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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4년부터 농림부가 실시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농촌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 수개 마을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업과는 

매우 차별적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단계, 그리

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이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자

연에 미치는 제반 향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사업에 반 하는 시스템

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2004년도 착수 지구는 참고할 만한 계획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계획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을 밝히고, 2004년 사업착수지구의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하여 모니

터링을 실시하 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모쪼록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

링이 실시되고, 계획 수립 체계가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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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

링 추진 방안을 밝히는 데에 있음.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4년 착수지구를 대

상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2. 연구개발 내용

◦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됨.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에는 2004년 사

업 착수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3. 연구 결과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과거 그 예가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며, 계획 수

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모니

터링이 필요하며, 사업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힘.

◦ 모니터링의 추진 주체는 계획 수립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로 구분하여 살

펴볼 수 있음.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1년에 30개 권역 내의 

사업지구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중앙 단위에 모니터링전담조직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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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중앙 혹은 도 차원의 

모니터링조직과 권역별로 구성된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으로 모니터링 업

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니터링 항목 및 항목별 모니터링 내용 또한 계획 수립단계와 사업 추

진 단계로 구분됨.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계획과정과 계획내용에 관한 사

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사업단계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 실시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삶, 지역공동체, 생활 및 자연환경

에 미치는 향을 일정 기간 관찰하는 것으로,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

과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사업, 생활 및 자연환경에 향을 미치는 사업

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2004년 착수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됨. 

- 공모 방식을 취함으로써 예비 후보지 가운데에서 대상지 선정은 비교적 객

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지만, 예비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

가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예비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의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거나, 투자 수요가 부족한 마을들이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자문위원, 실무자문위원, 계획 수립자문위원 등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실

질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의 질(수준) 향상에 기여.

- 일부 지역에서는 군 의회 의원, 면의 유지, 해당 마을 이장 등이 협의회의 

멤버로 구성되는 등 기대 이상의 활동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

에서 주민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편임.

- 계획수립 업무가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를 축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

체 역할 및 관심 저조.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과 계획팀 과의 갈등 발생.

- 대체적으로 기존에 정부 지원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나, 

주민 조직이 잘되어 있으며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

한 지역의 주민 참여도가 높은 편이나, 많은 권역에서 마을 리더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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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수만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편임.

- 계획가는 주민의 개발 수요 파악에 치중한 반면 지역의 바람직한 비전 제

시자, 주민 이해 조정자,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과의 매개자 역할은 미흡.

- 지역자원, 마을의 비전설정과 발전방향과의 연계, 수익성, 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주민의 개발 수요에 

의존하며, 마을 간의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 앞으로도 2004년에 운 한 바 있는 자문위원 조직을 발전적으로 확대 개

편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높으며 계획 완료, 착수 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정비 및 시범 모니터

링 실시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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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y for Monitoring of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provides some monitoring measures for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t reviewed not only the objectives and contents 
but also the methods of the monitoring in detail. A preliminary monitoring 
was implemented with a case village which the programs were set out in 
2004. The preliminary monitoring was carried out at the planning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because setting up a development plan would be 
important in order to succeed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his report shows that the monitoring can drive main effects of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bottom-up 
approach of development, induc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enhancing 
regional autonomy. However, there still remain several problems to be solved. 
The results of preliminary monitoring for the case village were summed up as 
follows. The activities of an advisory committee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development plans. Although case villages were selected through 
public announcements, residents didn't have crystal understanding about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n most villages except 
several well known ones. Thus contents of the projects were tended to be 
distributed by interested groups in the villages rather than reflecting the whole 
vision for the villages. In other words, the planning process was not operated 
for residents as a learning opportunity for mediating the interests and setting 
out the vision. The purposes of the planned projects were biased towards 
increasing in income. 

