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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몇 년 사이에 ‘혁신’이라는 말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정부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

다. 그러나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에 대해서는 그 개념, 분석 방법, 정책 방

안 등의 측면에서 소홀하게 다룬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의 발전

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그 구축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

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된 2년 차 연구이다. 1차 연도에

는 ‘이론과 현황’, 2차 연도에는 ‘사례와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하 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함

과 동시에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 조사 및 특징 분석,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

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현황과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지만,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원이며 지역혁신체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끊임없이 진화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앞으로도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례 조사와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시․군의 공무원과 주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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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체계가 형

성, 작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

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5년부터 2년에 걸쳐 진행

된 기획의 2차 연도 과제인 이 연구에서는, 농산촌 지역의 발전을 목적

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혁신활동의 내용과 그것들이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촌 지역혁신’,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등의 개념을 정립한다.

  2)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기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차이를 비

교한다.

  3)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4)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현황 및 추진 실

태를 분석한다. 

  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의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

한다.

주요 연구 결과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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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기반 현황 분석 및 지역 간 비교,

  3)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체, 내용, 과정 등에 대한 사례 분석,

  4)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5)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관련 정책사업 현황 및 추진 실태 분석,

  6)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과제 도출

제2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 과제를 도

출하 다. 1차 연도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혁신체계 논의의 등장 배경, 

개념 정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성 요소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

다. 그리고 2차 연도 연구에서 초점을 둔 지역혁신활동 사례 조사 및 

분석과 관련되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 다.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를 ‘농산촌의 일정한 지

역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행동

의 연결망’이라고 정의하 다. 그렇게 정의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는 

일련의 단계를 따라 진화하는 사회적 실체로 이해할 수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현황 분석 및 지역 간 비교 

제3장에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하부구조 기반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들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기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성하 다. 그리고 지역발전 정도를 보여주

는 변수들을 성과 지표로 선정하 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들의 통계치

를 토대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과 지역발전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구성 요소들 중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기반이었다. 이에 비해 물리적 기반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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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격차가 작은 편이었다.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의 지역혁신

체계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리적․사회적․

경제적 기반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곳은 대부분 흔히 낙후지역으

로 분류되는 경기 북부 지역, 백두대간 지역, 전남 지역 등의 ‘군’ 지역

이었다. 지역혁신체계 기반이 취약한 이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 자원 관련 지표들이 지역발전

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체, 내용, 과정 등에 대한 사례 분석

제4장에서는 21개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들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사례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어떤 지역의 혁신 기반이 건전하다고 해

서 지역혁신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활동들은 

지역혁신체계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출현하고 있었다. 

이것은 혁신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의 문제에 대한 주체들의 인지와 혁

신에 대한 욕구가 혁신활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농

산촌 지역 내의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지역혁신활동의 출

발점이 된다는 이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은 대부분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되는 여

러 개별 혁신활동들이 연계된 형태라는 점을 발견하 다. 21개 사례에

서 총 68개의 개별 혁신활동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별 혁신활동에 참

여하는 14유형의 주체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혁신 아이디어 제안’, ‘연

구․개발’, ‘혁신 전파’, ‘혁신 의사결정 촉진’, ‘물적 자원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

고 있었으며, ‘연구․개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인적 자원은 취

약하 다.

지역혁신활동을 구성하는 개별 혁신활동들을 그 내용에 따라서 ‘상

품 혁신’, ‘생산과정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기타(복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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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분야 혁신’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를 ‘농산

촌 지역혁신 과정’이라고 개념화하 다. 지역혁신 과정을 ‘지역상황 진

단’, ‘계획 수립’, ‘혁신활동 실행’, ‘혁신활동 확장’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제5장에서는 지역혁신 과정의 진행 단계에 따라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는 

점점 더 구성이 복잡해지고 외연이 넓어지며 그 기능도 다양해지는 양

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지역혁신 과정 4단계에 각

각 대응하여 서로 구별되는 집합행동 유형이 연쇄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 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는 ‘주체들 간의 인식 공유’, ‘집단적 

학습’, ‘조직화’, ‘규범 및 제도 형성’이라는 집합행동을 단계적으로 실

행하면서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을 통해 강제된 사회 

연결망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 연

결망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로서 기능하고 진화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의 주체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

고 적절한 형태의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여 ‘인식 공유’, ‘집단적 학습’, 

‘조직화’, ‘규범 및 제도 형성’ 등의 단계별 집합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정책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관련 정책사업 현황 및 추진 실태 분석

현재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몇 가지 정

책사업들이 있다. 그것들은 대체로 혁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

역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 내․외의 혁신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하

고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농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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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접

근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사업실행 기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

진할 지방의 인적 자원이 취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부족하여,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적절한 형태의 사회 연결망이 

형성, 작동되지는 못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농산촌 지역혁신을 위

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하는 몇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

으로서는 그 정책들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 

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농산촌 지역혁신체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무

엇보다도 농산촌에 부족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속성’, ‘복합성’, 

‘개방성’이라는 원칙하에 일관되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실행기간

을 확대하거나 지역 수준에서 여러 정책사업들을 시차를 두고 연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풍부한 정책사업 메뉴를 제시하고 지방

자치단체들의 선택권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보장해야 한다. 

  -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 

2) 정책 지원 방안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활력사업, 포럼 지원

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제도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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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도록 그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사업 메뉴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다음과 같

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 농산촌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발굴 및 지역 진단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 구축 지원

  - 농산촌 시․군의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지원

  - 농산촌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과정 중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한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책사업 계획, 실행, 평가 역량 제고를 위

한 지원

  - 조직화된 민간부문 주체 육성 및 개방형 연결망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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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책의 기조는 ‘지방화’, ‘분권화’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지

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란 용어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

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관련 논의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이 정의되었을 뿐

만 아니라1 지역혁신협의회나 신활력사업과 같이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

축을 위한 제도와 사업이 만들어지기도 하 다.

그런데 지역혁신에 대한 논의는 대개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에 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새로

운 기술을 창출하는 산업 및 기업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농산촌 지역혁신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상대적으로 

뚜렷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의 필요성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 자원개발, 과학기술, 

산업생산,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

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지역혁신체계란 

바로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체․비 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서   론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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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니 이론에만 의존한 제도와 정책사업을 만들

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촌 지역혁신과 지역혁신체계 등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

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의 현황을 분석하며, 그것을 토대로 농산촌 지역

혁신체계 기반 구축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기획하여 2005년도에 1차 연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차 연도 연구

는 ‘이론과 현황’, 2차 연도 연구는 ‘사례와 정책’으로 연구 초점을 구분

하여 설계하 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개략적인 

수준에서 정량적․정성적 측면의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 

분석을 시도하 다.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성되며, 하부구조는 다시 물리적 하부구조와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분

된다. 이러한 틀에 맞추어 정량적 분석을 한 결과, 행정구역상 ‘시’ 지역

이 ‘군’ 지역에 비해 하부구조는 건실한 편이라는 점을 발견하 다. 그

리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정성적 분석 결과, 지역의 혁신리더(특히 시․군의 공무

원)의 역할, 주체의 교육과 학습 기회, 주체의 조직화, 중앙정부 정책사

업, 지원기관의 역할 등이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에 있어 요

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연도에 수행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에 관한 

정량적 분석이나 정성적 분석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함과 동시

에 농산촌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는 채

택 변수에 대한 검증 작업과 성과 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성적 분석의 경우는 보다 광범위한 사례 지역 조사를 통한 분석

적 접근이 요구된다. 나아가 선진국에서 적용했던 기업 지원 중심의 지

역혁신 전략이 우리 농산촌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농산

촌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어떤 지원과 방안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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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현황 분석을 통해 농산촌에서 

지역혁신체계가 형성․작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계자료를 활용한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촌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전

개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혁신활동의 주체, 내용, 과정 등과 그것이 배태

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과 범위

연구 내용을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하 다.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 과제 도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 및 

지역 간 비교 분석,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체․내용․과정 등에 대

한 사례 분석,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농

산촌 지역혁신체계 관련 정책사업 현황과 추진 실태 분석, 농산촌 지역

혁신체계의 기반 구축 방향과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제2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의 분

석 과제를 도출하 다. 1차 연도에 검토한 바 있는 지역혁신체계 논의

의 등장 배경, 개념 정의, 구성 요소, 혁신역량 분석 등에 관계된 이론적 

내용을 보완하고 지역혁신활동 사례 분석 관련 이론을 보충하 다. 이

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체계 논의의 이론적 유용성과 한계를 파악하면서 

우리나라 농산촌에 적용코자 할 때 필요한 핵심사항들을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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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방향을 설정하 다.

제3장에서는 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

반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하 다. 전국 140개 도농

통합시 및 군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전국 234개의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읍․면을 포함하는 140개 시․군을 농산촌 지방

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통계 생산 및 정책사업 집행이 시․군․구 단

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혁신체계 하부구조의 구성 요소 중에서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지표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표

별 지수화, 지역별 유형화 등을 통해 지역 간 현황을 비교하 다. 또한 

지역발전 정도를 보여 주는 변수들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하부구조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체, 내용, 과정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체계의 진화과정을 밝히려 하 다. 다양한 지

역혁신활동 사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여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모형을 구성해 보았다. 시․군, 읍․면, 마을의 세 층위에

서 발견되는 21개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에서 어떤 주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역혁신을 이루어 내는지, 제3장의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보완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

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현황

과 추진 실태를 분석하 다. 소위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등장한 정책사업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하 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새롭게 도입된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활력사업, 포

럼 지원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제도 등을 중점 분석하 다.  

제7장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

안을 제안하 다. 여러 가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산촌의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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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기반을 구축하려면 어떤 내용과 방식의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인

지 논의하고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이미 도입된 

기존 정책사업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관련 정책사업들의 

재편 방안과 새로운 필요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 논의의 폭을 넓

혔다.

3.2. 연구 방법

활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 및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검토이다. 지역혁신체계와 관

련되는 다양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농산촌의 지역혁신,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관련 법률, 정책사업의 

지침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 다.

2) 이미 생산되어 있는 시․군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산촌 

지역의 혁신체계 기반을 분석하 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하부구조

를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각각을 대표하는 변

수들을 지표로 삼아 현황 파악 및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특

히 ‘지역발전’을 나타내는 성과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다.

3) 21개의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 다. 주로 

심층면접 조사 방법을 활용하 다. 사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심층면접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가지고 사례 간 교차 분석(cross-case analysis) 

등 다양한 질적 자료 분석 기법을 적용하 다. 지역혁신활동 사례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위탁연구진이 공동 조사하는 형식을 

취하 다. 심층면접 조사 경험이 있는 ‘지역혁신 사례 조사팀’ 3팀을 구

성하 다. 사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동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의 

관점과 보고서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

4) 지역혁신 주체 간의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도 진행하 다. 읍․면과 시․군이라는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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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층위에서 형성된 농산촌 지역혁신 연결망 사이에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형성된 지역혁신 연결망과 정책에 의해 형

성된 지역혁신 연결망 사이에는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지역혁신 

관련 정책 추진 실태 조사를 위해 140개 시․군의 공무원(지역혁신 업

무 담당과 농정업무 담당) 280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의 기반, 지역혁

신 사업의 내용, 지역혁신 사업의 참여 주체와 추진 현황, 추진 성과 등

을 묻고 그 응답 결과를 분석하 다. 더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혁

신협의회 구성 및 운  실태와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함으로써 2005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는 신활력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전수 조사 결과와 

비교하 다.2

끝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의 전 과정에 활용하 음을 밝혀 둔다. <그림 1-1>은 이상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압축하여 나타낸 것이다.

 2 공무원 대상의 조사는 2005년도에는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006년도에는 현

대리서치에서 대행하 다. 전화 조사와 방문 조사 방법을 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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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
차
년
도

한편,  21편의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 조사 보고서들은 그 분량

이 방대하여 별도의 독립 보고서로 엮었다. 그리고 지역혁신 사례 분석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혁신 과정의 제 단계(준비, 계획, 실

행)별로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북 성격의 자료집을 작성하 다. 

이는 시․군, 마을 등에서 지역혁신활동을 추진할 때 당면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교훈을 제시하는 안내서

이며, 그 자체로 우수 사례의 성과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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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혁신체계 논의의 등장

지역혁신체계는 1990년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려면 산업 부문,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북

유럽국가들의 성찰과 경험 속에서 출현한 개념이다. 특히 IT산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역할, 그것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지역

정책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혁신체계 관련 논의들은 흔히 이전의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 이

론에서 강조하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물리적 기

반의 집적이익(agglomeration economies)뿐만 아니라 지역의 암묵적 지

식(tacit knowledge)이나 상호 학습의 이익 등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 다. 따라서 산업 발전을 조장하고 기업을 지원

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에 머물지 않고 지

역에 내재하는 암묵적 지식을 발굴, 활용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학습을 

통해 공동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내용으로 변화해야 함

을 주장한다. 즉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혁신 창출의 조건이 국가보다는 지역 단위

에서 용이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초기의 국가혁신체계 

논의가 자연스럽게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논의로 그 무게 중심을 이동

하게 되었다.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와 분석 과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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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계보

기술혁신
(Schumpeter)

제도경제학
(Veblen)

진화주의이론
(Nelson)

기술변화이론
(Freeman)

국가혁신체계
(Lundvall)

지역기술단지
(Saxenian)

테크노폴리스
(Castells)

학습지역이론
(Morgan)

후기포디즘
(Amin)

산업클러스터
(Porter)

지역국가
(Ohmae)

지역혁신체계론

  주: (  ) 안은 대표적인 주창자

자료: 이장재(2003).

지역혁신체계 이론은 그 주요 논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상

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그림 2-1>에

서 보듯이 혁신에 대한 경제학의 초기 이론을 제공했던 슘페터의 고전 

이론부터 클러스터 이론이나 학습지역 이론까지 그 계보 또한 복잡하

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론이 형성된 만큼 여러 측면에서 논쟁이 진행되

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지역혁신체계 논의는 그 출발 배경이 유럽 

국가들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어떤 현실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경험

에 근거하여 이론이 구성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이론에 기초

하여 이상적으로 설계한 정책을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 하 다. 그 논의

의 모멘텀도 정부가 주도하여 제공하 다. 이런 탓에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체계 논의는 상대적으로 그 연원이 짧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할 수 

없었다.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 역시 아직은 빈약한 편이

다.3 암묵적 지식이나 상호 학습의 이익 등 지역에 배태되어 있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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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relational asset)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론은 물리적 기반도 부족할 뿐 아니라 기업이 거

의 없는 농산촌 지역에도 여과 없이 이식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촌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통적인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3

차 산업이 융․복합되어야 하는데, 이를 촉진하려면 지역 내․외부의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정도로 농산촌 지역

혁신체계 기반 구축 필요성이 인지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정의

앞의 <그림 2-1>의 이론적 계보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혁신체계의 이

론에는 여러 분야의 논의들이 접목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자마다 내리고 있는 정의

들도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표 2-1>. 모건(Morgan 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도시를 중심에 둔 광역적 지역 범위의 맥락에서 제

조업이나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통된 핵심어로서 주체, 

상호 작용, 연결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혁신’, ‘체계’는 각각 

별도의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우선, ‘지역’은 사전적으로

는 ‘동질성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실체’라고 정의된다. 여기에 더하여 쿡

(Cooke 2003)은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3 서구의 이론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지역혁

신체계의 특성, 유형 구분 및 정책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

(김 정 2003; 김현호 2004; 변창흠, 김륜희 2003), 거시적인 관련 정책 평가와 

지역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변창흠 2005; 이재준 

2005; 이철우 2004; 장 욱 2006).

