of the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involved and the quantity or valu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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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B) if warranted, recommend to the Secretary the reapportionment of

the board membership to reflect changes i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and the

quantity or value of the imported agricultural commodity.

(4) NOTICE.)

(A) VACANCIES.)Each order shall provide for notice of board

vacancies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y involved.

(B) MEETINGS.)Each board shall provide the Secretary with prior

notice of meetings of the board to permit the Secretary, or a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to attend the meetings.

(5) TERM OF OFFICE.)

(A) IN GENERAL.)The members and any alternates of a board shall

each serve for a term of 3 years, except that the members and

any alternates initially appointed to a board shall serve for terms

of not more than 2, 3, and 4 years, as specified by the order.

(B) LIMITATION ON CONSECUTIVE TERMS.)A member or alternate

may serve not more than 2 consecutive terms.

(C) CONTINUATION OF TERM.)Notwithstanding subparagraph(B),

each member or alternate shall continue to serve until a successor

is appointed by the Secretary.

(D) VACANCIES.)A vacancy arising before the expiration of a term of

office of an incumbent member or alternate of aboard shall be filled

in a manner provided for in the order.

(6) COMPENSATION.)

(A) IN GENERAL.)Members and any alternates of a board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B) TRAVEL EXPENSES.)If approved by a board, member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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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es shall be reimbursed for reasonable travel expenses,

which may include a per diem allowance or actual subsistence

incurred while away from their homes or regular places of business

in the performance of services for the board.

(c) POWERS AND DUTIES OF A BOARD.)Each order shall specify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which

shall include the power and duty)

(1) to administer the order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and

conditions and to collect assessments;

(2) to develop and recommend to the Secretary for approval such

bylaw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of the board and

such rules as may be necessary to administer the order, including

activities authorized to be carried out under the order;

(3) to meet, organize, and select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board a chairperson, other officers, and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as the board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4) to employ persons, other than the members, as the board

considers necessary to assist the board in carrying out its duties,

and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and specify the duties of the

persons;

(5) subject to subsection (e), to develop and carry out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relating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6) to prepare and submit for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fiscal year, rates of assessment under

section 517 and an annual budget of the anticipated expenses to be

incurr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order, including the probable

cost of each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y proposed

to be developed or carried out by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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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o borrow funds necessary for the startup expenses of the order;

(8) subject to subsection (f), to enter into contracts or agreements to

develop and carry out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relating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9) to pay the cost of the activities with assessments collected under

section 517, earnings from invested assessments, and other funds;

(10) to keep records that accurately reflect the actions and

transactions of the board, to keep and report minutes of each

meeting of the board to the Secretary, and to furnish the Secretary

with any information or records the Secretary requests;

(11) to receive, investigate, and report to the Secretary complaints of

violations of the order; and

(12) to recommend to the Secretary such amendments to the order as

the board considers appropriate.

(d) PROHIBITED ACTIVITIES.)A board may not engage in, and shall

prohibit the employees and agents of the board from engaging in)

(1) any action that would be a conflict of interest;

(2) using funds collected by the board under the order, any action

undertaken for the purpose of influencing any legislation or

governmental action or policy other than recommending to the

Secretary amendments to the order; and

(3) any advertising, including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authorized to be carried out under the order, that may be

false or misleading or disparaging to another agricultural

commodity.

(e) ACTIVITIES AND BUDGETS.)

(1) ACTIVITIES.)Each order shall require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to submit to the Secretary for approval pla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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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for promotion, research, or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2) BUDGETS.)

(A) SUBMISSION TO SECRETARY.)Each order shall require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to submit to the Secretary for approval

a budget of its anticipated annual expenses and disbursements to

be paid to administer the order. The budget shall be submitted

before the beginning of a fiscal year and as frequently as may be

necessary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B) REIMBURSEMENT OF SECRETARY.)Each order shall require that

the Secretary be reimbursed for all expenses incurred by the

Secretary in the implementation,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order, including all referenda cost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order.

(3) INCURRING EXPENSES.)A board may incur the expenses

described in paragraph (2) and other expenses for the

administration, maintenance, and functioning of the board as

authorized by the Secretary.

(4) PAYMENT OF EXPENSES.)Expenses incurred under paragraph (3)

shall be paid by a board using assessments collected under section

517, earnings obtained from assessments, and other income of the

board. Any funds borrowed by the board shall be expended only

for startup costs and capital outlays.

(5) LIMITATION ON SPENDING.)For fiscal years beginning 3 or more

years after the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a board, the board may

not expend for administration (except for reimbursements to the

Secretary required under paragraph (2)(B)), maintenance, and

functioning of the board in a fiscal year an amount that exceeds 15

percent of the assessment and other income received by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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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scal year.

(f) CONTRACTS AND AGREEMENTS.)

(1) IN GENERAL.)Each order shall provide that, with the approval of

the Secretary,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may)

(A) enter into contracts and agreements to carry out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relating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including contracts

and agreements with producer associations or other entities as

considered appropriate by the Secretary; and

(B) pay the cost of approved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using assessments collected under section

517, earnings obtained from assessments, and other income of the

board.

(2) REQUIREMENTS.)Each contract or agreement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 enters into the contract or agreement with the

board shall)

(A) develop and submit to the board a proposed activity together with

a budget that specifies the cost to be incurred to carry out the

activity;

(B) keep accurate records of all of its transactions relating to the

contract or agreement;

(C) account for funds received and expended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r agreement;

(D) make periodic reports to the board of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e contract or agreement; and

(E) make such other reports as the board or the Secretary considers

relevant.

(g) RECORDS OF BOARD.)

(1) IN GENERAL.)Each order shall require the board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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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order)

(A) to maintain such records as the Secretary may require and to

make the records available to the Secretary for inspection and

audit;

(B) to collect and submit to the Secretary, at any time the Secretary

may specify, any information the Secretary may request; and

(C) to account for the receipt and disbursement of all funds in the

possession, or under the control, of the board.

(2) AUDITS.)Each order shall require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to have)

(A) its records audited by an independent auditor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nd

(B) a report of the audit submitted directly to the Secretary.

(h) PERIODIC EVALUATION.)In accordance with section 501(c), each

order shall require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to provide

for the independent evaluation of all generic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ivities undertaken under the order.

(i) BOOKS AND RECORDS OF PERSONS COVERED BY ORDER.)

(1) IN GENERAL.)Each order shall require that producers, first

handlers and other persons in the marketing chain as appropriate,

and importers covered by the order shall)

(A) maintain records sufficient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rder

and regulations;

(B) submit to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any information

required by the board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order; and

(C) make the record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vailabl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for inspection by employees or agents of

the board or the Department, including any record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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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information required under subparagraph (B).

(2) TIME REQUIREMENT.)Any record required to be maintain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intained for such time period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3) OTHER INFORMATION.)The Secretary may use, and may

authorize the board to use under this subtitle, information regarding

persons subject to an order that is collected by the Department

under any other law.

(4)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 IN GENERAL.)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title, all

information obtained under paragraph (1) or as part of a

referendum under section 518 shall be kept confidential by all

officers, employees, and agents of the Department and of the

board.

(B) DISCLOSURE.)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may be

disclosed only if)

(i) the Secretary considers the information relevant; and

(ii) the information is revealed in a judicial proceeding or

administrative hearing brought at the direction or on the request

of the Secretary or to which the Secretary or any officer of

the Department is a party.

(C) OTHER EXCEPTIONS.)This paragraph shall not prohibit)

(i) the issuance of general statements based on reports or on

information relating to a number of persons subject to an order

if the statements do not identify the information furnished by

any person; or

(ii) the publication, by direction of the Secretary, of the name of

any person violating any order and a statement of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the order violated by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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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ENALTY.)Any person who willfully violates this subsection shall

be subject, on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1,000 or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oth.

(5) WITHHOLDING INFORMATION.)This subsection shall not

authorize the withholding of information from Congress. (7 U.S.C.

7414.)

SEC. 516. PERMISSIVE TERMS IN ORDERS.

(a) EXEMPTIONS.)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contain)

(1) authority for the Secretary to exempt from the order any de

minimis quantity of an agricultural commodity otherwise covered by

the order; and

(2) authority for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to require

satisfactory safeguards against improper use of the exemption.

(b) DIFFERENT PAYMENT AND REPORTING SCHEDULES.)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contain authority for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to designate different payment and

reporting schedules to recognize differences in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y mark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used in

different production and importing areas.

(c) ACTIVITIES.)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contain

authority to develop and carry out research, promotion, and

information activities designed to expand, improve, or make more

efficient the marketing or us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i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Section 515(e)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ctivities authorized under this subsection.

(d) RESERVE FUNDS.)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contain

authority to reserve funds from assessments collected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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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17 to permit an effective and continuous coordinated

program of research, promotion, and information in years when the

yield from assessments may be reduced, except that the amount of

funds reserved may not exceed the greatest aggregate amount of

the anticipated disbursements specified in budgets approved under

section 515(e) by the Secretary for any 2 fiscal years.

(e) CREDITS.)

(1) GENERIC ACTIVITIES.)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contain authority to provide credits of assessments for those

individuals who contribute to other similar generic research,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grams at the State, regional, or local

level.

(2) BRANDED ACTIVITIES.)

(A) IN GENERAL.)The Secretary may permit a farmer cooperative

that engages in branded activities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the

products of members of the cooperative to receive an annual credit

for the activities and related expenditures in the form of a

deduction of the total cost of the activities and related

expenditures from the amount of any assessment that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be paid by the producer members of the

cooperative under 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B) ELECTION BY COOPERATIVE.)A farmer cooperative may elect to

voluntarily waive the application of subparagraph (A) to the

cooperative.

(f) ASSESSMENT OF IMPORTS.)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contain authority for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to

assess under section 517 an imported agricultural commodity, or

products of such an agricultural commodity, at a rate comparable to

the rate determined by the appropriate board for the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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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g) OTHER AUTHORITY.)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contain authority to take any other action that)

(1)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any term or

condition specified in section 515, or any rule issued to carry out

this subtitle; and

(2) is necessary to administer the order. (7 U.S.C. 7415.)

SEC. 517. ASSESSMENTS.

(a) ASSESSMENTS AUTHORIZED.)While 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is in effect with respect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assessments shall be)

(1) paid by first handlers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oduced and marketed in the United States; and

(2) paid by importers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commodity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f the imported agricultural

commodity is covered by the order pursuant to section 516(f).

(b) COLLECTION.)Assessments required under an order shall be

remitted to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at the time an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order.

(c) LIMITATION ON ASSESSMENTS.)Not more than 1 assessment

may be levied on a first handler or importer under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any agricultural commodity.

(d) ASSESSMENT RATES.)The board shall recommend to the

Secretary 1 or more rates of assessment to be levied under

subsection (a). If approved by the Secretary, the rates shall take

effect. An order may provide that an assessment rate may not be

increased unless approved by a referendum conducted pursu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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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18.

(e) LATE-PAYMENT AND INTEREST CHARGES.)

(1) IN GENERAL.)Late-payment and interest charges may be levied

on each person subject to an order who fails to remit an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2) RATE.)The rate for the charges shall be specified by the

Secretary.

(f) INVESTMENT OF ASSESSMENTS.)Pending disbursement of

assessments under a budget approved by the Secretary, a board

may invest assessments collected under this section in)

(1)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or any agency of the United

States;

(2) general obligations of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3) interest-bearing accounts or certificates of deposit of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membe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or

(4) obligations fully guaranteed as to principal and interest by the

United States.

(g) REFUND OF ASSESSMENTS FROM ESCROW ACCOUNT.)

(1) ESCROW ACCOUNT.)During the period beginning on the effective

date of an order and ending on the date the Secretary announces

the results of a referendum that is conducted under section

518(b)(1) with respect to the order,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shall)

(A) establish and maintain an escrow account of the kind described in

subsection (f)(3) to be used to refund assessments; and

(B) deposit funds in the accou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2) AMOUNT TO BE DEPOSITED.)The board shall deposit in the

account an amount equal to 10 percent of the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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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RIGHT TO RECEIVE REFUND.)Subject to paragraphs (4), (5), and

(6), persons subject to an order shall be eligible to demand a

refund of assessments collected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if)

(A) the assessments were remitted on behalf of the person; and

(B) the order is not approved in the referendum.

(4) FORM OF DEMAND.)The demand for a refund shall be made at

such time and in such form as specified by the order.

(5) PAYMENT OF REFUND.)A person entitled to a refund shall be

paid promptly after the board receives satisfactory proof that the

assessment for which the refund is demanded was paid on behalf of

the person who makes the demand.

(6) PRORATION.)If the funds in the escrow account required by

paragraph (1) are insufficient to pay the amount of all refunds that

persons subject to an order otherwise would have a right to

receive under this subsection, the board shall prorate the amount of

the funds among all the persons.

(7) CLOSING OF ESCROW ACCOUNT.)If the order is approved in a

referendum conducted under section 518(b)(1))

(A) the escrow account shall be closed; and

(B) the funds shall be available to the board for disbursement as

authorized in the order. (7 U.S.C. 7416.)

SEC. 518. REFERENDA.

(a) INITIAL REFERENDUM.)

(1) OPTIONAL REFERENDUM.)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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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 persons to be covered by an order favor the order

going into effect, the order may provide for the Secretary to

conduct an initial referendum among persons to be subject to an

assessment under section 517 who, during a representative period

determined by the Secretary, engaged in)

(A) the production or handling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or (B) the importa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2) PROCEDURE.)The results of the referendum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e) The Secretary may require that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y involved post a bond or other collateral to cover the cost

of the referendum.

(b) REQUIRED REFERENDA.)

(1) IN GENERAL.)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the

persons covered by an order favor the continua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e order, the Secretary shall conduct a referendum

among persons subject to assessments under section 517 who,

during a representative period determined by the Secretary, have

engaged in)

(A) the production or handling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covered

by the order; or

(B) the importation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2) TIME FOR REFERENDUM.)The referendum shall be conducted not

later than 3 years after assessments first begin under the order.

(3) EXCEPTION.)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if an initial

referendum was conducted under subsection (a).

(c) SUBSEQUENT REFERENDA.)The Secretary shall conduct a

subsequent referendum)

(1) not later than 7 years after assessments first begin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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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2) at the request of the board established under the order; or

(3) at the request of 10 percent or more of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to vote under subsection (b)(1); to determine if the

persons favor the continua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e

order.

(d) OTHER REFERENDA.)The Secretary may conduct a referendum at

any time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inua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e order or a provision of the order is favored by

persons eligible to vote under subsection (b)(1).

(e) APPROVAL OF ORDER.)An order may provide for its approval in

a referendum)

(1) by a majority of those persons voting;

(2) by persons voting for approval who represent a majority of the

volum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or

(3) by a majority of those persons voting for approval who also

represent a majority of the volume of the agricultural commodity.

(f) COSTS OF REFERENDA.)The board established under an order

with respect to which a referendum is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shall reimburse the Secretary for any expenses incurred by the

Secretary to conduct the referendum.

(g) MANNER OF CONDUCTING REFERENDA.)

(1) IN GENERAL.)A referendum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manner determined by the Secretary to be

appropriate.

(2) ADVANCE REGISTRATION.)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an

advance registration of eligible voters in a referendum is necessary

before the voting period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nduct of the

referendum, the Secretary may institute the advanc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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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by mail, or in person through the use of national and

local offices of the Department.

(3) VOTING.)Eligible voters may vote by mail ballot in the referendum

or in person if so prescribed by the Secretary.

(4) NOTICE.)Not later than 30 days before a referendum is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 order, the Secretary shall

notify the agricultural commodity industry involved, in such manner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period during which voting

in the referendum will occur. The notice shall explain any

registration and voting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this

subsection. (U.S.C. 47417.)

SEC. 519. PETITION AND REVIEW OF ORDERS.

(a) PETITION.)

(1) IN GENERAL.)A person subject to an order issued under this

subtitle may file with the Secretary a petition)

(A) stating that the order, any provision of the order, or any

obligation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order, is no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B) requesting a modification of the order or an exemption from the

order.

(2) HEARING.)The Secretary shall give the petitioner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on the peti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ssued

by the Secretary.

(3) RULING.)After the hearing, the Secretary shall make a ruling on

the petition. The ruling shall be final, subject to review as set forth

in subsection (b).

(4) LIMITATION ON PETITION.)Any petition filed unde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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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 challenging an order, any provision of the order, or any

obligation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order, shall be filed within

2 year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order, provision, or

obligation subject to challenge in the petition.

(b) REVIEW.)

(1) COMMENCEMENT OF ACTION.)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district in which a person who is a petitioner under

subsection (a)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shall have jurisdiction

to review the final ruling on the petition of the person, if a

complaint for that purpose is filed not later than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of the final ruling by the Secretary under

subsection (a)(3).

(2) PROCESS.)Service of process in a proceeding may be made on

the Secretary by delivering a copy of the complaint to the

Secretary.

(3) REMANDS.)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ruling is not in

accordance with law, the court shall remand the matter to the

Secretary with directions)

(A) to make such ruling as the court determines to be in accordance

with law; or

(B) to take such further action as, in the opinion of the court, the law

requires.

(c) EFFECT ON ENFORCEMENT PROCEEDINGS.)The pendency of a

petition filed under subsection (a) or an action commenced under

subsection (b) shall not operate as a stay of any action authorized

by section 520 to be taken to enforce this subtitle, including any

rule, order, or penalty in effect under this subtitle. (7 U.S.C. 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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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520. ENFORCEMENT.

(a) JURISDICTION.)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jurisdiction specifically to enforce, and to prevent and restrain a

person from violating, an order or regulation issued under this

subtitle.

(b) REFERRAL TO ATTORNEY GENERAL.)A civil action authorized to

be brought under this section shall be referred to the Attorney

General for appropriate action, except that the Secretary shall not

be required to refer to the Attorney General a violation of this

subtitle if the Secretary believes that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subtitle would be adequately served by

providing a suitable written notice or warning to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violation or by an administrative action under this

section.

(c) CIVIL PENALTIES AND ORDERS.)

(1) CIVIL PENALTIES.)A person who willfully violates an order or

regulation issued by the Secretary under this Act may be assessed

by the Secretary a civil penalty of not less than $1,000 and not

more than $10,000 for each violation.

(2) SEPARATE OFFENSE.)Each violation and each day during which

here is a failure to comply with an order or regulation issued by

the Secretary shall be considered to be a separate offense.

(3) CEASE-AND-DESIST ORDERS.)In addition to, or in lieu of, a

civil penalty, the Secretary may issue an order requiring a person

to cease and desist from violating the order or regulation.

(4) NOTICE AND HEARING.)No order assessing a penalty or

cease-and-desist order may be issued by the Secretary under this

subsection unless the Secretary provides notice and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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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hearing on the record with respect to the violation.

(5) FINALITY.)An order assessing a penalty or a cease-and-desist

order issued under this subsection by the Secretary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unless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issued

files an appeal from the order with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as provided in subsection (d).

(d) REVIEW BY COURT OF APPEALS.)

(1) IN GENERAL.)A person against whom an order is issued under

subsection (c) may obtain review of the order by)

(A) filing,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person receives notice of

the order, a notice of appeal in)

(i)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circuit in which the

person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or

(ii)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and

(B) simultaneously sending a copy of the notice of appeal by certified

mail to the Secretary.

(2) RECORD.)The Secretary shall file with the court a certified copy

of the record on which the Secretary has determined that the

person has committed a violation.

(3) STANDARD OF REVIEW.)A finding of the Secretary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et aside only if the finding is found to be

un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on the record.

(e) FAILURE TO OBEY CEASE-AND-DESIST ORDERS.)A person

who fails to obey a valid cease-and-desist order issued by the

Secretary under this section, after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shall be subject to a civil penalty assessed by the Secretary of not

less than $1,000 and not more than $10,000 for each offense. Each

day during which the failure continues shall be considered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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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 violation of the cease-and-desist order.

(f) FAILURE TO PAY PENALTIES.)If a person fails to pay a civil

penalty imposed under this section by the Secretary, the Secretary

shall refer the matter to the Attorney General for recovery of the

amount assessed in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district in which the person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In the

action,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order imposing the

civil penalty shall not be subject to review.

(g) ADDITIONAL REMEDIES.)The remedies provided in this section

shall be in addition to, and not exclusive of, other remedies that

may be available. (7 U.S.C. 7419.)

SEC. 521. INVESTIGATIONS AND POWER TO SUBPOENA.

(a) INVESTIGATIONS.)The Secretary may make such investigations

as the Secretary considers necessary)

(1) for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his subtitle; or

(2) to determine whether any person subject to this subtitle has

engaged, or is about to engage, in any action that constitutes or

will constitute a violation of this subtitle or any order or regulation

issued under this subtitle.

(b) SUBPOENAS, OATHS, AND AFFIRMATIONS.)For the purpose of

any investigation under subsection,

(a) the Secretary may administer oaths and affirmations, subpoena

witnesses, compel the attendance of witnesses, take evidence, and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records or documents that are

relevant to the inquiry. The attendance of witnesses and the

production of records or documents may be required from any

plac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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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ID OF COURTS.)In the case of contumacy by, or refusal to obey

a subpoena issued to, any person, the Secretary may invoke the aid

of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which

the investigation or proceeding is carried on, or where the person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in order to require the attendance

and testimony of the person or the production of records or

documents. The court may issue an order requiring the person to

appear before the Secretary to produce records or documents or to

give testimony regarding the matter under investigation.

(d) CONTEMPT.)Any failure to obey the order of the court may be

punished by the court as a contempt of the court.

(e) PROCESS.)Process in any case under this section may be served

in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the person resides or carries on

business or wherever the person may be found. (7 U.S.C. 7420.)

SEC. 522. SUSPENSION OR TERMINATION.

(a) MANDATORY SUSPENSION OR TERMINATION.)The Secretary

shall suspend or terminate an order or a provision of an order if

the Secretary finds that an order or a provision of an order

obstructs or does not tend to effectuate the purpose of this

subtitle, or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order or a

provision of an order is not favored by persons voting in a

referendum conducted under section 518.

(b) IMPLEMENTATION OF SUSPENSION OR TERMINATION.)If, as a

result of a referendum conducted under section 518,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an order is not approved, the Secretary shall)

(1)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making the determination, suspend or

terminate, as the case may be, collection of assessments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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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and

(2) as soon as practicable, suspend or terminate, as the case may be,

activities under the order in an orderly manner. (7 U.S.C. 7422.)

SEC. 523. AMENDMENTS TO ORDERS.

The provisions of this subtitle applicable to an order shall be

applicable to any amendment to an order, except that section 518 shall

not apply to an amendment. (7 U.S.C.7422.)

SEC. 524. EFFECT ON OTHER LAWS.

This subtitle shall not affect or preempt any other Federal or State

law authorizing promotion or research relating to an agricultural

commodity. (7 U.S.C. 7423.)

SEC. 525. REGULATIONS.

The Secretary may issu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is subtitle and the power vested in the Secretary under

this subtitle. (7 U.S.C. 7424.)

SEC. 526.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a) IN GENERAL.)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such sum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is subtitle.

(b) LIMITATION ON EXPENDITURES FOR ADMINISTRATIVE

EXPENSES.-Funds appropriated to carry out this subtitle may not

be expended for the payment of expenses incurred by a board to

administer an order. (7 U.S.C.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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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판촉 조사 및 정보활동에 관한 법소비판촉 조사 및 정보활동에 관한 법소비판촉 조사 및 정보활동에 관한 법소비판촉 조사 및 정보활동에 관한 법, (1996), (1996), (1996), (1996)

장 명칭511 .

이 법령은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of

로 표기할 수 있다1996” .

의결 및 목적512.

의결(a)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농식품 생산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1) (agricultural commodity)

다 미국의 수많은 생산자들이 농식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 미국 국내외에. ,

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소비한다.

농식품은 고품질이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적절히 취급되어야 하며 효율적(2) , ,

으로 출하하여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공급해야 한다.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 프로그램(3) , , (generic promotion, research,

을 통한 기존 농식품 시장의 유지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발and information)

은 이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

농식품에 관련된 포괄적인 홍보 연구 정보 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의 전체(4) , ,

시장 규모를 늘려 해당 상품의 소비자와 모든 생산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소비 증진에 고유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활동은 개별적 업.

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자 하는 특정 브랜드 광고 활동을 보충하고 특,

히 개별적으로 광고를 하기 어려운 소규모 생산자에게 많은 편익을 준다 이.

러한 포괄적인 홍보 연구 정보활동은 개별적인 브랜드 광고를 효과를 상쇄, ,

하지 않으면서 개별 기업들이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특정 농,

식품의 시장 수요를 전체적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5) , ,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농식품을 알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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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행위를 효과적이고 잘 조율된 방식으(6) , ,

로 수행하여 해당 상품의 시장 입지를 다지고 시장과 수요를 유지확대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활동의 효과성. , ,

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하면 농무부장관 과 의(Secretary of Agriculture)

회 에서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 소기의(Congress) , ,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이 국가의 식품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금 조성 실행(7) , , , ,

에 적극 참여해야 기존의 시장은 유지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

다.

농식품은 주 지역간 또는 외국과 교역을 하는데 이 과정에 포함되지(8) (state) ,

않는 농식품이나 그 가공품은 해당 상품의 주 간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영향

을 미친다.

식품 홍보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공공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보전 편익(9)

을 제공할 수 있다(conservation benefit) .