Researchers: Shi-Hyun Park and Ju-Young Park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and jy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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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과업의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시행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예산 규모 면에서나 사업의 종합성 측면에서 일

찍이 시행한 적이 없는 대형 사업이지만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

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이 사업은 농림부의 119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1개 사업지구(3-4개 마을)당 

3년간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2004년 시범지구 16개 권역과 2005년 시범지구 20개 권역이 선정되어 계

획 수립 중에 있음.

■ 2004년도 계획 수립은 새로운 경험

◦ 특히 2004년도 및 2005년도 착수지구는 농촌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경험

이 부족한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등이 짧은 기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어 있어 여러 가지의 문제를 노정할 가능성이 높음.

- 좁은 공간에 대규모 사업비 집행을 전제로 한 마을 단위 계획 수립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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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 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 내용, 추진 방식이 다양하여 정형화된 형태의 계획 

수립이 어려움

■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

◦ 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

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계획 수립에 반 함으로써 계획 수준을 높이고 계

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음 

■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사업운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 추진에 반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됨

- 기본 계획 수립,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의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 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농촌관광․소득증대 사업과 같이 시설 설치후의 운 이 중요한 사업과 경

관․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저감 사업처럼 시공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후의 일정 기간 까지도 모니터링이 필요

■ 모니터링 추진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단계의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

◦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2004년 사

업 착수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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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주요 내용

■ 모니터링 추진 기본 방향 설정

◦ 모니터링 추진 필요성

◦ 모니터링 추진 방법

- 추진 주체(중앙단위, 지역 단위) 및 관련자의 역할

- 모니터링 업무 추진 체계

-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

- 모니터링 항목 및 항목별 모니터링 내용

◦ 모니터링 결과의 사업에의 반  방법

■ 계획 수립단계의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항목

- 계획 과정에 관한 사항

-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 2004년 착수 지구의 모니터링 시범 실시

- 모니터링 착수 대상지구(경기, 강원, 충북 일부 지역)

◦ 2004년 모니터링 주요 결과 및 향후 모니터링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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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니터링 추진 기본 방향 설정

1. 모니터링 추진 필요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과거 그 예가 없었던 새로운 시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보다 

고품질의 농촌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나, 공간 그리

고 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서 과거의 사업과는 매우 차별임

- 동일한 생활권, 농권, 수리권 등으로 묶일 수 있는 수개의 마을을 사업권

역으로 하며, 1개 권역당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함

-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같은 물리적인 정비 사업(hardware)

외에도 주민 교육, 경제시설 운 과 같은 연성적인 사업(software)을 포함

한 소권역 종합개발사업임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성공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사업실시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며, 대상 공간이 소규모이고, 대상 주민이 소

수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의 시행은 자연과 주민에 적지 않는 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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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과정은 관련당사자(주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수립된 계획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

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협약서로서 기능하여야 함

◦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은 주민의 현실적 요구와 비전의 조화, 경제적 효율

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편리성과 환경보전과의 조화 등 다양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안을 도출하는 과정임

- 대상 지역 소득 현상 및 고용기회, 생활 여건, 토지와 물이용 현황, 지역의 

경관 특성, 지역 내의 동식물상, 지역 환경의 질, 외부인이 느끼는 지역의 

매력도,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

- 따라서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

■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이 필요

◦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참여는 제한

적이며 또한 지역자원 분석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음

- 특히 2004년과 2005년도 착수지구는 벤치마킹할 만한 선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획 수립과정이 충분치 않으며 이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다수

의 엔지니어링사 등이 계획 수립을 담당함으로써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

욱더 증가

■ 사업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모니터링이 중요

◦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이나 사업이 완료한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 하는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의 구축 필요

- 경관이나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저감과 관련한 사업은 사업후의 결과

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모니터링이 필요 

◦ 모니터링은 관리 감독과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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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를 감독하는 의미가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당해 사업 지구의 시공방법 및 유지 관리에 반 할 뿐

만 아니라,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른 사업지구의 계획 수립에도 참고

■ 모니터링은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

◦ 모니터링은 사업 추진 절차를 복잡하게 하며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요

인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예가 많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잘

만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

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포괄보조금과 지방의 재량권이 증대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모니