 4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특성은 제1차 연도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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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혁신체계 개념 정의에 관한 선행 연구 요약

정의 출처 비고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

체․비 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

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상호 연계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

정한 공간에서 기업의 혁신적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혁신 연결망과 제도

의 배열(arrangement)

Cooke & 

Schienstock, 

1996

연결망, 제도

지역 단위에서 혁신을 유발시키기 위한 구성원 간의 

유형, 무형의 조직화된 연결망 체계
Cooke, 1998 주체, 조직화, 연결망

기업이나 그 밖의 조직이 배태 혹은 뿌리내림

(embeddedness)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환경 속에

서 상호 학습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것

Cooke, Uranga 

& Exebarria, 

1998

주체, 상호 학습

하부조직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필수적인 사회적 

시스템
Autio, 1998 상호 작용

지역의 생산 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창출, 도

입, 수정, 확산되는 과정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 작용과 관계들로 이루어진 제도적 연결

망

Oinas & 

Malecki, 2002
상호 작용, 연결망

문제의식을 가진 주체들 간에 상호의 경험을 교환하

면서 수요에 부합하는 자체 제도를 만들고 지역발전

을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Morgan, 2002
주체, 한계지역에서의 

혁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 환경

적 조건
Cooke, 2003

첫째, 지역에 대하여 한정된 공간적 범위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적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관련된 사상의 특별한 조합

에 의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의 특성이 있어

야 한다. 셋째, 특정한 기준 및 척도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는 등질지역

(uniform region)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내

적 결속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쿡은 국가보다는 차하위, 그리고 기초 행정

단위보다는 차상위 수준의 ‘지역’을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가장 용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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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보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행정적․법적 지위와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적 정책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한 지역의 범위 역시 당장 무엇 

하나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쿡의 기준을 빌자면 시․군 단위가 상대적

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반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확정할 만한 경험 연구도 축적되지 않았다. 

‘혁신’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들이 말 그대로 ‘새롭다’

고 인지하는 어떤 아이디어, 실천, 대상 등을 뜻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새로운 모든 것을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혁신의 속성을 좀 더 보

편적인 용어로 묘사할 수 있는 범주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로저

스(Rogers 2003)는 혁신의 다섯 가지 속성에 관해 논한 바 있다. 어떤 

아이디어, 실천, 대상 등이 ‘상대적 장점’, ‘양립 가능성’, ‘복잡성’, ‘시

도 가능성’, ‘관찰 가능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아이디어, 실천, 대상 등

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성격을 가질 때 비로소 이를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5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해서도 아이디

 5 상대적 장점이란 ‘어떤 혁신이 당초에 극복하려 했던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를 뜻한다. 그 상대적 장점의 크기가 경제적 이

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양립 

가능성이란 ‘어떤 혁신이 기존의 가치, 과거의 경험, 잠재적 혁신 수용자의 요

구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를 뜻한다. 양립 가능성이 큰 혁신 아

이디어일수록 더욱 빠르게 더 많은 행위자들에게 수용될 것이다. 복잡성은 ‘어

떤 혁신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려 할 때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로 정의된다. 어

떤 혁신 아이디어는 잠재적 수용자들에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기도 하

지만, 또 다른 혁신 아이디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혁신의 복잡성이 커질

수록 사회체계 내 행위자들의 수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시도 

가능성이란 ‘어떤 혁신을 제약 조건하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실험하고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혁신 아

이디어일수록 빠르게 수용될 것이다. 관찰 가능성이란 ‘어떤 혁신의 결과가 사

람들에게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어떤 혁신 아이디어는 여

러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쉽게 관찰되고 전달된다. 혁신의 관찰 가능성이 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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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천, 대상 등이 기존의 접근과 무엇 하나라도 새로운 것이 있어야

만 혁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체계’는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적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의 묶음인 

전체가 서로 작동 방식을 공유하면서 외적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속성

을 가진다. 그리고 구성 요소들 간에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전

체는 항상성(homeostasis)이 유지된다. 또한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각 

구성 요소의 기능 자체도 완결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체계라고 부른다. 

체계와 환경 사이 그리고 체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간에 이루어지

는 상호 작용의 양과 질이 체계의 성과(performance)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 개념을 따른다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핵심

은 농산촌 지역의 혁신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하위 기능 단위(제도, 

집단 등)들 간의 연결망(network)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구성 요소 간

의 상호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혁신’, ‘체계’ 등 각각으로도 복잡한 개념에 더하여 선행 연

구에서 언급되었던 지역혁신체계 자체의 개념 정의를 상기하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를 논리적으로 정의하기는 실로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러

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어로서 삼고 있는 주체, 상호 작용, 

연결망 등을 추출하고 농산촌의 특성 등을 염두에 두어 농산촌 지역혁

신체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는, “농산촌의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의 문제의

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행동의 연결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록 사회체계 구성원들은 그것을 더욱 쉽게 수용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속성

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농산촌 지역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협의로서의 혁

신, 즉 발명, 혁신, 확산의 3단계를 거치는 기술변화 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여러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의, 새로운 아

이디어와 해결책의 개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의로서의 

혁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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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집합행동” 자체는 지역혁신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6 

그렇다면 지역혁신체계 개념의 핵심을 구성하는 ‘주체’와 지역혁신

활동의 ‘집합적(collective)’ 측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맥켈비

(McKelvey 1997)는 ‘혁신활동에는 집합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 기업들(innovating firms)이 스스로 식별

한 기술적․경제적 기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의 혁

신체계 안에 속한 서로 다른 주체들이나 기관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돕

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달리 말하자면, 기업 스스로 수집

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질에 의해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혁신

체계 내 제도들의 구성과 배치에 의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된다

는 것이다. 

런드발(Lundvall 1992)은 혁신체계 안에 속한 주체들을 크게 두 가

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하나는 기업 범주이며 다른 하

나는 비기업 범주이다. 예를 들어, 기업 범주에는 혁신기술의 사용자 기

업, 원자재 공급 기업, 경쟁 기업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지역혁신체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이끄는 유인(incentive)이 달라

질 수 있다. 정부 기관이나 대학의 연구자 같은 비기업 범주에 속하는 

주체들은 1차적인 경제적 가치 생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다른 종류의 유인에 이끌려 지역혁신체계 범주의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

하며 기업들이 혁신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실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Nelson 1993).

이처럼 지역혁신체계 이론에서 지역혁신활동을 실행하는 주체에 관

한 논의들은 ‘혁신체계 안에는 대체로 혁신을 실행하는 주체인 기업과 

그 기업을 지원하는 주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각 주체들이 

혁신체계에 참여하는 유인이나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6 이러한 정의는 지역 내․외 주체들의 조직화된 집합행동을 통해 시너지가 발

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러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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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한 논의가 이 연구에 함의하는 바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농산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흔히 ‘관 주도형’ 또는 ‘민

간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어느 주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논의하는 것은 참여 주체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간과

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참여 주체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무

엇이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유인 또는 그들의 참여 동기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관련 정책을 개발 

또는 보완함에 있어 보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 내․외의 주체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지역이 처한 환경에

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집합

적 혁신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집합행동이 배태된 사회 연결망

(social network)을 지역혁신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

계는 지역이 처한 환경이나 지역혁신활동에 따라서 그리고 혁신 주체의 

유인과 동기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끊임없이 진화한다.

3.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구성 요소

지역혁신체계는 이론적으로 상부구조(superstructure)와 하부구조(infra- 

structure)로 구성된다. 하부구조는 다시 도로, 항만, 통신망 등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와 관련 기업, 대학과 연구소,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하부구조로 나뉜다. 즉, 기업이라는 주체가 혁신 활동을 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시스템인 셈이다.

상부구조는 사회적 하부구조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그 지

역의 사회문화적 조직, 제도적 관행, 분위기, 규범 등의 조건과 환경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지역의 총

체적인 혁신 환경(local milieu)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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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구성 요소 

상부구조

하부구조

물리적 하부구조

사회적 하부구조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도로, 항만, 통신망 등

조직, 관행, 분위기, 규범 등

그림 2-3.  농산촌 지역혁신 환경의 구성 요소 

혁신주체

혁신환경
(local milieu)

혁신활동

제도적 기반사회적 기반

경제적 기반 물리적 기반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떤 구도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 혁신의 주체가 혁신 활동을 하는 데 기반이 되는 환경이 중요

한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집합행동을 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는 지역의 총체적 혁신 환경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기반 등의 구성 요소들로 해부하고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리적 기반이나 경제적 기반에 따라 혁신 활동의 성과가 다

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농산촌이라는 맥락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

를 지니지 않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관 주도형 혹은 민간 주도형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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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분화되지 못한 주체 간의 형식적이고 양적인 협력만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정책적용 과정의 차이는 전혀 

관찰하지 못하 다. 더욱이 시계열적 측면의 분석은 거의 누락되어 있

어서 지역의 혁신 기반이 건실하면 자동으로 지역혁신체계가 형성되고 

작동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특히, 통계적 변수만을 활용한 분석으

로 인해 질적인 내용은 사상되는 문제도 있었다. 제한된 자료이지만 현

재의 상황을 거시적으로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양적 분석을 위주로 하는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

하려면 지역혁신활동 사례에 대한 풍부한 질적 연구를 함께 수행할 필

요가 있다.

4. 지역혁신 사례를 분석한 선행 연구

지역혁신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려 할 때 주체들 간의 연결망과 그 안에

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는 관점을 ‘체계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론적 관점이야말로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가장 핵심적

인 특징이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예로는 나우웰

레어와 라이드(Nauwelaers and Reid 1995), 퇴드틀링과 카우프만

(Tödtling and Kaufmann 1999), 키르지아피니와 세페리지(Kyrgiafini 

and Seferizi 200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역

혁신 관련 정책 프로그램(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egional 

Innovation Technology Transfer 등)을 추진하 던 지역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거나(Tödtling and Kaufmann 1999; Kyrgiafini and Seferizi 

2003), 분석 대상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측정하려

고 하 다(Nauwelaers and Reid 1995).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지역혁신체계’ 자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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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갈리와 튜발(Galli and Teubal 1997)의 혁신체계 분석 틀

혁신체계
(innovation 
system)

  기능

  - 견성 기능(hard-function)
  - 연성 기능(soft-function)

  구성 요소(component)

  - 조직
  - 제도(공식적 제도, 비공식적 제도)

  연계(linkage)

  - 시장매개형(market-mediated) 
  - 비시장매개형(non market-mediated) 

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석 수준이 지역혁신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조직들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 간의 상호 작용과 그 기능적 효과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면서, 라란자(Laranja 

2004)는 갈리와 튜발(Galli and Teubal 1997)이 제안하 던 혁신체계 분

석 틀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한 바 있다. 이 분석 틀은 일반적으로 체계

를 정의할 때 필수적인 요소인 ‘구조’와 ‘기능’의 두 개념에 충실한 조

작적 정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브루노리와 로시(Brunori and Rossi 2000)는 농촌지역의 사회적․경

제적 주체들이 집단적 행동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재평가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 즉 지역의 상품혁신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지역혁신 과정은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가 생성되었다

가 다시 확장되면서 재구성되는 주기적인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농

촌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연결망을 형성해 가는 과

정은, 처음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요소들이 ‘배열(alignment)’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형성된 배열, 즉 블랙박스는 상징적 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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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지역혁신체계 구축 단계별 연결망 형성 전략

준비 단계

시작 단계

활동 단계

해체발전 단계

조직들의 통합

네트워크의 확대

획득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새로운 연결망으로 진화한다고 묘사되

었다. 이렇게 지역혁신체계의 진화를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진화론적 

관점’이다.

브루노리와 로시(Brunori and Rossi 2000)는 농촌의 지역혁신체계가 

물질적, 인적, 상징적 자원을 동원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을 개념화하려 

시도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혁신체계가 진화해 가는 역동적

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농촌개발 정책

이 그러한 과정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이러한 연구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농촌의 지역혁신체계가 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려는 시도 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 중에 드러나는 어떤 요인들이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지역

혁신체계가 진화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작동해야 하는가’라는 관심에는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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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렝거(Sprenger 2001)는 ‘지역혁신체계의 형성, 작동을 어떻게 촉

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접근하 다. 스프렝거

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고용 창출과 환경 보존을 위해 실행하 던 

지역혁신 정책인 ADAPT 프로그램의 경험들을 토대로,7 지역혁신 연결

망이 진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개념화하 다. 그리고 개념화된 각 단

계별로 필요한 네트워킹 전략을 제언하 다. 

한편, 지역혁신 정책은 대부분 지역이 최소한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

며 지역의 주체들이 어느 정도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

한다. 하지만 기반이나 혁신역량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지역마다 다르

게 분포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OECD(2005)는 지역혁신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첨단 기술 중심의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모범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서 작동하도록 적응적(adaptive)인 내용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수준의 지역혁신 사례에 대한 심층

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때에는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지역

혁신 사례를 찾는 연역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현장 사례들에 기초하여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는 귀납적 접근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일명 LEADE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8 ‘농촌개발 활동

 7 ADAPT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특별 정책 프로그

램(Community Initiative)의 하나이다. 주요 목적은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며, 자격 취득과 

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하는 데 있다. 주로 소기업, 소기업 지원

기관, 소기업 종업원 등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적 자원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 다. 1995-99년, 유

럽연합 회원국 전역에서 4000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보조금 지원은 약 16억 유로 다. ADAPT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은 ‘초국적 협력(transnationality), 혁신(innovation), 상향

식 접근(bottom-up approach),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4가지이다.

 8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ment de l'Economie Rurale; 농촌경

제발전을 위한 행동연대)는 1991년에 유럽연합이 시작한 농촌개발 정책 프로

그램이다. ‘참여, 다부문, 지역성(territoriality)'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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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역혁신 과정의 단계별 활동

혁신 프로젝트 성과의 가시화

혁신 프로젝트 실행

혁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획

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공유

지역이 처한 맥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새로운 (넓은 의미의) 
규범 정착

공동의 기준(규약 등) 설정

주체, 제도 간의 협상과 타협

새로운 집단적 학습 메커니즘 형성

지역 상황에 대한 소수 혁신 
주체들의 문제 제기

     <지역혁신 과정의 5단계>                  <지역혁신활동의 특성>

자료: LEADER European Observatory(1997). 

의 혁신’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 다. 이때의 혁신은 ‘농촌지역이 직면

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으로 대응하려는 지역 주체들

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었다(LEADER European Observatory 1997). 

LEADER European Observatory는 유럽 전역에서 LEADER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80여 지역을 선정하여 상당히 구체

적인 질적 조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혁신적 농촌개발 활동의 

특징을 보여 주는 다수의 사례 보고서들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 다.