목적(b)

이 법률의 목적은 농무부 장관령을 통해 농산품에 관한 효과적이고 연속적이

며 일관된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행위의 개발 재정 마련 실, , , ,

행을 이행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농식품 산업의 지위 강화(1)

농산품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해외 시장 유지확충(2)

농산품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 및 용도 개척(3)

생산자로 하여금 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4)

해석의 규칙(c)

이 조항은 생산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어떠한 생산자의 농식품 생산,

취급수입 행위에도 제제를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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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정의

농산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

농산물 화훼 제품 포도 제품 낙농 제품(A) , , ,

가축과 가축에서 생산한 제품(B)

가금류와 양봉 제품(C)

임산물(D)

기타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농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E)

앞에서 언급된 제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여 생산한 것으로 농무부 장관이(F)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위원회란 에서 명시한 규칙 하에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한다(2) 514. .

이해관계의 상충은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피고용인이 해당 위원회에 서비스(3) ,

를 수행하거나 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람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부처는 농무부를 의미한다(4) .

차 반줄자란 출하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최초로 농식품을 구입하거나(5) 1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출하를.

하면 이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농식품에 관해서 차 반줄자가 된다, 1 .

수입자란 미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 외부로부터 농식품을 직접 수입하(6)

거나 대리로 수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정보란 다음 각 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7) .

가공의 효율성(A) ,

새로운 시장과 마케팅 전략 개발 마케팅 효율성 제고 국가국제 수준에서(B) , ,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이란 주 간 외국 주 내 통상활동에서 농식품을 판매하거나 처분(8) MARKET , ,

하는 것을 의미한다.

훈령이란 다음 각 호를 위해 절에 의거하여 농무부 장관이 포괄적인 식(9)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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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행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

시장에서 농식품 산업의 지위 강화(A)

농산품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해외 시장 유지확충(B)

농산품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 및 용도 개척(C)

생산자로 하여금 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D)

개인이란 개인 개인 집단 파트너십 조합 연합 법인 등 모든 법적 주체를(10) , , , , ,

의미한다.

생산자란 미국 내에서 농식품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면서 농식품으로 인해(11)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일부를 분담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

다.

판매촉진이란 현행 규칙 하에서 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행동 유로 광고 포(12) (

함 으로 대중에게 농식품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

력 있는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농식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조사란 농식품의 이미지 바람직함 용도 시장성 생산 제품 개발 품질을(13) , , , , , ,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실험연구분석을 의미한다.

장관은 농무부 장관을 의미한다(14) .

주 는란 미국 내의 모든 주 콜롬비아 주(15) ( ) , (the District of Columbia),州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영토와 소유지를 의미한다.

정지란 의 에 의거하여 규정에 명시된 특정 기간 동안 위원회(16) title 5 553. ,

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종료란 의 에 의거하여 규정에 명시된 특정 일자로부터 위원회(17) title 5 553. ,

의 활동을 영구히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합중국은 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푸(18) 50 (the District of Columbia),

에르토리코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영토와 소유지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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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의 발령514.

훈령의 효력 발생 조건(a)

총론 농무부 장관의 발부에 따라 이 법은 효력을 지닐 수 있고 경우에 따(1) ( ) ,

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 생산자(A) ,

농식품 차 반줄자와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마케팅 체인에 종사하는 사람(B) 1 , ,

에 해당하는 농식품의 농식품 수입업자(C) 516. (f) .

국가 범주 이 절에서 발효되는 훈령은 국내에 적용된다(2) ( ) .

발동 절차(b)

농식품에 대해 발효하고자 하는 훈령은(1)

어느 때건 농무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A) ,

농식품 생산자 협회나 특정 농식품에 관한 훈령 발효로 영향을 받는(B) ) )ⅰ ⅱ

모든 사람이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훈령의 심리(2)

농무부 장관이 제안된 훈령이 합당하고 판단하여 이를 발효하면 농무부 장관은,

연방정부 관보 에 입법안을 게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공청회(Federal Register) ,

를 실시한다.

다른 훈령의 존재(3)

특정 훈령에 대한 제안이 합당하고 부칙의 목적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에 있어 농무부 장관은 다른 법에 준하여 제정되거나 공표된 다른 연방 차원의,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

최종 훈령의 입안(4)

호에 의거하여 공시와 공청회를 가진 다음 농무부 장관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2 ,

하여 최종 입안을 준비한다 농무부 장관은 최종 입안이 이 법의 약관. (terms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and cond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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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및 유효 시점(c)

농무부 장관이 농식품에 관해 발효하고자 하는 최종 입안이 합당하고 이 법의 목

적을 잘 이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농무부 장관은 최종 입안을 발효한다, . 518

절 에 의거하여 생산자투표 또는 훈령 요청 를 실시하는(a) ( ; initial referendum)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입안은 이 입안에 기초한 훈령이 게재된 날로부터 일, 270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수정(d)

농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절의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따라523

훈령을 수정할 수 있다.

훈령의 요구 조건515.

총론(a)

각 훈령은 이 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약관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b)

설립(1)

각 훈령은 위원회를 설립하여 농식품에 일반적인 홍보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 ,

램을 실시할 수 있다.

회원 자격(2)

회원 수 각 위원회는 농무부 장관이 정한 수의 회원을 보유할 수 있고 이(A) : ,

는 해당 농식품 산업 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훈령을 입안하는데 적정한 규모

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회원과는 별도로 농무부 장관은 위원회에.

대리인 을 제공할 수 있다(alternate) .

임명 농무부 장관은 농식품 생산자 및 차 반줄자와 기타(B) (appointment): 1

관련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회원과 대리인을 임명

할 수 있다 농식품 수입이 에 해당하는 경우 농무부 장관은 수입업. 516.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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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회원으로 위원회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으로도 임명할 수 있( )

다 농무부 장관은 일반인 중 한 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general public) .

지명 농무부 장관은 훈령에 정해진 바에 준하여 지명된 후보(C) (nomination):

중 임명할 수 있다.

지역 대표제 훈령이 적용되는 농식품산업이 각 지역을 공정하고 균등하게(D) ;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의 구성은 미국에 속하는 농식품 생산 및 미국,

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의 양이나 금액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 회원의 재임명 농무부 장관이 정한 훈령에 따라 각 위원회는 최소한(3) :

매 년에 한 번 년 이내에 한 번 이상씩은 안 되도록 주 한 번 실시를 하5 , 3 ( :

면 년 이내에는 못하고3 )

훈령이 적용되는 미국 내 농식품 생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의 수입(A)

액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지역적 분포에 변화가 생긴 것이 확실한 경우 농무부 장관에게 위원(B) ,

회 회원의 재임명을 요청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공시(4)

결원 각 위원회는 결원이 생길 경우 이를 관련된 농식품 산업 부문에 알려(A) :

주어야 한다.

회합 각 위원회는 위원회 회담이 언제 열리는지를 농무부 장관에게 우선적(B) :

으로 알려주어 농무부 장관이나 장관이 지명한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임기(5)

총론 각 위원회의 회원이나 대리인의 임기는 매 년이고 예외적으로 국에(A) : 3 ,

처음 임용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년을 초과할2, 3, 4

수 없다.

연임 제한 회원이나 대리인은 번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B) : 2 .

연임 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원이나 대리인은 농무부 장관이 후임자(C) : (B)

를 결정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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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공석 현직 회원이나 대리인이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기면 훈령에 정(D) , : ,

한 바에 의거하여 충원을 한다.

보상(6)

총론 회원과 대리인은 무급이 원칙이다(A) : .

여행 경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이나 대리인은 적정 수준의 여(B) : ,

행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이 급여 수준은 출장지 등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도의 일당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c)

각 위원회는 훈령에 의거하여 정해진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훈령의 약관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렴하면서 훈령을 집행해야 한(1)

다.

위원회가 원활히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조례 내규와 훈령을 집행하는데 필요(2) ,

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농무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들끼리 만나서 조직을 하고 의장 및 기타 임원을 선출하여 내부적으로(3)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4)

한 외부 인력 회원 제외 을 고용하여 업무 수행을 돕고 이 인원의 업무와 급( ) ,

여를 결정할 수 있다.

하단 에 따라 훈령에서 정한 농식품과 관련된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5) (e) , ,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절 하의 평가율과 훈령 집행 필(6) (fiscal year) 517

요한 예상 소요 예산 위원회의 식품 홍보 연구 정보활동에 필요한 비용 포( , ,

함 을 작성하여 농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위원회의 창업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임차할 수 있다(7) .

하단 에 의거하여 훈령에 포함되는 농식품과 관련된 포괄적인 식품 홍보(8) (f) ,

연구 정보활동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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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자산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얻은 수익과 절 하에서 수집된 평가(9) 517

활동비는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이나 업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회의와 회합 시간(10) ,

을 기록하여 농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농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정,

보나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훈령 위반에 대한 불만 사례가 있으면 이를 접수 조사하여 농무부 장관에(11) ,

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무부 장관에게 수정안을 추천할 수(12)

있다.

금지 행위(d)

위원회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피고용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 충돌 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반 행위(1) (conflict of interest)

훈령 하에서 위원회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농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훈(2) ,

령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정부 정책이나 입안

에 영향을 주는 행위

훈령에서 허용한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활동을 포함한 모든 광고(3) , ,

행위 중 다른 농식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호도하거나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행위

활동과 예산(e)

활동(1)

각 훈령은 훈령 하에서 설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농무부 장관에게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활동에 관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 ,

고 있다.

예산(2)

농무부 장관의 승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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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훈령은 훈령 하에서 설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훈령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편성한 연간 비용과 지출액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예산은 회계.

연도 시작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상환(2)

각 훈령에 의거하여 농무부 장관은 훈령의 실행 경영 감독에 소요되는 모든 비, ,

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소요 비용(3) (incurring expenses)

위원회는 항에 규정된 비용과 위원회의 경영 유지 기능에 필요하다고 농무(2) , ,

부 장관이 인정한 기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비용 지급(4)

항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해 위원회가 절에 의거하여 수집한 세액과 자(3) 517 ,

산 및 다른 수입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다 위원회는 창업비용과 자본적 지출.

에 필요한 경우에만 자금을 빌릴 수 있다(capital outlays) .

지출 제한(5)

위원회 설립 이후 년 이상 경과된 회계연도 시작 일부터 당해 위원회는 위원회3 ,

의 경영 항 호에 규정된 농무부 장관에 대한 상환 제외 유지 기능에 필요한(2 B ), ,

비용이 위원회의 당해 연도 수입의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15% .

계약과 협약(f)

총론(1)

각 훈령은 농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훈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로 하

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제공한다.

훈령에서 규정하는 농식품과 관련된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활동 생(A) , , (

산자 협회나 농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다른 법인체와의 계약 협약,

포함 수행을 위해 계약과 협약을 체결)

절에 의거하여 수집한 자산을 이용한 승인된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B) 517 , ,

정보활동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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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2)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는 다음 호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활동에 관한 제안서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A) .

계약이나 협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 기록을 정확히 남겨서 유지해야 한다(B) .

계약과 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수입원과 지출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C) .

계약이나 협약 하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D)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농무부 장관이 유관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E) .

기록(g)

총론(1)

각 훈령은 훈령 하에서 설립된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농무부 장관이 요구한 기록을 유지하고 농무부 장관이 검사나 감독의 목적(A) ,

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무부 장관이 정한 시점에 농무부 장관이 요구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해(B)

야 한다.

위원회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급의 수입원과 지출 용도(C)

를 명시해야 한다.

감사(2)

해당 훈령에 따라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 말에 독립된 감사 위원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해야(A)

한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농무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B) .

정기 평가(h)

에 따라서 위원회는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활동에 대해 독립적501. (c) , ,

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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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사의 기록(i)

총론(1)

훈령은 생산자 차 반줄자 마케팅 경로 관계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 그, 1 , ,

리고 수입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훈령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유지(A)

위원회가 훈령에 대한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위원회에(B)

제공

정상 근무 시간 동안에 해당 위원회나 농무부 직원이 호에서 규정한 자(C) (A)

료 항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기록 포함 를 구득할 수 있도록((B) )

할 것.

시간 요구사항(2)

항에 의거하여 유지해야 하는 기록은 농무부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존해야(1)

한다.

기타 정보(3)

농무부 장관은 농무부가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수집된 인사에 관한 정보를 사용

하거나 당해 위원회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기밀 유지(4)

총론 이 항에서 예외 조항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에서 얻거나(A) : , (1)

의 훈령 요청서의 일부로서 구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518.

한다.

공개 호에서 언급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B) : (A) .

농무부 장관이 정보를 유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ⅰ

재판 과정이나 농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경우 또는( ) ,ⅱ

농무부 장관이나 농무부 공무원이 관여된 경우

기타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지하지 않는다(C) : .

훈령과 관계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나 보고서에 기초한 일반적인 내용이 정( )ⅰ

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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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조항을 어긴 사람을 공개하는 경우( )ⅱ

벌칙(D)

고의적으로 조항을 위배한 사람은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년 이하의 징$1,000 1

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모두 적용한다, .

정보 보류(5)

국회의 정보 보류 를 인정하지 않는다(withholding of information) .

훈령에서의 허가 사항516. (permissive terms in orders)

예외(a)

이 조항에서 규정한 훈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농무부 장관에게 최소허용량 의 농식품에 대해서는 훈령을 적(1) (de minimis)

용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훈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업자가 면제 조항을 이용하는(2)

경우에 대비하여 만족할만한 보호 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차등 지급과 보고 일정(b)

이 조항에서 규정한 훈령은 위원회로 하여금 농식품 산업의 마케팅 관행이나 생

산수입 지역의 차이에 따라 차등 지급과 보고 일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

활동(c)

이 조항에서 규정한 훈령은 국내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식품 마케팅의 확대,

향상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포괄적인 식품 홍보 연구 정보활동을 개발 실행하는, , , ,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항 역시 이 조항에서 승인한 활동을 준수한다. 515. (e) .

내부유보자금(d) (reserve funds)

이 조항에서 규정한 훈령은 절에서 수집한 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자금 수517

익이 줄어든 해에 식품 홍보 연구 정보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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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하되 유보자금의 양이 농무부장관이 절 항에서 승인한, ( 515 (e) )

년간의 지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2 .

대출(e)

포괄적인 활동(1)

이 조항에서 규정한 훈령은 주 국가 지역 단위에서 다른 유사한 포괄적인 식품, ,

홍보 연구 정보활동에 기여한 개인들에게 자산 중 일부를 대출하는 것을 허용, ,

한다.

브랜드 활동(2) (branded activities)

총론 농무부장관은 조합 회원이 생산한 제품이나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브(A) :

랜드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조합에 이러한 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대출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되 이러한 비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일부는 차감해 주는 형태로 허용한다.

조합에 의한 선출 농민 조합은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절을 해당 조합에(B) : (A)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입 평가(f)

이 훈령에서 규정한 훈령은 위원회로 하여금 하에서 수입된 농식품이나 이517.

러한 농식품을 이용한 제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내 농식품에 적,

용되는 평가율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의 평가율을 적용한다.

기타 권한(g)

이 조항에서 규정한 훈령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허용한다.

이 조항의 목적 에서 규정한 약관 이 조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1) , 515. ,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

훈령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2)

자산517.

승인된 자산(a)

이 조항에서 규정한 훈령은 농식품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고 자산은 다음 주체들,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21

이 지급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식품을 다루는 차 반줄자(1) 1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 중 항에 합치하는 농식품을 수입하는 수(2) 516. (f)

입업자

수집(b)

이 훈령이 요구하는 자산은 훈령이 정한 시점에 훈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당 위

원회에 위탁되어야 한다.

자산의 제한(c)

에 해당하는 차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서 가지를 넘어서는 과세를(a) 1 1

추징해서는 안 된다.

과세율(d)

위원회는 에 해당하는 과세율을 한 가지 이상 정해서 이를 농무부장관에게 추(a)

천할 수 있다 농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이 과세율은 효력을 지닌다 에 의거. , . 518.

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 과세율을 증액할 수는 없다, .

납부지연시 이자율 부과(e)

일반원칙 납부가 지연될 경우 부칙 에 따른 과금을 송금하지 못한 개(1) ) (b)

인에 한하여 개인별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이자율 이자율은 농무부 장관에 의해서 명시되어야한다(2) ) .

과금의 투자(f)

농무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예산 내에서 과금의 배분이 미결정된 상황일 때 위

원회 는 아래 조건하에서 모아진 과금을 투자할 수 있다(board) .

연방청 혹은 연방의 명령이 있을 경우(1)

주정부 혹은 주내 지역 자치단체의 명령이 있을 경우(2)

연방준비제도의 멤버인 금융기관의 금융증권 또는 이자가 발생하는 계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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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에 의해 이자와 원금이 완전히 보장되는 정부채권(4)

신탁계정으로부터 과금의 반환(g)

신탁계정 농무부장관이 의 하에서 실행된 투표결과를 발표한(1) ) 518.(b) (1)

날의 종료시점과 훈령 유효기간의 종료시점 사이에 그 훈령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에서 과금의 상환에 사용되도록 한 신탁계정을 개설하(A) (f)(3)

고 유지해야하며 의 규정과 일치하는 계정에 자금을 예치해야한다(B) (2) .

예치되어야할 금액 위원회는 위 규정 에서 언급된 기간동안 모아진(2) ) (1)

과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한다10% .

상환받을 권리 규정 의 조건과 훈령을 충족하는 사람들은(3) ) (4), (5), (6)

다음사항들에 해당할 경우 규정 에서 언급된 기간동안 거출된 자조금의(1)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자를 대신하여 송금된 경우(A)

훈령이 그 투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B)

요구의 형태 상환요구는 훈령에 의해 명기된 형식을 갖춘 시점에 비로소(4) )

발생한다.

상환요구의 지불 상환을 요구한 사람은 위원회가 상환요구가 그 요구를(5) )

한 사람을 대신하여 지불되었다는 충분한 증빙을 수령하였을 때 신속히 지

불받아야한다.

비례할당 만일 규정 에 의한 신탁계정상의 자조금이 훈령을 충족하면(6) ) (1)

서 이 절에서 상환받을 권리를 보유한 모든 개인들의 상환요구를 지급하기

에 부족하다면 위원회는 개인들간에 기금을 할당하여 분배해야한다.

신탁계정의 만료 만일 그 규칙이 에 따라 실행된 투표에서(7) ) 518.(b)(1)

승인된다면

신탁계정이 만료될 수 있고(A)

훈령에서 부여한 바에 따라 자조금은 분배를 위해 위원회에 귀속될 수 있(B)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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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518.

초기 투표(a)

선택적 투표(1)

훈령에 복속되는 사람들이 훈령의 효과를 선호하는지 규명할 목적으로 농무부

장관은 에 따른 과금에 복속되는 사람들 간 초기투표를 지휘할 수 있다517. .

농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 투표기간동안 투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훈령에 복속되는 농산품의 생산 혹은 반출 및(A)

농식품의 수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B) .

절차(2)

투표결과는 부칙 에 따라 결정되며 농무부장관은 관련 농산품 산업으로 하(e)

여금 투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다

투표의 요구(b)

원칙(1)

개별 개인들이 훈령의 지속 연장 종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명할 목적으로 농무, ,

부장관은 의 과금에 해당하는 개인들 간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개517. .

인들이란

농무부장관에 의해 결정된 대의기간 동안 농산품의 생산 또는 반출 또는(A)

그 수입을 영위하는 개인들을 말한다(B) .

투표기간(2)

투표는 최초 과금 후 최소한 년이내에 실시되어야한다3 .

예외(3)

이 부칙은 만일 초기 투표가 부칙 에 의해 실시되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a) .

후속투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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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장관은 구성원들이 훈령의 지속 연장 종료를 희망하는지 결정하기 위, ,

해 후속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바 그 시기는,

최초 과금이 부과된 후 최장 년 이내(1) 7

훈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2)

부칙 에 따른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의 이상이 요구할 때이다(3) (b)(1) 10% .

기타 투표(d)

농무부장관은 훈령의 지속 연장 종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훈령 조항이 부,

칙 의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b)(1)

어떤 때라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규칙의 승인(e)

자조금 규칙들은( )

다수 투표권자에 의해(1)

농산품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 투표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2)

다.

투표비용(f)

이 규정에 따른 투표로 결정된 규칙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농무부 장관에게

투표 실시를 위해 농무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변제해야한다.

투표실시의 방법(g)

일반 원칙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투표는 농무부 장관이 결정한 방(1) )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어야한다.

사전등록 농무부 장관은 투표에 앞서 투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투표권(2) ) ,

자의 사전등록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 농림청에 의한 우편 또

는 개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투표 투표권자는 무기명 우편투표 혹은 사전 등록된 경우에는 개별적으(3) )

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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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투표 전 일 이내에 이 규정에 따른 규칙에 관한 투표가 실시되어(4) ) 30

야하며 농무부 장관이 사전에 결정한 방식으로 관련 농상품 산업에게 투표,

기간에 대해 공지해야한다 이 공지는 모든 등록과 투표절차 즉 이 부칙들.

에 의해 수립된 절차들을 설명해야한다(U.S.C. 47417).

청원과 규칙들에 대한 재심519.

청원(a)

일반원칙 이 부칙에서 공포된 규정에 따라 각 개인은 농무부 장관에게(1) )

청원을 할 수 있다.

훈령 훈령 각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훈령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A) , ,

등이 법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훈령의 수정 또는 훈령의 예외를 요구할 때(B)

청원 농무부장관은 농무부장관령으로 공포된 절차에 따라 청원자에게 청(2) )

원을 청문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재정 청문 후 농무부장관은 청원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한다 그 판정은(3) ) , .

절에서 공포된 바와 합치되는 한 최종적이어야 한다(b) .

청원의 한계 규칙을 변경 규칙의 문제제기 규칙에 따라 부과된 의무 등(4) ) , ,

이하에서 언급된 어떠한 청원도 청원에서 제기된 규칙 문제제기 의무의, ,

효력발생일로부터 년 내에 판결되어야한다2 .

재심(b)

소송의 개시(1)

에 따른 농무부장관의 판결에 대해 판결후 일 내에 불만이 제기되지(a)(3) 20

않는다면 부칙 에 따라 청원자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관할, (a)

법원이 청원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절차(2)

소송진행은 농무부장관에게 불만사항에 대한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농무부장관

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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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만일 법원이 농무부장관의 재정이 법에 불일치한다고 판정할 경우(3) ) ,

법원은 해당 사건을 농무부장관에게 반송해야한다.

법원이 농무부장관의 재정을 법과 합치하게끔 재심하도록 결정하였을 때(A)

법이 더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을 때(B)

강제 소송절차의 효과(c)

하에서 결정된 청원이 소송계류중이거나 혹은 부칙 에 따른 소송이 개시(a) (b)

되지 않는 것이 이 부칙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에 의한 소송section 520

의 지지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이 부칙에 따른 유효한 어떠한 평결 규칙, , ,

벌칙도 마찬가지이다.

집행520.

판결(a)

관할 법원은 강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판결해야하고 이 부칙에서 공포된 규

제 혹은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제지해야

한다.

공익 변호인의 선임(b)

이 부칙에 따라 수행되는 민사소송은 정당한 재판을 위해 공익변호인에 의해

수행되어야한다 다만 농무부장관이 행정지시와 법적 강제를 통해 법규를 위. ,

배한 개인에게 적절한 서면통지 경고 이 부칙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행정지시, ,

및 이 부칙의 강제가 적절히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면 공익변호인에 의

해 수행토록 요구받지 않는 예외가 된다.

민사상 처벌과 명령(c)

민사상 처벌(1)

의도적으로 농무부 장관에 의해 공포된 훈령 또는 규제를 위반한 개인은 이

법에 따라 사안별로 최소 천 달러에서 최대 만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를 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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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받는다.

개별 위법행위(2)

각 위반사항과 농무부장관에 의해 공포된 훈령 또는 규제를 위배한 날짜의 일

수는 각 위반 사안별로 판단되어야한다.

정지 및 포기 명령(3)

추가적으로 민사처벌을 대신하여 농무부장관은 각 개인이 훈령 또는 규제 위,

반을 정지하거나 포기토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통지 및 청문(4)

농무부장관이 그 위반과 관련된 진술을 들을 청문기회와 통지를 하지 않는다

면 벌금산정 또는 정지 및 포기명령이 농무부장관에 의해 발동될 수 없다, .

최종 판결(5)

이 부칙에 따라 농무부장관이 벌금산정 또는 정지 및 포기명령을 할 경우는,

만일 훈령을 위반한다고 판시된 자가 연방항소법원에 의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결정적이어야 한다.

항소법원에 의한 재심(d)

일반원칙(1)

에 따라 훈령을 위반하였다고 판시된 개인은 훈령의 재심권을 가진다(c) .

그 개인이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일 이내일 경우 항소의 통지로 개인(A) 30 i)

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또는 콜럼ii)

비아 순회재판구의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사본을 농무부장관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해야한다(B) .

기록 농무부장관은 법원에 농무부장관이 개인이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문(2) )

서의 공증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재심의 기준 농무부장관의 판결은 그 판결이 해당 문서에 의해 실질적으(3) )

로 증명받지 못할 경우 철회되어야한다.

정지 및 포기명령의 준수 위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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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장관에 의한 유효한 정지 및 포기명령을 위반한 개인은 청문후 농무부

장관에 의해 사안별로 천달러에서 만달러에 상당하는 민사상 처벌에 회부되1 1

어야한다 위반이 지속된 기간일수는 정지 및 포기명령의 위반 사안별로 판단.

되어야한다.

벌금납부 위반(f)

만일 개인이 이 법규에서 부과된 민사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농무부장

관은 그 개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의 회

수를 위해 해당 사건을 공익 변호인에게 위탁해야한다.

추가 배상(g)

이 법규에서 나타난 배상은 가능한 다른 배상들에 추가되어야하며 그 배상들

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사 및 소환권521.