터링 업무가 갈수록 중요할 것으로 예상. 최근 사업 추진과 함께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2. 모니터링 추진 방법

2.1. 모니터링 담당 조직

■ 중앙  시․도  시․군 단위에 모니터링 담당 조직 구축 

◦ 중앙단위 

- 사업 추진 부서인 농림부 주도 아래 모니터링 전담조직을 설치․운

- 모니터링 전담조직은 지역개발, 마을계획수립경험자, 농업경제, 유통, 토목, 

건축, 생태, 문화 및 관광,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 약 30인 내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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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업무 추진 방향, 주요 모니터링 항목 결정 등 모니터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

- 계획수립대상지역이 1년에 30개 이내일 경우 계획수립에 관한 모니터링도 

담당. 이 경우 모니터링 요원 한 사람이 전국의 모든 계획수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을 4개 팀 정도로 나누어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남권)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니터링 조직은 현재 농림부에 설치된 농촌마을종합개발실무자문위원회

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무난하다고 판단되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

◦ 시․도 단위 

- 각 시․도별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

- 10인 정도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조직이 바람직

- 중앙 모니터링 조직에서 작성한 모니터링 실시 지침 등에 기초하여 관할 

지역 내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을 모니터링

  ∙특히 계획수립 대상지역이 확대 될 경우(당초 계획은 2013년까지 1,000

개 권역에 대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할 예정. 이 경우 매년 

100개 권역 이상이 신규로 지정) 중앙단위 조직만 가지고 대상지역 모

두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시․도 단위에서 각 권역별 계획

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사업추진(시공 및 시설운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시․군 조직과 연계

하여 실시하되, 시․도 조직에서는 중요한 사항만을 체크

 

◦ 시․군 단위 

- 사업지구별로 구성된 농촌마을개발협의회 조직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업무

를 수행

- 주로 계획수립이후의 사업추진(물리적인 사업의 시공, 소프트 사업의 진

행)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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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니터링 항목 및 항목별 모니터링 내용

■ 계획수립단계

◦ 계획과정과 계획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 계획 과정에 관한 모니터링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될 

때 도출된 사업안들의 실천 가능성은 높아진다｣1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계획수립주체인 계획가와 주민간의 상호 작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

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즉, 단지 계획가들에 의해 계획이 수립

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 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다양한 의견 등이 조정되고 수렴되어 사업으로 계획되었는가를 중점

적으로 검토

  ∙모니터링 항목은 주민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그리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계획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 자

세한 항목은 제3장에서 기술

- 계획내용에 관한 사항은 수립된 계획안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바람직

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적정한지, 계획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내의 갈등이 발생하고 환경에 악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

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다시 기술

■ 사업추진단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시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삶, 지역공동

체, 생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을 일정 기간 관찰

- 소득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자연 및 환경보전 사업, 경관정비 사업, 주민

1 프리드만 등에 의하면 계획은 지식을 다양한 형태의 실천으로 구체화 하는 작업이

며, 계획수립과정은 계획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수립과정은 계획가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지식과 일반 주민이 가지고 있는 실무적 지식을 상호 교류하며 

역할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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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업 등이 대상 

◦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시설물의 규모 및 설비수준은 적정한지

- 운  담당자는 어떠한 자격으로 사업을 운 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며 그 과정은 투명한지, 특히 사업 

실시로 인해 적절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 갈등을 유발할 소지는 

없는지

- 사업 시행이 지속적인지, 당장은 사업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 시설물의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만약 당초 계획과 달리 적자가 나거나 유휴화 될 경우 그 원인과 처리 방

안은 무엇인지

◦ 생활환경정비 사업과 자연 및 환경보전 사업은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모

니터링 실시

-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만약 사업실시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면 그 원

인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 사업 실시로 인해 마을 경관이나 생태환경 그리고 자연 상태에 어떠한 변

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바람직한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사업 실시로 인한 동식물

상(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거나 지역을 상징하는 동식물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