가지 혁신적인 시도에 성공함으로써, LEADER I, LEADER II, LEADER+ 등 

세 차례 보완된 지금은 일반화 가능한 대안적인 농촌개발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섭(2002)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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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질적 사례 분석 보고서의 내용은 ① 지역이 

처한 상황, ② 출발 동기, ③ 활동 내용, ④ 혁신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지역혁신이 이루어지는 과

정을 <그림 2-6>과 같이 단계별로 개념화하고 있다. 지역혁신 과정을 

단계별로 개념화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봉착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서도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하려 시도하 다. 

5. 선행 연구로부터의 시사점과 분석의 과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는 “농산촌의 일정 지역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행동의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은 아니지만 지역의 다양한 역에

서 일어나는 새로운 노력들(예: 환경보호,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등)도 

농산촌 지역혁신의 개념 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인, 신기술 개발이나 도입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는 새로운 

활동들(예: 원자재 조달이나 판촉을 위한 경 체 간 협력, 장소 마케팅

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이나 관광 서비스 판촉 등)까지도 농산촌 지역혁

신의 개념 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활동들을 ‘지역혁신’

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기존의 개발 활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

체, 방법이나 내용의 새로움, 집합행동 등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 그 주

체와 집합행동의 연결망이 바로 지역혁신체계이다.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

째 단계로서 우선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의 정도와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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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분석 과제

경제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기존 정책

지역혁신정책

다수의 농산촌 지역혁신사례 농산촌 소수 농산촌, 도시

분석 과제 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수준은 지역별로 다른가?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가? 
 ◦ 지역혁신체계 기반 낙후는 지역발전 성과와 관계가 있나?

분석 과제 2.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와 지역혁신체계

 ◦ 농산촌의 지역혁신 주체는 누구인가? 
 ◦ 농산촌의 지역혁신 내용은 무엇인가?
 ◦ 농산촌 지역혁신 단계별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가?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구조와 기능은 무엇인가?

분석과제 3. 농산촌 지역혁신 정책의 현황과 추진 실태 

 ◦ 어떤 정책이 지역혁신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 적합한 대상 지역에 정책이 투입되고 있는가?
 ◦ 투입된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
인가?

  사회적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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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경제적 기반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지역마다 분포와 수준이 다

르다. 그렇다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구축 정도와 지역 간의 차이

가 어떤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양과 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지역

발전과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인지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바로 이를 검증

하는 것이 첫 번째 분석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산촌의 지역혁신활동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농산촌에서 지역혁신활동 주체로 활동할 잠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

들은 누구인가, 지역혁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역혁신의 과정, 단계별

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연결망 구조는 어

떠하고, 그 기능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적인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모델을 정

립해 볼 수 있으며,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개념화함으

로써 각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 혹은 해당 지역이 취해야 하는 전

략이 어떤 것인지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정책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 지역혁신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를 정의한 후, 적합한 대상 지역에 해당 정책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입된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

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가 

형성, 작동하게 하려면 기존의 정책들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어떠한 새

로운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농

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방안을 도출하

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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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3

장의 목적이다. 시․군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별로 물리적․사

회적․경제적 기반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것이 성과 지표와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계 기반 측정 지표를 선정하고 지수화 작업을 

한 다음 140개 시․군의 현황과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

혁신체계 기반 구축 정도에 따라 140개 시․군 지역을 유형화하고, 지

역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성과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 지표 선정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통계 분석을 시도하 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역에 한정된 측정 지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령,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기관 수, 대학교 수, 대학생 수 등을 혁신역량 측정 지표

로 보고 그것과 특허등록건수라는 성과 지표 사이의 관계를 본다거나

(김정홍 2003), 지식 투입 지표와 지식 과정 지표를 정의하고 그것과 지

식 성과 지표의 관계를 보는 것 등이다(유병규 등 2004). 이와는 달리 

지역잠재력 분석이나 지역발전 수준 평가 등의 연구에서 정의된 지표는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현황 및 보유자원 현황 측정에는 적합하지만 지

역의 혁신 기반이나 발전 잠재력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변수들

로 구성되어 있다(김태환 등 2004). 게다가 도시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과 

지역 간 비교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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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이 많아서 농산촌의 지역혁신 기반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보되, 통계자료를 통해 상부구조를 측정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 다. 따라서 하부구조를 중심으로 농산촌 지

역의 기반 구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 다. 하부구조는 물리

적 하부구조와 사회적 하부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일정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제도적 기반 등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적 기반을 제외한 나머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를 통해 시․군 단위에서의 수준

과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 다.

두 단계를 거쳐 지역별 혁신체계 기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

정하 다. 먼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하 던 변수들을 토대로 하되, 자

료의 구득 가능성과 신뢰성, 대표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나열하 다. 무엇보다 변수들이 ‘농산촌’이라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한지를 함께 고려하 다. 그런 

다음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 기반을 측정하는 데에 중

요도가 높은 지표를 최종 선정하 다.9 

이러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기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주변 도시의 경제적 

향력’, ‘신규 주택 비율’, ‘고속도로 접근성’, ‘1인당 경제개발비10’를 

선정하 다. 주변 도시의 경제적 향력은 인접 도시의 지방세를 인접 

도시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 으며, 신규 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가운데 1980년 이후 건축된 주택 비율을 뜻한다. 1인당 경제개발

 9 농산촌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하 다.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측

정할 때, 각 지표의 중요도를 4점 척도로 평가토록 하 다. 총 20명이 회신하

으며, 중요도 4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을 획득한 지표를 최종 선정하 다.
10 우리나라 세출예산 항목의 하나로 농림수산업·광공업 및 전력·교통·통신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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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가운데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세출액을 지방

자치단체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둘째, 통상 혁신인력, 혁신기관 등 사회적 기반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졸 이상 인구 비율’, ‘인터넷 활용인구 비율’, ‘고학력 농업인 비율’, 

‘청장년 농업인 비율’, ‘대학 및 전문대학 수’, ‘평생교육기관 수’, ‘시민

단체 수’, ‘1인당 사회개발비11’를 선정하 다. 특히 혁신인력은 플로리

다(Florida 2002)의 주장을 참고하여 한국의 통계상 신직업 구분에서 전

문가로 구분되어 있는 계층들이라고 가정하 다.12 우리나라의 경우 전

문가 수와 학력은 접한 관계가 있다.13 대졸 이상의 인구는 대체로 혁

신인력으로서 그 지역의 창의적 계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

도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바, 인터넷 활용인구를 잠재적 혁신인

력으로 보았다. 청장년 농업인 비율은 농산촌 지역의 사회적 활력을 반

하는 변수로 고려하 다. 아울러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하

여 주민의 자기혁신 기회와 이를 통한 혁신인력을 육성하는 평생교육기

관의 수도 포함시켰다. 1인당 사회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액 가

운데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세출액을 지방자치단체 총인구로 나눈 값이

다.

셋째,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사업체 종

사자 수의 비율’을 경제적 기반을 측정하는 지표로 선정하 다. 재정자

11 우리나라 세출예산 항목의 하나로 주택·보건·문화·인력개발·사회복지 등에 대

한 정부의 지출을 말한다.
12 플로리다(Florida 2002)는 창의적 계층(creative class)이 일, 여가, 공동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역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도시, 중소도시들을 

서열화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창의적 계층에는 컴퓨터와 수학 관련 직업, 건

축과 공학 관련 직업, 생명․물리과학․사회과학 관련 직업, 교육․훈련․사서 

관련 직업, 미술․디자인․연예 오락․스포츠․미디어 관련 직업 및 사업과 

재정운  관련 직업, 법률에 관한 직업, 건강관리 개업의와 전문 직업, 고소득

의 판매 및 판매관리 관련 직업 등을 포함한다.
13 2000년 경제활동인구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전문가가 1,369천 명이며 이중 대

졸 이상이 1,266천 명으로서 약 9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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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 기반을 나타내는 변수로 고려하

다. 사업체 종사자 수의 비율은 사업체 종사자 수를 총인구로 나눈 값으

로 사업체 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기반을 반 한다.

인구 증가, 고용 성장, 소득 향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 정도

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 다. 이는 지역혁신 성과를 측정하는 대

리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 하는 변수로는 최근 3

년 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연평균 1인당 

주민세 증가율’ 등을 활용하 다. 이러한 변수들은 사실 경제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 농산촌 지역혁신의 성과가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 자체를 지역혁신의 성과로 이해할 수 

표 3-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표와 성과 지표 

구성 요소 지표 자료 출처

물리적 기반

주변도시 경제적 향력
시․군․구 주요 통계(2000)

신규 주택 비율

고속도로 접근성 한국도로공사(2000)

1인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개발비 지방재정연감(2003)

사회적 기반

대졸 이상 인구 비율 인구센서스(2000)

인터넷 활용인구 비율 시․군․구 주요 통계(2000)

고학력 농업인 비율
농업총조사(2000)

청장년 농업인 비율

대학 및 전문대학 수 교육인적자원부(2003)

평생교육기관 수 시․군․구 주요 통계(2003)

1인당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 지방재정연감(2003)

경제적 기반

재정자립도

시․군․구 주요 통계(2003)
사업체 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지역발전 성과

연평균 인구 증가율 주민등록인구(2003∼2005)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시․군․구 주요 통계(2002∼2004)

연평균 주민세 증가율 지방세정연감(20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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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니만큼, 이는 분석상의 중요한 한계점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 하

지만 농산촌 지역혁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

황임을, 특히 농산촌 지역혁신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반 할 수 있는 

지표를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14 

다만, 특정 연도 각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혁신의 성과로 보지 않고 

그 변화율을 관찰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적 측면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

안하여 성과 지표로 활용하 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 기반에 따라 지역

의 혁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므로(lag effect), 성과 지표

는 최근 3개년의 변화율을 이용하고, 지역의 기반 지표들은 2003년 자료

를 이용하 다.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2000년 데이터를 활용하 다.

2. 지역혁신체계 기반 측정 지표의 특성과 지역 간 차이

2.1. 측정 지표의 기초통계 분석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현황을 평가하기 전에 측정 지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표들의 지역 간 차이를 변이계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15 

14 산업․경제적 성과를 반 하는 변수로서 GRDP 등이 가장 적합한 변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군․구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산

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대리변수로 선정하 다. 김상

호․박시현(2005)은 실제 GRDP와 주민세 두 변수(GRDP 통계가 존재하는 경

기, 강원, 경남, 경북 4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1998년 0.994, 1999년 0.994, 2000년 0.993으로 나타나, 주민세를 GRDP의 대리

변수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15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자료의 단위가 다르거나, 단위가 같더라도 

평균의 차이가 클 경우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이용된다. 변동계수라고도 하며, 

자료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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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표의 기초통계 분석

지표 단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댓값 최솟값

주변도시 경제적 

향력
십만 원/km 23,456.33. 83,916.21 3.58 846,026.67 105.66 

신규 주택 비율
1980년 이후 주택 수

/총 주택 수
0.69 0.11 0.16 0.93 0.41 

고속도로 접근성 km 1.48 2.02 1.37 12.00 0.00 

1인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개발비
백만 원/명 1.27 1.12 0.88 7.15 0.22

대졸 이상 인구 비율
대졸이상인구

/총 인구
0.05 0.04 0.74 0.35 0.00 

인터넷 활용인구 비율
인터넷 활용인구

/3세 이상 인구
0.27 0.08 0.29 0.52 0.12 

고학력 농업인 비율
대졸 이상 농업인

/총 농업인
0.01 0.00 0.35 0.03 0.00

청장년 농업인 비율
15∼64세 농업인

/총 농업인
0.78 0.04 0.05 0.86 0.67

대학 및 전문대학 수 개 1.35 2.08 1.54 14.00 0.00 

평생교육기관 수 개 2.00 2.61 1.30 17.00 0.00

1인당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
백만 원/명 1.02 0.48 0.47 2.87 0.22

재정자립도 % 21.68 12.22 0.56 63.90 6.70

사업체 수 개 7,654.11 7,059.02 0.92 34,328.00 1,086.00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천 원/명 433.66 216.26 0.50 1429.00 152.00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사업체종사자

/총 인구
0.44 0.49 1.12 2.81 0.04

‘주변 도시의 경제적 향력’이 3.58로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가장 큰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주변 도시의 경제적 향력은 최댓값이 평균의 36배에 

이르고, 105.66에서 846,026.67까지의 값을 가지는 등 범위가 넓다. 청

장년 농업인 비율의 변이계수는 0.05이고, 최솟값과 최댓값이 각각 

0.67, 0.86으로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작았다. 뒤를 이어 신규 주택 비율

의 변이계수가 0.16으로 작게 나타났다. 신규 주택 비율은 평균이 0.69

이고 최솟값과 최댓값이 각각 0.41, 0.93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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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혁신체계 기반 측정 지표와 성과 지표의 관계

대부분의 지표가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고용자 수 증가율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나타낸 반면, 연평균 주민세 증가율과 양의 상관관

계를 유의하게 보인 지표는 단 2개에 불과하다. 주변 도시의 경제적 

향력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인구, 고용자 수, 주민세의 변화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즉 주변도시의 경제적 향이나 접근성과 같은 물리적

표 3-3.  지역혁신체계 기반 측정 지표와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구분

지역발전 변수

연평균 인구 
증가율
(‘03∼’05)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
(‘02∼’04)

연평균 주민세 
증가율
(‘02∼’04)

물리적

기반

주변도시 경제적 향력 0.409** 0.332** 0.409**

신규 주택 비율 0.568** 0.499** 0.113    

고속도로 접근성 0.269** 0.256** 0.224**

1인당 지방자치단체 경제

개발비
-0.271** -0.207** 0.117

사회적

기반

대졸 이상 인구 비율 0.338** 0.218**    -0.032

인터넷 활용인구 비율 0.572** 0.449**     0.063

고학력 농업인 비율 0.386** 0.281**    -0.137

청장년 농업인 비율 0.473** 0.364** -0.029

대학 및 전문대학 수 0.481** 0.327**     0.055

평생교육기관 수 0.470** 0.305**     0.006

1인당 지방자치단체 사회

개발비
-0.411** -0.308** 0.001

경제적

기반

재정자립도 0.704** 0.541**     0.166

사업체 수 0.475** 0.295**    -0.001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684** 0.551** 0.155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0.572** 0.426** 0.070

주.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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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인구 및 고용 성장, 소득 변화 등 지역발전 정도와 접한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기반 가운데 신규 주택 비율이 인구 및 고용 성장과 가장 높

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이는 지역 내 인구 증가와 고용 성장에 따

라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1인당 경제

개발비는 인구 및 고용 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나타냈다. 인

구와 고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반 가운데, 인터넷 활용인구 비율은 인구와 고용 성장 두 

가지 변수에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물론 대학 및 전문대

학의 수, 평생교육기관의 수 등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1인당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는 인구와 고용 성장에 대하여 음의 상관관계

를 보 다. 1인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부분

에 대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개발 부문의 세출은 장기적

으로 사회적 기반을 충실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기반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인구와 

고용 성장 두 가지 변수와 0.5 이상의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 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은 지역발전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 한편, 인구 및 고용 성장에 대하여 경제적 기반의 지표들이 다른 부

문의 지표들에 비해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 다. 인구와 고용 측면에

서는 경제적 기반이 가장 큰 향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별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 평가를 위한 지수화

지역별로 지역혁신체계의 기반 구축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고려

된 지표들을 지수화함으로써 구성 요소별로 비교하고, 구성 요소의 지

숫값을 토대로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지숫값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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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상․중․하위권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전국적인 분

포를 살펴봄으로써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3.1. 종합지수와 구성 요소별 지수의 산출

종합지수

지역별로 종합적인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수(이하 종합지수)를 15개 지

표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하 다(수식 1 참조). 산술평균 산출을 위해, 지

표를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시켰다(수식 2 참조). 