조사(a)

농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칙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경우(1)

각 개인이 이 부칙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될 수 있는지 이 부칙에 의해(2) ,

공포된 규제 또는 훈령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소환 선서 확약(b) , ,

이 부칙에 따른 조사를 위해 절에 따라 농무부장관은 선서 확약 증인소환(a) , ,

을 명령할 수 있으며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를 채택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작성토록 요구할 수 있다 증인참석과 기록작.

성은 미국내 어디서건 요구될 수 있다.

법원의 조력(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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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복의 경우에 농무부장관은 그 개인의 참석 및 증언 기록의 작성을 요,

구하기 위해 조사 또는 재판의 관할권이 있는 어떤 법원에 대해서도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개인이 조사와 관련된 기록의 작성 또는 증언을 위.

해 농무부장관 앞에 출두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정모독(d)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법정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절차(e)

이 법규에 따른 절차는 해당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또는 해당자가 발견된 어

느 재판구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보류 혹은 종료522.

의무적인 보류 혹은 종료(a)

농무부장관은 훈령 또는 훈령의 특정 조항이 이 부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거나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 따라 투표한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한, 518.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훈령 또는 훈령의 특정조항을 보류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보류 혹은 종료의 이행(b)

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로서 농무부장관이 훈령이 승인되지 않았다고518.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일 이내에 부과금 모금의 보류 또는 연장을 명령해야하며(1) 180

정해진 방식으로 가능한 조속히 훈령에 따른 행위들도 보류하거나 종료시(2)

켜야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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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본의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일본의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일본의 자조금 관련 법령부록 일본의 자조금 관련 법령2.2.2.2.

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과실기금제도의 설립과 구조

년대 이후 급격히 생산이 확대된 온주귤을 시작으로 하여 과수부문에1960

관해서는 과즙과 통조림 등 가공수요의 확대와 함께 과잉시의 수급조절기능이

기대되어 년부터 국가의 조성사업에 의해 주산지 현에 대형 과즙공장이1970

설립됨 이 원료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년 월에 가공원료용 과실. 1972 8

가격안정제도가 설립되어 동년 월에 그 실시단체로써 중앙가공원료용 과9 ( )財

실가격안정 기금협회가 발족함 그 후 계속적으로 수입규모의 확대와 자유화. ,

의 진전 등 과실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와 함께 본제도도 변천을 거듭하여 현

재에 이르렀음.

년부터는 새롭게 온주귤 사과에 관해 종래의 가공원료용 과실 가격안2001 , ,

정 제도를 바꿔 생과를 대상으로 한 수급조절대책의 강화와 이것과 관계있는,

경영안정대책과 함께 과실이 있는 식생활의 정착화를 지향한 수급확대대책이

실시되고 있음.

제도의 변천□

년 월1972 9

중앙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기금협회 및 현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 ) ( )財 財

기급협회 개 현 의 창립(13 )

년 월1973 2

온주귤의 억제 촉진 전환 촉진 등을 개시, ,新植 改植 園地

년 월1975 9

중앙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기금협회 중앙과실협회 에 개조충실 부현 단( ) ( ) (財

계도 동시에 계획생산출하 촉진 개식 등 농가경영 개선자금 이자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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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의 사업추가 전국 및 부현에 과실생산출하 안정협의회 를 창설,」 「 」

년 월1984 4

합의에 의해 오렌지 오렌지 과즙의 수입규모 확대,日美

년 월1985 7

과수농업진흥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특정과실 에 온주귤을 지정 생산출하,「 」

안정지침에 의해 계획적 생산출하 촉진사업과 조절보관사업 등을 규정 중앙과,

실기금이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정법인이 된다.

년 월1988 6

협의에 의해 자유화 비감귤과즙 파일애플조제품 년 오렌지 년( , 1990 , 1991 ,日美

오렌지과즙 년 및 자유화까지의 수입규모의 확대 등의 결정1992 )

년 월1988 7

오렌지 등의 수입자유화와 함께 국내대책골자 의 결정 감귤 재편 원, ,園地「 」

료가격안정 제도개정 특별 보진 과즙공장 합리화 소비확대 과수근급특별 대( ), , ,

책자금의 조성 구 기금에 추가조성( )

년 월1988 10

비감귤 과즙대책 골자 및 파인애플조제품 등 대책골자 를 결정 원료가,「 」 「 」

격안정제도의 개정 특별 보진 과즙공장 합리화 소비선언 파인애플 긴급특별( ), , ,

대책 자금의 조성.

년 월1991 9

전국과실 수입진흥대책 협의회의 설립 중앙과실기금에 의해 해외정보 수집기,

능 충실

년 월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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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우르과이라운드 농업합의에 의해 년 월부터 과실 및 과실제품 등의1995 4

관세 단계적 인하 결정

년 월1995 4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 관련대책으로써 과수 등 긴급대책자금의 조성과 과

수특별 대책사업 귤 등 과수원 전환 과실긴급수요조절 등의 과수긴급대책사, ,

업 및 특정밭작물 긴급대책사업의 개시

년 월1999 7

농업기본법 으로 바뀌어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의 성립「 」 「 」

년 월2001 4

온주귤 사과에 관해 전국규모의 수급조절에의 조직을 촉진강화하는 계획생산,

출하촉진사업 싱과를 대상으로 한 가격보진을 실시하는 경영안정대책 과실이, ,

있는 식생활 정착화를 지향한 수요확대대책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과수대

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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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업 진흥특별조치법과수농업 진흥특별조치법과수농업 진흥특별조치법과수농업 진흥특별조치법

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1111

목적목적목적목적( )( )( )( )

제 조 이 법률은 과실의 수요동향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과수농업의 진흥을 꾀1

하기 위한 조치 및 이것에 관련한 합리적인 과수원경영이나 기반을 확

립하기 위한 조치 및 이들과 합쳐 과실의 생산 및 출하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 및 과실의 유통 및 가공의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정하여 과

수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장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 등제 장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 등제 장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 등제 장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 등2222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 )( )( )( )

제 조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수 농업 진흥을 꾀하기2 , ,

위한 기본방침 이하 과수 농 업진흥 기본방침 이라고 한다 을 책정( .)「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에는 주요한 종류의 과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2

이하 과수 라 한다 에 따라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 .)「 」

다.

과수농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1.

과실수요의 장기전망에 맞은 재배면적 그 외 과실생산목표2.

재배에 적절한 자연적 조건에 관한 기준3.

근대적인 과수원경영의 기본적 지표4.

과실유통 및 가공합리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5.

그 외 필요한 사항6.

농림수산대신은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을 정하려고 할 때는 식료 농업3 , · ·

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농림수산대신은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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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표해야 한다.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의 변경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의 변경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의 변경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의 변경( )( )( )( )

제 조의 농림수산대신은 과실의 수급사정 농업사정 그 외의 경제사정의 변2 2 , ,

동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는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을 변경하

는 것으로 한다.

전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과수 농업 진흥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하여2 3 4 ,

준용한다.

도도부현의 과수 농업 진흥계획도도부현의 과수 농업 진흥계획도도부현의 과수 농업 진흥계획도도부현의 과수 농업 진흥계획( )( )( )( )

제 조의 도도부현지사는 정령에서 요약한 바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에 있어2 3 ,

서의 과수농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한 계획 이하 과수 농업 진( 「

흥계획 이라고 한다 을 정할 수가 있다.) .」

과수 농업 진흥계획에는 해당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주요한 종류의 과수에2

대해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과수 농업 진,

흥기본방침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과수농업의 진흥에 관한 방침1.

재배면적 그 외 과실생산의 목표2.

그 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조건에 따른 근대적인 과수원경영의 지표3.

토지개량 그 외 생산기반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과실집하 저장 또는 판매공동화 그 외 과실유통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5. ,

과실가공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6.

그 외 필요한 사항7.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주요한 종류의 과수 가운데 그 과실에 대해 생산의3

안정적인 확대 또는 합리화를 꾀하고 유통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 광역농밀 생산단지를 계획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는 과수농업 진흥계획에서 해당 종류의,

과수에 대한 그 광역농밀 생산단지의 형성에 관한 방침을 분명히 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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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방칙에 입각해서 동항각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 ( )同項各号
으로 한다.

도도부현지사는 과수농업 진흥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는 과수농업에 관계된4 ,

학식경험을 가지는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도도부현지사는 과수농업 진흥계획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농림5 ,

수산대신에게 제출함과 더불어 그 개요를 공표해야 한다, .

과수농업 진흥계획의 변경과수농업 진흥계획의 변경과수농업 진흥계획의 변경과수농업 진흥계획의 변경( )( )( )( )

제 조의 전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과수농업 진흥계획의 변경에 대하2 4 4 5 ,

여 준용한다.

제 장 과수원 경영계획제 장 과수원 경영계획제 장 과수원 경영계획제 장 과수원 경영계획3333

과수원 경영계획과수원 경영계획과수원 경영계획과수원 경영계획( )( )( )( )

제 조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이 된 과수농업진흥계획과 관련된3 2 3 5

도도부현구역 내에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거나 또는 재배하려고,

하는 농업자은 정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과수원경영계획을 작성

하여 이것을 도도부현지사에 제출하여 그 과수원경영계획이 적당,

한지 어떤지에 대해 인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전항의 과수원경영계획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

농업경영의 현상1.

농업경영의 개선목표2.

전호의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계획3.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도부현지사의 인정4. ( )

제 조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 항의 인정을 받고싶다는 취지의 청구의가 있었4 1

던 경우에 대해 그 과수원경영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이 다음 각호의 요,

건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때는 해당 과수원경영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

의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전조 제 항 제 호의 개선목표가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1.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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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제 항 제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이 합리적인 과수원경영의 기반확립2. 2 3

을 꾀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한 적당할 것.

전 호에 규정하는 것의 이외에 해당 과수원경영계획이 과수농업진흥계획의3. 2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해당 과수원경영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이 달성될 전망이 확실할 것4. .

자금의 대출자금의 대출자금의 대출자금의 대출( )( )( )( )

제 조의 농림어업금융공고 또는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는 과수원경영계4 2 ,

획에 대해 전조 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신청에 근거하( ) ,前條

여 이 법률 및 농림어업 금융공고법 년 법률 제 호 또는, (1952 355 )

오키나와진흥개발 금융공고법 년 법률 제 호 이 정하는 바(1972 31 )

에 따라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과수원경영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농림어업금융공고가 전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 동항의 자금 중 과수를 재2

배하기 위해 농지로 하는 토지취득 그 취득에 있어서 그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풍림 도로 수로 저수지 등으로서 이용할 필요가, , ,

있는 토지를 아울러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취득을 포함한다 에 필요한 자.)

금으로 농림어업금융공고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에 규정하는 것의 대출18 1 1 2

을 실시하는 경우의 대출금의 거치기간은 동조 제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3 ,

년 이내에 대해 농림어업금융공고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10 .

제 장 과실의 생산 및 출하안정에 관한 조치제 장 과실의 생산 및 출하안정에 관한 조치제 장 과실의 생산 및 출하안정에 관한 조치제 장 과실의 생산 및 출하안정에 관한 조치4444

생산출하안정지침생산출하안정지침생산출하안정지침생산출하안정지침( )( )( )( )

제 조의 농림수산대신은 특정과실 그 수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거나 또는4 3 , (

잃을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년을 넘는1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예상되는 과수의 과실로 정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에 대해 또한 그 수요동향 및. .) ,

생산 상황으로 보아 수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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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해 특정과실의 생산 또는 출하를 실시하는 자 및 이러한,

자가 조직하는 단체 이하 특정과실생산자 등 이라고 한다 차( .),「 」

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및 동조 제 호에( ) ( ) 2次條 同條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특정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를 꾀하기

위한 지침 이하 생산출하안정지침 이라고 한다 을 정하는 것으( .)「 」

로 한다.

생산출하안정지침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2 ,

은 과수농업 진흥기본방침의 내용에 맞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

대상으로 하는 기간1.

특정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목표2.

전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3.

농림수산대신은 생산출하안정지침을 정하려고 할 때는 식료 농업 농촌 정3 , · ·

책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농림 수산대신은 생산출하안정지침을 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4

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생산출하안정지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5 2 .

법인의 지정 및 업무법인의 지정 및 업무법인의 지정 및 업무법인의 지정 및 업무( )( )( )( )

제 조의 농림수산대신은 민법 명치 년 법률 제 호 제 조의 규정에 따4 4 ( 29 89 ) 34

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의해 전국에 하나에, ,

한하여 해당업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가 있

다.

특정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촉진 및 특정과실과 관련된 과실제품 과1. (

실을 가공하거나 이것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의. .)

보관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

민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특정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2. 34 ,

출하를 촉진하는 것 과실제품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는 생산자에 대해 해당과실의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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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금을 교부하는 것 그 외 과실생산 및 출하안정에 관한 업무를 도도부,

현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것 이하 도도부현법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해( .) ,「 」

조언 지도 그 외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 .

과실 및 과실제품의 수요증진을 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3. .

그 외 과실생산 및 출하안정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4. .

업무실시규정의 승인업무실시규정의 승인업무실시규정의 승인업무실시규정의 승인( )( )( )( )

제 조의 전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이하 지정법인 이라고 한4 5 ( 「 」

다 은 동조 제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대상으.) , 1

로 하는 특정과실의 종류 실시시기 실시방법 그 외 농림수산성령, ,

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실시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대,

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

일한 방법을 취한다.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승인신청과 관련되는 업무실시규정이 생산출하 안정2

지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동항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

사업계획의 승인 등사업계획의 승인 등사업계획의 승인 등사업계획의 승인 등( )( )( )( )

제 조의 지정 법인은 매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4 6 ( 4 4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신속하게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취한다, .

지정법인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월 이내에 제 조의 각호에서 규정한2 3 , 4 4

업무와 관련된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감독 등감독 등감독 등감독 등( )( )( )( )

제 조의 농림수산대신은 제 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의 적정하고 정4 7 4 4

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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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어 필요한 보고를 시킬 수가 있다.

농림수산대신은 지정법인이 제 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하고2 4 4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된 때는 지정법인에 대해 그 업무방법,

의 개선에 관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농림수산대신은 지정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제3 , 4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4 .

권고권고권고권고( )( )( )( )

제 조의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4 8 , 4 3 4

라 생산출하안정지침이 공표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 특정과실생산,

자 등에 의한 특정과실의 생산 또는 출하가 지정법인이 실시하는,

제 조의 제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 또는 도도부현법인이 실시하4 4 1

는 특정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촉진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특정,

과실생산자 등에 대해 해당업무의 실시에 협력하도록 필요한 권고

를 할 수가 있다.

외국산과실 등에 관한 조치외국산과실 등에 관한 조치외국산과실 등에 관한 조치외국산과실 등에 관한 조치( )( )( )( )

제 조 정부는 외국산과실 또는 과실제품의 수입에 따라 국내산특정과실 또는5

특정과실과 관련된 과실제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하락

할 우려가 있어 그 결과 특정과실의 생산 또는 출하에 중대한 지장을, ,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특정과실 또는 특정과실과,

관련된 과실제품에 대해 제 조의 에서 전조 까지 규정하는 조치4 3 ( )前條

에 따라서는 그 사태를 극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외국산,

과실 또는 과실제품의 수입에 관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해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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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잡칙제 장 잡칙제 장 잡칙제 장 잡칙5555

과실 등의 생산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과실 등의 생산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과실 등의 생산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과실 등의 생산 등의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 )( )( )

제 조 국가 및 도도부현은 과수농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과실유통 및 가공합리6

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실 및 과실제품의 생산 집하 저장 판매 등의, , , ,

상황을 조사하여 이것들에 관계되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

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원조조치그 외의 원조조치그 외의 원조조치그 외의 원조조치( )( )( )( )

제 조 국가 및 도도부현은 전조에 규정하는 조치 외에 과수원경영계획의 작성7

및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언 및 지도 우량묘목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원조 지정법인 및 도도부현법인업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

언 지도 그 외의 원조 그 외 과수농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원조를 실,

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과수농업진흥기본방침 등과 과수농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수농업진흥기본방침 등과 과수농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수농업진흥기본방침 등과 과수농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수농업진흥기본방침 등과 과수농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 )( )( )( )

제 조의 국가 및 도도부현은 과수농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함에 있7 2

어 국가는 과수농업진흥기본방침을 정하고 도도부현은 과수농업, ,

진흥계획에 입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확대 및 수출진흥소비확대 및 수출진흥소비확대 및 수출진흥소비확대 및 수출진흥( )( )( )( )

제 조의 국가는 과수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실 및 과실7 3 ,

제품의 소비확대 및 수출진흥에 관계되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

로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보고의 징수보고의 징수보고의 징수보고의 징수( )( )( )( )

제 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8 ,

는 과실 또는 과실제품의 생산 집하 저장 또는 판매사업을 실시하는, ,

자 또는 이러한 자가 조직하는 법인에서 이들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 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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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 )( )( )( )

제 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9 ,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 .

제 장 벌칙제 장 벌칙제 장 벌칙제 장 벌칙6666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만엔10 8 , 1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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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과수 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과수 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과수 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호(1986 6 28 22 )

최종개정년월일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제 호: 2005 3 7 18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제 조의 제 항 규정에 기초 및 동법을 실시하기4 5 1 ,

위해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

이 규정한다.

지정법인의 지정신청지정법인의 지정신청지정법인의 지정신청지정법인의 지정신청( )( )( )( )

제 조1

과수농업진흥 특별조치법 이하 법 이라 함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해1. ( ) 4 4「 」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

림수산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명칭 및 주소 및 대표자 성명1)

사무소의 소재지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2. .

정곡 또는 기부행위1)

등기사항 증명서2)

직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면3) ,

지정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면4)

법 제 조의 각호에 열거된 업무의 실행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5) 4 4

최근 사업연도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 그 외의6) , ,

법 제 조의 각호에 열거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4 4

는 증명서류 서면

변경의 신고변경의 신고변경의 신고변경의 신고( )( )( )( )

제 조2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법인은 그 명칭 주소 대표자 또는 사4 4 , ,

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하여야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43

한다.

업무실시규정의 기재사항업무실시규정의 기재사항업무실시규정의 기재사항업무실시규정의 기재사항( )( )( )( )

제 조3

법 제 조의 제 항의 농림수산성령에 규정된 사항은 법 제 조의 제 호에4 5 1 4 4 1

나열된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 )( )( )( )

제 조4

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지방농2 3 5 8

정국장에 위임한다 그러나 동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대신.

이 스스로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부칙부칙부칙부칙

이 성령은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

행한다.

부칙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제 호부칙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제 호부칙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제 호부칙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제 호(2000 9 1 82 )(2000 9 1 82 )(2000 9 1 82 )(2000 9 1 82 )

시행 기일시행 기일시행 기일시행 기일( )( )( )( )

제 조1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년 법률 제 호 의 시행일로(1999 88 )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2001 1 6 ) .

한다.

부칙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제 호(2005 3 7 18 )

이 성령은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일 년 월 일 로부터 시행한다(2005 3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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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생산출하안정대책실시요강과실 생산출하안정대책실시요강과실 생산출하안정대책실시요강과실 생산출하안정대책실시요강

생산 제 호12 2774

년 월 일2001 4 11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통지

개정 년 월 일 생산 제 호2002 3 20 13 9889

년 월 일 생산 제 호2002 11 15 14 6204

년 월 일 생산 제 호2003 3 28 14 10147

년 월 일 생산 제 호2005 3 25 16 7934

제 취지제 취지제 취지제 취지1111

소비자요구의 동향에 따른 과실 및 과실제품 이하 과실 등 이라고 한다( .)「 」

의 공급을 꾀하기 위해서는 과수가 영년생작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의,

장기전망에 입각해서 계획적인 생산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과수농업,

진흥특별조치법 년 법률 제 호 이하 과진법 이라고 한다 에 근거(1961 15 . .)「 」

하는 과수농업진흥기본방침 이하 기본방침 이라고 한다 을 책정 공표하여( .)「 」 ㆍ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과수농업에 대해서는 국산과실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에 따른 생산과잉분의 흡수를 기대할 수 없,

게 되고 여기에 과수농가의 고령화 감소가 수반하여 생산관리가 불충분하게, ㆍ

되어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각 년도별 생산량 품질변동이 심화되어 품목에ㆍ

따라서는 수급불균형이 표면화되기 쉽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과수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특

히 생산량 품질변동이 큰 과실의 생산안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수급과 가ㆍ

격의 안정을 꾀하여 국산과실수요처의 안정적인 확보와 과수원경영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온주밀감 및 사과 이하 지정과실 이라고 한다 를 대상으로( .) ,「 」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기본으로 한 과실수급조정대책을 실시하고 과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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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에 맞은 생산의 추진 및 소비확대 등을 꾀하는 과실 등 생산소비 추「

진대책 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과진법 제 조의 의 규정에4 4」

근거하여 지정된 재단법인 중앙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 이하 지정법인( 「 」

이라고 한다 또는 동조의 제 호에 규정하는 도도부현법인이 보조를 실시.), 4 2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전국 및 도도부현단계에 설치된 생산출하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과실생산출하안정협의회 이하 전국단계에 설치되는 것을(

전과협 및 도도부현 단계에 설치되는 것을 도도부현과협,「 」 「 」

이라고 한다 를 통한 계획적인 생산출하노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 .

아울러 특정전작물 등 잡곡 땅콩 곤약 사탕수수 및 감자 및 이들 가공품( , , ,

을 말한다 이하 동일 의 소비확대 등을 추진하여 그 진흥을 꾀하는 것으로 한. )

다.

제 과실수급 조정대책제 과실수급 조정대책제 과실수급 조정대책제 과실수급 조정대책2222

지정과실에 대해 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더불어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의

영향을 완화함으로서 과수원경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수요급조정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적정생산출하예측 및 생산출하목표적정생산출하예측 및 생산출하목표적정생산출하예측 및 생산출하목표적정생산출하예측 및 생산출하목표1111

농림수산성 생산국장 이하 생산국장 이라고 한다 은 매년 개화상황(1) ( .) ,「 」

수요전망 등을 근거로 하여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들은 다음 전국의 적정생산량 및 생식용 및 가

공원료용의 용도별 적정출하량을 포함한 당년도의 적정생산출하전망을

책정하여 전과협 지정법인 지방농정국장을 통하여 홋카이도에 있어서는, , (

직접 지사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 .知事

전과협은 의 적정생산출하전망이 통지된 경우에는 도도부현별 생산(2) , (1)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별

적정생산량 및 생식용 및 가공원료용의 용도별 적정출하량 생식용적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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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에 있어서는 당년도 및 각 출하시기구분 해당 년산의 출하기간을, <

구분한 기간을말한다 이하 동일 의 적정 출하량 을 포함한 전국 생산출. > )

하목표를 책정하여 지정법인 및 도도부현과협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과협은 의 전국 생산 출하목표가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생산(3) (2)

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정촌의 구역 또는 농업협동

조합 이하 농협 이라고 한다 의 업무구역 이하 산지 라고 한다( .) ( .)「 」 「 」

별 생산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지별 적정생산량 생식용 및 가공원,

료용의 용도별 적정출하량 및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가공원료용지정과

실의 장기거래계약 이하 제 에서 장기거래계약 라고 한다 와 관련되( 2 .)「 」

는 출하예정수량을 포함한 도도부현 생산출하목표를 책정하여 관내의 농

협 및 그 연합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도도부현 본부를 포함 농( ),

협 이외에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 그 외의 지정과실을 출하하고 있

는 사업자 이하 지정과실출하사업자 라고 한다 및 도도부현법인에( .)「 」

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과실출하사업자 중 도도부현과협이 지정하는 자는 의 도도부현(4) (3)

생산출하목표가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생산자와의 지정과실생산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별 적정생산

량 및 생 식용 및 가공원료용의 용도별 적정출하량을 포함한 산지생산출

하목표를 책정하여 관내의 생산자 및 도도부현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2222

생산출하계획(1)

의 의 산지생산출하목표가 통지된 산지의 인정농업자 농업경영기반강1 (4) (①

화촉진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의 농업 경영 개선 계획을 인정한(1980 65 ) 12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정 농업자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 )

있는 생산출하조직 그 외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지정과실을 생산출하하

고 있는 생산자 이하 지정과실생산자 라고 한다 는 산지생산출하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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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안하여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출하계획을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산지생산출하목표를 통지한 지정과실출하사업자를 통하여 도

도부현법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제출된 생산출하계획이 산지생산출하목표에 부합된 경우

그 외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생산출하조직은 산지생산출하목표의 범위 내에서 생산출하계획에 정한 각②

구성원의 예정생산량 또는 예정출하량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산지생산출하목표를 통지한 지정과실출하사업자로

변경한 후의 생산출하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거래계약(2)

의 의 도도부현 생산출하목표가 통지된 지정과실출하사업자 중 장기1 (3)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집하계획을 도도

부현과협을 통하여 도도부현 법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3)

지정과실생산자에 의한 추진①

지정과실생산자는 도도부현법인이 승인한 생산출하계획에 입각하여 생산

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적 생산출하를 위한 생산량 및 출하,

량의 조정에 임함과 더불어 적과 등의 실시상황을 기록한 작업기록부 및

출하 판매대장의 작성 출하전표의 보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ㆍ

지정과실출하사업자에 의한 추진②

지정과실출하사업자는 의 추진이 적절히 실시되도록 현지강습회를 실시①

하는 등 적확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지정과실생산자를 방문하여 포장순회 작업기록부의 내용과 포장의,

상태와의 대조 출하 판매대장과 출하전표와의 대조 청취 등을 통하여, ,ㆍ

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그 추진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추

가적인 적과계획의 작성 및 해당계획의 실시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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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지정과실생산자에 대한 지도실시상황 포장순회계획 및 확인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도도부현과협 및 도도부현법인에 보고하는 것

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 및 도도부현과협에 의한 추진③

도도부현법인은 지정과실출하사업자 및 지정과실생산자를 방문하여( )① ①

및 의 추진상황을 확인함과 더불어 부적절한 실시상황이 확인된 경②

우에는 즉시 도도부현과협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과협은 관내의 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상황의 파악 및 지도의( )②

추진에 노력함과 동시에 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는 도도부현과협의, ( )①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되는 지정과실출하업자를 통하여 중점적,

인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 및 전과협에 의한 추진④

지정법인과 전과협 및 그 구성원은 전국의 계획적 생산출하의 추진상황의

파악 및 지도의 추진에 노력함과 더불어 부적절한 실시상황이 광범위하게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전과협에서 협의한 다음 해당하는 도도부현과협에

대해 중점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생산출하실적 등의 보고(4)

지정과실생산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출하실적보고서①

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생산출하계획을 제출한 지정과실출하사업자를 통

하여 도도부현법인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정과실출하사업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②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근거하는 거래실시상황을 도도부현과협을 통,

하여 도도부현법인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수급불균형이 염려되는 경우의 조치수급불균형이 염려되는 경우의 조치수급불균형이 염려되는 경우의 조치수급불균형이 염려되는 경우의 조치3333

생산출하목표 등의 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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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출하목표를 책정한 후에 기후가 크게 변화하는 등의 이유로 지정1

과실에 대하여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되어 예상을 웃도는 수요증가가 예상

되는 경우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예상을 웃도는 수요의 감퇴가 예상되,

는 경우 등에는 이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생산출하목표 등의 변경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에 준하여 당초의 생산출하목표를 통지한 자에1

게 순차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과협구성원간의 협의를 거친 다음 전과협으로부터 통지된 해당도①

도부현의 적정생산량 또는 적정출하량의 범위 내에서 산지별 적정생산량

또는 적정출하량의 변경을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

전과협구성원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 다음에 규정하는 변경을 생산국장이②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

전국의 적정생산량 또는 적정출하량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별 적정생( )①

산량 또는 적정출하량의 변경을 실시하는 것.