  ∙하천의 수질․수량, 대기 등 환경의 질에 미치는 향

- 하천 및 농업용시설 정비시 환경을 배려한 공법이 사용되었는지

◦ 주민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10

- 꼭 필요한 교육이었는지 

- 예산 집행은 적정하 는지

-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 는지

2.3. 모니터링 방법 및 모니터링 결과의 사업에의 반

◦ 모니터링 방법은 사업지구의 크기, 사업으로 인해서 향을 받는 자연환

경의 범위, 주민의 수 등 권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은 앞에서 말한 전문가 조직을 활용

- 사업추진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은 반드시 전문가가 포함되어 본격적인 조사

를 하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 간이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시설물 운 ,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마을지도자가 취합하거나, 인근 초․중학교의 환경교육의 일환

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당해 사업지구의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반 하며 신규

착수지구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반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판 그리고 이를 종합한 전국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

- 전국판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업지구별로 모니터링 한 결과 중 정책에 반 될 

필요가 높거나, 현장에서 사업 추진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전국판 모니터링 보고서 편제는 다음과 같이 함

  ∙당해 연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계획수립지구, 사업착수지

구, 기타)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선정 방법,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등을 기술)

  ∙계획수립 단계의 모니터링 결과(계획수립과정 및 수립한 계획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사업추진 단계의 모니터링 결과

  ∙정책 제안(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 개선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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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004년 사업지구 모니터링 추진

1. 2004년 착수 지구 시범 모니터링

■ 2004년 착수 지구 가운데 몇 개 지구를 선정하여 계획수립단계에

서의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

◦ 2004년 사업착수지구

- 16개 권역. 8개 권역은 농업기반공사, 나머지 8개 권역은 학교 등 민간 용

역회사에서 계획을 수립(표 3-1참조)

◦ 시범 모니터링 대상 지역 

- 충북 단양 가곡권역, 음성 감곡권역, 충남 홍성 문당권역, 부여 반산권역, 

전북 김제 광활권역, 전남 함평 상곡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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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4 착수지구 현황    

도  별 권역수
 계획 수립기관별 ‘04 착수지구

농 기 공 민간업체

경  기 2 양평 연수 이천 석산

강  원 2 화천 토고미 인제 용대

충  북 2 단양 가곡 음성 감곡

충  남 2 홍성 문당 예산 둔리

전  북 2 고창 선동 남원 혼불문학

전  남 2 장흥 수문 구례 방광

경  북 2 문경 상내 안동 중가구

경  남 2 하동 평사 함양 이전

계 16 8 8

2. 모니터링 항목

2.1. 계획수립 전 단계(추진 체계) 

◦ 2004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모니터링

이므로 추진체계에 관해서도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사업대상지역의 범위

- 사업지구가 정책에서 의도한바와 같이 주요 테마,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

정되었는지

- 생활권 또는 농권으로 사업대상지역을 구획하는 방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 사업대상지역의 선정

- 적합한 사업지구가 선정되었는지

- 공모방식의 기본 취지가 잘 실현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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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주체

- 계획수립은 적정한 기관 혹은 사람에 의해서 수립되는지

- 계획수립 기관 선정 방법은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는지

◦ 자문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자문조직이 실질적이고 행동 지향적으로 구성되었는지

- 자문조직의 활동은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었는지. 오히려 사업추진을 더디

게 하지는 않았는지

2.2. 계획수립과정

■ 농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및 역할

◦ 농촌마을개발협의회의 구성멤버는 적절한지(의장 및 구성원은 지역 발전

에 대한 비전 및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 농촌마을개발협의회의 활동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는지(지역의 비전 및 

개발 방향에 관한 통일된 의견 도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조정자 역

할 등)

- 이와 관련하여 계획서에는 지역개발협의회의 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것임

◦ 농촌마을개발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계획에 제대로 반 되고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업무에 협조적인지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정한지

◦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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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역할