TRI=
Σ
j= 1

N

Sj

N
 ……수식 1

     TRI: 지방자치단체별 종합지수

     j  :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표

     Sj : 지방자치단체별 측정 지표 j의 표준화 점수

     N : 측정 지표 j의 총수

Sj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Sj =
Vj − MINj

MAXj − MINj

 ……수식 2

     j  :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표

     Sj : 지방자치단체별 측정 지표 j의 표준화 점수

     Vj : 지방자치단체별 측정 지표 j의 값

     MINj: 측정 지표 j의 최소값

     MAXj: 측정 지표 j의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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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별 지수

종합지수의 산출 공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물리적 기반 지수, 사회적 기

반 지수, 경제적 기반 지수를 산출하 다(수식 3 참조).

PIVc =
Σ
j = 1

k

Sj

k

 …… 수식 3

     PIVc : 지방자치단체별 구성 요소 c의 지수

     j  :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표

     Sj : 지방자치단체별 측정 지표 j의 표준화 점수

     k :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성 요소 c에 속하는 측정 지표 총수

3.2. 지역별 현황과 특성

지역혁신체계 기반 지수 특성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구성 요소 가운데 경제적 기반 지수는 표준편차가 

0.173으로 가장 크며, 물리적 기반 지수는 0.080으로 가장 작다. 즉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경제적 기반이며, 물리적 기반은 지역 간 격

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편 사회적 기반 지수의 평균값은 0.268로 가장 

크며, 표준편차는 0.09로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표 3-4.  혁신기반 지수의 기초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종합 지수 0.236 0.095 0.571 0.098 

물리적 기반 지수 0.212 0.080 0.699 0.033 

사회적 기반 지수 0.268 0.089 0.544 0.108 

경제적 기반 지수 0.206 0.173 0.86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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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기반이 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형성되어 있으

며, 지역 간 불균형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함을 보여 준다. 

하부구조의 종합지수와 구성 요소별 지숫값의 상․하위 7개 지방자

치단체를 살펴보면, 대도시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7위까지 차지하

고 있다. 각 부문별 상위 7위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수는 총 17개16로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옹진군, 울릉군, 울주군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 지역이다. 특히 여기 포함된 6개 군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5개 군은 모두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한다. 

물리적 기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종합기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의 상위 7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시 지역이다. 용인시의 경우 종합지

수를 포함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 지수 모두 상위 7개 지방자

치단체에 포함되었다. 천안시는 물리적 기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

에서 상위 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었다. 같은 농산촌 지역이지만 행

정구역상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지역혁신체계 기반이 전반적으로 

건실하다고 볼 수 있다. 

혁신기반 지수별 공간 분포

종합지수와 구성 요소별 지숫값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중․

하위권으로 구분하여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17 종합지수의 공간 분포

를 살펴보면, 상위권 집단(23개)은 수도권에 속하는 도농복합시와 광역

시 및 지방 중심도시의 인접 농산촌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중위권 

지방자치단체(48개)들은 상위권 지방자치단체 주변에 분포한다. 한편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 상당수는 하위권(69개)에 속하 다.

16 17개 지방자치단체(용인시, 창원시, 천안시, 김해시, 구미시, 화성시, 진주시, 옹

진군, 달성군, 강화군, 울주군, 울릉군, 기장군, 경산시, 춘천시, 포항시, 마산시) 

가운데 7개 지방자치단체는 2개 부문 이상 중복되었다. 
17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이용하여 상․중․하위권을 구분한다. 

K-평균 군집분석은 개체가 어느 한 군집에만 속하도록 하는 상호배타적인 군

집방법이므로 상․중․하위권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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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종합지수의 상․중․하 지역 분포

그림 3-2.  물리적 기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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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사회적 기반 지수

그림 3-4.  경제적 기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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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기반 지수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지수에서 하위권에 

속하 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중위권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위권 지방자치단체의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중위권에 포섭

되면서 상위권․중위권(95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물리적 기반이 

어느 수준 이상 골고루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적 기반 지수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에 상위권과 중위

권 집단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경남 지역 일부에서도 상․중위

권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볼 수 있다. 하위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58개로 전라권과 경상권 등 충청권 이남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 지수의 공간 분포는, 다른 구성 요소의 공간 분포에서와 

달리 상위권․중위권(38개)의 수가 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경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하위권(102개)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적 기반이 잘 구축된 지역은 일부 시 지역에 불과하며, 대부

분의 농산촌 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현저하게 취약하 다.

4. 혁신기반 특성별 지역 유형

혁신기반이 우수하거나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향후 지속적인 발

전을 기대할 수 있거나,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여러 기반이 다시금 확충

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혁신기반 자체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는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발전하기 대단히 어려우며, 지역의 발

전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 기반이 낙후되기 쉽다. 따라서 지역혁

신체계의 기반 구축이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혁신기반이 취약한 지역

을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 혁신기반 특성에 따라 지

역 유형을 구분하고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곳

은 어디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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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혁신기반 특성별 지역 유형 구분

유형별 특성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구성 요소별 지숫값을 변수로 K-평균 군

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이용하여 14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 다. 유형별 혁신기반 특성은 <표 3-5>와, 전국 평균에 

대비한 유형별 혁신기반 구조의 특성은 <표 3-6>과 같다.18  

A(우수형)는 3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상대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지

역이고, B(일반형)는 3가지 구성 요소가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

준으로 혁신기반이 대체로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다. C(낙후

형)는 3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3개 구성 요소별 지숫값의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A 유형에서 C 유형

표 3-5.  유형별 특성

유형 특성

A(우수형)  3개 구성 요소 모두 상대적으로 월등히 우수함  

B(일반형)  3개 구성 요소 모두 상대적으로 대체로 양호함

C(낙후형)  3개 구성 요소 모두 상대적으로 열악함  

표 3-6.  전국 및 지역 유형별 지수 평균값

구  분 물리적 기반 지수 사회적 기반 지수 경제적 기반 지수

전국 0.212 0.268 0.206 

A(우수형) 0.276 0.415 0.513

B(일반형) 0.234 0.287 0.215

C(낙후형) 0.165 0.202 0.089

18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유형 구분은 140개 농산촌 지역의 

구성 요소별 지숫값을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기반 수

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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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지역 유형 구분 결과

유형 지방자치단체

A

(우수형)

24개(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

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북제주군)

B

(일반형)

49개(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파주시, 안성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강원),

양양군,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당진군, 계룡시, 김제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주시, 칠곡군, 울릉군, 통 시,

사천시, 양시, 거제시, 함안군, 남제주군)

C

(낙후형)

66개(홍천군, 월군, 철원군, 화천군, 보은군, 옥천군, 동군, 괴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암군, 무안군, 함평군, 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양군, 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시,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경남),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 K-평균 군집분석 결과 140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군집

으로 분류되었기에 해당 지역은 유형 구분에서 제외하 다.

으로 갈수록 혁신기반 수준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A 유형에

서 C 유형으로 갈수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낙후지역, 이른바 신활

력지역19에 해당되는 시․군의 비율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 모두 우수한 지역으로 구분된 A 유형 지역

에는 총 24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군 지역은 단 1개만이 포

함되었다. 한편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 모두 열악한 지역으로 구분된 

66개 낙후형 지역 가운데 ‘시’ 지역은 7개에 불과하다. 도농복합시의 혁신기

반이 군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19 신활력지역은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2004년도에 지정한 70개 시․군을 지칭한다(행정자치부 2004).
20 낙후형으로 구분된 지역에 대한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신활력사업 등)의 투

입 현황은 제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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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의 공간적 분포

지역 유형별 공간 분포는 종합지수의 공간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혁신

기반 우수형(A유형)은 서울 및 광역시에 인접한 도농복합시와 지방 중

심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혁신기반 일반형(B유형)은 상위권 지방자치단

체 주변에 인접하여 수도권과 충북, 경남 지역에 분포해 있다. 강원도, 

전라도 지역 대부분은 혁신기반 낙후형(C유형)에 속한다. 한편, 기존에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대부분의 지역이 혁신기반 낙후형(C유형)에 

포함되었다.

그림 3-5.  혁신기반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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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간 지역발전 변화 비교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성 요소를 토대로 구분한 3개의 지역 유형 간 격

차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의 정도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3개의 유형 간에 지역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푯값의 평균을 비교한 결

과 유형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유형으로 갈수록 혁

신기반이 취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의 변화에서도 C유형이 가

장 열위에 있다. 다만, 연평균 주민세 증가율의 경우 일반형의 평균값이 

우수형보다 높았다.

표 3-8.  유형 간 지역발전 변화 비교

구분

연평균 인구 증가율
(‘03∼’05)

연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02∼’04)

연평균 주민세 증가율
(‘02∼’0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국 -0.007 0.027 0.008 0.035 0.175 0.133 

A
(우수형)

0.023 0.034 0.034 0.048 0.167 0.114 

B
(일반형)

-0.002 0.017 0.015 0.031 0.190 0.125 

C
(낙후형)

-0.023 0.015 -0.008 0.023 0.157 0.124 

4.2. 혁신기반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유형별 분석

혁신기반을 중심으로 구분한 지역 유형별로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각 지역 유형별로 지역발전 지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상관계수가 큰 혁신기반 지표를 분석하 다. 다만, 상관도 분

석은 두 변수 간에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필 수 있으나, 인과

관계는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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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반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A유형)의 경우, 주변 도시의 경제적 

향력과 신규 주택 비율이 인구 증가 및 고용 성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인구 증가 및 고용 

성장과 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혁신기반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특히 

물리적 기반 및 경제적 기반이 지역발전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 반면 

사회적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지역발전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나타낸 지표는 없었다. 

혁신기반이 평균 수준 정도 구축되어 있는 일반적 지역(B유형)은 신

규 주택 비율과 같은 물리적 기반과 함께 인터넷 활용인구 비율, 재정자

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기반을 나타내는 

일부 지표가 인구 증가 및 고용 성장과 관련이 있다.

C유형과 같이 혁신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가

표 3-9.  유형별 지역발전 변수와 혁신기반 지표 간 상관도

유형
연평균 인구 증가율

(‘03∼’05)

연평균 고용자수 증가율

(‘02∼’04)

연평균 주민세 증가율

(‘02∼’04)

A

주변도시경제적 향력 

(0.594**), 신규주택 

비율(0.473*), 재정 

자립도(0.467*), 1인당 

지방세부담액(0.467*)

주변도시경제적 향력

(0.579**), 신규주택 

비율(0.560*), 재정자립도 

(0.474*), 1인당지방세 

부담액(0.427*)

주변도시경제적 향력

(0.443*), 

재정자립도(0.473*)

B

신규주택비율(0.466**),

대졸 이상 인구비율 

(0.460**), 인터넷활용인구 

비율(0.475**), 재정자립도 

(0.481**), 1인당지방세 

부담액(0.426**)

신규주택비율(0.327*),  

대졸 이상 인구비율 

(0.319*), 인터넷활용 

인구비율(0.293*), 

재정자립도(0.290*), 1인당 

지방세부담액(0.373**)

재정자립도(0.286*)

C
재정자립도(0.335**), 

1인당지방세부담액(0.334**)
재정자립도(0.262*)

주.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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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성장과 관계가 있다. 요컨대 C유형과 같이 혁신기반이 취약한 지

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 등 경제적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5.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혁신기반의 양적 분포와 질적 수준에는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경제적 기반이며, 

물리적 기반의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전반적으로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혁신체

계의 기반이 건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 

등 모든 구성 요소가 우수한 지역으로 구분된 A유형(우수형)에 분류된 

2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군 지역은 단 1개만 포함되었다. 그리고 혁

신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C유형(낙후형)은 ‘군’지역이 대다수를 차

지하 다. 공간적으로도 기존에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백두대간 지

역, 전남 지역 등이 모두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혁신기반이 취

약한 만큼 지역발전의 변화율에서도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혁신기반과 지역발전의 성과 지표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혁신기반이 우수하거나 일반적인 지역에서 지역발전의 성과 지표와 

더욱 큰 연관을 가지는 지표는 주변도시의 경제적 향력과 인터넷 활

용인구 비율 및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이었다. 반면에 혁신기반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역발전의 성과 지표와 더욱 큰 연관을 가지는 지표는 재정

자립도 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혁신기반이 낙후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에 대해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혁신기반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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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자체 평가하는 지역의 혁신기반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한다. 해당 지역의 혁신기반에 대하여 140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명씩(지역혁신 업무 담당과 농정 업무 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지역혁신 기반이 가장 취약한 C유형(낙후형)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

의 자체 종합지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자원이나 혁

신 분위기, 외부지원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지역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역 자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 기에, 상

대적으로 지역자원이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함

으로써 혁신 분위기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1

차 연도 연구 결과에서 지역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간에는 별다른 관

련이 없다는 발견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대적

으로 낙후한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지원

에 대한 평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0.  지역 유형별 혁신기반 점수(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구분
종합
지수

지역
자원

물리적
여건

혁신
분위기

내부
지원

외부
지원

인적
자원

행정조직
혁신마인드

전국
73.1 79.0 77.3 73.0 65.2 62.6 70.6 80.9 

(11.6) (17.1) (19.5) (15.8) (17.3) (17.7) (15.7) (14.4) 

A
유형

71.8 73.5 81.5 70.0 66.5 61.5 71.5 81.0 

(11.1) (15.0) (13.1) (14.9) (14.2) (14.2) (13.1) (12.1) 

B
유형

73.0 76.9 83.6 70.8 66.4 62.3 70.0 81.3 

(12.2) (18.1) (14.8) (14.6) (16.3) (17.7) (13.6) (12.6) 

C
유형

73.6 82.3 74.3 75.9 65.3 64.3 71.6 81.6 

(11.5) (14.1) (20.3) (14.2) (17.2) (17.3) (15.6) (12.9) 

주 1. 각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유형별 평균값을 구하 으며, 지방자치단체당 

2개가 회신된 경우 평균값을 이용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3. 14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평택시, 양주시, 보령시, 진안군은 회신하지 않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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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서는 지역별로 물리적, 사회적, 경제

적 기반의 양적 분포와 질적 수준이 다르고 그것이 지역발전을 나타내

는 성과 지표와도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또한 혁신기반

이 대체로 열악한 군 단위 지역의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역발

전의 성과와도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과 재

정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역혁신체

계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구상할 수 없다. 농산

촌 지역혁신체계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제4장과 제5장의 지역혁신활동과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질적 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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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분석 결과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기반 등 지역혁신 기반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곳은 대부분 농산촌 ‘군’ 지역이었다. 이 지

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 정도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

다. 특히 인적 자원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 상태, 그리고 재정적 취약

성 등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량적 분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농산촌 지역혁신 주체와 역할, 지역

혁신활동의 내용, 과정과 결과 등 구체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제4장에서는 농산촌의 지역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활동의 특징

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사례 지역 조사와 분석의 개요

1.1. 조사 및 분석 절차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 조사 및 분석의 절차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자료 수집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까지 총 9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농산촌에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혁신 사례들을 추출하여 현장 관찰과 심층면접을 하 다.