다음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한도의 범위 내에( )②

서 전국의 가공원료용 적정출하량의 변경을 실시하는 것.

전국의 예상출하량이 적정출하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어 가공원료용적a

정출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전국의 각 출하시기구분의 생식용 적정출하(

량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국적인 품질저하 등에 따른 생식용수요의 감소 등이 예상되어 가공원b

료용 적정출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및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과협이 생산국장과 협③ ① ②

의한 후에 전국의 적정생산량 또는 적정출하량의 변경을 실시하는 것.

생산출하안정지침 등의 책정(2)

지정과실의 수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그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를 꾀

하는 것이 특히 필요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에 규정하는 제 의 의2 1

의 생산출하전망에 대신하여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이 과(1)

진법 제 의 및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시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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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대하여 년 월 일 농잠 제 호 농림수산사무차관의명(19850 7 1 60 3664」

통지 이하 시행통지 라고 한다 제 의 에 근거하는 생산출하안정지. .) 4 2「 」

침을 또한 사과에 대해서는 생산국장이 생산출하지도지침 이하 양지침을, (

아울러 지침 이라고 한다 을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 」

의 의 적정생산출하전망을 책정하는 시점에서 전국의 예상생산량이1 (1) ,①

적정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그 후에 기후가 크게 변화

하는 등의 이유로 전국의 예상생산량이 적정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이며 해당 예상생산량의 적정생산량을 웃도는 양이 생산국장이 별,

도로 정하는 기준에 달하여 생산량의 조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의 의 적정생산출하전망을 책정한 이후에 기후가 크게 변화하는 등의1 (1)②

이유로 전국의 예상출하량이 적정출하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

는 전국적인 품질저하 등으로 인해 현저한 생식용의 수요의 감소 등이 예

상되는 경우로 가공원료용출하량의 증가예상량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

는 기준에 달하여 출하량의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출하조정(3)

전과협은 지정과실이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을 일으켜 가격이 하락한 경우

또는 가격하락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생산국장과 협의한 다음 전국적인 추진으로서 생식용적정출하,

량의 범위내에 있어 지정과실을 긴급히 생식용에서 가공원료용으로 전환시

키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추진지도체제 등추진지도체제 등추진지도체제 등추진지도체제 등4444

추진지도체제(1)

도도부현과협 및 생산출하단체①

도도부현과협 및 생산출하단체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이들( ,

이외의 주체로 과실출하 또는 가공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조직하는 출하사

업자단체 이하 동일 는 도도부현법인과 연계하여 과실수급조정대책의. ) ,

취지의 철저 지정과실생산자 및 지정과실출하사업자에 대한 지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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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대책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생산출하단체는 지정

과실생산자의 양해를 얻어 도도부현과협 및 도도부현법인에게 생산출하정

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도도부현과협은 도도부현 등과 연계하여 그 구성원의 충실도 등의, ,

체제강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 및 도도부현법인②

지정법인 및 도도부현법인은 관계기관에 대해 과실수급조정대책의 적절, ,

한 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조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도도부현법인은 도도부현 등과 연계하여 그 회원의 충실 등 체제강

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③

도도부현은 도도부현과협 및 도도부현법인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함

과 더불어 농림사무소 보급지도센터 시험연구기관 등과 같은 파견기관과, ,

시읍면 생산출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꾀하여 산지의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시정촌의 협력을 얻어 도도부현과협 및 도도,

부현법인에 대하여 과실수급조정대책의 적절한 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④

국가는과실수급조정대책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실시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시책과의 제휴(2)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 과수농업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에 대해서는 과실( .)

수급조정대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한 산지조건정비에 기여하도록 그 추진을

꾀함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지정과실의 계획적 생산출하를 달성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달성이 해당사업의 실시에 의해 확실하다고 인정된 자가 수익

하는 지구요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농업 식품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①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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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지대종합정비사업 생산기반부분에 한정한다( .)②

중산간지역종합정비사업 생산기반부분에 한정한다( .)③

실효확보조치실효확보조치실효확보조치실효확보조치5555

국가는 과실수급조정대책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법인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1)

사업내용①

이 사업은 의 지정과실의 계획적 생산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에 제시2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지정과실출하사업자에 대해 도도부현법인이 보급금

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한다.

계획적 생산출하의 지도( )①

의 의 에 의해 지침이 책정되었을 경우의 계획적 생산의 촉진( ) 3 (2)② ①

의 의 에 의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한도를 넘어 전국의( ) 3 (1)③ ③

적정출하량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계획적 출하의 촉진

사업실시자②

이 사업의 실시자는 도도부현법인으로 한다.

계획생산출하촉진기본계획③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도도부현법인은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에( )①

대해 계획생산출하촉진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사 와 조정을( )知事

한 뒤에 지정법인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적 생산출하의 지도에 관한 사항a

계획적 생산실시에 관한 사항b

계획적 출하실시에 관한 사항c

그 외 이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d

지정법인은 의 계획이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 ( )② ①

인정도는 경우에는 이것을 승인하여 그 취지를 생산국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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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의 지정법인의 사업계획에 입각하고 있을 것a 4 3 .

제 의 의 업무실시방침 및 업무실시규정에 입각하고 있을 것b 4 4 .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및 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 ) ( ) ( ) ( )③ ① ① ②

로 한다.

계획생산출하촉진자금의 조성④

도도부현법인은 보급금의 교부에 충당하기 위해 지정과실출하사업자에( ) ,①

게 부담금을 납부시키고 도도부현 등으로부터의 조성금과 합쳐 계획생,

산출하 촉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의 자금조성에 대해 지정법인으로부터의 보조금의( ) , ( )② ①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법인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에 의해 신청된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 ( )③ ②

따라 에 의해 조성한 금액과 동액 이내의 금액을 해당 도도부현법( )①

인에게 보조 하는 것으로 한다.

보급금의 교부 등⑤

보급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경비( )①

도도부현법인은 지정과실출하사업자에 대해 계획적 생산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 생산국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적 생산출하의 지도 의 의 조치a ( ( ) )① ①

지정과실출하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출하목표의 작성 생산출하계획의 실,

시상황의 확인 및 산지지도에 필요한 경비

계획적 생산의 촉진 의 의 조치b ( ( ) )① ②

지정과실생산자가 공동 혹은 청부로 또는 지정과실출하사업자가 청부로,

실시하는 온주밀감의 모든 적과 굵은 가지 전정 등의 작업 및 사과의 착,

과량조정작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계획적 출하의 촉진 의 의 조치c ( ( ) )① ③

지정과실출하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식용 과실의 저장보관 가공처리의 촉,

진 사회복지시설 등에의 배송 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해당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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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출하하고 있는 지정과실생산자가 계획적 생산을 적확하게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해당사업자가 장기거래계약 또는 장기거래계약에 근거하는 집

하계획에 따라 가공원료용 과실을 출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계획생산출하추진계획( )②

보급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지정과실출하사업자는 도도부현 법인의a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계획생산출하추진계획을 작성하

여 도도부현법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과실출하사업자의 상부단체가 그 구성원이 작성한 계획을

정리하여 도도부현법인에게 제출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의 계획이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b , a

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

를 지정법인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의 의 도도부현생산출하목표에 입각하고 있을 것(a) 1 (3) .

의 에 있어서 지정법인이 승인한 계획생산출하촉진기본계획에(b) ( )③ ②

입각하고 있을 것.

제 의 의 업무실시방침 및 업무실시규정에 입각하고 있을 것(c) 4 4 .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및 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c a a b .

보급금의 교부신청( )③

보급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지정과실출하사업자는 제 의 의 도도부, 5 5

현법인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에 신청하는 것

으로 한다.

실적의 보고⑥

도도부현법인은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법인 및 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도도부현 법.

인인으로부터의 보고를 취합하여 생산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특별수급조정대책사업(2)

사업의 내용①

긴급시장격리촉진사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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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정과실에 대해 의 의 에 따라 지침이 책정되었을 경우3 (2) ②

에 긴급적인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과즙 등 특별조정보관사업( )

이 사업은 지정과실에 대해 의 의 에 의해 지침이 책정되었을 경우3 (2) ②

에 또는 지정과실 그 외의 과실에 대해 재해 등으로 인해 상처과 등 생식

용에 적합하지 않은 과실이 대량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 과실제품의 조

정보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실시자②

의 의 사업실시자는 지정과실출하사업자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 ) ( ) .① ① ①

자에게 출하하고 있는 지정과실생산자가 계획적 생산을 적확하게 실시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사업자가 장기거래계약 또는 장기거래계약에,

근거하는 집하계획에 따라 가공원료용 과실을 출하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의 것 의 사업실시자는 의 의 장기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 ( ) 2 (2)② ① ②

과실가공업자 그 외 생산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특별수급조정대책사업실시계획③

사업실시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특별수급조정 대( )①

책사업실시계획 이하 특별수급조정계획 이라고 한다 을 도도부현법( .)「 」

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시자가 도도부.

현의 구역을 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법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에 의해 제출된 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승인( ) ( )② ①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사와 조정 후 미리 지정법인과 협의하는 것으

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및 에 따라 협의( ) ( ) ( )③ ① ②

된 계획이 제 의 의 지정법인의 사업계획에 입각하고 있다고 인정되4 3

어 승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생산국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에서 까지에 준하여 실시하는( ) ( ) ( ) ( )④ ① ① ③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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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④

보조금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실시자는 해당 특별수급조정계획을( )①

제출한 도도부현법인 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사업실시자로부터의 보조금교부신청을 정리하여 지정( )②

법인에 대해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또는 에 따라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제 의 의 업( ) , ( ) ( ) , 4 6③ ① ②

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 또는 사업실시자에게 보

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도도부현법인은 제 의 의 업무방, 5 5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대상이 되는 경비 및 보조율은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③

다.

실적의 보고⑤

사업실시자는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①

따라 도도부현법인 또는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

법인은 사업실시자로부터의 보고를 정리하여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보고를 정리하여 생산국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 ) , ( )② ①

다.

경영안정대책사업(3)

사업의 내용①

이 사업은 의 지정과실의 계획적생산출하의 추진을 적확하게 실시한 뒤2

에 그래도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과수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도부현 법인이 지정과실의 계획적 생산출하를 달성한 지정과실

생산자에 대해 보전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한다.

대상과실 등②

대상과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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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과실은 다음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정과a

실로 한다.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이 정하는 기간 이(a) (

하 대상출하기간 이라고 한다 에 판매된 것.)「 」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및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도도부(b)

현법인이 정하는 거래 이하 대상거래 라고 한다 와 관련되는 것( .)「 」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이 정하는 규격 이(c) (

하 대상규격 이라고 한다 에 적합한 것.)「 」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이 정하는 보전대(d)

상이 되는 최저가격 이하 보전대상최저가격 이라고 한다 이상의( .)「 」

가격이 되는 과실

의 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의 요건을 충족시키b 3 (3) a

는 것으로 생식용에서 가공원료용으로 대체된 지정과실을 본사업의 대상

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생산자( )②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는 의 의 생산출하계획이 승인된 지정2 (1)

과실생산자 생산출하조직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것( (

을 제외한다 이하 대상생산자 라고 한다 으로 한다.))( .) .「 」

업무대상연간( )③

이 사업의 업무대상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대상연간의 년째부터2 . 2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도도부현법인에 있어서는 해당업무대상연간에,

한하여 년으로 한다1 .

사업실시자③

이 사업의 실시자는 도도부현법인으로 한다.

경영안정대책기본계획④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도도부현법인은 의 업무대상연간의 개시( ) 1①

전에 대상과실의 종류 대상출하기간 대상출하기간을 구분했을 경우에, (

있어서는 그 구분한 대상출하기간 대상거래 대상규격 보전대상최저), , ,

가격 그 외 생산 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경영안정대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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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지사와 조정 후에 지정법인에게 제출하는 것

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계획이 제 의 의 지정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른 것( ) , ( ) 4 3② ①

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것을 승인하고 그 취지를 생산국장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한다.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및 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 ) ( ) ( ) ( )③ ① ① ②

로 한다.

경영안정대책자금의 조성⑤

도도부현법인은 보전금의 교부에 충당하기 위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 )①

하는 바에 따라 의 것 의 의 등록단체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대, ( ) a⑥ ②

상생산자에게 거출금을 납부시켜 도도부현 등으로부터의 조성금과 합,

쳐 경영 안정대책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의 자금조성에 대해 지정법인으로부터의 보조금교( ) , ( )② ①

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

정법인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에 따라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제 의 의 업무방법서( ) , ( ) , 4 6③ ②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금 총액의 분의 의 액수 또는 도도부현2 1

법인이 에 따라 지정법인 이외의 자로부터의 거출금 및 보조금에( )①

의해 조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도도부현법인에게 보조

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보전금의 교부 등⑥

보전기준가격 및 최저기준가격 등( )①

지정법인은 도도부현법인이 의 경영안정대책기본계획에 대하여 대상출a ④

하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 업무대상연간을 개시하기 전에, 1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해당년산가격이 밑돌았

을 경우에 보전금을 교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이하 보전기준가격( 「 」

이라고 한다 및 그 가격을 해당년산가격이 밑돌았을 경우에 해당년산가.)

격으로 간주하는 가격 이하 최저기준가격 이라고 한다 을 산정하여( .)「 」

생산국장과 협의한 후에 도도부현법인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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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이것을 지정과실출하사업자를 통하여 대상생산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도도부현법인이 의 경영안정대책기본계획에 대해 대상출하b ④

기간을 구분한 경우는 의 업무대상연간 개시 이전에 생산국장이 별도, 1

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가격이 구분된 대상출하기간에 있어서의 가격 이(

하 해당년산기간구분가격 이라고 한다 이 밑돌았을 경우에 보전금을.)「 」

교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이하 기간구분보전기준가격 이라고 한다( .)「 」

및 그 가격을 해당년산기간구분가격이 밑돌았을 경우에 해당년산기간구

분가격으로 간주하는 가격 이하 기간구분최저기준가격 이라고 한다( .)「 」

을 산정하여 생산국장과 협의한 후에 도도부현법인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이것을 지정과실출하사업자를 통해 대상생산자에. ,

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 )②

본사업의 가입은 개인가입 또는 조직가입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생a

산자는 이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조직가입은 에 따라. ⑦

도도부현법인에 등록된 지정과실출하사업자 이하 등록단체 라고 한다( .「 」

가 생산출하조직의 구성원모두의 계약을 정리하여 대행하여 도도부현) , ,

법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사업에 가입하려고 하는 대상생산자는 도도부현법인 또는 등록단체와b

의 업무대상연간의 개시 이전에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一

경영안정대책가입계약 이하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는 것으( .)「 」

로 한다 단 의 업무대상연간의 년째부터 가입하려고 하는 대상생산. 2一

자에 있어서는 해당업무를 개시하는 해의 월 말일까지 가입계약을 체결7

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생산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등록단체는 도도부현법인과 의 업무c 一

대상연간의 개시 이전에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생산

출하조직과의 경영안정대책가입계약 이하 조직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 」

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 업무대상연간의 년째부터 조직가. , 2一

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등록단체에 있어서는 해당업무를 개시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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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 말일까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7 .

도도부현법인 또는 등록단체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대상생산자 이하 가d ( 「

입계약자 라고 한다 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도도부현법.)」

인 또는 등록단체와 의 업무대상연간의 개시 전에 보전금의 교부대상一

과 해야 할 수량에 대한 계약 이하 수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 .)「 」

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 업무대상연간의 년째부터 가입계약을 체결. 2一

한 자는 해당업무를 개시하는 해의 월 말일까지 수량계약을 체결하는7

것으로 한다.

가입계약자와 수량계약을 체결한 등록단체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한바e

에 따라 도도부현법인과 의 업무대상연간의 개시 이전에 생산출하조직一

별 보전금의 교부대상으로 해야 할 수량에 대한 계약 이하 조직수량계( 「

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 업무대상연간의.) . 2一」

년째부터 조직가입계약을 체결한 등록단체는 해당업무를 개시하는 년도

의 월 말일까지 조직수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7 .

개인가입과 관련되는 및 의 계약은 생산출하조직에 있어서는 그 구성f b d ,

원과 관련되는 절차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출하실적의 보고( )③

가입계약자는 매년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출하실적을 정리a

하고 개인가입에 있어서는 도도부현법인에게 보고하고 조직가입에 있어, ,

서는 등록단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등록단체는 매년 에 의해 제출된 출하실적을 생산출하조직별로 정리하b a

여 가입계약자별 내역을 첨부하여 도도부현법인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년산가격 및 해당년산기간구분가격( )④

지정법인은 매년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대상과실의 해당년

산가격 및 해당년산기간구분가격을 산정하여 생산국장에게 보고한 뒤에, ,

도도부현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도도부현법인은 이것을 가입계약

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보전금의 교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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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법인은 또는 에 제시된 차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액a , (a) (b) 10 8

수 및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부대상이 되는 수량을 이용하여 생산

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 이하 보전금액 이라( 「 」

고 한다 을 가입계약자중 지정과실의 계획적 생산출하를 달성하고 있는.)

자에 대해 보전금으로서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조직가입을 통한, .

가입계약자에 대한 보전금에 대해서는 해당가입계약자와 가입계약을 체

결한 등록단체에 일괄적으로 교부한 후 등록단체로부터 가입계약자에 대,

해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농업재해보상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의 제 항에서(1947 185 ) 120 8 3

규정된 지불 해당지정과실과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을 받은 사람에 대해( .)

서는 국가의 보조에 관련되는 보전금은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

만 그 지불을 받은 금액이 보전금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

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이 의 경영안정대책기본계획에 대해 대상출하기간을(a) ④

구분하지 않았던 경우는 해당년산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밑돌았을,

때의 그 차액 해당년산가격이 최저기준가격을 밑돌았을 경우에는 보(

전기준가격과 해당최저기준가격의 차액)

도도부현법인이 의 경영안정대책기본계획상의 대상출하기간을 구분(b) ④

한 경우는 해당년산기간구분가격이 기간구분보전기준가격을 밑돌았을,

때의 그 차액 해당 년산기간구분가격이 기간구분최저기준가격을 밑돌(

았을 경우는 기간구분보전기준가격과 해당기간구분최저기준가격의 차

액)

도도부현법인은 가입계약자 또는 등록단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b

인해 가입계약 또는 조직가입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및 도도부현법인의

업무 방법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가입계약자 및,

등록단체에 대해 보전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반환시킬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등록단체의 등록절차⑦

의 의 의 도도부현법인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지정과실출하( ) ( ) a① 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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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도도,

부현 법인에게 제출하여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이 적당하다고 인정( ) , ( )② ①

된 경우에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준비한 등록부,

에 등록함과 더불어 신청자 등에게 등록한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

다.

실적의 보고⑧

도도부현법인은 의 업무대상연간종료 이후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생, 一

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지정법인은 도도부현법인이 제출한 보고를 정리하여 생산국장에게 보고하

는 것으로 한다.

제 과실 등 생산소비추진대책제 과실 등 생산소비추진대책제 과실 등 생산소비추진대책제 과실 등 생산소비추진대책3333

지정법인은 과실 등 특정 전작물 등을 포함한다 의 수요에 맞은 생산추진( .) ,

소비확대 등을 꾀하기 위하여 각각의 품목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음에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1111

사업의 내용(1)

이 사업은 과실의 가공수요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가공원료용 과실유통의,

불안정성 특히 거래가격의 대폭적인 변동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에 근거한 안정적인 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동 계약에, ,

근거하여 가공원료용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해 해당과실가

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도도부현법인이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하

는 것으로 한다.

대상과실 등(2)

대상 가공원료용 과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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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과실은 다음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즙원

료용으로 공급되는 여름밀감 팔삭 이여감 복숭아 및 파인애플 및 통조림, , ,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복숭아 및 파인애플로 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이 정하는 기간 이하 대상거래기간 이라고 한다 에 판( ) ( .)① 「 」

매된 것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계약방식에 따른 가공원료용 과실거래와 관( )②

련되는 것으로 생산자로부터의 직접 또는 간접위탁에 근거하여 판매된,

것 또는 그 생산자로부터의 직접 또는 간접위탁을 바탕으로 가공하여

과실제품으로 판매된 것 이하 수탁판매과실 이라고 한다( .)「 」

업무대상연간②

이 사업의 업무대상연간은 년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2 .

사업실시자(3)

이 사업의 실시자는 도도부현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기본계획(4)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도도부현법인은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①

에 따라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지사와

조정을 거쳐 지정법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계획이 제 의 의 지정법인의 사업계획에 맞은 것으로, 4 3② ①

인정된 경우에는 이것을 승인하고 그 취지를 생산국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및 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③ ① ① ②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자금의 조성(5)

도도부현법인은 생산자보급금의 교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국장이 별도,①

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납부시켜 도도부현 등으로,

부터의 보조금을 합쳐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대책자금을 조성하는 것으,

로 한다 또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

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의 자금조성에 대해 지정법인으로부터의 보조금교부를,② ①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의 업무,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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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년간의 개시 이전에 해당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야 할 수량 및 금액을

대상가공원료용과실별로 구분하여 지정법인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에 의해 신청된 경우에는 대상가공원료용 과실구분별로 다③ ②

음에 규정하는 보조대상보증기준가격과 보조대상최저기준가격의 차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액수에 이 수량을 곱하여 얻은 액수의 분의 의10 9 2 1

액수 또는 도도부현법인이 지정법인 이외의 자로부터의 부담금 및 보조금

에 의해 조성한 금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해당 도도부현법인에게 보조

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대상보증기준가격은 지정법인이 그 가격을 평균거래가격이 밑돌( )①

경우에 생산자 보급금을 교부할 수가 있는 가격으로는 도도부현법인,

별로 과거의 가공원료용과실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생산국장과 협

의한 뒤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대상최저기준가격은 지정법인이 그 가격을 평균거래가격이 밑도는( )②

경우에 평균거래가격으로 간주하는 가격으로 생산국장과 협의한 후 결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의 에 의해 도도부현법인이 정한 보증기준가격이 의 보조대( ) (7) ( )③ ① ①

상보증기준가격을 밑도는 경우는 해당 보증기준가격을 보조대상보증기,

준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동항 에 의해 도도부현법인이 정한 최저기준가격이 의( ) ( )同項 ②

보조대상최저기준가격을 웃도는 경우에는 해당 최저기준가격을 보조대,

상최저기준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한다.

및 의 기준가격은 대상가공원료용 과실의 구분별로 의 업( ) ( ) ( ) , 一④ ① ②

무대상연간 개시 이전에 정하여 도도부현법인에게 통지하는 것( ) ,年間

으로 한다.

생산자보급금교부업무계획(6)

도도부현법인의 회원인 생산출하단체이며 이 사업에 의한 보급금의 교부①

업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생산자보급금교부업무계획 이하 업무계( 「

획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도도부현법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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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도부현법인은 에 의해 제출된 업무계획이 의 계획 및 도도부현(4)①

과협에 있어서의 제 의 의 의 협의결과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6 2 (2)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등(7)

보증기준가격 및 최저기준가격①

도도부현법인은 의 업무대상연간의 개시 이전에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 一

는 바에 따라 지사와 조정 후 대상가공원료용 과실의 구분 별로 그 가격,

을 평균거래가격이 밑돌았을 경우에 일정한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기 위

한 기준되어야 하는 가격 이하 보증기준가격 이라고 한다 및 그 가( . )「 」

격을 평균거래가격이 밑돌았을 경우에 평균거래가격으로 간주하는 가격

이하 최저 기준가격 이라고 한다 을 정하여 회원에 통지하는 것으로( .)「 」

한다.