◦ 주민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적인지. 협조적이지 않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주민 간 또는 마을 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 계획 내용을 둘러싸고 소규모 지역주의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 주민 의견이 계획 수립에 반 되는지. 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지

■ 계획가의 역할

◦ 계획 수립 담당자는 계획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여 이를 조정하고 있는지

◦ 계획 수립 담당자는 지나치게 형식에 얽메이지는 않는지

◦ 계획 수립 담당자는 마을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2.3. 계획내용

■ 지역의 자원 조사

◦ 지역 자원조사는 형식에 그치지 않았으며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정

한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 특히 보전할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와 그 보전 대

책이 강구되었는지

◦ 자원조사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그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 마을의 비전 및 발전 방향

◦ 마을의 비전 설정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지는 않는지

◦ 장래 지역의 인구 및 산업구조 전망 등이 객관적으로 설정되었는지

◦ 마을의 발전 방향은 현실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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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경관에 대한 배려

◦ 도로․하천정비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충분하게 고려되었는지

◦ 이와 관련하여 비오톱(소생물서식지)에 대한 향 및 그 대책 등이 마련

되었는지 

◦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상의 변화가 고려되었는지(간략하게나마 경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 졌는지)

◦ 사업으로 인한 보호수, 천연림, 기타 동식물상에 대한 향이 고려되었는지

◦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지

■ 시설물의 운  방안

◦ 시설물 설치에 따른 운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 구체적으로 소유 및 운  주체, 운 비용 및 그 비용의 부담방안 등

◦ 특히 마을 공동 운 을 제안할 경우 이익 배분 등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

가 이루어 졌는지

■ 사업성 검토

◦ 수익 사업(농촌관광, 가공 공장 설치 등)은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

는지

◦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는지

■ 사업 선정 및 투자 계획의 타당성

◦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장래 비전과 부합하는지

◦ 선정된 사업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것인지

◦ 사업 추진으로 인한 다른 악 향은 없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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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주요 내용 

■ 대상지 선정

◦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주민이 수립한 예비계획을 시·군 및 시·도에서 농림부에 추천

하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이른바 공모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 지역주민: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 시·도: 시‧군, 시‧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있는 지구

를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 대상 지구를 선정, 시․도 통보 및 기본조사 지시

◦ 이러한 방침에 의해 농림부는 2004년과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

진대상지역을 공모 (‘03.11-’04.3)

- 10개 시․도에서 67개 권역을 추천하 으며 지역개발전문가 등 민간위원 

2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 검토, 현지조사, 사업계획 설명

회 등 절차를 거쳐 36개 권역(‘04 착수지구 16개소, 계획수립지구 20개소)

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확정(2004.4.1)

◦ 그 동안의 정부 사업이 선정되는 방식에 비하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사업대상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평가됨 

- 이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었으

며 예비계획검토→현장조사→사업계획 설명회 등의 절차가 비교적 공정하

고 충실하게 이루어 짐

◦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노출됨

-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기간도 짧아 

시․군에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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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 중 상당수는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예비 계획이 수립됨(공

모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며, 일부 주민 참여 열기가 부족한 마을에

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

-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쉽게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타마을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음(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시

범마을, 팜스테이마을, 전통테마마을, 생태마을 등 정부 주도 공모마을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마을들이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음)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체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누가 계획을 수립 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추진 체계(경우에 

따라서는 강조하는 사업의 내용) 등이 매우 달라짐

- 사업의 성격상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행위이고 지역 특성이 사업 내용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마을 단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개발사업이란 점을 감안하

여 사업초기년도에는 농림부의 감독 아래 중앙의 농촌개발전문기관이 계

획을 수립하도록 기획하 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농업기반공사가 8개 권역

을 담당하 고 나머지 8개 권역은 정부의 공개입찰시스템에 의해 민간업

체에게 위탁

  ∙청주대학교, 신촌종합건설, 서경엔지니어링, 진화기술공사, 트라앤 등 5

개 업체가 8개 권역을 담당

◦ 한편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사업과 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