사례 분석: 농산촌의 지역혁신활동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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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 조사 및 분석 절차

6단계: 심층 조사

* 반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면접
* 관련 문헌자료 수집 

5단계: 예비 조사 / 분석

 * 조사팀간 협의
 * 심층 조사표 보완
 * 사례보고서 작성 틀
   확립 

7단계: 심층 조사자료 

분석

현장

2단계: 잠재적 지역혁신 
사례 조사 후보 목록 자
료 수집

 * 각종 연구보고서, 
   정부 간행물, 논문,
   인터넷 등 사례에 
   관한 기초 자료 수집

1단계: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의 추진 사례
에 관한 자료 수집

 * 중앙정부, 광역지방
   자치단체, 기초지방
   자치단체 정책 등

3단계: 사례 조사 대상  
검토 및 선정

 * 심층 조사 대상과 
   문헌자료에 기초한
   간략조사 대상 구분 

4단계: 심층 조사표 작성

9단계: 사례 조사 보고서 
작성

8단계: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 D/B 구축

준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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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이 주로 사전에 조사를 준비하고 분석하되, 사례 지역 조사 단

계에서는 연구진과 지역 조사 경험이 풍부한 2개 팀이 함께 조사하 다. 

조사팀 간의 관점을 통일하기 위한 사전의 공동학습과 토론이 있었으며 

동일한 조사표와 틀을 활용하여 사례 지역을 분담 조사하 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조사 내용은 ｢농촌 지역혁신 사례｣라는 별도 조사 보고서

로 정리하 다. 이하의 분석 내용은 해당 조사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며 

부록에는 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 다.

1.2. 사례 지역 선정

‘농촌’과 ‘혁신’의 두 주제어를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의 10대 중앙일

간지 기사들을 검색하여 146개 조사 후보 사례들을 추출하 다.21 한국

언론재단 뉴스 데이터베이스(www.kinds.or.kr)를 활용하여 검색하 다. 

이 사례들 각각에 대해 연구진이 중요도와 조사 필요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 다. 그 평균 점수가 상위권에 드는 조사 후보 사례 45개를 일차

로 선별하 다. 그 중 가급적 다양한 내용의 사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공간적 범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안배한 후, 

21개 사례를 선정하 다.

사례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어떤 지역의 혁신 기반이 우수하다고 

해서 지역혁신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흥미롭게

도,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활동

들이 출현한 지역은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된 곳이 대부분이었다<그림 4-2>. 이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간의 

관계가 거의 없다는 1차 연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혁신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의 문제에 대한 주체들의 인지와 혁신 욕구가 지역

혁신활동을 촉발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 내의 

21 검색 대상 중앙일간지들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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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역 유형별 사례 지역 분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지역혁신활동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분석 대상인 21개 사례들 중 17개 사례에서 지역혁신활동의 주요 목

적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4개 사례는 환경, 

복지, 교육 등 경제 이외의 역에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었다.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13개 사례가 

시․군 수준에서 진행된 지역혁신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나머지 8개는 

읍․면 또는 마을 수준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관한 사례 다<표 4-1>.

이처럼 여러 지역 사례들을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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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우선, 여러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에 관

한 사례 하나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른 유사한 경우에도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특수한 사

례에 기초한 성급한 일반화는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의 타당성을 떨

어뜨리기 때문이다. 물론, 사례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일반화 가능성이 자

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사한 맥락에 놓인 여러 개의 사

례들을 적절하게 표집하고 면 하게 분석한다면 한두 사례에서보다는

표 4-1.  조사 대상 사례의 분류: 지역혁신활동의 목적과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  위

목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환경, 복지, 교육 등 비경제 

분야에서의 혁신

시․군

* 11개 사례

[A1]  연천군 특화농산물 연구․개발

[A2]  인제군 모험레포츠산업 육성

[A3]  평창군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A4]  보령시 머드 브랜드화 

[A5]  청양군 고추농업 혁신

[A6]  진천군 ‘생거진천 쌀’ 기획

[A7]  함양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A8]  보성군 녹차산업 활성화

[A9]  함평군 나비축제

[A10] 장수군 지역농업시스템 구축

[A11]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

* 2개 사례

[B1] 금산군 다락원 건립 및

     운

[B2] 장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읍․면 

및 

마을

* 6개 사례

[C1] 이천시 부래미 농촌관광마을

[C2] 원주시 용소막 농촌관광마을

[C3] 평창군 차항리 농촌관광마을

[C4] 횡성군 공근리 친환경농업

[C5] 충주시 소태면 친환경농업

[C6] 진안군 양잠산물 특화

* 2개 사례

[D1] 시흥시 폐교 위기의 학교

     활성화

[D2] 태안군 해안사구 복원

훨씬 더 일반화된 수준에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논의를 전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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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는 두 번째 의의는, 그것이 ‘이해와 설명’을 심

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질적 사례 연구에서는 여러 비교 집단들을 활용

함으로써 어떤 구조적 조건하에서 가설들을 최소화 또는 최대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Glaser and Strauss 1970). 가령, 어떤 질서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다. 또 사례들 간에 발견되

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발생할 특정 조건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그러한 조건이 서로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들은 모두 제2장에서 “농산촌의 일정 지

역에서 지역 내․외의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 농

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

다. 먼저, 사례들이 보여 주는 공통점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 농산촌 

촌 지역혁신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 틀을 

귀납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둘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이질성

을 고찰함으로써, 농산촌 지역마다 상이한 맥락에서 지역혁신체계가 어

떻게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1.3. 조사 및 분석 방법

사례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혁신활동에 참여했던 관계자들(공무원, 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 고 현장 관찰을 병행하 다. 

지역혁신활동의 주체와 역할, 내용, 과정, 결과, 지역혁신 연결망의 진화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半) 구조화된 형태의 질문 문항을 만들

어 심층면접을 진행하 다. 아울러 사례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를 수

집하여 2차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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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례 분석 역별 질적 자료 분석 기법

분석 역 분석 기법

* 지역혁신활동의 새로운 접근방법  - 분류 분석

* 지역혁신활동의 주체와 역할  - 역할순 교차표 분석

* 지역혁신활동의 과정  - 분류 분석

* 지역혁신활동의 결과  - 분류 분석

* 지역혁신 연결망의 진화 과정

 - 사건 흐름 연결망 분석

   (event flow network analysis)

 - 분류 분석

* 지역 특성과 혁신활동의 관계  - 개념적 군집 교차표 분석

사례마다 개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 다.22 모든 분석 역에 대해서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

는 특징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사례를 교차 분석하 다. 그리고 부

분적으로는 <표 4-2>와 같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병행하 다.

2.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에서 발견된 새로운 접근방법

이 연구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을 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도나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집합행동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

례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유형과 새로운 접근방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이 가지는 속성들을 상대적으

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 속성은 객관적으로 지표화하기도 어렵다. 대

개의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인지적 차원에서나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

22 기본 텍스트로 활용한 사례 조사 보고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본문에 인용하

고, 각 사례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부록 1>에 실었다. 사례 조사 보고서는 이 

보고서와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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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적어도 사례들에서 발견된 시도나 접근방법이 관행적인 것

들과 비교할 때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것인지 살펴볼 수 있다.

사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이 직면했던 현안을 크게 ‘지역

주민 참여’, ‘지역 이미지 강화’,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기타(환경, 교

육, 복지)’ 등 4개 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역에서 제기

되었던 현안들과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새로운’ 접근방법들

을 분류하고 관행적 접근방법과 비교하 다.23

관행적 접근방법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들은 종종 현재 

농산촌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비판을 받기

도 한다. ‘새로운’ 접근방법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적어도 1990년

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를 현재의 농산촌 지역들이 발견하고 있으며, 그 기회들은 한국 사

회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에 동반하여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2.1. 지역 주민 참여와 관련된 새로운 접근방법

지역 주민 참여와 관련하여 사례 지역에서 시도한 새로운 접근방법들

은, 이제는 그 효과를 의심받고 있는 몇 가지 관행적인 접근방법들에 대

한 대안적 실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농산촌 지역개발의 관행적 접근

방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

역발전 전략 개발에의 주민 참여’와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혁신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것이다. 

23 다음 절부터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현재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촌개발 활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불과 

21개 사례 지역에서의 조사에 기초한 것들일 뿐이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지역

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는 여러 농산촌 지역에 좋은 벤치마킹 

자료가 된다. 그러한 벤치마킹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지역혁신활동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으로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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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농산촌 지역발전 전략 개발에 참여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의 

관행적 접근방법의 특징은 네 가지이다. 첫째, 주민의 요구나 아이디어

를 수렴하는 절차를 등한시하는 하향식 계획을 한다. 둘째, 지역경제 발

전 전략 구상에 있어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각각 분리하여 다루거

나 농업부문 안에서도 품목별로 다루는 ‘부문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을 취한다. 셋째, 지역발전 전략을 계획하거나 계획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조직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넷째, 추상적인 언술로 표현되는 지역발전 계획에서 목적은 있으나 구

체적인 목표는 부재한 경우가 많다. 또는 선언적 수준에서 설정된 정책 

목표와 그것의 실천 수단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관행적 접근방법들로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고 문제

를 해결할 수도 없다. 농산촌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놓치기도 쉽다. 그리고 계획이 ‘서

류상의 계획(paper plan)'으로 남을 뿐 실천적으로 지역의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연구의 지역혁신 사례들에서는 관

행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새로운’ 시도들이 발견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아래로부터

의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다[A11].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관계에 기초하여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의

견을 수렴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A2, A6, A9].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여론 지도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

다. 기존의 자문활동은 대체로 개발활동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고 여

론 지도자들이 가끔 모여서 수동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

러나 이러한 자문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지역혁신 사례들에서는 주민이 적극 

나서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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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잦은 빈도로 전개하고, 거기에 지방의 공공조직이 함께 참여하

는 형태의 ‘계획 집단’을 운 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주민 참여

형 계획 집단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요구와 의

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 한 경우도 있었다[A10, A11, 

C5]. 예를 들어, 장수군은 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순환농업 사업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사업 추진단은 각종 정책 사업들을 실제로 집행하며, 민간 활동가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 내 농가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

하고 요구를 수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관행적인 접근방법들이 ‘부문’의 관

점에 기초하고 있었던 반면, 조사했던 지역혁신 사례들에서는 종합적이

거나 다부문적인 관점에 기초한 계획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농촌개발 

활동에 있어 지방 수준에서의 집합행동과 연대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러 부문의 행위자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하여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려

는 다부문적 농촌개발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시너지는 둘 이상의 

실체들 간의 연계를 토대로 그 실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산출하는 것[E(a+b)>E(a)+E(b)]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조사한 사례들 중에 계획 단계에 여러 부문의 행위

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시너지 창출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

인 계획을 시도한 경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A2, A3, A10, A11]. 또는 

여러 부문 행위자들 간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활동들로 지역발전 전략

의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와 그것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A4, A6, A9, 

A10, A11, C1, C5]. 

지역발전 전략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

정하려는 노력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함양군[A7]의 경우, ‘100+100 혁신 

운동’을 시작하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100농가 

이상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 다. 이와 유사하게 장수군[A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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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운동’을 내걸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3,000농가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정하 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농촌개발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기초 조사와 대안들

의 실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치 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 조사 - 계획

의 타당성에 대한 깊은 검토 - 구체화된 발전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도들을 일부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혁신 분위기 조성

새로운 시도와 접근방법을 통해 농산촌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초기에 봉착하는 문제는 혁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다. 공공부문의 정책사업을 통해 새로운 개발활동을 하려 할 때 지역 

주민이 가지는 관행적인 태도는 ‘공공부문 보조금에 대한 의존적 기대

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역량을 과

소평가한 나머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업 실행 과정에 주민을 배제하

거나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발전의 비전(vision)’을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하려는 시

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나 접근방법들도 여러 지역에서 찾

아볼 수 있었다. 첫째, 주민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화나 토론

의 기회를 크게 확대한다[A3, A10, A11, C1, D2]. 둘째, 지역 상황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하기 위한 의사소

통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외부 전문가를 적극 동원한다[A5, A7, A10, B2, 

C4, C5]. 또한 신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진 지역 외부 인사를 입하여 농

촌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시킨다[A10, A11, C1].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새

로운 활동들에 대해 주민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

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운 한다[A3, A5, A7, A10, A11, B2, C1, C2, C4,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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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역 주민 참여와 관련된 지역혁신활동

과제 관행적 접근방법
지역혁신 사례에서 관찰된

새로운 접근방법

지역발전

전략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계획

* 부문별(sectoral) 접근방법

* 전략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조직 또는 제도적 구조에 

대한 무관심

* 추상적인 목표 설정

* 다품목 연계형 지역농업 발전 계획 

[A10, A11]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연계형 종합적 

지역발전 계획 [A4, A6, A8, A9, A11, 

C1, C5]

* 기초 조사와 계량화된 발전 목표 설정 

[A7, A10] 

* 종합적 발전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새

로운 형태의 조직 [A2, A3, A8, A10, 

A11]

* 계획 단계에서 주민 요구와 의견 수렴

을 위한 조직 [A10, A11, C5]

* 민-관 파트너십 협력에 기초한 자문 조

직 [A2, A4, A9]

*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지역 개발 관련 

조례 제정 [A11]

지역혁신

분위기 

조성

* 공공부문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의존적 기대감 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추진 능력

과 혁신역량 과소평가

* 지역발전의 비전 공유 노력 

부족

* 주민 요구와 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와 

토론 강화 [A3, A10, A11, C1, D2]

* 지역 주민의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 [A3, A5, A7, A10, A11, 

B2, C1, C2, C4, C5]

* 지역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인식을 강

화하기 위한 지역 외부 전문가 동원 

[A5, A7, A10, B2, C4, C5]

*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지역 외부

인사 입 [A10, A11,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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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방법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접근방법

들도 있다. 이는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 공급사슬 구조화’의 세 가지 범주로 구

분할 수 있다.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강화

지역 농특산물 또는 지역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시장 경

쟁력은 지역 경쟁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혁신은 바

로 이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 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일이다.24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에서 전형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 수단은 생산

성 향상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책 개입의 형식은 장

기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노린 보조금 

투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적 접근방법은 탈생산주의

(post-productivist) 환경에 접어들고 있는 농산물 시장 상황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농산촌 지역경제의 자생적인 혁신 잠재력을 사장시키

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농산촌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이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행위자들이 지역 자원을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24 이것은 지역혁신과 관련된 담론들의 기본 가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강조점이나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지역 경쟁력 또는 지역혁신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

은 기본적인 요소들과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OECD, 2005). 첫째, 미시적인 수

준 또는 기업(경 체) 수준에서의 경쟁력 향상은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성과를 

증진하는 수단이다. 둘째, 증진된 기업(경 체) 경쟁력의 편익은 모든 이의 삶

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셋째, 경쟁은 개방된 시장 조건에서 일어나고 시장

에 의해 검증된다. 넷째, 지역 간 경쟁은 기업 간 경쟁과 마찬가지로 ‘시장 점

유’를 목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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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대를 충족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뜻한다(LEADER European Observatory 2000). 지역 

자원을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일은 생산

성 향상보다는 품질 경쟁력 강화와 더 큰 관련이 있다. 지역혁신 사례들

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접근방법들도 대부분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

었다. 