가공원료용 과실생산자보급금교부계약②

도도부현 법인은 의 업무대상연간의 개시 이전에 의 에 따라 승인(6)一 ②

한 업무계획과 관련되는 회원과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공원료용 과실생산자보급금교부계약 이하 교부계약 이라고 한다 을( .)「 」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거래실적의 보고③

교부계약을 체결한 회원 이하 계약회원 이라고 한다 은 대상거래기간( .)「 」

의 종료 이후 신속하게 해당 기간 중에 거래된 수탁판매과실에 대해 그,

거래와 관련되는 수량 및 가격 산지 선과장인 가격으로 한다 을 도도부현( .)

법인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한다.

평균거래가격④

도도부현법인은 의 보고에 근거하여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③

라 대상거래기간과 관련되는 대상가공원료용과실의 구분별로 평균거래가,

격을 산정하여 계약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생산자보급금의 교부⑤

계약회원은 에 의해 통지된 가공원료용 과실평균거래가격이 보증기(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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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가격을 밑돌았을 경우에는 도도부현법인에 대해 보급금교부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에 의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에서 정( ) , ( ) ,② ①

하는 바에 따라 계약회원에 대해 평균거래가격과 보증기준가격의 차액,

평균취인가격이 최저 기준가격을 밑돌았을 경우는 보증기준가격과 최( ,

저기준가격의 차액 의 분의 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상거래기간과 관) 10 9

련된 수탁판매 과실의 수량 수탁판매 과실의 수량이 교부계약의 대상(

수량을 웃도는 경우는 그 교부계약의 대상수량 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생산자 보급금으로 신속하게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교부를 받은 계,

약회원은 신속하게 이것을 생산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계약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교부계약에( )③

위반했을 경우 또는 도도부현 법인의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항에 위

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회원에 대해 생산자보급금의 액수를 교부하,

지 않거나 반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실적보고(8)

도도부현법인은 의 업무대상연간 종료 이후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 생산, ,一

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 법, .

인은 도도부현법인이 제출한 보고를 정리하여 생산국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

다.

과실등 소비확대 특별대책사업과실등 소비확대 특별대책사업과실등 소비확대 특별대책사업과실등 소비확대 특별대책사업2222

사업의 종류 및 내용(1)

과실이 있는 식생활추진사업①

이 사업은 과실 등의 학교급식에의 도입촉진 및 소비개선 및 수요확대를

꾀하기 위한 과실국내수요확대대책 및 수출용 과실생산지역의 환경정비,

및 해외에 있어서의 국산과실보급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과실수출정착화대

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실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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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실시자는 지정법인 도도부현법인 생산출하단체 그 외 생산국, ,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과실 등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실시계획(3)

사업실시자는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과실 등 소비확 특①

별대책사업실시계획 이하 소비확대계획 이라고 한다 을 도도부현법인( .)「 」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시자가 도도부현법인인 경우 도도부현구역을 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도부현법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도부현의 구역에

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법인에게 지정법인이 사업실시자가 되,

는 경우에는 생산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

도도부현법인은 에 의해 제출된 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승인하려② ①

고 하는 경우에는 지사와 조정을 거친 다음 다시 지정법인과 협의하는 것,

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단서조항에 의해 제출된 계획 및 에 의해 협의된 계획③ ① ②

이 제 의 의 지정법인의 사업계획에 입각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승인하려4 3

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생산국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서 까지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④ ① ① ③

한다.

보조금의 교부(4)

보조금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실시자 지정법인을 제외하다 이하( . (4)①

및 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는 해당 소비확대계획을 제출한 도도부현법(5) )

인 또는 지정법인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

도도부현법인은 사업실시자로부터의 보조금교부 신청을 정리하여 지정법②

인에 대해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또는 에 의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에 정하는,③ ① ②

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 또는 사업실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도도부현법인은 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실시, , ,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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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대상이 되는 경비 및 보조율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④

는 것으로 한다.

실적보고(5)

사업실시자는 이 사업실적에 대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①

조금교부를 받은 도도부현법인 또는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사업실시자가 제출한 보고를 정리하여 지정법인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보고 및 스스로 실시한 사업실적을 정리하여 생산국장에② ①

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과수특별대책사업과수특별대책사업과수특별대책사업과수특별대책사업3333

사업종류 및 내용(1)

긴급우량종묘 공급추진사업①

이 사업은 대규모 원지정비의 원활한 실시 및 수요동향의 변화 등에 대응

하여 품종 품목의 신속한 전환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우량건전수목 묘목,ㆍ

의 생산 공급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수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採穗園

감귤원지전환특별대책사업②

이 사업은 후계자에 대한 원지집적을 조건으로서 온주밀감 여름밀감 팔, ,

삭 이여감 및 네이블오렌지로부터 국산과실의 단경기수요에 대응한 만감, ,

류 등으로의 전환 및 고품질 감귤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생산조건이 불리

한 감귤원지의 벌채 식림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국산과즙경쟁력강화사업③

이 사업은 국산감귤과즙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환경변화를,

받아 수입오렌지과즙과 경합하는 감귤과즙을 대상으로 과잉투자된 착즙설

비의 폐기 고품질 과즙제조설비의 도입 신제품 신기술개발촉진 등을 추, , ·

진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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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과실 등의 수급조정 소비개선 수요확대 또는 재생산의 확보를 꾀, ,④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 실시자(2)

이 사업의 실시자는 지정법인 도도부현법인 과실의 생산출하단체 과실의, , ,

생산출하단체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가 의결권 또는 출자총

액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산감귤고즙제조업자 그 외 생산국장이 적당,

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는 것으로 한다.

과수특별대책사업실시계획(3)

사업실시자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과수특별대책사업①

실시계획 이하 과수특별대책계획 이라고 한다 을 도도부현법인에게( . )「 」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시자가 도도부현법인인.

경우 도도부현구역을 넘어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도도부현법인,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법인에게 지정법인이 사업실시자가 되는 경우에는 생산국장에게 각, ,

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에 의해 제출된 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승인하려② ①

고 하는 경우에는 의 의 사업에 있어서는 지사와 협의한 뒤에 그, (1) ,②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와 조정 한 뒤 사전에 지정법인과 협의하는 것

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단서조항에 의해 제출된 계획 및 에 따라 협의된 계획③ ① ②

이 제 의 의 지정법인사업계획에 따르고 있다고 인정되되어 승인하려고4 3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생산국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서 까지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④ ① ① ③

한다.

보조금의 교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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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실시자 지정법인을 제외하다 이하( . (4)①

및 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는 해당과수특별대책계획을 제출한 도도부현(5) .)

법인 또는 지정법인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

도도부현 법인은 사업실시자로부터의 보조금교부 신청을 정리하여 지정법②

이에 대해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또는 에 의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에 정하는,③ ① ②

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 또는 사업실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도도부현법인은 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실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대상이 되는 경비 및 보조율은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④

것으로 한다.

실적보고(5)

사업 실시자는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 생산국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도도부현법인 또는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사업실시자로부터의 보고를 정리하여 지정법인에. ,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보고 및 스스로 실시한 사업실적을 정리하여 생산국장에,② ①

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파인애플산업활성화 특별대책사업파인애플산업활성화 특별대책사업파인애플산업활성화 특별대책사업파인애플산업활성화 특별대책사업4444

사업의 종류 및 내용(1)

파인애플우량종묘긴급증식공급사업①

우량종묘증식사업( )①

이 사업은 파인애플의 품질향상 및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우량종묘의 효율적인 증식 및 육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

다.

우량종묘공급추진사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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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우량종묘의 공급계획의 작성 및 그 보급추진을 위한 협의회개

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파인애플 재배관리개선촉진대책사업②

이 사업은 가공원료용 파인애플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꾀하기 위해 재

배관리방법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파인애플 유통시설긴급정비사업③

이 사업은 생식용 파인애플의 수요확대를 꾀하기 위해 선도를 유지한 상

태로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파인애플 가공시설긴급정비사업④

이 사업은 파인애플제품의 생산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가공,

시설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파인애플 소비확대대책사업⑤

이 사업은 생식용 파인애플 및 파인애플제품의 수요확대를 조기에 진행하

고 그 수급개선을 꾀하기 위해 효과적인 소비선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파인애플수급안정추진사업⑥

이 사업은 생식용파인애플의 수급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수급안정협의회개

최 등 계획적인 생산출하를 위한 산지체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파인애플의 수급개선 상에 필요한 긴급대책사업으로서 생산국장이⑦

별도로 정하는 사업.

사업실시자(2)

이 사업의 실시자는 지정법인 도도부현 법인 과실의 생산출하단체 그 외, ,

생산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는 것으로 한다.

파인애플산업활성화 특별대책사업실시계획(3)

사업실시자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파인애플산업활성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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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사업실시계획 이하 파인애플활성화사업계획 이라고 한다 을( .)「 」

도도부현 법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실시자.

가 도도부현법인일 경우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도도부현법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도부현구역에서 사업을 실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법인에게 지정법인이 사업실시자가 되는 경우,

에는 생산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

도도부현법인은 에 의해 제출된 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승인하려② ①

고 하는 경우에는 지사 와 협의를 거쳐 사전에 지정법인과 협의하는, ( )知事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단서조항에 의해 제출된 계획 및 에 의해 협의된 계획③ ① ②

이 제 의 의 지정법인의 사업계획에 입각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승인하려4 3

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생산국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에서 까지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④ ① ① ③

한다.

보조금의 교부(4)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실시자 지정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 (4)①

및 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는 해당 파인애플활성화사업계획을 제출한(5) .)

도도부현법인 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사업실시자가 제출하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정리하여 지정②

법인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또는 에 의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에 정하는,③ ① ②

바에 따라 도도부현법인 또는 사업실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도도부현법인은 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실시, , ,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대상이 되는 경비 및 보조율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는④

것으로 한다.

실적의 보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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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자는 이 사업실적에 대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①

도도부현법인 또는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은.

사업실시자로부터의 보고를 정리하여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보고 및 스스로 실시한 사업실적을 정리하여 생산국장에①

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특정 전작물 등 긴급대책사업특정 전작물 등 긴급대책사업특정 전작물 등 긴급대책사업특정 전작물 등 긴급대책사업5555

사업의 종류 및 내용(1)

수요확보대책사업①

이 사업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정 전작물 등의 수요확,

보를 꾀하기 위하여 유통 소비동향 등의 조사 지식계발 및 신규용도의· ,

개발 보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수급조정대책사업②

이 사업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잡두 땅콩 및 곤약의 과, ,

잉시에 조정보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국산전분소비확대대책사업③

이 사업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산감자로 전분소비확대,

를 꾀하기 위해 수요에 알맞은 국산전분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시하는 사,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전분그린 플라스틱실용화실증사업④

이 사업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산전분의 수요확대를 꾀,

하기 위해 전분을 원료로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농업자재를,

이용한 농업생산활동 등의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

다.

사업실시자(2)

이 사업의 실시자는 특정 전작물 등의 생산출하단체 그 외 생산국장이 적

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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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작물 등 긴급대책사업실시계획(3)

사업실시자는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특정 전작물 등 긴①

급대책사업실시계획 이하 특정 전작물 등 사업계획 이라고 한다 을( . )「 」

지정법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에 의해 제출된 계획이 제 의 의 지정법인의 사업계획에, 4 3② ①

따르고 있다고 인정되어 승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생산국장과 협,

의하는 것으로 한다.

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및 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③ ① ① ②

보조금의 교부(4)

보조금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실시자는 해당 특정 전작물 등 사업계획①

을 제출한 지정법인에 대해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

지정법인은 에 의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② ①

라 사업실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보조대상이 되는 경비 및 보조율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③

는 것으로 한다.

실적의 보고(5)

사업실시자는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저하는바에 따라,①

지정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의 보고를 정리하여 생산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①

제 지정법인의 업무제 지정법인의 업무제 지정법인의 업무제 지정법인의 업무4444

과진법 제 조의 각호의 지정법인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운영에 대해서는4 4 ,

시행통지 제 의 및 다음에 정하는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4 3 .

업무의 내용업무의 내용업무의 내용업무의 내용1111

도도부현법인에 대한 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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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법인이 제 의 의 및 및 제 의 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2) 2 5 (1) (3) 3 1

필요한 자금 이하 교부준비금 이라고 한다 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로( .)「 」

하는 경비에 대한 보조

도도부현법인이 제 의 의 및 제 의 에서 까지의 사업에 대해 그(3) , 2 5 (2) 3 2 4 ,

사업 실시자에 대해 보조하는 경우의 도도부현법인에 대한 보조

제 의 의 및 제 의 에서 까지의 사업에 대해 그 사업실시자에 대(4) 2 5 (2) 3 2 5

한 보조

제 의 에서 까지의 사업실시(5) 3 2 4

에서 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6) (1) (5)

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2222

지정법인은 제 의 의 및 및 제 의 및 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1) , 2 5 (1) (3) 3 1 2

경비를 과실생산출하안정자금 이하 안정자금 이라고 한다 으로서 제, ( .) 2「 」

의 의 및 제 의 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과수특별대책자금5 (2) 3 3

으로 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제 의 의 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2) , 2 5 (3)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부족액의 범위 내에 한,

하여 차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지정 법인은 기 조성자금에 대해 제 의 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3) , , 3 4

파인애풀대책자금으로서 제 의 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특정 전작3 5

물 등 대책자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및 의 사업자금에 대하여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4) , (1) (3)

바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계획 등의 작성사업계획 등의 작성사업계획 등의 작성사업계획 등의 작성3333

지정법인은 과진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 사업년도 개(1) 4 6 1

시 이전에 에 제시한 업무에 대해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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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

로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취한다. .

사업계획①

예산②

예산총칙( )①

수지 예산( )②

자금계획③

그 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첨부서류④

지정법인은 과진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 사업년도 경(2) 4 6 2 ,

과 이후 개월 이내에 에 규정하는 업무에 대해 준한 내용의 사업3 , 1 (1)

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

다.

업무실시방침 및 업무실시규정의 작성업무실시방침 및 업무실시규정의 작성업무실시방침 및 업무실시규정의 작성업무실시방침 및 업무실시규정의 작성4444

지정법인은 생산국장과 협의한 후 제 의 의 것 으로부터 의 사업(1) , , 2 5 (1) (3)

과 관련되는 보조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실시방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의 업무실시방침 및 과진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업무(2) (1) 4 5 1

실시규정의 작성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법인 등에 대한 업무지도 등도도부현법인 등에 대한 업무지도 등도도부현법인 등에 대한 업무지도 등도도부현법인 등에 대한 업무지도 등5555

지정법인은 도도부현법인에 대해 업무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1) ,

해 조언지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지정법인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한도에 대해 도도부현법인에 대해 업무(2) , , ,

및 자산의 상황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다.

지정법인은 의 의 업무실시에 필요한 한도에 대해 사업실시자에 대(3)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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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업무 방법서의 제정업무 방법서의 제정업무 방법서의 제정업무 방법서의 제정6666

지정법인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것,

으로 한다.

제 도도부현법인의 업무제 도도부현법인의 업무제 도도부현법인의 업무제 도도부현법인의 업무5555

도도부현법인의 설립요건 업무내용 및 운영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

다음에 정하는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법인의 설립법인의 설립법인의 설립1111

도도부현법인의 설립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업무의 내용업무의 내용업무의 내용업무의 내용2222

제 의 의 및 및 제 의 의 사업실시 및 교부준비금의 조성 및 관(1) 2 5 (1) (3) 3 1

리

제 의 의 제 의 에서 까지의 사업에 대해 그 사업실시자에 대한(2) 2 5 (2), 3 2 4

보조

제 의 에서 까지의 사업실시(3) 3 2 4

에서 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4) (1) (3)

교부준비금의 관리교부준비금의 관리교부준비금의 관리교부준비금의 관리3333

도도부현법인은 의 의 교부준비금에 대해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2 (1) ,

바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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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보고 및 조사보고 및 조사보고 및 조사4444

도도부현법인은 의 업무실시에 필요한 한도에 대해 보급금 보전금의 수급, 2 , ,

자 또는 사업실시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조사

를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업무방법서의 제정업무방법서의 제정업무방법서의 제정업무방법서의 제정5555

도도부현법인은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방법서에 정,

하는 것으로 한다.

제 전과협 및 도도부현과협제 전과협 및 도도부현과협제 전과협 및 도도부현과협제 전과협 및 도도부현과협6666

전과협 및 도도부현과협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통지 제 의 의· , 4 2 (3)

에 근거하고 다음에 정하는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전과협전과협전과협전과협1111

전과협은 다음에 규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1)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①

과실생산출하업무 또는 그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구역을 지구로②

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단계의 상계출하사업자단체③

도도부현과협④

그 외 생산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⑤

전과협은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2) .

경우 지정과실에 대해서는 제 의 의 의 적정생산출하전망 또는 제, 2 1 (1) 2

의 의 의 지침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3 (2) .

연간수급전망에 관한사항①

출하시기구분설정에 관한 사항②

개식 및 적과추진 등 계획적 생산에 관한 사항③

생식용 및 가공원료용과실의 계획적 출하에 관한 사항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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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대책사업에 있어서의 보전대상최저가격에 관한 사항⑤

과실제품의 조정보관에 관한 사항⑥

그 외 과실생산 및 출하의 안정에 관한 사항⑦

전과협은 의 사항에 대한 협의 중 그 내용이 도도부현단계인 것을 도(3) , (2)

도부현과협에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전과협은 협의종료 후 신속하게 지정과실과 관련되는 협의사항에 대해서(4)

는 생산국장에게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과실과 관련되는 협의사,

항에 대해서는 생산국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생산국장은 에 의해 협의되었을 경우 또는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5) (4) ,

그 내용을 지정법인에게는 직접 통지하고 관계지사에게는 지방농정국장,

을 통하여 홋카이도지사에 대해서는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

생산국장은 과실 등의 수급안정을 꾀함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6)

해 협의하기 위해 전과협의 개최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전과협, .

은 협의내용을 신속하게 생산국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과협도도부현과협도도부현과협도도부현과협2222

도도부현과협은 이하 제시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1) .

도도부현농업협동조합중앙회①

도도부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구로 하는 농협 및 그 연합회 전(②

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현본부를 포함한다.)

도도부현단계의 상계 출하사업자 가공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단체( ) ,商係③

그 외 도도부현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도도부현과협은 의 에 의해 전과협위탁을 받은 사항 및 다음에 규정(2) 1 (3)

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과실에 대해서.

는 제 의 의 의 적정생산출하전망 또는 제 의 의 의 지침의 취2 1 (1) 2 3 (2)

지가 살려지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출하시기구분의 설정에 관한 사항①

개식 및 적과추진 등 계획적 생산에 관한 사항②

생식용 및 가공원료용과실의 계획적 출하에 관한 사항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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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대책사업에 있어서의 보전대상최저가격④

과수산지구조개혁계획에 관한 사항⑤

그 외 과실생산 및 출하안정에 관한 사항⑥

도도부현과협은 협의 종료 이후 신속하게 지정과실과 관련되는 협의사항(3) ,

에 대해서는 지사와 조정 의 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와, , (2) ⑤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과실과 관련되는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지,

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지사는 에 의해 조정을 마쳤을 경우 또는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4) , (3)

내용을 지방농정국장 홋카이도 지사에 대해서는 생산국장 및 도도부현법( )

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지사는 지침에 따라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5) ,

우에는 도도부현과협의 개최를 지시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제 국가의 조성 등제 국가의 조성 등제 국가의 조성 등제 국가의 조성 등7777

국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에 규정하는 경비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바에1 ,

따라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전과협에 대해 협의회개최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정액(1)

지정법인이 실시하는 안정자금 및 과수특별대책자금의 조성에 필요로 하(2)

는 경비에 대한 정액

제 의 의 의 차입금과 관련되는 이자지불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정(3) 4 2 (2)

액

국가는 지정법인이 이 요강에 근거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2

대해 기금 또는 자금에 잔여가 있을 때는 국가의 보조금에 상당하는 부분,

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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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 외제 그 외제 그 외제 그 외8888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이외에 제 및 제 의 대책 및 제 및 제 의 업무의, 2 3 4 5

실시 및 제 의 협의회설치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산국장이 별도로6 ,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경과조치 등제 경과조치 등제 경과조치 등제 경과조치 등9999

사과 등 개식농가 경영유지안정자금이자보급 사업취급1

이 요강시행 이전에 실제로 개정 이전의 요령 제 의 의 의 의 에6 6 (2) ( )② ②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과 등 개식농가 경영유지안정자금이자보급사업의

경영안정자금취급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가공원료용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취급2

제 의 의 의 의 보증기준가격 및 최저 기준가격의 설정 및 제 의(1) 3 1 (7) 3①

의 의 의 평균거래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분간 소비세 및 지방1 (7) ,④

소비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을 지구로 하여 소속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3 ,

자가 사업실시자가 되는 경우의 취급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을 지구로 하는 사업실시자로 도도부현(1)

의 구역을 지구로 하는 소속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사무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실시자가 도도부현별로 사업을 위임하는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가 있다.

사업실시자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별로 사업을 위임하는 자(2)

에게 사무를 실시하게 할 때는 사전에 그 취지를 해당 도도부현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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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정법인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해당 도도부현에 도도부.

현법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법인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

다.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별로 사업을 위임하는 자에게 사무를 실(3)

시하게 할 때의 사무절차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

을 지구로 하는 자가 사업을 실시할 때의 사무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이 요강 시행 이전에 개정 이전의 제 의 의 에 근거하여 실시된 경영4 2 5 (3)

안정대책사업의 년산 및 년산 과실과 관련되는 취급에 대해서는2003 2004

종전의 예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 요강의 시행 이전에 개정 이전의 제 의 의 에 근거하여 실시된 경5 2 5 (3)

영안정대책사업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입계약자의 거출금잔고에 대해서는,

이 요강의 시행 이후 가입계약자가 신청을 통하여 새로운 가입계약을 체결,

했을 경우에는 해당가입계약에 관계되는 거출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이후의 제 의 의 에 의한 보전금의 교부로 인해 경영안정대책자6 2 5 (3) ,

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도도부현법인은 의 거출금잔고를 새로운 가입, 5

계약에 관계되는 거출금으로 간주된 가입계약자에게 해당수량계약의 거출금,

에 상당하는 액수를 한도로 새롭게 거출금을 납부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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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등 생산출하안정대책사업비보조금 교부요강과실 등 생산출하안정대책사업비보조금 교부요강과실 등 생산출하안정대책사업비보조금 교부요강과실 등 생산출하안정대책사업비보조금 교부요강

농잠 제 호50 7234

년 월 일1975 11 15

농림사무차관의명 통지( )依命

제 농림수산대신 과실 및 과실제품 이하 과실 등 이라고 한다 의 수급 안1 ( .)「 」

정 및 과수농업경영안정 및 과실 등의 수요확대 등을 꾀하기 위하여 재단

법인 중앙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 이하 중앙기금협회 라고 한다 가( .)「 」

과실 등 생산출하안정대책실시요강 년 월 일부 생산 제 호(2001 4 11 12 2774

농림수산 사무차관의명통지 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 이하 과실 등) ( 「

생산출하안정대책사업 이라고 한다 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기금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그 교부에 관해서,

는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년 법률 제(1955

호 이하 적정화법 이라고 한다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집행의179 . .),「 」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년 정령 제 호 이하 적정화법시행(1955 255 . 「

령 이라고 한다 및 농림축수산업관계보조금 등 교부규칙 년 농림.) (1956」

수산성령 제 호 이하 규칙 이라고 한다 에 정하는 것 이외에 이 요18 . .) ,「 」

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제 에 규정하는 사업 및 경비 및 보조율은 별표에 정하는 대로로 한다2 1 .

제 적정화법 제 조 적정화법시행령 제 조 및 규칙 제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3 5 , 3 2

신청서의 양식은 별기 양식 제 호로 한다, 1 .

전항의 신청서는 정부 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2 , 2 .

제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제출 시기는 매년도 농림수산대신이 따4 2 ,

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보조사업자는 규칙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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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기 양식 제 호에 따라 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 2

정부 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2 .

제 규칙 제 조 제 호 및 의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별6 3 1 ,① ②

표 의 중요한 변경란에 규정하는 변경 이외의 변경으로 한다( ) .別表

제 보조사업자는 규칙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지시를 요7 3 2

구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예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이유 또는 보,

조사업수행이 곤란해진 이유 및 보조사업수행상황을 기재한 서류 정부 2

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 적정화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보조금교부결정과 관련되는 연도8 12

의 월 일 현재에 별기양식 제 호에 의해 보조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11 30 , 3

작성하여 당해년도 월 일까지 정부 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12 20 2

는 것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성 생산국장이 별도로 정한 개산불청구서.

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槪算拂請求書

제 규칙 제 조의 실적보고서양식은 별기양식 제 호 대로로 한다9 6 , 4 .

제 규칙 제 조 제 호에 규정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은 해당 보10 3 4

조사업종료연도의 차년도부터 기산하여 년간 정비보관하여야 한다5 .

제 교부결정액의 하한은 천엔으로 한다11 , 35,000 .