- 농림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원로)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활동 수행2(공식명칭은 ｢도․농 교류 및 농촌지역개발자문

위원회｣로서 세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자문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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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주관으로 실무위원회를 운 . 실무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대상지역의 계획 수립 및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실무적인 자문활동을 수행. 세 차례에 걸쳐서 현

장을 방문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수립 주안 점검을 실시한바 있음(경기 

양평과 강원 화천, 충북 음성과 충남 부여, 전북 김제와 전남 함평)

- 농업기반공사내에 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자문팀을 별도로 운 . 이 자문팀

은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한 권역의 기본 구상을 수립하거나 일부 사업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에 참여

◦ (원로)자문위원, 실무자문위원, 계획 수립자문위원 등이 중층적으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

다고 평가됨

- 1개 권역 당 2∼3 차례의 자문위원 방문이 이루어졌음. 현장 방문을 통하

여 지역의 비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됨. 

- 자문위원간의 상충된 자문(예를 들면 수익사업 강조와 환경정비 강조), 이

상론이 강조되어 현실과 유리된 자문(예를 들면 농촌의 토속적 정서를 강

조하여 가급적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전할 것을 주

장)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계획수립가와 지역주민이 미처 생각

하지 못한 의견 등이 폭 넓게 제시됨으로써 계획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반면에 주민, 시장․군수, 주민, 계획가, 전문가 그룹 사이에 다양한 의견으

로 인해 계획수립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업추진이 더디는 부작용도 나타남

2 원로자문위원회 명단 : 이어령 예술원회원, 조정래 동국대 석좌교수, 문국현 유한킴

벌리 사장,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대표, 장명국 내일신문대표, 

이형모 시민의신문사장, 이석우 전kbs제작본부장, 윤형두 범우사대표, 박진도 충남

대교수, 유홍준 명지대교수, 정 호 단국대 석좌교수, 서정욱 전과기부장관, 송인성 

전남대교수, 정기용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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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과정

◦ 농촌마을종합개발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권역에 지구내 마을대표(여성농업인 포함), 농업기

반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실무 책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인, 시장․군수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농촌마

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 음.

- 농촌마을개발협의회는 주민과 상시 접촉하면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계획 수립 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나 협의회 구성원 전원이 모여서 수

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그 의견이 계획 수립에 반 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계획 수립기간이 짧아 계획 수립 팀이 협의회를 개최할 만한 시간적 여

유가 충분하지 못하 음

  ∙대부분의 해당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농림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

로 인식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을 지켜보는 자세를 견지

  ∙특히 정부 주도 공모사업이 처음인 마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

- 그러나 농촌마을개발협의회에 지역 대학 교수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

대하고, 구성원을 농업기반공사·지역 농협·시장·군수 등 다양하게 조직하

려 한 노력은 계획 수립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일부 

권역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 된 지역도 있음. 

  ∙음성 감곡권역의 경우 소재지가 포함된 권역적인 특성에도 기인하겠지

만, 군 의회 의원, 면의 유지, 해당 마을 이장 등이 협의회의 멤버로 활

동하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 으며, 지역 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

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지역의 발전에 대한 통일된 비

전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7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의 관심이 높지

만 계획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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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를 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 역할 및 관심 축소

  ∙강원도에서처럼 이와 유사한 사업(강원도의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의 추

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 계획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팀과의 갈등 발생

◦ 주민의 역할 

- 지역에 따라 주민의 참여 정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체적으로 기

존에 정부 지원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참여 

도가 높음(단양 어의곡권역, 홍성 문당권역, 화천 신대권역 등)

- 주민 조직이 잘되어 있으며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한 

지역의 주민 참여도가 높음(음성 감곡권역)

- 홍성 문당권역처럼 마을 스스로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마을에서 주민 

참여도가 특히 높은 편임

-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소수만이 계획 수립에 참

여하고 있는 편임. 특히 평야지대에서 쌀농사가 주업인 마을의 경우 이러

한 현상이 두드러짐

◦ 계획가의 역할

-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내용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으