차별성을 가지는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A1, A4, A8, 

A9, A11, C1, C2, C3, C6],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의 품질 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았다[A1, A2, A5, A6, 

A8, A9, A10]. 개별 생산자 수준에서의 상품 혁신 또는 생산과정 혁신을 

위한 노력들 중에서도 새롭다고 할 만한 시도들이 여러 가지 관찰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산자들의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촉

진하는 접근방법이었다[A1, A3, A5, A7, A8, A10, C1, C2, C4].25

한편, 품질 차별화를 위한 혁신 지식 및 기술 전파 활동도 새로운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 외부로부터 혁신 기술이나 지식을 이전

받기 위해 적극적인 연계 활동을 펼치거나[A2, A4, A8, A9, A10, C4, C5, 

C6], 그렇게 이전 받은 기술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응 또는 토착화하

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다[A7].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기술 

및 지식의 확산을 위해 조직적인 방식으로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A1, 

A5, A7, A8, A9, A10]. 

특기할 만한 것은, 농업인들이나 농촌관광 경 체들이 직접 스스로

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시도들이다[A1, A4, A5, A8, A10].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가 혁신 기술 및 지식의 전파이지만 

25 자기주도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

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실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주도권을 가지는 과정’을 뜻한다(Knowles 1975, 18). 

성인 교육(adult learning) 분야에서의 자기주도학습 논의에 관한 배경 설명으로

는 배 주(2003)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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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 담당자들은 스스로 시장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

업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장수군[A10]의 경우, 지역의 중요한 특산물인 사과

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품질관리 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지도활동을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 다. 장수군에는 사과 시험장도 있고 농업기술

센터도 있지만, 그 같은 공공부문의 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지역순환

농업 추진사업단 내에 ‘사과 품질 지도사’라는 직무를 신설하고 지역에

서 오랫동안 사과를 재배해 온 선도 농업인을 10명 선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 다. 이들은 장수군의 사과 재배 농업인들이 모여 ‘누구로

부터 기술을 배우면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투표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이 사과 품질 지도사들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사과 재배 농

업인들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활동을 하고 그 보수를 군청으로부터 받는 

계약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다. 

지역 내 생산자들이 협력하여 집단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A1, 

A2, A3, A4, A5, A6, A8, A10], 동종의 품목 또는 서비스 생산자들이 공동으

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협약 등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낸 사례들도 있

었다[A1, A2, A3, A7, A8, A10, C1, C2]. 

고용 창출

농산촌 지역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지역 

외부에서 중규모 또는 대규모 산업체를 유치해 왔다. 농공단지 조성과 

같은 정책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 유치를 주요 수단

으로 하는 접근방법은 농산촌 지역의 고용 창출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

지 못하 다. 농산촌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 

농산촌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여성 등 

저임금 노동력을 일부 고용하는 정도에 머물 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

계화와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생산기지는 임금이 상대적

으로 더 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이 입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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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산촌 지역 또한 대도시 인접 지역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관행적 접근방법은 한계에 다다랐다.

농산촌 지역의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조사 사례들 중에서 뛰어난 성

과를 보여 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다만, 관행적 접근방법과는 다른 새

로운 시도들이 부분적으로 출현하고 있었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축제나 

지방자치단체 경 수익사업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파트타임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다[A4, A8, A10]. 규모는 작지만 농촌관광 등 농업

생산 활동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

써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A3, A5, A8, C1, C2, C3, C4].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 공급사슬 구조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다수의 생산자들이 연대하여 ‘범

위의 경제(economy of scope)’26 또는 ‘네트워크 경제의 효과(network 

economy)’27를 얻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 효과는 아마도 다수 

26 범위의 경제는 동일한 자원을 다양한 방향으로 응용하는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다(Morroni 1992). 어떤 농산촌 지역에서 특정 농특산물이나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으면, 그에 관련된 생산자나 유통 종사자 등의 행위자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

는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상호 작용은 서로 다른 활동 역 간의 

지식 전파나 공동학습 과정을 촉진한다. 이는 다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

터 파생되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를 만들어 범위의 경제를 창출한다.
27 네트워크 경제의 효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에 소속됨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Capello 1995). 

이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화된 농산촌 지역에서 해당 품목 생산자와 지

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 잘 드러난다. 개별 상품 및 서비

스 생산자들은 관광객과 그 지역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잇는 고리의 역할을 한

다. 각 생산자가 내방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들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형성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관광

객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구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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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역혁신활동

과제 관행적 접근방법
지역혁신 사례에서 관찰된

새로운 접근방법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접근방법

* 일회성 보조금 지급 위주

의 정책 사업

* 차별성을 가지는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A1, A4, 

A8, A9, A11, C1, C2, C3, C6]

* 기존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 품질 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 [A1, A2, A5, A6, A8, A9, A10]

* 지역 농산물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자 학

습 촉진 [A1, A3, A5, A7, A8, A10, C1, C2, C4, C5]

*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규범 창

출 [A1, A2, A3, A7, A8, A10, C1, C2]

*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생산자

들 간의 지식과 경험 공유 촉진 [A1, A4, A5, A8, 

A10]

* 혁신 기술 확산을 위한 조직적 노력 [A1, A5, A7, 

A8, A9, A10]

* 혁신 기술 이전을 위한 지역 외부 주체와의 연계 

[A2, A4, A8, A9, A10, C4, C5, C6]

* 이전 받은 기술의 지역 적응을 위한 연구 또는 학습 

[A7]

* 집단적 마케팅 활동을 위한 협력 [A1, A2, A3, A4, 

A5, A6, A8, A10]

고용 창출 * 지역 외부로부터의 대규

모 산업체 유치에 노력

* 노인/여성 노동력 고용 노

력 미흡

* 기존의 지역 자원과 연계

성 미흡

* 농촌관광 등 기존 농업생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

계된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창출 [A3, A5, A8, 

C1, C2, C3, C4]

* 지역축제, 지방자치단체 경 수익사업 등 공공부문

이 주도하는 사업을 통한 파트타임 고용 [A4, A8, 

A10]

* 노인/여성 유휴 노동력의 파트타임 고용 [A4, A5, 

C1, C4]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 

공급사슬 

구조화 

* 부문별 발전 전략 실행

* ‘범위의 경제’에 대한 관심 

부족

* 범위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의 경제 효과를 얻기 위

한 지역 경제활동 다각화 및 연계 [A2, A4, A6, A8, 

C1, C5]

* 지역 농특산물 및 서비스 공급사슬의 안정적 구조화

를 위한 조직, 규범, 제도 창출 [A2, A8, A10,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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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의 연대에 기초한 농촌개발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범위의 경제나 네트워크 경제의 효과를 얻으려면, 농산촌 지역 내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들이 형성하는 공급사슬을 도 있게 구조화해야 

한다. 그 같은 공급사슬 구축 활동은 유력한 농촌개발 전략 중 하나이다

(Marsden et al. 2000).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농산촌 지역발전 전략이 부

문별 관점에 머물러 있고 범위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 경제에 대한 관심

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고유성을 반 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사슬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농특산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사슬을 구조화하려는 접근방법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A2, A4, 

A6, A8, A10, C1, C5]. 

2.3. 지역 이미지 강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농산촌 지역개

발 활동들이 많이 출현하 다. 그 결과 농산촌 지역의 농특산물마다

표 4-5.  지역 이미지 강화와 관련된 지역혁신활동

과제 관행적 접근방법
지역혁신 사례에서 관찰된

새로운 접근방법

지역 이미지 

강화

* 지역 이미지를 각인시키

는 통일적 상징체계에 

대한 고려 부족

* 경관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 지역을 상징하는 어메니티를 소재로 활용

한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A2, A3, A4, 

A9]

* 지역을 상징하는 특산품 및 경관을 소재로 

활용한 상표 개발 [A3, A4, A6, A8, A9]

* 지역의 상징성이 부각된 상품을 중심 소재

로 하는 축제 [A2, A4, A5, A8, A9]

* 지역을 상징하는 경관 보전 및 활용 [A2, 

A3, A4, A8, A9, C3,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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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의장이 붙게 되었다. 가령, 지역을 상징하는 어메니티를 소재로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A2, A3, A4, A9], 지역 특산품이나 경관

을 소재로 상표를 개발하거나[A3, A4, A6, A8, A9], 지역의 상징성을 활용

하여 축제를 개발하는[A2, A4, A5, A8, A9] 등의 활동이 많이 관찰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경관 보전 활동이 다수 발견되었다

[A2, A3, A4, A8, A9, C3, D2].

2.4. 환경 및 복지와 관련된 지역혁신활동

경제 부문 이외에도 농산촌 지역이 당면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새로운 시도를 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그 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구

조를 창출한 사례가 있었다[D2]. 과거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사업들을 통합함으로써 대규모 복지시설을 건립

한 사례도 있었다[B1].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될 처지에 놓인

표 4-6.  환경 및 복지와 관련된 지역혁신활동

과제 관행적 접근방법
지역혁신 사례에서 관찰된

새로운 접근방법

환경 보존 * 공공부문의 규제 정
책에서 이해 당사자 
간 타협과 조율 부족
* 지역 주민의 자발적 
활동 촉진 노력 부족

*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제도적 기
반 구축 [D2]
* 지역 주민의 자발적 환경보호 활동 [D2]

복지 수준 
향상

* 분야별 개별 복지사
업 추진

* 종합적인 계획하에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
한 활동의 효율성 제고 [B1]

교육 *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저투자
* 학교 운 에 대한 지
역사회의 참여 부족

*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적극적 투자 [A7, B2]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기능에 대한 관심 [D1]
* 학교 운 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주적 참여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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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학교 운 에 개입하거나[D1], 

농산촌 지역에서는 별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개발하고 운 하는 사례도 있었다[A7, B2].

3.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체와 역할

3.1. 혁신활동의 주체들과 그 역할

제2장에서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을 일종의 집합행동으로 정의한 바 있

다. ‘그 집합행동의 주체들은 누구인가’, ‘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체들의 상이한 집합에 따라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가’ 등은 

중요한 물음이다.

주체를 분석하는 관점

박진도와 유정규(2005)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를 분류하면서 혁신 

성과와 더불어 혁신 주체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혁신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지역농업인

주도형’, ‘지자체주도형’, ‘농협주도형’, ‘기타’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이

처럼 지역혁신 과정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특정 지역혁신 

사례를 분류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지역혁신은 어느 한 주체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

러 주체의 다양한 개별 혁신활동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들에서도 대부분 다양한 혁신활동들이 연쇄적

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지역혁신의 주

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둘째, 지역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은 사회 연결망



사례 분석: 농산촌의 지역혁신활동 69

을 형성한다. 그 연결망 안에서의 주도권은 시간이 지나고 혁신활동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A라는 행위자에게서 B라는 행위자에게 옮겨 가기

도 한다. 이 경우에 어느 한 행위자를 두고 지역혁신의 주체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주도권을 가진 행위자를 주체라고 한다면, 다시 주도권을 무엇

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권

한을 가진 행위자를 주체라고 해야 하는가? 지역혁신의 아이디어를 최

초로 제시하고 혁신활동을 추동한 행위자를 주체라고 해야 하는가? 혁

신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가장 많이 동원한 행위자를 주체라고 해야 하

는가? 여러 주체들 중 누가 더 주도권을 가졌는지 가려내는 작업은 실

천적인 측면에서, 특히 정책 개발이나 보완의 측면에서는 크게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없다. 그보다는 주체들의 다양한 역할, 그 역할을 수

행하도록 이끄는 유인,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역할 관계의 변

화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파악한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

체와 역할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혁신 과정의 다양한 국면에 따

라 어떤 종류의 주체들에게 어떤 종류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지를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활동의 구분과 혁신활동별 주체

농산촌 지역의 혁신은 여러 혁신활동들이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 개별 혁신활동들을 내용에 따라 각각 ‘상품 혁신

(product innovation)’, ‘생산과정 혁신(process innovation)’, ‘마케팅 혁

신(marketing innovation)’, ‘조직 혁신(organization innovation)’, ‘기타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 다.28 

28 라란자(Laranja 2004)는 혁신을 상품 혁신, 생산과정 혁신, 경 절차 혁신의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 절차 혁신을 다시 ‘마케팅 혁신’과 

‘조직 혁신’의 두 범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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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참여 주체들의 구성과 역할

<범례> 1) 부호의 첫 자가 'P'인 경우는 공공부문을 뜻한다. 

PG: 중앙정부, PP: 도․광역시, PL: 기초 지방자치단체, PC: 정부출연 공사/공단, 

PR: 공공연구기관, PT: 시․군 농업기술센터 

<범례> 2) 부호의 첫 자가 'R'인 경우는 민간부문을 뜻한다. 

RF: 농업인, RC: 지역 농협, RE: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 RM: 기업,

RG: 지역 주민단체, RL: 지역 내 소기업, RS: 민간 컨설턴트/전문가, RU: 대학

<범례> 3) * 표시는 해당 주체가 사례 지역 외부에 소재함을 뜻한다.