제 보조사업자는 이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 등 지출명세서 별기양식 제12 ( 5

호 를 작성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등 전체금액 및) 「

그 해동안 수입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에 첨부한 다음 계산서,」

류 등과 함께 사무소에 비치하여 공개하고 농림수산성 생산국장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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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제 관계( 2, 6 )

사업 경비 보조율

중요한 변경

경비배분의 변경

사업내

용의

변경

과실 등

생산출

하안정

대책사

업 비

중앙기급협회가 다음에 규정한 사업에 요하는

경비로서 과실생산출하안정자금의 조성에 요

하는 경비

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비1

현 기금협회가 과실 온주밀감 바다나 사, ( , ,

과 의 계획생산출하의 촉진에 사용하기 위)

한 교부준비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대해 그,

분의 이내를 보조하는데 필요로하는 경2 1

비

경영안정대책사업비2

현기금협회가 과실 온주밀감 바다나 사과 의, ( , , )

가격하락이 과수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

기 위해 보전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 그, ,

분의 이내를 보조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2 1

가공원료용과실가격안정대책사업비3

현기금협회가 보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

준비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분의, 2 1

이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경비

과실 등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비4

과실이 있는 식생활추진사업비(1)

중앙기금협회 현기금협회 또는 생산출,

하단체가 과실 등의 학교급식에의 도입

촉진 및 소비개선 및 수요확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단(

중앙기급혐회가 실시하는 과실 등의 이

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 현 기금협, ( )縣

회 또는 생산출하단체가 실시하는 과실

등에 관한 요리메뉴의 개발 이용기술의,

개발 학교급식 등에의 공급체제정비 보, ,

급계몽활동의 추진 및 과실의 수출정착

화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분의2 1

이내)

정액

정액

정액

정액

경비란에 규정하는 에서1

까지의 경비의 상호간의4

조성

자 금 조

성 계 획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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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정관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정관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정관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정관

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1111

명칭명칭명칭명칭( )( )( )( )

제 조 법인은 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 이하 협회 라1 ( 「 」

고 한다 로 칭한다. ) .

사무소사무소사무소사무소( )( )( )( )

제 조 협회는 사무소를 번지 에 둔다2 1177 3 .長野 長野市大字南長野北石堂町県

구역구역구역구역( )( )( )( )

제 조 협회의 사업활동구역은 나가노현구역으로 한다3 .

목적목적목적목적( )( )( )( )

제 조 협회는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의 추진 과수농업자의 경영안정 과실4 , ,

의 수요확대 등을 꾀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과수농업자의 경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사업사업사업( )( )( )( )

제 조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5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및 협회가 지정한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1) , , ,

촉진에 관한 사업

과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을 경우에 과수경영에의 영향을 완화하여 생(2)

산자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한 사업

과실제품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3)

해 해당 과실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경우에 생산자보급금을 교부

하는 사업

과실 및 과실제품의 수요증진을 꾀하기 위한 사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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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5)

공고공고공고공고( )( )( )( )

제 조 협회의 공고는 협회의 사무소게시판에 게시하며 필요할 때에는 시나노6

마이니찌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信濃 日毎
제 장 회원 및 출자2

회원의 종류 및 자격회원의 종류 및 자격회원의 종류 및 자격회원의 종류 및 자격( )( )( )( )

제 조 협회회원은 출자회원 및 비출자회원으로 하며 출자회원을 민법상의 정7 ,

회원으로 한다.

출자회원자격을 가지는 자는 이하에 기재된 대상으로 한다2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나가노현본부(1)

재단법인 중앙과실생산출하안정기금협회 이하 중앙기금협회 라 한다(2) ( .)「 」

나가노현(3)

협회의 구역일부를 그 지구로 하는 농업협동조합(4)

협회의 구역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구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5)

사업협동조합

그 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6)

비출자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3 .　

출자출자출자출자( )( )( )( )

제 조 출자회원은 출자 구좌 이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8 1 .

출자 구좌의 금액은 엔으로 한다2 1 10,000 .　

출자는 현금으로 그 금액을 불입하는 것으로 한다3 .　

출자회원은 출자의 불입에 대한 상쇄를 통해 협회에 대항할 수 없다4 .　

가입가입가입가입( )( )( )( )

제 조 협회의 출자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인9 ,

수하려고 하는 출자구좌수를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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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자로하며 다음에 기제한 서류를 가입신청서에 첨

부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규정(1)

대표자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2)

그 외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했을 때는 그 취지를 해당 신청자에게2　

통지하여 인수출자구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불입시키는 것으로 한다.

전항의 불입을 한 자는 해당 불입과 동시에 협회의 회원이 된다3 .　

탈퇴탈퇴탈퇴탈퇴( )( )( )( )

제 조 회원은 다음의 각 호로 규정한 사유에 의해 탈퇴한다10 .

해산(1)

제명(2)

출자구좌의 양도(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회원은 개월전까지 협회에 예고하여 사업2 6　

년도말에 탈퇴할 수가 있다 다만 협회가 그 회원에 대해 탈퇴를 승인하지.

않는 취지를 통지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회는 그 회원의 탈퇴로 인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3　

아니면 전항의 단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명제명제명제명( )( )( )( )

제 조 협회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11

결을 거쳐 그 회원을 제명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그 회원에 대.

해 총회개최 일전까지 그 취지를 서면을 빌어 통지하는 한편 총회10

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정관 혹은 업무방법서를 위반하거나 또는 총회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1)

을 때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협회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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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제명의결이 있었을 때는 그 취지를 분명히 한 서면을 빌어 그 회2　

원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출자의 양도출자의 양도출자의 양도출자의 양도( )( )( )( )

제 조 출자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출자구좌수를 양도하거나 또12

는 이것을 양도 받을 수 없다.

출자회원이 아닌 자가 출자구좌를 양도 받으로고 할 때는 가입의 예에 따2　

른다.

출자구좌수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이사회에서 해당양도를 확인3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출자구좌수의 증가출자구좌수의 증가출자구좌수의 증가출자구좌수의 증가( )( )( )( )

제 조 출자회원이 출자구좌수를 늘리려고 할 때는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3 9 .

다만 동조 제 항의 첨부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1 .

탈퇴자에 대한 출자의 환불탈퇴자에 대한 출자의 환불탈퇴자에 대한 출자의 환불탈퇴자에 대한 출자의 환불( )( )( )( )

제 조 출자회원이 탈퇴했을 때는 그 자 또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는14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제명에.

따라 탈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청구가 있었을 때 협회는 그 자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마2　

지막시점에서 기본재산의 액수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이 있을 때는( 45

해당 기본재산의 액수로부터 해당차입금의 액수를 공제한 액 에 해당 사업)

년도 말에 불입이 끝난 총 출자구좌수에 대한 그 자가 이미 지불한 출자구

좌수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따라 그 사람의 출자액을 한도로 환불

하는 것으로 한다.

협회는 탈퇴한 회원이 협회에 대해 지불해야 할 채무를 가질 때는 전 항의3 2　

규정에 의하여 환불해야 할 금액으로 상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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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회비회비회비( )( )( )( )

제 조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회비를 다소간 징수 할 수 있다15 .

이미 납부한 회비는 회원이 탈퇴 하였을 때도 이것을 반환하지 않는다2 .　

신고신고신고신고( )( )( )( )

제 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16

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이 있었을 때(1)

정관 또는 이것에 대신할 규정에 변경이 있었을 때(2)

대표자이름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때(3)

제 장 임원 등3

임원의 정수 및 선임임원의 정수 및 선임임원의 정수 및 선임임원의 정수 및 선임( )( )( )( )

제 조 협회는 임원으로 이사 명 이상 명 이내 및 감사 명 이내를 둔다17 8 15 3 .

이사는 다음 각 호에 지재한 경우로 둔다2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나가노현본부 운영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직에 있(1)

는 자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나가노현본부본부장 필두부본부장 및 부본부장(2) ,

생산담당 의 직에 있는 자( )

나가노현 농정부 원예 특산 과장의 일자리에 있는 것(3)

나가노현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직에 있는 자(4)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임된 자(5)

회원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사업협동조합의 임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6)

임된 자

과수농업 혹은 과실가공업에 대해 학식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총회에서(7)

선임된 자

이사의 호선을 통해 이사장 명 부이사장 명 상임이사 명을 정한다3 1 , 2 , 1 .　

감사는 다음의 각 호에 기재한 사람을 둔다4 .　

중앙기금협회의 임원으로 있는 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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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상근임원직에 있는 자(2)

이사 및 감사는 상호간에 이것을 겸할 수가 없다5 .　

임원의 직무임원의 직무임원의 직무임원의 직무( )( )( )( )

제 조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18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2　

리하고 이사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협회의 업무를 관리한다3 .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업무를 집행한4　

다.

감사는 민법 제 조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5 59 .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 )( )( )( )

제 조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을 허용한다19 2 . .

보결 또는 증원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임2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시에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3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원의 해임임원의 해임임원의 해임임원의 해임( )( )( )( )

제 조 임원이 심신장해 그 외의 이유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20

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것을 해임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협.

회는 그 임원에 대해서 총회의 개최 일전까지 그 취지를 서면을 빌10

어 통지하는 한편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임원의 보수임원의 보수임원의 보수임원의 보수( )( )( )( )

제 조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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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직원직원직원( )( )( )( )

제 조 협회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가 있다22 .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2 .　

제 장 총회 및 이사회4

총회의 종별총회의 종별총회의 종별총회의 종별( )( )( )( )

제 조 총회는 통상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23 .

통상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개최한다2 2 .　

임시총회는 다음에 기재된 경우에 개최한다3 .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1)

총회원의 분의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표시하여 청구가(2) 3 1

있었을 때

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 )( )( )( )

제 조 이 정관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24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변경(1)

해산(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또는 변경(3)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재산목록의 승인(4) ,

그 외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5)

총회의 소집총회의 소집총회의 소집총회의 소집( )( )( )( )

제 조 총회는 민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하는 경우를 제25 59 4

외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2 23 3 2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20 .

총회소집은 적어도 그 개최일 일전까지 그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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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서면을 빌어 통지해야 한다.

총회의 의결 방법 등총회의 의결 방법 등총회의 의결 방법 등총회의 의결 방법 등( )( )( )( )

제 조 총회는 총 출자회원의 분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가26 2 1

없다.

총회에서는 전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2 3　

결할 수가 있다 다만 제 조 각 호에 규정한 사항 및 해산의 경우 잔여재. 24

산의 처분을 제외하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출자회원은 총회에 대해 각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3 1 .　

총회의 의사는 제 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출자회원의 의결권4 28　

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총회의 의장총회의 의장총회의 의장총회의 의장( )( )( )( )

제 조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 대해 출석출자회원가운데서 그때그때 선출한다27 .

특별의결특별의결특별의결특별의결( )( )( )( )

제 조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총회의결권의 분의 이상의 다수의결을 필28 3 2

요로 한다.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변경(1)

해산 및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2)

회원의 제명(3)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 )( )( )( )

제 조 출자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29

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전항의 서면은 총회일 전날까지 협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2 .　

제 항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3 1 .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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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 )( )( )( )

제 조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시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30

해야 한다.

총회일시 및 장소(1)

출자회원의 현재수 및 총회에 출석한 출자회원수(2)

의안(3)

의사경과의 개요 및 결과(4)

회의록서명인의 선출에 관한 사항(5)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출자회원 가운데서 그 총회에 대해 선출된 회의록2　

서명인 명 이상이 기명날인 하는 것으로 한다2 .

회의록은 사무소에 비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3 .　

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 )( )( )( )

제 조 이사회는 이사를 통해 구성한다31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2 .　

이사의 분의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이사회 소집청구가 있었3 3 1　

을 때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소집은 미리 그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빌어 통지4 ,　

해야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이것에 해당한다5 .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 )( )( )( )

제 조 이사회는 이 정관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 다음에 기재된 사항32

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일(1)

총회에 부의 해야 할 사항 및 총회소집에 관한 일(2) ( )附議

그 외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무 의 집행에 관한 일(3) ( )會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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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 )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대해 준용한다33 26 30 .

이사회에 있어서의 서면에 의한 표결이사회에 있어서의 서면에 의한 표결이사회에 있어서의 서면에 의한 표결이사회에 있어서의 서면에 의한 표결( )( )( )( )

제 조 이사장은 간단하고 쉬운 사항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34

면으로 찬성여부를 요구하여 이사회를 대신할 수가 있다.

제 장 업무의 집행 및 회계5

사업년도사업년도사업년도사업년도( )( )( )( )

제 조 협회사업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다음 해 월 일까지로 한다35 5 1 4 30 .

업무방법서( )

제 조 제 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실시에 대해서는 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바36 5 ,

에 따른다.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은 미리 중앙기금협회와 협의한 후 나가노현 지2 ,　

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자산의 구성자산의 구성자산의 구성자산의 구성( )( )( )( )

제 조 협회자산은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구성한다37 .

출자금(1)

회비(2)

부담금 및 거출금(3)

기부금(4)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5)

중앙기금협회로부터의 보조금(6)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7)

그 외의 수입(8)

자산의 종별자산의 종별자산의 종별자산의 종별( )( )( )( )

제 조 협회자산은 이것을 기본재산 교부준비금 특별기금 및 보통재산으로38 , ,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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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본재산기본재산기본재산( )( )( )( )

제 조 기본재산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에 대한 출자반환 및 기본재산39 14

으로 하는 것을 지정하여 기부되거나 교부된 재산으로 구성한다.

기본재산은 다른 방법으로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실시2 45　

하기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재산을 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처분해

서는 안 된다.

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3　

거치는 한편 나가노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은 협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4 45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차입금의 이자지불에 충당한다.

교부준비금교부준비금교부준비금교부준비금( )( )( )( )

제 조 교부준비금은 다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구성한다40 .

지정과실출하업자 및 회원으로부터의 부담금 및 생산자로부터의 거출금(1)

교부준비금의 조성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여 교부된 보조금(2)

교부준비금에 이입되기로 된 보통재산(3)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준비금으로 이입되기로 된 재산(4) 4

교부준비금은 다음 구분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2 .　

계획생산출하촉진자금(1)

경영안정대책자금(2)

가공원료용과실가격안정대책자금(3)

나가노현 과실브랜드강화대책자금(4)

교부준비금은 보급금 보전금 및 생산자보급금 이하 보급금 등 이라고3 , (　 「 」

한다 의 교부에 충당하는 경우 또는 업무대상연간의 종료시에 부담금 혹.)

은 거출금을 환불하는 경우 및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부준비금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취급은 업무방법서에 정하는4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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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금특별기금특별기금특별기금( )( )( )( )

제 조 특별기금은 교부준비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조성한다41 .

특별기금을 조성할 경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중앙기금협회와 협의한다2 .　

특별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의 취급은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3　

는 것으로 한다.

보통재산보통재산보통재산보통재산( )( )( )( )

제 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교부준비금 및 특별기금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42 , .

자산의 관리자산의 관리자산의 관리자산의 관리( )( )( )( )

제 조 협회의 자산은 이사장이 이것을 관리하고 그 방법은 다음 항의 규정에43

규정에 따르는 것 이 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자산은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2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금융기관에의 예금(1)

국채 지방채 그 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유가증권의 취득(2) ,

관리비등의 지변방법( )

제 조 협회의 관리비 및 사무비는 보통재산을 가지고 지변한다44 .

차입금차입금차입금차입금( )( )( )( )

제 조 협회는 그 보유하는 교부 준비금의 금액을 사용하여 더 지불해야 할45

보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기본재산을 한도로 차입할 수가 있다.

전항의 차입상환은 중앙기금협회 이외 회원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2　

하고 협회는 조기에 상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안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안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안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안( )( )( )( )

제 조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안을 작성하여 총회46

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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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예산잠정예산잠정예산잠정예산( )( )( )( )

제 조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47

않을 때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시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지출할 수가 있다.

전항의 수입지출은 새롭게 성립된 예산의 수입지출로 간주한다2 .　

사업보고 등의 감사사업보고 등의 감사사업보고 등의 감사사업보고 등의 감사( )( )( )( )

제 조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이후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48

통상 총회 개최 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그 감사를 받지 않으20

면 안 된다.

사업보고서(1)

수지계산서 실질재산 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2) , ,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수리했을 때는 이것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2　

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장은 제 항의 서류 및 전항의 보고서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3 1　

이것을 사무소에 비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나가노현지사 등에 대한 보고나가노현지사 등에 대한 보고나가노현지사 등에 대한 보고나가노현지사 등에 대한 보고( )( )( )( )

제 조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이후 다음에 기재한 서류를 나가노현지사49

및 중앙기금협회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계산서 실질재산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1) , , ,

목록

금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2)

전 호의 서류가 승인 또는 결정된 총회의 회의록 사본(3) 2

제 장 잡칙6

정관의 변경정관의 변경정관의 변경정관의 변경( )( )( )( )

제 조 정관의 변경은 중앙기금협회와 협의한 후 나가노현지사의 인가를 받지50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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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해산협회의 해산협회의 해산협회의 해산( )( )( )( )

제 조 협회의 해산은 나가노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51 .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

제 조 협회가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기금협회로부터의 출자금 및 보조금52

은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쇼와 년 법, ( 30

률 제 호 제 조에 근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179 ) 18 .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기본재산에 관해서는 회원에 대2　

해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환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의결14 ,

을 거쳐 나가노현지사의 허가를 얻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단체,

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세칙세칙세칙세칙( )( )( )( )

제 조 이 정관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5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세칙을 제정하거나 또는 변경했을 때는 나가노현지사 및 중앙기2　

금협회이사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나가노현지사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1 .　

중앙기금협회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출자금을 사업년도에 걸2 8 3 2　

쳐 분할하여 불입할 수가 있다.

협회 설립당초의 임원은 제 조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지 임원명부대3 17 2　

로로 하고 그 임기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년 월 일19 1 , 1973 4 30

까지로 한다.

협회설립초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호4 24 3 32 2　

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립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당초의 사업년도는 제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립허가가 난 날로부터5 34　

년 월 일까지로 한다1973 4 30 .

설립설정연월일 년 월 일1972 10 27

최종 변경연월일 년 월 일200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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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나가노현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

년 월 일1974 4 1

제 호226告示

원예특산진흥 사업보조금 교부요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원예특산진흥 사업보조금 교부 요강

취지( )

제 이 요강은 원예작물 공예작물 농산가공 수산업 및 잠사업의 진흥 및 지1 , , ,

방도매시장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등이, ,

실시하는 원예특산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구하는 것에 관해 보조금 등 교부규칙 년 나가노현 규칙 제 호 이하(1969 9 .

규칙 이라 함 에 규정한 것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사업 종류 경비 및 보조율( , )

제 제 에 규정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종류 및 경비 및 이것에 대2 1

한 보조율은 별표대로 한다.

교부조건 등( )

제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한다3 .

보조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신속하게 지사에게(1)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는 것

사업실시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1)

사업구분 종목 을 설정하고 또는 페지하고자 할 경우2) ( )

시설의 시행이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3)

사업구분 종목 별 사업량 또는 사업비의 를 넘어 변경을 하고자 할4) ( ) 20%

경우

시설 등의 구조 능력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5) ,

보조사업을 중시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보조사업이 예정 기간 내에(2) , ,

완료되지 않을 때 수행이 곤란해 졌을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 는 조속(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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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사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것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 또는 효용이 증가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관리 규(3) ,

정 등을 규정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갖고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는 것

농업자단체가 공사 청부 및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에 의한 것(4)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 또는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처분한 것에 의해 수입(5) ,

이 있었을 때는 해당 수입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계되는 보조율을 얹어 얻

은 금액을 현에 납부시키는 것이 있는 것

이 사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는 보조사업이 종료한 년도의 다(6)

음년에서 년간 정리보존하는 것5

시정초이 간접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7)

각호에 열거된 조건을 갖추는 것前

지사는 항에 열거된 것 이외 보조금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2. ,前

경우라고 인정할 때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

제4

규칙 제 조에 규정한 신청서는 원예특산진흥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1. 3

한 것으로 한다.

규칙 제 조에 규정한 관계서류는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로 한다2. 3 .

항의 서류 제출기간은 별도로 규정한다3. 2 .前

변경승인 신청서( )

제 제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해 승인신청은 다음의 각호에 열5 3 1 1 2

거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규정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 제 항 제 호의 경우 원예특산 진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1) 3 1 1

제 제 항 제 호의 경우 원예특산진흥사업 중지 폐지 완료기간 연장 승(2) 3 1 2 ( , )

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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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취하서( )

제 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취하는 원예특산진흥 사업보조금 교6 7 1

부신청 취하서를 해당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15

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상황 보고( )

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의해 지사에7

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적보고서( )

제 규칙8

제 조 제 항에 규정한 실적보고서는 원예특산진흥사업 실적보고서에 의한1. 12 1

것으로 한다.

규칙 제 조 제 항에 규정한 관계서류는 수지정산서 및 실적서에의한 것으2. 12 1

로 한다.

항의 서류 제출기간은 보조사업 완료한 날 또는 폐지 승인을 받은 날로3. 2前

부터 계산하여 일을 경과한 날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있었던 날에30

속하는 연도의 월 일의 둘 중 빠른 날로 한다3 31 .

항의 규정은 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가 되어 보고하4. 3 14 2前

는 경우에 준용한다.

보조금 교부의 신청( )

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을 포함 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원예9 ( )槪算拂

특산 진흥사업 보조금교부 청구서를 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槪算拂

한다.

재산처분의 제한 등( )

제10

규칙 제 조 제 항에 규정하는 승인신청은 원예특산 진흥사업 보조금 재산1.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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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승인신청서에 의한 것으로 한다.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하는 지사가 지정한 것은 취득가격의 단가2. 19 1 2

가 만엔 이상의 것 및 만엔 미만으로 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것으로 한50 50

다.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하는 기간은 농림축수산업관계 보조금 교3. 19 2 2

부규칙 년 농림수산성령 제 호 에 규정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1954 18 ) .

신청서 등의 양식( )

제 이 요강에 규정하는 신청서 등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11 .

별표 제 관계( 2 )

사업의 종류
경비 보조율 또는 보조액

종별 사업명

원예진

흥종합

대책

원예 왕국 만

들기 추진 사

업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1 ,

중점산지를 대상으로하여 원예왕국 만들기 추진사업실시계획에 기

초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우량품종 조기 산지화형 사업(1)

고도성력재배 도입형 사업(2)

생산출하체제 강화형 사업(3)

역내 유통지원형 사업(4)

시정촌이 에 열거된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사가2 1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하 농협 등 이라 함 에 대해 보조( )「 」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보조에 필요한 경비

분의 이내3 1

분의 이내 그러나10 10 .

에 열거된 사업에 필요1

한 경비의 분의 을3 1

한도로 한다

과수진

흥 대

책

맛있는 과일

추진사업

나가노현 맛있는 과일 추진본부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되는 사업

에 필요한 경비

고품질 과실생산 대책사업(1)

소비정착화 대책사업(2)

지사가 정한 금액

과수경영안정

대책사업

사단법인 나가노현 과실생산 출하안정기금협회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과수계획생산출하 촉진자금 조성사업(1)

과수경영안정대책 자금조성사업(2)

지사가 정한 금액

화 훼

진 흥

대책

아름다운 신슈

의 꽃 추진사

업

아름다운 신슈의 꽃 추진협의회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생산 강화 대책사업(1)

유통합리화 대책사업(2)

소비확대 대책사업(3)

지사가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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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화훼 생산

출하안정자금

조성사업

재단법인 나가노현 채소생산안정기금협회 이하 기금협회 라고( 「 」

함 이 실시하는 화훼생산안정자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채 소

진 흥

대책

채소생산출하

안정자금 조성

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다음에 열거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정채소가격안정자금조성원활화 사업(1)

계약지정채소 안정공급자금 조성 원활화 사업(2)

지사가 정한 금액

채소생산안정

자금 조성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채소생산안정자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특정채소가격

안정자금조성

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특정채소가격안정 자금조성 사업에 필요한 경

비
지사가 정한 금액

중요채소출하

조절 자금조성

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중요채소출하조절 자금조성사업에 필요한 경

비
지사가 정한 금액

특산진

흥 대

책

버섯생산안정

자금 조성사업
기금협회가 실시하는 버섯생산안정 자금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사가 정한 금액

버섯경영안정

촉진사업

나가노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버섯경영지도사업에 필요

한 경비
분의 이내2 1

가정용 버섯요

리와 기능성

사업PR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장 나가노현본부가 실시하는 가정용버섯요

리와 기능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PR
분의 이내2 1

버섯오리지널

상품개발지원

사업

시정촌 또는 농협 등이 버섯오리지널 상품개발지원사업실시계획1

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정촌이 에 열거한 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등에 대해 보조하는2 1

경우에 있어서 해당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분의 이내2 1

분의 이내 그러나10 10 .

에 열거한 사업에 필요1

한 경비의 분의 을2 1

한도로 한다.

버섯마을만들

기 모델 사업

시정촌 또는 농협 등이 버섯마을만들기 모델사업실시계획에 기초1

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정촌이 에 열거한 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등에 대해 보조하는2 1

경우에 있어서 해당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분의 이내2 1

분의 이내 그러나10 10 .

에 열거한 사업에 필요1

한 경비의 분의 을2 1

한도로 한다.

고추냉이 안전

공급대책 확립

사업

시정촌 또는 농협 등이 고추냉이 안전공급대책확립사업 실시계획1

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정촌이 에 열거한 사업을 실시하는 농협 등에 대해 보조하는2 1

경우에 있어서 해당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비

분의 이내2 1

분의 이내 그러나10 10 .

에 열거한 사업에 필요1

한 경비의 분의 을2 1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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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현 쿠로키정 청과물 생산안정사업후쿠오카현 쿠로키정 청과물 생산안정사업후쿠오카현 쿠로키정 청과물 생산안정사업후쿠오카현 쿠로키정 청과물 생산안정사업

보조금 교부규정보조금 교부규정보조금 교부규정보조금 교부규정

년 월 일1977 3 25

규정 제 호4

취지( )

제 조 은 청과물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증대시켜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1 ,町長

재단법인 후쿠오카현 청과물 생산안정 자금협회 이하 협회 라고 함 의 청( )「 」

과물생산안정자금 이하 자금 이라 함 의 조성에 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 」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보조금의 대상 및 보조율( )

제 조 보조금의 교부의 대상이 되는 경비 및 보조율은 협회가 청과물 생산안2

정자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는 경비의 분의 이내로 한다 그러나 협회가10 1 .