로써 계획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

  ∙계획가는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며, 실천 가능한 수단을 모색하며 여러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계획서를 작성

  ∙계획가는 주민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의 여론

을 유도

  ∙계획가는 이 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방침을 주민에게 전달하며 주민

의 개발 수요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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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가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

  ∙또한 계획서는 주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약속 문서이며 주민지방자치단

체중앙정부 사이의 협정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종합개발사업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계획서에 제시된 우선순위와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함

- 하지만 시범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계획기간이 짧아서라고 판단되지만 계획가의 주민 의견 조정 역할이 미

흡. 계획 수립 담당자가 소신을 가지고 큰 비전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여

야 하나, 그 부분이 미흡한 경우도 있음. 

  ∙계획가는 단순한 주민 수요 조사에 치중한 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

역의 비전 설정에 미흡

  ∙특히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계획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신선한 시도들도 눈에 띄지만 지역 주민을 리드하고 조정하는 역

할에는 한계를 보임(주민들의 무리한 개발 수요,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등이 여과 없이 계획서에 반 되는 경우가 있음)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한 권역의 경우 통일된 형식으로 계획이 수립되

며, 계획담당자의 자유로운 활동의 폭이 넓지 않다는 판단임

■ 계획내용

◦ 지역의 자원조사 

- 지역 자원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지역자원

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뿐, 숨겨져 있는 자원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음.

- 자원조사가 관광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음. 자연환경자원, 유․무형의 문화자원 등 보존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자원 조사가 미흡한 편임. 

-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향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부족함.

- 자원조사 단계에서 그 분야 전문가가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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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비전 및 발전방향

- 마을의 비전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경우가 많고, 장래의 

전망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이 다소 미약함. 특히 일부 권역은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사람과 기업의 유입, 토지개

발수요 증대, 토지매입 요구자 증가 등)가 있을 것으로 보여 마을의 미래

의 비전·모습을 예측하며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 

- 대체로 권역마다 비슷비슷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데 많은 

권역에서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편한 마을로서의 비전 제시는 부족한 편임.

- 비전설정과 발전방향 그리고 추진할 사업과의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부족

한 편임. 이는 비전과 발전방향이 당위적(혹은 이상적)인 차원에서 수립되

었으며 사업은 현실적인 주민 수요에 기초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현실적인 

주민 수요와 바람직한 비전과의 연계 혹은 조정 작업이 계획단계에서 충

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함.  

◦ 환경 및 경관에 대한 배려 

- 도로 및 하천정비에 대한 부분이 계획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로 인

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향이 있음. 또한 이

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권역에서 비오톱(소생물 서식지)에 대한 향과 그 

대책 등도 마련되지 않음. 

- 환경 및 경관에 대한 배려 수단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내용이 포함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권역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편임.

- 농촌관광형으로 추진하는 권역의 경우 많은 인구가 왕래함에 따라 오염물 

배출 등으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인구 

유인수단을 조성할 경우 환경적 측면을 크게 고려해야 함. 

◦ 시설물의 입지 운 방안

- 면단위 혹은 군청 소재지 단위에 입지해야할 시설이 마을에 입지하도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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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되어 있는 등 시설물의 수요 또는 운 측면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특히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시설물은 설치 후 사업운 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어떻게 

운 해 나아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권역에서 시설물의 운  방안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편임. 

- 특히 시설물의 운 에 있어 소유 및 운 주체, 운 비용 및 그 비용의 분

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마을 공동으로 시

설을 운 하는 경우 이익 배분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사업성 검토

-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도 다

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단순히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 나아가야 함. 또한 사업비 내역 

검토, 국고와 민간의 지원 등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선정 및 투자 계획의 타당성 

- 사업권역이 여러 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사업 내용 또한 각기 마

을별로 나뉘어 있음. 여러 개 마을이 하나의 공통된 지역 공동체라는 의식

이 미약함. 권역 전체적인 비전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구상할 필요

- 30∼40개 정도의 사업이 제시되어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계

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는 기본적으로 마을별로 사업을 안배하기 때

문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 취지인 테마성과 연계성을 사업을 통

하여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계획수립 관련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