지역
혁신
활동
사례

혁신 유형

혁신
아이
디어
제안

연구
개발

혁신  
전파

혁신 
실행

혁신
의사
결정
촉진

물적
자원
제공

개별
혁신
활동
번호

A1
연천

[상품] 가공현미 신상품 PT PT PT RF PT RF A1-1

[생산과정] 종이멀칭재배 PT PR* PT RF PT
RF, RC, 
PT

A1-2

[생산과정] 콩 재배 생력 
기계화

PT PR PT RF PT RC, PT A1-3

[마케팅] 회원제 직거래 PT PT RF RF, PT A1-4

[조직] 생산/판매조직 PT RF A1-5

A2
인제

[상품] 모험레포츠 
상품/서비스 

RL
RL, PL,
RS*, 
RU, RG

RL PL, RL A2-1

[마케팅] 하늘이 내린 
레포츠 축제

PL PL, RL
PL, PP*,
PC*

A2-2

[조직] (주)아름다운 인제 
관광

PL PL, RE PL, RE A2-3

[조직] 모험레포츠 연구회 PL
PL, RE, 
RL, RU*,
RS*,

PL,
PG*

A2-4

A3
평창

[마케팅] 평창농박 협의회 
연합마케팅

RL RL RL RL A3-1

[생산과정] 평창농박 
협의회 품질등급화

RL RL, RS* RL RL A3-2

[마케팅]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연합마케팅

PT RL, RS* RF, RL, PT RF, RL A3-3

A4
보령

A4

[상품] 머드 화장품 생산 PL
PR*,
RM*,
RU*

PL PL 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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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마케팅] 보령머드축제 PL PL, RE
PL,

PC*
A4-2

[마케팅] 머드상표활용 
  농산물 판매

PL PT RF RF, PT A4-3

[생산과정] 품질개선 
기술고문관 제도

PL
PR*,
RM*, 
RU*

PL PL A4-4

A5

청양

[생산과정] 부직포피복 

농약 저투입 고추
PL PR* PT RF PL

RF, 

PG*
A5-1

[마케팅] 건고추 직거래 PL RF PL
PL,

PG*
A5-2

A6

진천

[생산과정] 벼 재배농가 

맞춤형 시비처방
PL

PT, PR*,

RM*
PT RF PT PL A6-1

[마케팅] 생거진천 쌀 축제 PL
PL, RF,

RL
PL A6-2

[상품] 쌀밥집 육성 PL PT, RE PT RL PT RL, PL A6-3

A7

함양

[생산과정] 친환경 사과 

생산
RF

RF, PR*, 

RU*, 

RF*

RF RF PL RF, PT A7-1

[상품] 게르마늄 함유 

기능성 사과 생산
RF RU*, RF RF RF PL PL A7-2

[조직]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 창립
PT RF PL RF, PT A7-3

A8

보성

[상품] 녹차 상품 생산 RL  RL RL RL RL A8-1

[마케팅] 보성 다향제 RL
RL, RF,

PL

RL,

PL
A8-2

[생산과정] 녹차품질 공동 

관리
RL

PL, RL,

PR
RL RL

RL, PL,

PG*
A8-3

[마케팅] 지리적 표시 녹차 

연합마케팅
RL RL RL RL A8-4

[마케팅] 보성 녹차 공동 

브랜드화 
PL PL, RL RF, RL

PL,

PG*
A8-5

[상품] 친환경 차엽 생산 RF RF, PL PL RF PL RF, PP* A8-6

[조직] 보성 차생산자 

협의회 녹차공급협약
RF RF, RL A8-7

[상품] 다원 관광 서비스 RL RL RL A8-8

[상품] 보성녹차 해수탕 PL PL PL PL 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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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보성

[상품] 보성녹돈 생산 RL RF, RL RL RF
RL, PL,
RC

RL, RF, 
PL

A8-10

[상품] 녹차 가공  2차 상품 RL RL, RU* RL PL
RL, PL,
PG*

A8-11

A9
함평

[마케팅] 나비축제 PL PT, RS* PL PL A9-1

[상품] ‘나르다’ 브랜드 
상품

PL RM* PL PL, RM A9-2

[상품] 함평나비
  농조합 관상용․ 
학습용 곤충

PL
PL, PT,
RS*

RF RF PT, PL RF, PL A9-3

A10
장수

[생산과정] 사과 품질  향상 PL PR, RF RF PL PL
PL,
PG*

A10-1

[마케팅] S-APC PL PL PL
PL, RF
PG*

A10-2

[조직] 장수한우  모니터링 
요원제도 

PL PL PL
PL,
PG*

A10-3

[생산과정] 지역순환 농업 
추진

PL
PL, 
RS*

PL RF PL
PL,
PG*

A10-4

[조직] 작목반 연합회 PL RF PL PL A10-5

[조직] 농촌발전 
종합기획단

PL PL PL A10-6

A11
진안

[조직] 으뜸마을 가꾸기 
위원회

PL RE PL
PL,
PG*

A11-1

[상품] 친환경 
농산물/가공품

RF RF PL RF, PL A11-2

[상품]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RF RF RF PL RF, PL A11-3

[조직] 마을간사제도 PL PL
PL,
PG*

A11-4

B1
금산

[기타-복지] 다락원 건립 
및 운

PL PL
PL,
PG*

B1-1

B2
장성

[기타-교육] 장성 아카데미 PL PL, RS* PL PL B2-1

[마케팅] 홍길동 쌀 PL RC RC, PL B2-2

[마케팅] 홍길동 상표 PL PL
PL, 
PG*

B2-3

C1
이천

[상품]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RF RF, RS* RF
RF, PL,
PG*

C1-1

[마케팅] 부래미 상표 
농산물

RF RF, RS* RF
RF, PL,
PG*

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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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혁신이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뜻한다. 생산과정 혁신은 

최종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동일하지만 그 생산과정을 바꾸어 비

용을 절감하거나 생산효율을 높임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뜻

한다. 마케팅 혁신은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마케팅 

활동을 바꿈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조직 혁신은 앞의 세 

종류의 혁신 범주에는 들지 않으나 관련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바꿈으

로써 최종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C2
원주

[상품] 친환경농산물 RF RF RF, PP* C2-1

[마케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RF RF, RS* RF RF C2-2

[상품] 농촌관광 서비스 RF RF, RS* RF
RF, PL,
RS*

C2-3

C3
평창

[상품]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RF RF, RS* RF
RF, PL,
RS*

C3-1

[상품] 친환경농산물 RF RF RF C3-2

C4
횡성

[상품] 친환경농산물 RF RS* RF PL
RF,
PL

C4-1

[마케팅]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RF RF
PT, 
RU*,
RS*

RF, PP*,
PL

C4-2

C5
충주

[상품] 친환경농산물 PL RF, RS* RF PL PL C5-1

C6
진안

[상품] 양잠산물  가공식품 RF
RF, PR*, 
RU*

RF PG* C6-1

[생산과정] 오디생산용 
뽕나무 선별 재배

RF RF RF RF PT RF, PL C6-2

[조직] 마이산오디주 
농조합법인

RF RF RF C6-3

D1
시흥

[기타-교육] 계수초교 
특성화 프로그램

RE RE RE RE D1-1

D2
태안

[기타-환경] 해안사구 복원 PC PC PC, RE RG PC, RE D2-1

[조직] 공원관리 협의회 
구성

PC
PC, RE,
RL

PC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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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에서 발견한 개별 혁신활동은 모두 68개

다. 개별 혁신활동마다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 다. 그 역할을 ‘혁신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혁신 지식 및 

기술 전파’, ‘혁신 실행’, ‘혁신 의사결정 촉진’, ‘물적 자원 제공’의 6가

지로 구분하 다. 개별 혁신활동마다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여 어떤 역

할을 수행했는지 요약한 내용은 <표 4-7>과 같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혁신활동 사례들에서 참여 주체들을 14개 유형의 

행위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표 4-8>. 민간부문 주체들 중 연구․개발 기

능을 담당하는 컨설턴트, 전문가, 대학 등이 지역 내부에 소재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제3장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

이, 사례 분석에서도 농산촌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표 4-8.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참여 주체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지역 내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공연구기관,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공사 또는 공단

농업인, 지역 농협, 지역 

주민단체, 

농업 외 분야 종사 주민, 

지역 내 소기업

지역 외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정부 출연 공사 또는 공단,

중앙정부

민간 컨설턴트 및 전문가, 

기업, 대학

3.2.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참여 주체들의 역할별 분포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는 사례 지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운 대안을 최초로 제시한 주체를 뜻한다. 혁신 아이디어는 특정 개인이 

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혁신 아이디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한

다. 그것을 다른 대안들과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고  대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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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집단적인 의식을 고취시키려 노력한다(LEADER European 

Observatory 1997).

조사를 통해 파악한 총 68개의 개별 혁신활동들에서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한 주체는 모두 지역 내부의 주체들이었다. 민간부

문의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는 지역 내 소기업, 농업인, 농업 이외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이었다. 공공부문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는 시․군 농

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소재 정부출연 공사 또는 공단이었다.

혁신 아이디어 제안

<그림 4-3>은 68개의 개별 혁신활동들에서 발견된 혁신 아이디어 제안

자들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주체로 나누어 그 분포를 표현한 것이다. 

혁신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시․군 수준인 경우(사례 기호가 A 또는 B

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부문 주체들이 혁신 아이디어 제안

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혁신활

동의 공간적 범위가 읍․면 또는 마을 수준인 경우(사례 기호가 C 또는 

D로 시작하는 경우), 대부분 민간부문의 주체가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

의 역할을 수행하 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마을 수준의 혁신활동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마을 주민 중 누

군가가 평소에 느끼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인적으로 모색하는 과정

에서 혁신 아이디어가 도출된다. 그러나 시․군 수준에서의 ‘지역 문제’

를 주민 중 누군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그런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른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지역혁신에 대한 집단적 의식을 

고취시킬 수단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비해 시․

군 농업기술센터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 조직들은 그 임무에 

의해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계기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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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 분포

지역 외

지역 내

공공        민간

A1-1, A1-2, A1-3, A1-4,

A1-5, A2-2, A2-3, A3-3,

A4-1, A4-2, A4-3, A4-4,

A5-1, A5-2, A6-1, A6-2,

A6-3, A7-3, A8-5, A8-9,

A9-1, A9-2, A9-3, A10-1,

A10-2, A10-3, A10-4, A10-5,

A10-6, A11-1, A11-4, 

B1-1, B2-1, B2-2, B2-3,

C5-1, D2-1, D2-2

A2-1, A3-1, A3-2, A7-1,

A7-2, A8-1, A8-2, A8-3,

A8-4, A8-6, A8-7, A8-8,

A8-10, A8-11, A11-2, A11-3,

C1-1, C1-2, C2-1, C2-3,

C3-1, C3-2, C4-1, C4-2,

C6-1, C6-2, C6-3, D1-1

헤이싱어(Hassinger 1959)는 개인들이 혁신 요구를 느끼지 못한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상 지역 수준에

서의 혁신 요구를 인지해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유사

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밖의 시․군에서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

지를 수시로 또는 우연한 계기에 탐색함으로써 외부에 존재하는 혁신 

아이디어에 접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즉, 외부에 존재하는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과정이 작동하는 것이

다. 이처럼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 과정과 혁신 요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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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인지 과정이 있어, 혁신활동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아이디어 제

안자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29 

혁신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커질수록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 주체

들이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공 

조직이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군 수준에서 지역혁신활동을 촉발하는 아이디어 제안 주

체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이라면 그들의 지역 문제 진단 

및 분석 역량을 신장시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관련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농산촌 지역 내 민간부문 주체들이 더욱 넓은 공간적 범위의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혁신을 요구하며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군 수준의 공간적 범위

를 가지는 혁신활동들 중 민간부문 주체들이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할을 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조직화를 이

룬 상태 다는 것이다[A2 인제, A3 평창, A7 함양, A8 보성, A11 진안]. 지역 주

민 개인 차원에서는 넓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혁신활동에 관계된 아

이디어를 제안하기 어렵지만, 조직화된 민간부문 주체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조직화된 민간부문 주체를 육성하는 것 또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관련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연구와 개발

이론적으로는 대부분의 혁신 과정이 기술 혁신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때의 기술은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려 할 때 직면하게 되는 

29 혁신에 있어 선택적 인지와 선택적 노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로저스(Rogers 

2003)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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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효과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도구적 활동을 위한 고안물’이라

고 정의된다(Rogers 2003). 대개의 경우 기술 혁신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된다. 연구․개발 활동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의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그 비용과 위험

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

의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주체와 생산자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중요한 함의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조사한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협력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그림 4-4.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연구․개발 주체 분포

지역 내

지역
내+외

지역 외

             공공              공공+민간               민간

A1-1 A8-9 A6-3 A8-6
A8-1 A8-10 A11-3

A2-1 C6-1 A8-11 A7-2 A9-3

C1-1 C2-3 C3-1

C5-1

A4-1 A9-2

A1-3 A8-3 A10-1

C6-2

A6-1 A7-1

A10-4
A3-2

A1-2 A5-1 A4-4

A1-4

A4-3 A10-2 A8-5
A3-1 A8-4

A9-1
A3-3

C1-2 C2-2

주: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상품 혁신, 타원은 생산과정 혁신, 테두리가 없는 경우는 마케

팅 혁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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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했던 61개의 개별 혁신활동 

중 연구․개발을 수반한 경우는 39개(63.9%) 다. 이 중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상품 혁신’에 수반한 연구․개발 사례는 17개

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생산과정 혁신’에 수반한 연구․개

발 사례는 11개 으며, ‘마케팅 혁신’에 수반한 연구․개발 사례가 11개

다. 그 같은 연구․개발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림 4-4>에서 보듯이 지역 외부의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연구․개

발 주체의 역할을 맡는 경우는 단 2개밖에 없었다[A1-2, A5-1]. 대개는 지

역 내부의 주체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부와 

외부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나마 지역 내부와 외부

의 민간부문 주체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한 사례들의 대부분

은 마을 수준에서의 지역혁신활동이었다[사례 부호가 C로 시작하는 경

우]. 이 활동들은 주로 친환경농업 또는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에서 컨설턴트와의 용역 계약을 맺어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이다. 

이를 제외하면 지역 내부 주체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한 사례의 비중

이 훨씬 커진다. 

이는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 내에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인적 

자원 또는 사회적 기반이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더 자세히 고

찰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연구․개발 활동 주체가 지역 내 주

체들인 17개의 사례들(그림 4-4에서 상단에 위치한 사례들) 중 민간부

문 주체들은 모두 생산자 자신들이었다. 공공부문 주체들은 농업기술

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지역 내 주체와 지역 외 주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그림 4-4에서 중앙과 중앙 우측에 배치

된 사례들), 마을 수준의 혁신활동을 제외하고 나면 지역 내부의 주체

는 대부분이 생산자 자신들이고 협력하는 지역 외부 주체들은 민간 컨

설턴트 또는 민간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 외부의 공공 연구

기관 또는 대학이 연구․개발 주체로서 협력한 사례는 각각 한 개뿐이

었다. 

이 같은 실태는 지역혁신활동에 동반되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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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농산촌 지역 내부에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 외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

농업 클러스터사업이나 신활력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

공부문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연구 용역의 

형식으로 지역 외부의 연구기관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적

어도 조사된 사례들에서는, 혁신 실행의 주체들인 생산자나 지방자치

단체 관련자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가 혁신활동에 실

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 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

다. 

연구의 수요자인 농산촌 지역의 생산자들과 공급자인 지역 외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관련 정책을 통해서 연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그 연계의 중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매개자로서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관계 구조는 연구의 수요와 공급 간에 양

적․질적 불일치를 초래하기 쉽다. 게다가 관계의 형식이 지속적인 협

력과 신뢰를 보장하기 어려운 용역 계약, 즉 시장거래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환류

(feedback)가 가능한 연결망 구조를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

그림 4-5.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에 있어 연구․개발 관련 주체 간 관계 

구조의 개선 방향 

지방자치
단체

생산자 연구기관

지방자치
단체

생산자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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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을 위한 연구․개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요인

불일치

요  인
내용

불일치 해소 

가능성 

거리
   연구기관과 농산촌 지역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

시간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긴 반면에, 농산촌 지역의 이슈는 

시급하여 충분한 절차를 거쳐 연구하기가 어렵다. 
X

연구목표 

설정

   연구자의 전문가주의(specialism)로 인해 연구 결과의 즉

각적인 활용을 원하는 농산촌 지역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다른 연구 목표가 설정된다. 