청과물 생산안정자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기간의 자금을 충당하는 경前

우에는 조성액에 차지하는 정이 이미 교부한 보조금 교부한 보조금 의( )町費

액의 비율이 분의 미만에 있을 경우는 조성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10 1 10 1

액과 교부한 정비 보조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

제 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협회는 청과물생산 안정자금 조성비 보조3

금교부신청서를 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町長

보조금의 교부결정( )

제 조 은 전조에 규정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신4 町長

청서의 심사 등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해야한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사업

주체에 대해 보조금교부의 결정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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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의 승인( )

제 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협회가 사업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는 쿠5

로키정 생산안정자금조성 보조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에게 제출하고 그町長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실적보고( )

제 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협회는 당해보조금이 교부된 연도의 다음연도의6

월 일까지 청과물생산안정 자금조성사업 실적보고서를 에게 제출하지4 30 町長

않으면 안된다.

의 청구( )槪算拂

제 조 협회는 의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는 쿠로키정 청과물생산안정사7 槪算拂

업자금 조성비보조금 청구서를 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槪算拂 町長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년도분 및 년도분의 보조금에1. 1976 1977

적용한다.

쿠로키정 청과물생산안정 사업보조금 교부요강 년 요강 제 호 은 폐2. (1971 1 )

지한다.

부칙 년 월 일 규정 제 호(1980 3 24 5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년도분의 보조금에서 적용한다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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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 호 제 조 관계1 ( 3 )

연도

청과물생산안정 자금조성비 보조금교부 신청서청과물생산안정 자금조성비 보조금교부 신청서청과물생산안정 자금조성비 보조금교부 신청서청과물생산안정 자금조성비 보조금교부 신청서

후쿠오카 제 호

년 월 일

殿

재단법인 후쿠오카현 청과물생산안정 자금협회

이사장

연도에 있어서 대로 청과물생산안정자금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싶기 때下記

문에 쿠로키정 청과물생산안정 사업보조금 교부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

에 의해 보조금 엔을 교부받고 싶다고 신청합니다.下記

記

사업의 목적1.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채소류의 계획적 생산과 조정출하를 강화하고 생산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한 종류의 시장가격이 일정의 가격을 하회,

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행하여 집단산지의 육성과,

공동판매체제의 확립을 촉진하여 채소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2.

보진 예약 수량 및 자금조성 계획(1)

단위 엔

구분

농협명

대상채

소
별期 구분

예약수

량

t

자금조성계획액 단년도 조성계획액 좌의( 1/2)

현
시정

촌

농협

연

대상

자
계 현

시정

촌

농협

연

대상

자
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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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자금조성 내역(2)

단위 엔

수지예산서3.

수입 부문(1)

지출 부문(2)

사업완료 예정 연월일4.

년 월 일3 31

항목

농협

명

대상

채소
별期 구분

시정촌 보조금 농협연 조성금
대상자

부담금
합계

전회

보조

액

자금남은것에

서 편입액
계

전회

조성

금

자금남은것에서

편입액
계 부담액

전회

조성액

자금남은것에

서 편입액
계

합계

구분 본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비고
증 감

시정촌 보조금 엔 엔 엔 엔
현연 조성금
대상자 부담금
합계

구분
본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비고

증 감

청과물 생

산

안정자금조

성

엔 엔 엔 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09

양식 제 호 제 조 관계2 ( 5 )

연도 쿠로키정 생산안정자금연도 쿠로키정 생산안정자금연도 쿠로키정 생산안정자금연도 쿠로키정 생산안정자금

조성보조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조성보조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조성보조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조성보조 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번 호

년 월 일

쿠로키町長 殿

印

년 월 일 쿠로경 제 호에 의해 보조금교부결정 통지가 있었던 청

과물생산 안정자금 조성비보조사업의 실시에 관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싶기

때문에 용인되도록 쿠로키정 청과물생산안정 사업보조금 교부규정 제 조 규정5

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양식 제 호 제 조 관계3 ( 6 )

연도

청과물 생산안정자금 조성사업 실적보고서

후쿠오카 제 호

년 월 일

殿

사단법인 후쿠오카현 청과물생산안정 자금협회

이사장

년 월 일 쿠로경 제 호의 교부결정통지에 기초 대로 청과물생下記

산안정 자금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싶기 때문에 쿠로키정 청과물생산안정 사업

보조금교부 규정 제 조 규정에 의해 보고한다6 .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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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1.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채소류의 계획적 생산과 조정출하를 강화하고 생산

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한 종류의 시장가격이 일정의 가격을 하,

회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행하여 집단산지의 육성,

과 공동판매체제의 확립을 촉진하여 채소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

다.

사업실적 별지2.

수지정산서3.

수입 부문(1)

지출 부문(2)

사업완료 예정 연월일4.

년 월 일3 31

구분
본연도

결산액

본년도

예산액

비교

증 감

시정촌 보조금 엔 엔 엔 엔
현연 조성금
대상자 부담금
합계

구분
본연도

결산액

본년도

예산액

비교

증 감

청과물 생산 안정자금

조성
엔 엔 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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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 호 제 조 관계4 ( 7 )

연도 쿠로키 청과물 생산안정사업연도 쿠로키 청과물 생산안정사업연도 쿠로키 청과물 생산안정사업연도 쿠로키 청과물 생산안정사업

자금조성비 보조금 청구서자금조성비 보조금 청구서자금조성비 보조금 청구서자금조성비 보조금 청구서槪算拂槪算拂槪算拂槪算拂

번 호

년 월 일

쿠로키町長 殿

印

년 월 일 쿠로경 제 호에 의해 보조금교부결정 통지가 있었던 이 사

업에 관해 년 월 일현재에 있어서 대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함과, 下記

함께 금 엔을 에 의해 교부되도록 청구합니다.槪算拂

記

사업명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교부 결정액

보조금의 槪算拂

청구액

사업완료

예정연월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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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부 농업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경도부 농업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경도부 농업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경도부 농업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년 월 일1960 11 11

경도부 고지 제 호928

농업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농업진흥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목적( )

제 조 이 요강은 농업진흥에 관한 사업에 필요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1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교부에 관해서는 보조금 등의 교부

에 관한 규칙 년 경도부 규칙 제 호 이하 규칙 이라 함 및 이 요(1960 23 . )「 」

강의 규정에 의한다.

경비 및 보조금( )

제 조 전조에 규정하는 경비 및 보조액 또는 보조율은 다음과 같다2 .

구분 보조사업자 경비 보조액 또는 보조율

5

채소가격안정대책사업에

요하는 경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사단법인 경도의 토산품

가격유통안정협회

채소생산출하안정자금1.

의 조성에 요하는 경비

사단법인 경도의 토산품가

격유통안정협회

특정채소 등 공급산지2.

육성가격차 보급사업자금

의 조성에 요하는 경비

사단법인 경도의 토산품가

격유통안정협회

채소 등 경영안정대책3.

사업자금 조성에 요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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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생산출하안정법채소생산출하안정법채소생산출하안정법채소생산출하안정법

년 월 일 법률 제 호(1966 7 1 103 )

최종개정 년 월 일 법률 제 호2002 12 4 126：

제 장 총칙 제 조 제 조1 ( 1 · 2 )

제 장 수요 및 공급전망 제 조2 ( 3 )

제 장 채소지정산지의 지정 및 생산출하근대화계획 제 조 제 조3 ( 4 - 9 )

제 장 지정채소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등 제 조 제 조4 ( 10 - 14 )

제 장 잡칙 제 조 제 조5 ( 15 - 17 )

제 장 벌칙 제 조6 ( 18 )

부칙

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제 장 총칙1111 　　　

목적목적목적목적( )( )( )( )

제 조 이 법률은 주요채소에 대해 일정생산지역에서 그 생산 및 출하의 근대1

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정함과 더불어 그 가격의 현저

한 하락이 있었을 경우에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미리체결한 계약에 근,

거한 그 확보를 요하는 경우의 교부금교부 등의 조치를 정함으로서 주

요채소에 대한 당해산지지역의 생산 및 출하의 안정을 꾀하여 채소농업

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정의정의정의( )( )( )( )

제 조 이 법률에서 지정채소 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많아질 것으2 「 」

로 예상되는 채소로 그 종류 토앙의 출하시기 등에 따라 정령으로 정, ,

하는 종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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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수요 및 공급전망제 장 수요 및 공급전망제 장 수요 및 공급전망제 장 수요 및 공급전망2222

제 조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채소의 수요 및 공급전3

망을 작성하여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수요 및 공급전망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2

관계도도부현지사에 대해 자료의 제출과 그 외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

다.

농림수산대신은 제 항의 수요 및 공급전망을 작성하려고 할 때는 학식경험3 1

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장 채소지정산지의 지정 및 생산출하근대화계획제 장 채소지정산지의 지정 및 생산출하근대화계획제 장 채소지정산지의 지정 및 생산출하근대화계획제 장 채소지정산지의 지정 및 생산출하근대화계획3333

채소지정산지의 지정채소지정산지의 지정채소지정산지의 지정채소지정산지의 지정( )( )( )( )

제 조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채소의 종류별로 그 구역에서 당해지정채소의 출하4

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생산지역으로 그 출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당

해지정채소의 집단산지로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을 채

소지정산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그 구역이 합리적인 당해지정채소의 집단산지의2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의 모두를 갖추는 경우에 실시한

다.

그 구역 내의 당해지정채소의 작부면적이 농림수산성에서 정하는 면적에一

달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그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당해지정채소에 대한 공동출하조직 그 외 그 출二

하에 관한 조건이 농림수산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채소의 종별별로 채소지정산지에서의 당해지정채소의3

총 출하수량의 예정수량이 전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수요 및 공급1

전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1 .

농림수산대신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당해구역을 관4 1

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15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고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5 1 .

지정의 신청지정의 신청지정의 신청지정의 신청( )( )( )( )

제 조 도도부현지사는 그 관할에 속하는 전조 제 항의 일정생산지역에서 그5 1

구역이 동조 제 항 각호에 규정한 요건 모두를 갖춘 것에 대해 동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신청1

할 수 있다.

구역의 변경구역의 변경구역의 변경구역의 변경( )( )( )( )

제 조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채소의 생산사정 출하사정 그 외의 경제사정에 변6 ,

동이 생기거나 또는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할 때는 지정산

지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은 그 변경후의 구역이 제 조제 항 각호에 규정한2 4 2

요건의 모두를 갖춘 구역인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및 전조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에 대해3. 4 4 5 1

준용한다.

지정의 해제지정의 해제지정의 해제지정의 해제( )( )( )( )

제 조 농림수산대신은 채소지정산지의 구역이 제 조 제 항 각호에 규정한 요7 4 2

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채소지정산

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조제 항 및 제 항 및 제 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해소2 4 4 5 5

에 대해 준용한다.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 )( )( )( )

제 조 채소지정산지의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는 채소지정산지별로 정8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정채소의 생산 및 출하의 근대화를 꾀

하기 위한 계획 이하 생산출하근대화계획 이라고 한다 을 수립하여( )「 」

이것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함과 더불어 그 개요를 공표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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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생산출하근대화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항목을 정하는 것으로 한2

다.

작부면적 생산수량 및 출하수량에 관한 사항,一

토양개량 작부지의 집단화 농작업의 기계화 그 외 생산의 근대화에 관한, ,二

사항

집하 선별 보관 또는 수송의 공동화 규격의 통일 그 외 출하의 근대화에, , ,三

관한 사항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내용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수요 및3 3 1

공급전망에 비추어 적당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당해 채소지정산지구역의 자

연적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도도부현지사는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을 작성하려고 할 때는 관계 시정촌 및4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변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변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변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변경( )( )( )( )

제 조 도도부현지사는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을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변경9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함과 더불어 그 개요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조 제 항의 규정은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2 4 .

제 장 지정채소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등제 장 지정채소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등제 장 지정채소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등제 장 지정채소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의 교부 등4444

생산자보급교부금 등의 교부생산자보급교부금 등의 교부생산자보급교부금 등의 교부생산자보급교부금 등의 교부( )( )( )( )

제 조10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이하 기구 라고 한다 는 지정채소의 가1 ( )「 」

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그 하락이 대상채소 채소지정산지의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당해지정채소를 말한다 이하 동일 의 출하에 관하여 기구. )

가 실시하는 등록을 받은 출하단체 이하 등록출하단체 라고 한다 와의( )「 」

사이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위탁관계에 있는 대상채소의 생산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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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에 있어서 위탁생산자 라고 한다 및 기구가 실시하는 등록을 받은)「 」

대상채소의 생산자 이하 등록생산자 라고 한다 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 」

완화하기 위해 그 등록출하단체에 대해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

다.

전항의 생산자보급금의 금액은 대상산지의 생산조건 및 수급사정 그 외의2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채소의 생산 및 출하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취지

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출하단체 및 생산자의 등록출하단체 및 생산자의 등록출하단체 및 생산자의 등록출하단체 및 생산자의 등록( )( )( )( )

제 조 전조 제 항의 등록을 받는 자격을 가진 출하단체는 대상채소를 출하하11 1

는 다음에 규정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로 적어도 하나의 채소지정산,

지의 구역전부를 그 지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 호에서 제 호까지에 규정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에 있어서는3 5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一

농업협동조합연합회二

사업협동조합三

사업협동조합연합회四

앞의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외에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五

주요 구성원이 되고 있는 법인 그 외의 단체

전조 제 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생산자는 대상채소를 출하2 1

하는 자로 당해 대상채소의 작부면적이 농림수산성력에서 정한 면적에 달하

고 있는 것으로 한다.

기구는 전조 제 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출하단체 또는 생산3 1

자에게서 동항의 등록신청이 있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등록을 거부

해서는 안 된다.

교부금의 교부교부금의 교부교부금의 교부교부금의 교부( )( )( )( )

제 조 기구는 등록출하단체 또는 등록생산자가 지정채소를 원재료 또는 재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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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제조 또는 가공의 사업 또는 지정채소의 판매사업을 실시

하는 자와의 사이에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체결한

계약 대상채소의 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날씨 그 외 불가항력의 이유로(

공급해야 할 대상채소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과 동일한 종별에

속하는 지정채소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 에.)

근거하여 당해 동일한 종별에 속하는 지정채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출하단체 또는 등록생산자에 대해 그 확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업무의 조건업무의 조건업무의 조건업무의 조건( )( )( )( )

제 조 기구는 제 조 및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13 10

정채소의 종별 또는 출하되는 지역을 한정하여 그 업무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법인에 대한 보조법인에 대한 보조법인에 대한 보조법인에 대한 보조( )( )( )( )

제 조 기구는 민법 명치 년 법률 제 호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14 ( 29 89 ) 34

법인이 실시하는 대상채소이외의 채소 지정채소 이외의 채소에 있어서(

는 지정채소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

다 의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기 위한 업무로 제 조 또는 제 조의.) 10 1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에 준하는 것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

건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에 대해 그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

제 장 잡칙제 장 잡칙제 장 잡칙제 장 잡칙5555

권고권고권고권고( )( )( )( )

제 조 농림수산대신 또는 채소지정산지의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는15

대상채소의 출하안정을 꾀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당해 대상채소를 출

하하는 자에 대해 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출하에 관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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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 징구보고의 징구보고의 징구보고의 징구( )( )( )( )

제 조 농림수산대신을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지정채소의 생16

산 또는 출하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단체로부터 이

들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 )( )( )( )

제 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17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장 벌칙6

제 장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보고를 한 자18 16

는 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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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채소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채소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채소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년 월 일 농림성령 제 호1966 7 1 36

년 월 일 호외 농림수산성령 제 호 제 차개정2005 4 1 55 < 22 >

채소생산출하 안정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1966 103 ) 4 2 , 8 4 ( 9

조 제 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2 ), 15 1 1 , 19

년 월 법률 호에 따라 삭제 제 조 년 월 법률 호에 따1976 6 67 , 29 1976 6 67〔 〕 〔

라 삭제 단서조항 및 제 조 년 월법률 호에 따라 삭제 의 규정에52 1976 6 67〕 〔 〕

근거하여 채소생산출하안정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채소지정산지의 지정기준채소지정산지의 지정기준채소지정산지의 지정기준채소지정산지의 지정기준( )( )( )( )

제 조 채소생산출하안정법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 조제 항 제 호의 농림1 ( ) 4 2 1「 」

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면적은 다음표의 상란 에 규정한 법 제 조의( ) 2上欄

지정채소 이하 지정채소 라고 한다 의 종류별로 각각 동표 의( ) ( )同表「 」

하란 에 규정하는 대로 한다( ) .下欄

그 구역이 이미 당해지정채소의 종별이외의 지정채소의 종별 이하 기타2. ( 「

종별 이라고 한다 에 관련된 채소지정산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구) ,」

지정채소의 종류 면 적

양배추 토란 무우, , ,

양파 당근 파 배, , ,

추 감자 시금치 및, ,

양상추

25ha

오이 토마토 가지, ,

및 피망

채소생산출하안정법시행령 년 정령 호 제 조의 여(1966 224 ) 1

름가을오이여름가을토마토 여름가을가지 및 여름가을피망, ,

이하 여름가을 오이 등 이라고 한다 에 있어서는（ 「 」 ）

동조 의 겨울봄오이 겨울봄토마토 겨울봄가지15ha, ( ) , ,同條

및 겨울봄피망 이하 겨울봄오이 등 이라고 한다 에 있어( )「 」

서는 1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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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동시에 기타 종별에 관련된 채소지정산지로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 경

우의 전항의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로 되어 있는 것은( ) 25ha同項 「 」

로 로 되어 있는 것은 로 로 되어20ha , 15ha 12ha , 10ha「 」 「 」 「 」 「 」

있는 것은 로 한다8ha .「 」

제 조 법 제 조제 항 제 호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2 4 2 2 .

그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당해지정채소 이하 구역내 지정채소 라 한다( )一 「 」

로 그 출하가 공동출하조직 또는 법 제 조 제 항의 등록을 받을 자격을10 1

가지게 된 생산자 이하 대규모생산자 라고 한다 로부터 출하되는 것의( )「 」

수량합계의 구역내지정채소의 출하량에 대한 비율이 분의 를 넘고 있는3 2

지 또는 이것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일 것, .

구역내지정채소의 출하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계량적으로 실시되고 있二

거나 또는 실시가 확실하게 예상될 것, .

구역내지정채소로 그 출하가 공동출하조직 또는 대규모 생산자로부터 실시2

되는 것의 수량합계가 대략 천톤 시금치의 경우는 백톤 토란의 경우는2 ( 8 , 4

백톤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전항 제 호의 규정적용에 대해서는 동호) 1 ( )同号
중 분의 또는 분의 로 한다3 2 2 1 .「 」 「 」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할 농업단체 등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할 농업단체 등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할 농업단체 등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할 농업단체 등( )( )( )( )

제 조 법 제 조 제 항 법 제 조 제 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의 농3 8 4 ( 9 2 )

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은 다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당해 채소지정산지의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로一

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도도부현구역을 넘지 않는 구역(

을 그 지구로 하는 것에 한한다 이면서 당해지정산지의 출하 또는 생산 혹)

은 출하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는 주체.

당해채소지정산지의 구역을 그 지구의 일부로 하는 도도부현농업협동조합二

중앙회

제 호에 규정한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구성원으로 되어1三

있는 단체로 당해 지정채소의 출하 또는 생산 혹은 출하에 관한 지도를 실

시하는 주체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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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중 당해 도도부현지사가 그 의견청취가 적당하다고 인정된 주체)

당해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내용으로서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四

고 할 때는 당해 토지개량사업과 상호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토지개량사업

을 실시하는 토지개량구 토지개량구연합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 ,

합회

대상채소의 출하에 관한 위탁관계대상채소의 출하에 관한 위탁관계대상채소의 출하에 관한 위탁관계대상채소의 출하에 관한 위탁관계( )( )( )( )

제 조 법 제 조 제 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위탁관계는 동항의 등록4 10 1

출하단체 이하 등록출하단체 라고 한다 에 대해 실시된 동항의 대상( )「 」

채소 이하 대상채소 라고 한다 의 출하위탁 등록출하단체에 대해 대( ) (「 」

상채소의 출하를 위탁한 자에 대해 실시된 당해대상채소의 출하위탁 및

당해대상채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출하위탁을 포함한다 에 따)

르는 것으로 한다.

등록출하단체의 등록자격등록출하단체의 등록자격등록출하단체의 등록자격등록출하단체의 등록자격( )( )( )( )

제 조 법 제 조 제 항의 단서조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법인 그 외의5 11 1

단체는 다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규정한 법인에 있어서는 독립행정법11 1 3 4一

인 농축산업진흥기구 이하 기구 라고 한다 가 실시하는 등록 전 년 동( ) 3「 」

안 각 년도에 있어서 당해대상채소 채소지정산지의 지정 전에 그 채소지정(

산지의 구역과 동일구역 내에서 생산된 채소로 당해채소의 종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는 동일 를 그 생산자의 위탁 대상채소. ) (

의 출하에 있어서 그 생산자의 위탁을 받은 자의 위탁 및 당해대상채소의

출하에 대해 순차 실시된 위탁을 포함한다 을 받아 출하한 것.)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한 법인 그 외의 단체에 있어서는 당해대상11 1 5二

채소의 출하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에 규정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규약을 가진 것

법 제 조 제 항의 위탁생산자에 대한 생산자보급금의 교부방법이 형평을10 1①

잃지 않을 것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23

대표자의 선입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을 것②

대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포괄적인 것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③

당해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가를 부당하게차별하고 있지 않④

을 것

등록생산자의 등록에 필요한 작부면적등록생산자의 등록에 필요한 작부면적등록생산자의 등록에 필요한 작부면적등록생산자의 등록에 필요한 작부면적( )( )( )( )

제 조 법 제 조 제 항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면적은 다음 표의 상란6 11 2

에 규정하는 지정채소의 종별별로 각각 동표 의 하란( ) ( ) ( )上欄 同表 下欄

에 규정한대로이다.

대상채소의 공급에 관계된 계약대상채소의 공급에 관계된 계약대상채소의 공급에 관계된 계약대상채소의 공급에 관계된 계약( )( )( )( )

제 조 법 제 조의 계약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당해계약서에는 다음에 규정하7 12

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당해계약의 대상이 되는 지정채소의 종별一

전호 의 종별에 속하는 지정채소의 공급기간( )二 前号
전호 의 기간 내에 등록출하단체 또는 법 제 조 제 항의 등록생산자( ) 1 1三 前号
가 지정채소를 원료 혹은 재료로서 사용하는 제조 혹은 가공사업자 또는

지정채소의 판매사업을 실시하는 자 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대상채소의 수

량

전호 의 대상채소가격에 관한 사항( )四 前

제 호의 대상채소의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과 동일종별에3五

속하는 지정채소의 공급에 관한 사항

지정채소의 종류 면 적

양배추 토란 무우 양파 당근 파, , , , , ,

배추 감자 시금치 및 양상추, ,
대략 7ha

오이 토마토 가지 및 피망, ,

여름가을 오이 등에 있어서는( )夏秋

대략 겨울봄 오이 등에 있3ha, ( )冬春

어서는 대략 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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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필요한 사항六

지정채소에 준하는 채소지정채소에 준하는 채소지정채소에 준하는 채소지정채소에 준하는 채소( )( )( )( )

제 조 법 제 조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채소 이하8 14 ( 특정채소 라고 한「 」

다 는 아스카라거스 딸기 풋콩 순무 일본명 카부 단호박 커리플) , , , ( : ), ,

라워 고구마 그린피스 우엉 고마츠나 강낭콩 청대완두 쑥갓 생강, , , , , , , , ,

수박 단옥수수 셀러리 누에콩 건조한 것 제외 청경채 표고버섯 부, , , ( ), , ,

추 마늘 머위 브로커리 파드득나물 멜론 온실멜론을 제외 참마 연, , , , , ( ), ,

근 그 외 특히 그 공급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는 채소로서 농림수산

대신이 정한 것으로 한다.

공익법인이 실시하는 업무의 요건공익법인이 실시하는 업무의 요건공익법인이 실시하는 업무의 요건공익법인이 실시하는 업무의 요건( )( )( )( )

제 조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기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에 관계9 10

되는 법 제 조의 농림수산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14

한다.

그 업무가 대상채소이외의 채소 지정채소이외의 채소에 있어서는 특정채소(一

에 한한다 이하 특정채소 등 이라고 한다 가격의 현저한 하락이 있는. )「 」

경우에 그 하락이 대상특정채소 등 법 제 조의 법인사무소의 소재지가, ( 14

속하는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는 당해특정채소 등의 상당규모의 집단산

지의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당해 특정채소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 의 출하. )

에 관한 공동출하조직과의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는 대상특정채소 등의 생

산자 이하 위탁특정채소 등 생산자 라고 한다 및 대상특정채소 등의 작( )「 」

부면적이 상당규모에 달하는 생산자 이하 상당규모생산자 라고 한다 의( )「 」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그 공동출하조직에 대해 그 위탁특정

채소 등의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하기 위한 보급금교부금을 그 상당규,

모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하는 것일 것.

전호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자금 증 상당한 금액이 공동출하조직 또는二

상당규모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그 외의 자 기구를 제외 로부터( )

동호 의 보급교부금 또는 보급금의 교부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同号
교부되는 금전으로 충당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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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기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에 관계되는2 12

법 제 조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14 .