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볼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주민부담이 전제됨으로써 자본이 적게 투입되는 사업 쪽으로 

사업 내용이 편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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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향후 과제

4.1. 모니터링 결과 종합

■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단기간 내 예비 후보지가 선정

◦ 공모 방식을 취함으로써 예비 후보지 가운데에서 대상지 선정은 비교적 객

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지만, 예비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

가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예비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의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거나, 투자 수요가 부족한 마을들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

■ 중층적인 자문활동은 계획의 질 향상에 기여

◦ (원로)자문위원, 실무자문위원, 계획 수립자문위원 등이 중층적으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의 질(수준) 향상에 기여

- 반면 주민, 시장․군수, 주민, 계획가,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계획수립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업추진이 더디는 부작용 표출

■ 농촌마을개발협의회 활동은 미흡한 편

◦ 일부 지역에서는 군 의회 의원, 면의 유지, 해당 마을 이장 등이 협의회의 

멤버로 구성되는 등 기대 이상의 활동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

역에서 주민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편임.

■ 계획수립단계에서 시․군의 소극적 역할

◦ 계획수립 업무가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를 축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

체 역할 및 관심 저조.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과 계획팀과의 갈등 발생

■ 지역별로 주민 참여 정도에 많은 차이 발생

◦ 대체적으로 기존에 정부 지원 마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나, 

주민 조직이 잘되어 있으며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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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주민 참여도가 높은 편이나 많은 마을에서 마을 리더를 중심

으로 한 소수만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편임.

■ 계획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편

◦ 주민의 개발 수요 파악에 치중한 반면 지역의 바람직한 비전 제시자, 주

민 이해 조정자,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과의 매개자 역할은 미흡. 특히 농

촌개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전혀 없는 엔지니어링사가 계획수립을 담

당하는 경우도 있음(전자 입찰 방식의 한계).

■ 주민 개발 수요에 의존하는 안배식의 사업계획이 많은 편

◦ 지역자원, 마을의 비전설정과 발전방향과의 연계, 수익성, 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주민의 개발 수요에 

의존하며 마을 간의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 성공가능성 불투명)

4.2. 향후 과제

■ 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계속

◦ 2004년에 운 한 바 있는 자문위원 조직을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계

획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업무 추진

- 실무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강화하고 실무자문위원회가 모든 계획수립대

상지역의 계획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실무자문위원회에 마을계획수립경험자, 유통, 토목, 건축, 생태, 문화 및 관

광,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 보강

- 모니터링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에 모니터

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

■ 계획 완료․착수 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정비 및 시범 모니터링 실시

◦ 시․도 차원의 모니터링 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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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정도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구성

- 시․군 조직과 연계하여 설계․시공단계의 중요 사항 체크

◦ 시․군 차원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협의회가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함

◦ 계획이 완료되어 사업을 착수한 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시범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 항목 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도출



27

참 고 문 헌

농림부, 2004,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단 현장방문․토론회 결과(제1

차, 제2차, 제3차)｣

농림부, 2004, ｢농업농촌 투융자 관리 계획서｣

농림부 내부자료, 2004, ｢ 농촌지역개발 실무자문위원 농정현장 방문 결과보고(제1

차, 제2차, 제3차)｣

농업기반공사 내부자료,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기본계획 제1차 평가자료｣

박시현․박주 , 200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업화 방안｣,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75 / 2004. 1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 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팩시 리 02-2213-2247 E-mail: dongyp@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제지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2. 과업의 주요 내용

	제2장  모니터링 추진 기본 방향 설정
	1. 모니터링 추진 필요성
	2. 모니터링 추진 방법

	제3장  2004년 사업지구 모니터링 추진
	1. 2004년 착수 지구 시범 모니터링
	2. 모니터링 항목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4. 모니터링 결과 종합 및 향후 과제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