그 업무가 공동출하조직 또는 상당규모생산자가 특정채소 등을 원료 확은一

재료로서 사용하는 제조 혹은 가공사업 또는 특정채소 등의 판매사업을 수

행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미리 체결한 계약 대상특정채소 등의 공급에 관계(

되는 것으로 기후조건이나 그 외의 불가항력적인 사요로 인해 공급해야 할

대상특정채소 등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과 동일종류에 속하는 특정

채소 등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에 근거하여 당해 동)

일종류에 속하는 특정채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공동출하조,

직 또는 상당규모생산자에 대해 그 확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일 것.

전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공동출하조직( )二 前号
또는 상당규모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그 외의 자 기구를 제외( )

로부터 동호 의 교부금의 교부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되는( )同号
금전으로 충당되는 것일 것.

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 )( )( )( )

제 조 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10 8 1 , 9 1 16

의 권한은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동조 의 규정에 따른. ( )同條

권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다.

부칙 년 월 일 농림수산성령 제 호(2005 4 1 55 )

이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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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생산출하 안정법 시행령채소 생산출하 안정법 시행령채소 생산출하 안정법 시행령채소 생산출하 안정법 시행령

년 월 일 정령 제 호1966 7 1 224

법무 대장 농림대신 서명〔 〕

년 월 일 호외정령 제 호 제 처 개정2002 6 7 20 37〔 〕

채소생산출하안정법시행령을 여기에 공포한다.

채소생산출하안정법시행령

내각은 채소생산출하안정법 년 법률 제 호 제 조 제 조 제 항(1966 103 ) 2 , 3 1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부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근거하8 1 , 15 1 1 2 3

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지정채소지정채소지정채소지정채소( )( )( )( )

제 조 채소생산출하안정법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 조의 정령에서 정1 ( ) 2「 」

하는 종별에 속하는 채소는 다음 표의 상란 에 기재한 채소의( )上欄

종류별로 각각 동표 의 하란 에 규정한 종별에 속하는 것( ) ( )同表 下欄

과 양파 감자 및 시금치로 한다,

채소의 종류 종 별

양배추

여름 양패추 월부터 월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생산되는 양배(4 6

추를 말함)

여름 가을 양배추 월부터 월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7 10

산되는 양배추를 말한다.

겨울 양배추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생산되(11 3

는 양배추를 말한다)

오이

여름가을 오이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7 11

되는 오이를 말한다）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12 6冬春きゆう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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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오이를 말한다）

토란
가을경울 토란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6 3（

생산되는 토란을 말한다）

무우

봄무우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 무4 6（

우를 말한다)

여름무우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7 9（

무우를 말한다）

가을겨울무우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10 3（

생산되는 무우를 말한다）

토마토

여름가을토마토 월부터 월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7 11（

되는 토마토를 말한다）

겨울봄토마토 월부터 익년 월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12 6（

생산되는 토마토를 말한다）

가지

여름가을가지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7 11（

되는 가지를 말한다）

겨울봄가지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12 6（

산되는 가지를 말한다）

당근

봄여름당근 월부터 월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4 7（

당근을 말한다）

가을당근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8 10（

당근을 말한다）

겨울당근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11 3（

되는 당근을 말한다）

파

봄파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 파를4 6（

말한다）

여름파 월부터 월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생산되는 파를 말한7 9（

다）

가을겨울파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10 3

산되는 파를 말한다)

배추 결구배(

추 및 반결

구배추에 한

봄배추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 오4 6（

이를 말한다）

여름배추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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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및 공급전망수요 및 공급전망수요 및 공급전망수요 및 공급전망( )( )( )( )

제 조 법 제 조 제 항의 지정채소의 수요 및 공급전망은 지정채소의 종별별로2 3 1

구분하여 대략 년 후부터 년 후까지의 년간에 다음표의 상란4 5 1 ( )上欄

에 게시한 종별의 지정채소에 있어서는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同

의 하란 에 게시하는 시기구분의 각 기간 토란에 있어서는) ( ) , 6表 下欄

월부터 익년 월까지의 기간의 것에 대해 수요 및 공급전망을 작성하는3

것으로 한다.

한다 이하.

동일)

배추 말한다)

겨울배추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1 3（

되는 배추를 말한다）

피망

여름가을피망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6 10（

되는 피망을 말한다)

겨울봄피망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11 5（

산되는 피망을 말한다）

양상추

봄양상추 월 및 월을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산되는 양상추4 5（

를 말한다）

여름가을양상추 월부터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6 10（

산되는 양상추를 말한다.）

겨울양상추 월부터 익년 월 까지를 주요 출하시기로 하여 생11 3（

산되는 양상추를 말한다）

지정채소의 종류 시 기 구 분

양배추

월부터 월까지4 6

월부터 월까지7 10

월부터 익년 월까지11 3

오이 토마토 및 가지、
월부터 월까지7 11

월부터 익년 월까지12 6

무우 파 감자 및 시금치, ,

월부터 월까지4 6

월부터 월까지7 9

월부터 익년 월까지10 3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29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생산출하근대화계획의 수립( )( )( )( )

제 조 법 제 조 제 항의 생산출하근대화계획은 당해 채소지정산지에 대한 법3 8 1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년 이내로 수립하는 것으4 1 3

로 한다.

부칙

이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1 .

법 부칙 체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 항의 재단법인이 해산2 2 2 ( ) 1同條

한 때는 농림대신은 지체 없이 그 재단법인의 해산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등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에 관계된 해산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3.

재단법인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림수산조직령 년 정령 제 호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1952 389 ) .

생략< >

조직등 등기령 년 정령 제 호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5 (1964 29 ) .<

략>

양파
월부터 월까지4 10

월부터 익년 월까지11 3

당근

월부터 월까지4 7

월부터 월까지8 10

월부터 익년 월까지11 3

배추

월부터 월까지1 3

월부터 월까지4 6

월부터 월까지7 9

월부터 월까지10 12

피망
월부터 월까지6 10

월부터 익년 월까지11 5

양상추

월 및 월4 5

월부터 월까지6 10

월부터 익년 월까지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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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부록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표3.3.3.3.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에 관한 생산자 설문 조사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에 관한 생산자 설문 조사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에 관한 생산자 설문 조사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에 관한 생산자 설문 조사

이 조사는 농협중앙회에서 의뢰한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이 조사는 농협중앙회에서 의뢰한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이 조사는 농협중앙회에서 의뢰한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이 조사는 농협중앙회에서 의뢰한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생산자 회원을방안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생산자 회원을방안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생산자 회원을방안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생산자 회원을””””

대상으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인식 및 실태 조사하는 것입니대상으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인식 및 실태 조사하는 것입니대상으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인식 및 실태 조사하는 것입니대상으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인식 및 실태 조사하는 것입니

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

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

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02-2077-2816( ) 02-2077-2816( ) 02-2077-2816( ) 02-2077-2816☎☎☎☎

년 월년 월년 월년 월2006 12006 12006 12006 1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서울대학교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서울대학교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서울대학교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서울대학교( ) ,( ) ,( ) ,( ) ,

다음 문항들은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전화 설문자에게 설명전화 설문자에게 설명전화 설문자에게 설명전화 설문자에게 설명( )( )( )( )

자조금제도란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생산자조직을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홍보 및 소비 촉진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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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지를 받아 보시기 전에 자조금 제도 란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1. , “ ”

알고 계셨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보통 잘 모름① ② ③ ④

전혀 모름 설문 종료( ).⑤

자조금 제도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2. .

및 라디오의 대중매체 농업기술센터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협회TV ( )① ② ③

인터넷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타 ( )④ ⑤ ⑥

의무자조금 제도 나 임의자조금 제도 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3. ‘ ’ ‘ ’ ?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보통① ② ③

잘 모름 전혀 모름 번 문제로 이동(4 )④ 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무임승차와 같은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3-1. .

양돈과 한우분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모든 농가.

가 의무적으로 자조금의무적으로 자조금의무적으로 자조금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②

자조금제도란 원래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3-2. ,

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생.

산자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들이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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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현행현행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 매우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다음 문항들은 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의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의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의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현행 원예자조금 제도의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5. ?

필요하다 번 문제로 필요하지 않다 번 문제로(5-1 ) (5-2 )① ②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5-1. ?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②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③

생산자 의견 대변④

기타( )⑤

만약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5-2. ?

자조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①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②

무임승차자 문제 등 불 공평성 때문에③

현 상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④

기타( )⑤

6. 현행현행현행현행 자조금 사업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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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① ② ③ ④

매우 긍정적⑤

다음의 자조금 관련 사업 중에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를 점7. 5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 (1= , 2=

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도움이 된 편이다 크게 도움이 되었다, 3= , 4= , 5= )

① ② ③ ④ ⑤
소비자 홍보 및 광고 판촉,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산지폐기 등 농산물 수급조절

연구 개발 영농기술 수확후관리 등( , )
기타( )

현행 자조금 제도에 있어서 다음 항목들이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8.

는지 평가해 주세요. 매우 심각 심각 보통 별 문제 없음 전매우 심각 심각 보통 별 문제 없음 전매우 심각 심각 보통 별 문제 없음 전매우 심각 심각 보통 별 문제 없음 전(1= , 2= 3= 4= 5=(1= , 2= 3= 4= 5=(1= , 2= 3= 4= 5=(1= , 2= 3= 4= 5=

혀 문제 없음혀 문제 없음혀 문제 없음혀 문제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임의자조금 제도로 인한 무임승차

자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미흡

자조금 제도의 효과 미흡

참여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부족

자조금 법체계 및 규정의 미흡

다양한 출하경로로 자조금 거출의 어려움

직판행사나 가두캠페인 등의 사업이 실제 소비자의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되9.

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 매우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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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0. ?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 매우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자조금 거출금액은 총출하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적11.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0.2% 0.2~0.4% 0.4~0.6%① ② ③

이상 기타0.6~0.8% 1.0% ( )④ ⑤ ⑥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자조금 제도의 목적과 부합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12.

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자 조성금액의 생산자 조성금액의50% 100%① ②

생산자 조성금액의 생산자 조성금액의150% 200%③ ④

생산자 조성금액의 기타300% ( )⑤ ⑥

다음 문항들은 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다음 문항들은 원예자조금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자조금 및 정부보조금을 관리하고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품13.

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를 경우 번 문제로 이모를 경우 번 문제로 이모를 경우 번 문제로 이모를 경우 번 문제로 이( 14( 14( 14( 14

동동동동))))

13-1.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평가평가평가하십니까?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 매우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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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하가 속한 품목의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조13-2

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 매우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자조금단체가 자조금의 사용내역 성과 등을 잘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13-3 ,

합니까?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 매우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현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13-4. ?

주관식으로 답해주세요 ( )

귀하는13-5. 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구성구성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 중심①

지역 농협 중심②

농협과 기타 생산자단체 예 한국포도회 등 를 포함하여 구성( : )③

농협을 배제하고 기타 생산자단체로만 구성④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⑤

※ 다음의 표는 자조금 조성 방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다음의 표는 자조금 조성 방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다음의 표는 자조금 조성 방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다음의 표는 자조금 조성 방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현행 자조금 거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4 ?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잘 모르겠다 다소 긍정적 매우① ② ③ ④ ⑤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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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설명설명설명( )( )( )( )

자조금을 농가가 부담가 부담하면 징수는 어렵지만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는100%

장점이 있고 반대로 농협이나 공판장이 부담하면 징수는 쉽더라도 농가의 관심이,

부족해지며 농협이나 공판장 부담 계통출하기관의 부담 가중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

다.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14-1. ?

농가가 부담 농가와 회원농협에서 각각 부담100% 50%① ②

회원농협에서 부담100%③

현재 생산자가 낸 만큼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조15.

금 단체간에 성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미흡합니다 자조금.

단체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① ②

현재 자조금 단체는 전국적으로 품목당 개의 단체만 인정되는데 각 도16. 1 1 ,

별로 지역 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그 지역 상황에 적합한 자조활동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①

약간 필요②

보통③

별로 필요없음④

전혀 필요없음⑤

지역 자조금 단체를 만든다면 어떤 품목이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까17. ?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과실류,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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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무 등 노지채소류,②

상추 오이 호박 등 시설채소류, ,③

고추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류, ,④

난 절화 등 화훼류,⑤

친환경 농산물⑥

기타( )⑦

지역별로 자조금 단체를 만들었을 때 보조금은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정부18.

가 어떻게 분담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①

중앙정부가 조금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②

반반씩 지원해야한다③

지방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④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⑤

자조금 제도에 대해 건의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19.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다음은 설문에 필요한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연세는1. ? ( 세)

귀하의 현재 자조금 제도에 가입 품목은3. ? ( )

귀하의 최종학력은4. ?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재 대학원( )① ② ③ ④ 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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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자조금 제도에 가입한 품목의 연간 출하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5. ?

만원 정도( )

귀하의 영농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6. ? ( )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 참여 여부 예 아니요7.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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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조금 단체 성과측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부록 자조금 단체 성과측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부록 자조금 단체 성과측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부록 자조금 단체 성과측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4.4.4.4.

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원예분야( ) “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

체제 하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지지 수급안정 판매촉진 활동WTO , ,

등을 펼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품목별 생산자 대.

표조직 자조금 단체 주도로 생산자 단체의 공동이익이나 품목의 공통과제( )

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

법 을 이용한 국내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지침을(AHP)

개발하여 정부의 자조금 단체에 대한 자조금 지원확대 및 차등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품목별 자조금 단체의.

평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바쁘시더라도 빠짐없

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김동환(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관수

02-880-4736 fax 02-873-3565☎

본 설문의 응답들은 순수한 학술 목적의 연구로만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라,

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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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단체 평가기준 설명자조금 단체 평가기준 설명자조금 단체 평가기준 설명자조금 단체 평가기준 설명

그림 자조금 단체 평가를 위한 계층구조< 1>

그림 에서는< 1>○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평가방향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평가방향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평가방향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평가방향으로 크게 “단체 대표단체 대표단체 대표단체 대표

성성성성”, “발전 가능성발전 가능성발전 가능성발전 가능성”, “사업 효율성사업 효율성사업 효율성사업 효율성 항목이” 상위 평가항목상위 평가항목상위 평가항목상위 평가항목으로 제시되

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위 평가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로 하위 평가.

방안들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표성 를 위한. , “ ” 하위하위하위하위

평가방안평가방안평가방안평가방안으로 “자조금 형태자조금 형태자조금 형태자조금 형태”, “참여비율참여비율참여비율참여비율”, “거출비율거출비율거출비율거출비율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의 표 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1> .○

자조금자조금자조금자조금 단체단체단체단체 평가평가평가평가

단체단체단체단체 대표성대표성대표성대표성 사업사업사업사업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형형형형
태태태태

참참참참
여여여여
비비비비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비비비비
율율율율

조조조조
성성성성
실실실실
적적적적

집집집집
행행행행
실실실실
적적적적

발전발전발전발전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성성성성
장장장장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방방방방
식식식식

사사사사
업업업업
투투투투
명명명명
성성성성

사사사사
업업업업
효효효효
과과과과

자조금자조금자조금자조금 단체단체단체단체 평가평가평가평가

단체단체단체단체 대표성대표성대표성대표성 사업사업사업사업 효율성효율성효율성효율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형형형형
태태태태

참참참참
여여여여
비비비비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비비비비
율율율율

조조조조
성성성성
실실실실
적적적적

집집집집
행행행행
실실실실
적적적적

발전발전발전발전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자자자자
조조조조
금금금금
성성성성
장장장장
율율율율

거거거거
출출출출
방방방방
식식식식

사사사사
업업업업
투투투투
명명명명
성성성성

사사사사
업업업업
효효효효
과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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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조금 단체 평가항목 및 내용 설명< 1>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평가내용평가내용평가내용평가내용 설명설명설명설명

단체
대표성

자조금형태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무
임승차 문제를 제도적 배제하기
수단

참여비율 회원 출하량 전국 생산량- /

전체 생산량 중에서 자조금단체
구성원들의 출하량의 비율로 자
조금 제도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비율을 의미함

거출액 비율 자조금 거출액 전국 생산액/

거출금 거출액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품목의 대표성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효과적인 자조금 사,
업을 시행할 수 있음

사업
효율성

조성실적 실제조성액 조성계획액 비율/
전년도 조성 계획대비 실제 조성
실적

집행실적 실제집행액 사업계획액/
전년도 사업 계획대비 실제 집행
실적

사업 효과
자조금 단체 구성원의 매출
액 변화

전년 대비 자조금단체 구성원 들
의 매출액 변화 반영

발전
가능성

자조금 조성
성장율

자조금사업의 지속성과 안
정성 평가

최근 년간 자조금 평균 조성금3
액 대비 금년 자조금 조성규모

거출방식

농가- 100%
농가 계통출하기관에서- ,

각각 50%
계통출하기관- 100%

자조금 본래 취지를 살리고 농,
가의 책임감과 사업 참여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계통출하기관이
자조금을 부담하기보다는 농가부
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됨

사업 투명성
감사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강화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기관의 감
사를 통해 자조금 사업의 회계투
명성 강화

본 연구에서는 계층화 의사결정기법 을 활용하여 연구자의(AHP)○ 자의적 판자의적 판자의적 판자의적 판

단단단단을 배제한 객관적인 자조금단체의 평가기준객관적인 자조금단체의 평가기준객관적인 자조금단체의 평가기준객관적인 자조금단체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상대적 중요도상대적 중요도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전문가의 관점전문가의 관점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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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작성 안내설문 작성 안내설문 작성 안내설문 작성 안내

설문 응답 요령< >

쌍대응 두 요소별 비교 방식으로 점 척도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평가하는데( ) 9

다음 예와 같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예 자조금 단체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이 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보

다 “매우 중요매우 중요매우 중요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중 요 도← →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항목

단체

대표성
√ 발전가능성

발전

가능성
√ 사업효율성

사업

효율성
√ 단체대표성

첫째 행 왼쪽의: “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 요소가 오른쪽의” “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 요소보다”

“매우 중요 점매우 중요 점매우 중요 점매우 중요 점(7 )(7 )(7 )(7 )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둘째 행 왼쪽의: “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발전가능성 요소가 오른쪽의” “사업효율성사업효율성사업효율성사업효율성 요소보다”

“약간 중요 점약간 중요 점약간 중요 점약간 중요 점(3 )(3 )(3 )(3 ) 하다보다는 더 중요하되 중요 점 하다보다” , “ (5 )”

는 덜 중요한 경우 즉 중간 점 에 해당될 경우( , (4 )

셋째 행 오른쪽의: “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단체대표성 요소가 왼쪽의” “사업효율성사업효율성사업효율성사업효율성 요소보다”

“매우 중요 점매우 중요 점매우 중요 점매우 중요 점(7 )(7 )(7 )(7 )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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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 >< >< >

평가의○ 일관성일관성일관성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예에서 중요도가 단체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단체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단체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단체대표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 >> >> > 이라고 답하였

으므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유지일관성이 유지일관성이 유지일관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 번째 문항에.

서 사업효율성 이 단체대표성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면 논리사업효율성 이 단체대표성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면 논리사업효율성 이 단체대표성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면 논리사업효율성 이 단체대표성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면 논리“ ” “ ”“ ” “ ”“ ” “ ”“ ” “ ”

적 모순적 모순적 모순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본 설문은※ 다수의 항목다수의 항목다수의 항목다수의 항목들을 상호비교상호비교상호비교상호비교하기 때문에 각 요소들 간에 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

를 정해 놓고 응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조금단체 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앞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요소들간에 상호관계나 중요성의 차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다양한 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문설문설문설문 ⅠⅠⅠⅠ은 자조금단체 평가에 반영되는

상위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어 응답자께서 판단하는 각 요소별 상대적인 중요성을 답변하여 주

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2Ⅰ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단체

대표성

발전

가능성
단체

대표성

사업

효율성
발전

가능성

사업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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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문 는 각 세부 요소들에 대하여 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Ⅱ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체대표성 측면단체대표성 측면단체대표성 측면단체대표성 측면-1-1-1-1ⅡⅡⅡⅡ

자조금단체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본 설문에서는 세 가지를 반

영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조금형태자조금형태자조금형태자조금형태 둘째는, 참여비율참여비율참여비율참여비율 셋째는, 거출비율거출비율거출비율거출비율입니다.

이 세가지 요소는 각각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각 요소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자조금
형태

참여
비율

자조금
형태

거출
비율

참여
비율

거출
비율

발전가능성 측면발전가능성 측면발전가능성 측면발전가능성 측면-2-2-2-2ⅡⅡⅡⅡ

자조금단체의 발전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본 설문에서는 세 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조금성장율자조금성장율자조금성장율자조금성장율 둘째는, 거출방식거출방식거출방식거출방식 셋째는, 사업투명성사업투명성사업투명성사업투명성입

니다 이 세가지 요소는 각각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 .

하께서 이러한 각 요소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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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자조금
성장율

거출
방식

자조금
성장율

사업
투명성

거출
방식

사업
투명성

사업효율성 측면사업효율성 측면사업효율성 측면사업효율성 측면-3-3-3-3ⅡⅡⅡⅡ

자조금단체의 사업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본 설문에서는 세 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첫째는. 조성실적조성실적조성실적조성실적 둘째는, 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집행실적 셋째는, 사업 효과사업 효과사업 효과사업 효과입니다.

이 세가지 요소는 각각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각 요소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조성
실적

집행
실적

조성
실적

사업
효과

집행
실적

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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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조금 단체 평가 요소들에 대하여 각 평가항목의.Ⅲ 강도강도강도강도(intensity)(intensity)(intensity)(intensity)

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평가할 경우 자조금 형태 측면에서 의무자조금과) ,

임의자조금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상위 기준에 의거상위 기준에 의거상위 기준에 의거상위 기준에 의거할

때 양쪽에 있는 두 항목 중 어떤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해당,

란 한곳에만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의무
자조금

√
임의
자조금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답변의○ 일관성일관성일관성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조금 형태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형태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형태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형태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1. “ ”-1. “ ”-1. “ ”-1. “ ”ⅢⅢⅢⅢ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의무
자조금

임의
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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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참여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참여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참여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2. “ ”-2. “ ”-2. “ ”-2. “ ”ⅢⅢⅢⅢ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항목

70%
초과

초과50%
~
이하70%

70%
초과

초과30%
~
이하50%

70%
초과

이하30%

초과50% ~
이하70%

초과30%
~
이하50%

초과50% ~
이하70%

이하30%

초과30% ~
이하50%

이하30%

거출액 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거출액 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거출액 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거출액 비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3. “ ”-3. “ ”-3. “ ”-3. “ ”ⅢⅢⅢⅢ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항목

생산액
대비
이상1.5%

생산액
대비

1.0~1.4%
생산액
대비
이상1.5%

생산액
대비

0.5~0.9%
생산액
대비
이상1.5%

생산액
대비
미만0.5%

생산액
대비

1.0~1.4%

생산액
대비

0.5~0.9%
생산액
대비

1.0~1.4%

생산액
대비
미만0.5%

생산액
대비

0.5~0.9%

생산액
대비
미만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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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조성 성장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조성 성장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조성 성장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조성 성장율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4. “ ”-4. “ ”-4. “ ”-4. “ ”ⅢⅢⅢⅢ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증가30% 20~29%

증가30% 10~19%

증가30% 미만10%

20~29% 10~19%

20~29% 미만10%

10~19% 미만10%

거출방식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거출방식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거출방식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거출방식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5. “ ”-5. “ ”-5. “ ”-5. “ ”ⅢⅢⅢⅢ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농가
100%

농가와
농협이
씩50%

농가
100%

농협
100%

농가와
농협이
씩50%

농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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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명성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사업 투명성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사업 투명성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사업 투명성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6. “ ”-6. “ ”-6. “ ”-6. “ ”ⅢⅢⅢⅢ

평가
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
항목

외부감사
지적사항
미발생

외부감사
지적사항
발생

자조금 조성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조성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조성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조성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7. “ ”-7. “ ”-7. “ ”-7. “ ”ⅢⅢⅢⅢ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항목

계획대비
100%
이상

이상80%
~
미만100%

계획대비
이100%

상

이상50%
~
미만80%

계획대비
100%
이상

계획대비
미만50%

이상80%
~
100%
미만

이상50%
~
미만80%

이상80%
~
100%
미만

계획대비
미만50%

이상50%
~
미만80%

계획대비
미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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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집행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집행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집행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자조금 집행실적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8. “ ”-8. “ ”-8. “ ”-8. “ ”ⅢⅢⅢⅢ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항목

계획대비
100%
이상

이상80%
~
미만100%

계획대비
100%
이상

이상50%
~
미만80%

계획대비
100%
이상

계획대비
미만50%

이상80%
~
100%
미만

이상50%
~
미만80%

이상80%
~
100%
미만

계획대비
미만50%

이상50%
~
미만80%

계획대비
미만50%

사업 효과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사업 효과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사업 효과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사업 효과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9. “ ”-9. “ ”-9. “ ”-9. “ ”ⅡⅡⅡⅡ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⑨ ⑧

매
우
중
요
⑦ ⑥

중

요
⑤ ④

약
간
중
요
③ ②

같

다
① ②

약
간
중
요
③ ④

중

요
⑤ ⑥

매
우
중
요
⑦ ⑧

절
대
중
요
⑨

평가항목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30%

전년대비
20%~30
증가%

전년대비
증가30%

전년대비
10%~20
증가%

전년대비
증가30%

전년대비
미만10%

전년대비
20%~30
증가%

전년대비
10%~20
증가%

전년대비
20%~30
증가%

전년대비
미만10%

전년대비
10%~20
증가%

계획대비
미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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