△

접근방법

   전통적으로 학술연구기관은 생산 과정 지향적이기보다는 

상품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농산촌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창출 또는 변화 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맥락적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간과한다. 

X

이해관심

   연구자들은 학술 잡지에 출판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 성과

를 기대한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필요한 것과는 거리

가 먼 연구를 수행한다. 

-

의사소통
   연구 결과를 현장의 농촌개발 주체들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어렵다. 
△

실천

   과거에 비해 혁신의 필요성이 농산촌 지역의 관련 주체들

을 통해 고조되는 혁신 분위기 조성 과정이 연구의 초기에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X

비용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 ○

  - : 별로 문제 되지 않음.

 ○ : 현재의 관련 정책(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해소됨.

 △ : 현재의 관련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함. 

 X : 현재의 관련 정책을 크게 보완하거나 변경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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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

유는 8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LEADER European Observatory 

2001). <표 4-9>는 현재의 정책사업들을 통해 마련되는 농산촌 지역혁신

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다. 비용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부진은 현재의 정책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요인을 해소

하려면, 정책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연구 용역 형식으로 연구기관에 

지급하고 연구 과정을 감독․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

다.

혁신 지식․기술 전파와 혁신 의사결정 촉진

개별 혁신활동 사례 중, 혁신 지식이나 기술을 전파하는 주체와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난 경우는 18개 다. 마을 수준의 혁신활동 사례이면서 

지역 외부의 민간 컨설턴트가 혁신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한 횡성군 공

근리[C4-1]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혁신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한 

주체는 농업인 등의 생산자이거나[A7-1, A7-2, A8-1, A8-3, A8-10, A10-1, 

A11-3, C6-2],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다[A1-1, A1-2, A1-3, 

A5-1, A6-1, A6-3, A8-6, A9-3, A10-4]. 이 사례들은 모두 상품 혁신 또는 생산

과정 혁신을 위한 활동이었다. 관련된 상품 또한 모두 농산물이었다.

농업과 관련된 혁신활동에서는 다수의 지역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혁

신 기술을 확산하는 혁신 전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 전파에 있어

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시간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수용자의 규

모이다. 혁신 기술이 전파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혁신 기술 수용자의 수

가 많을수록 더 효율적인 혁신 전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특성을 지니는 혁신 전파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혁신 지식이

나 기술을 전파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가 중요해진다.30 

<표 4-10>은 사례 조사에서 발견된 혁신 지식․기술 전파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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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사결정 촉진 수단들을 정리한 것이다. 설득 단계에서 누가 혁신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혁신 전파 활동과 더불어 잠재적 수용자

들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동원했던 보완적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를 살펴보았다. 17개 사례 중 9개 사례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전파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

센터의 본래 임무가 농업기술 보급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

다.

생산자들이 스스로 학습 조직을 구성하여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혁

신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사례도 그에 못지않게 자주 발견된다. 이에 

비해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하는 혁신전파 활동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조

직을 운 하는 방식의 혁신 전파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 혁신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하는 수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 과정을 바꿀 수 있도

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만 생산자 

조직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규범적 통제를 통해 혁신 의사결정

을 촉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A5-1, A8-3, A8-10, C6-2]. 

30 로저스(Rogers 2003)는 혁신전파 이론을 제안하면서, 혁신 수용자 개인이 혁신 

지식 또는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산 과정에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식 

단계, 설득 단계, 의사결정 단계, 실행 단계, 확정 단계’로 구분하 다. 지식 단

계는 개인이 혁신 지식이나 기술에 노출되는 단계이다. 설득 단계는 잠재적 수

용자가 혁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로서, 주로 이때 혁신 전파자들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잠재적 혁신 수

용자가 특정 혁신 지식이나 기술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혁신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배경이나 조건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혁신에 긍정적 태도를 가졌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있다. 잠재적 혁신 수

용자가 혁신 지식이나 기술을 최초로 실행해 보기로 결심하는 의사결정 단계가 

진행되면, 혁신 실행 단계가 이어진다. 끝으로 혁신 수용자는 자신이 적용해 본 

지식이나 기술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그것을 계속 실행할 것을 결심하

는 확정 단계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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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혁신 지식․기술 전파의 주체와 수단

사례

혁신 전파자 혁신 전파 수단
혁신 의사결정 

촉진 수단

농업

기술

센터, 

군청

생산자
방문

지도

강의

프로그램
학습조직

보조금 

지원

생산자

조직 

규범

A1-1 √ ○ ○

A1-2 √ ○ ○

A1-3 √ ○ ○ ○

A5-1 √ ○ ○ ○ ○

A6-1 √ ○ ○

A6-3 √ ○ ○

A7-1 √ ○ ○ ○ ○

A7-2 √ ○ ○

A8-1 √ ○

A8-3 √ ○ ○

A8-6 √ ○ ○ ○

A8-10 √ ○ ○

A9-3 √ ○ ○

A10-1 √ ○ ○ ○

A10-4 √ ○ ○ ○

A11-3 √ ○ ○

C6-2 √ ○ ○

4. 지역혁신 과정의 단계 구분

여러 사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과정은 각각 다른 종류의 사

회적 관계가 창출되는 일련의 단계들이 연속되는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지역 상황 진단, 혁신 프로젝트 계획, 혁신 프로젝트 실

행, 혁신 프로젝트 확장의 4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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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지역혁신 과정의 4단계

지역 상황
진단

혁신 프로젝트
계획

혁신 프로젝트
실행

혁신 프로젝트
확장

4.1. 지역 상황에 대한 진단

혁신기반이 전반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농산촌 지역은 혁신을 이루기

에 우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다(제3장 참고). 지역혁신체계 이론

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지역과는 달리 기업이 입지할 만한 매력도 상대

적으로 부족하며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농산촌에서는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출현하고 있

으며, 그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형태

로 현실화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1 이러한 현상은 아

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 아이

디어 제안자의 지역 상황에 대한 진단 활동 결과인 것이다. 비록 그 수

가 많지는 않으나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는 신선한 시각으로 지역이 처

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맥락을 독해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주체들이다.

한편,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가 지역이 처한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놓을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

해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가 자신의 상황 판단과 진단 내용을 지역사회

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혁신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기획이 도출되도록 유

31 이 연구에서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개별 혁신활동들이 서로 연관성

을 가지면서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사회의 커다란 움직임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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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사례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역 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시․군정에 

적극 반 함으로써 지역혁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A6 진천군, A9 함평군, A10 장수군, A11 진안군, B1 금산군].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정책 환경―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변화, 신임 지

방자치단체장 취임 등―이 지역의 상황을 진단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짧은 기간에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오랜 기간을 두고 깊이 있게 진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A4 보령시, A5 청양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 진단

을 주도하는 경우, 최근에는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에 근거하여 발

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는 곳도 등장하 다. 자료

에 근거하여 지역의 현실을 진단할수록, 지역혁신 사업의 목표를 계량화

된 형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커진다[A7 함양군, A10 장수

군]. 

표 4-11.  지역상황 진단의 주체

주체 해당 사례

* 시장에 민감한 민간부문 상품 

/서비스 생산자

A2, A3, A8, C1, C2, C3, C4, C6, D1

*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A4, A5, A6, A7, A9, A10, A11, B1, B2, C5

*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A1, D2

지역 상황에 대한 진단 주체 [A8 보성군]

  보성군에서는 오랜 기간 차를 재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홍차 가공 부문에 

진출했던 몇몇 선도적인 농업인 집단이 지역혁신 과정에서의 ‘비전 제시자’ 역

할을 수행하 다. 1970년대 말 국내 홍차 시장의 급격한 퇴조와 더불어 해방 이

후 꾸준히 확장되어 왔던 보성군의 차 생산 기반은 급작스럽게 와해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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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 다. 1973년 보성군의 차 재배면적은 총 590ha에 달하 다. 그런데 홍차 

수요의 부진에다가 겨울철 냉해까지 겹쳐 1979년에는 241ha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은 보성의 차 재배 농가나 홍차 가공 경 체들에게는 위기 음을 보

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보성군의 선도적인 차 재배 농업인이자 홍차 가공 경 주 던 

최연호 씨와 서찬식 씨 등 몇몇은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갈 기회를 발견하 다. 

1980년대 들어 홍차 대신 녹차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태평양 

같은 대형 식품 회사가 설록차를 판매하기 시작하 다.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녹차 수요 증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었던 것이다. 

  최연호 씨와 서찬식 씨 등 몇몇 농업인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의 흐름을 민감

하게 읽을 수 있었다. 보성군에는 이미 오랜 전통 속에서 차 재배 기술이 축적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생산한 원료 찻잎을 홍차가 아닌 녹차로 가공하는 기술만 

확보할 수 있다면, 빠르게 상실하고 있는 생산 기반을 다시 활용하여 새로운 시

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미 홍차 시장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경 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오랜 기간 차 재배와 가공을 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홍차에서 녹차

로 상품을 전환하는 일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2. 혁신 프로젝트 계획

이 단계에서는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가 자신의 생각을 지역사회 구성원

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활동을 한다<표 4-12>. 지역사회 구성

원들과 개별적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학습 조직을 구성하여 토론과 

견학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 설명회 같은 형식의 인식 공유 활동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대규모 의사소통 활동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

나, 어떤 곳에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

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A7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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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지역혁신 과정을 

시작하는 집단이 형성됨으로써, 혁신활동이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된다. 

혁신활동을 계획하는 초기 주체들은 다른 주체들과의 연대를 시도하거

나 새로운 종류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계획을 통해 혁신활동으로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참여자들 각각의 역할

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혁신활동에의 참여가 질적으로 

전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12.  혁신활동 계획 단계에서의 활동 유형

주체 사례

*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개별적 대화 A2, A3, A8, A10, A11, C1, C2, C3, 

C4, C6, D1, D2

* 학습 조직 구성 후 토론과 견학 A1, A3, A5, A7, A8, A10, A11 

* 대규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행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토론, 견학)

A1, A7, B2, C5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설명회 A5, A6, A11

* 외부 컨설턴트나 기업에 학습과정 설계와 

진행을 위탁

A5, C1

* 소식지 등 간접적 매체 활용 A10, A11

혁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의 역할 명료화 [C5 충주시]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면장의 주도하에 환경농업 실천을 확산시키려는 노

력이 시작되었다. 소태면장이 지역의 농업인, 소태면 단위농협 간부 등을 만나

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지

역 농업인들의 모임이 잦아졌다. 비공식적인 여러 차례 토론, 견학,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인식 공유를 

위한 학습과정은 민간 컨설턴트의 설계와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들은 소태면을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가꾸는 방안을 계획하기 시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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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초기에 ‘소태면 통합친환경작목반 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하 다. 곧 이

어 모임을 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진 ‘Organic 21 친환경연합회’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고 일을 분담하 다. 

지역 외부에 소재하는 컨설턴트, 기업, 민간 연구소 연구원, 방송국 PD 등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조직하 다. 그리고 Organic 21 친환경연합회 안에 

문화관광, 생산․가공, 건축․환경, 홍보․유통의 4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

다. 각 분과에는 연합회원(농업인)들이 배치되었고, 분과위원장의 책임으로 앞

으로의 혁신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도록 일을 분담하 다.

4.3. 혁신 프로젝트 실행

이 단계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혁신활동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

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모든 참여자들 간의 긴 한 협력이 수반된다. 

협력을 통해서 수행하는 활동의 예로는 시장 분석, 노하우 습득, 노동력 

확보, 원자재 확보, 자본 조달, 의사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활동을 할 때 장점과 단점, 뒤따르는 위험 등에 대한 참여자들

의 평가를 근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혁신활동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긴 한 협력 관계 안에서 이

루어지지 못하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 사례도 있다.

혁신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의 협력과 의사결정 문제 [A8 보성군]

보성녹차연합회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이어 ‘공동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

다. 2005년 통일된 의장을 만들었고 특허청에 출원 중이다. 보성군청과 보성녹

차연합회는 상호 협의를 통해, 단체표장을 개발하 다. 그런데 최근 그 의장 사

용권을 두고 보성군청과 보성녹차연합회의 견해 차이가 생겼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2005. 7. 시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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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출되어 

등록된 경우, 그 등록된 단체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

고, 미등록 유명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도 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등

록받을 수 없다. 

보성 녹차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했던 ‘보성녹차연합회’는 가공업체들

을 중심으로 품질관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제 등록 라벨을 공동으

로 사용하 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2005년 한 해 동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군청과 협의하고 준비하여 왔다. 따라서 보성녹차연합회는 개발한 공동표장은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판매업체들의 모임인 자신들이 일정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품질관리 가능성과 공동표장 개발 노력에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성군청은 공동표장의 관리권(또는 이용권)

을 녹차 재배 농가들까지 포괄하는 ‘보성녹차생산자협의회’에 넘길 것으로 방

침을 굳힌 상태이다.

4.4. 혁신 프로젝트의 확장

지역혁신 과정이 지속되려면 하나의 혁신활동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

어야 한다. 혁신활동의 가시적인 성공은 농산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하거나 혁신 기술의 수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는다. 여러 

개의 혁신활동들을 연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연결

망 구성원들이 시장 수요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거나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혁신 프로젝트의 확장 [A1 연천군]

2003년 가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 ○○○벼는 흰쌀 

상태로 밥을 지었을 때 지나치게 차진 밥이 되어 요즘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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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 맛을 낸다는 것을 확인하 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벼

를 ‘찰진 현미’ 상품으로 출시하기로 하 다. 그리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소비자

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현석원 씨는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상품의 이름은 ‘본 상품으로 밥을 지으면 쌀밥 같

이 부드러운 맛이 난다’는 의미로 ‘쌀밥 같은 현미’라고 지었다[상품 혁신]. 포

장 단위는 현미가 미강으로 인해 산패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

봉 후 바로 소비될 수 있도록 소포장하기로 하 다. 그리고 건강식, 환자식을 

찾는 소비자가 고정 구입할 수 있도록 전화 주문 및 우체국 택배로 직거래하고, 

구입한 소비자가 남긴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들을 평생회원으로 관리하

여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마케팅 혁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

가들은 작목반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틈틈이 

컴퓨터 활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 농가들이 생산한 쌀의 품질을 균일화시키기 

위해 파종에서부터 시비,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등 모든 농 활동 시기를 맞추

고 있으며, 필요한 농자재는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공동으로 구입

하여 사용하고 있다[조직 혁신]. 2005년부터는 건강식 현미의 가치를 제고시키

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멀칭농법으로 재배를 시도하 다. 이러한 

방식은 30∼40년 동안의 노하우로 논농사를 지어온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농가들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확인하기 시작하

면서 재배 방식의 전환이 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종이멀칭재배법

은 쌀겨농법, 오리농법, 우 이농법과 함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벼농사를 

짓는 한 방법이다[생산과정 혁신].

현재 쌀밥 같은 현미 작목반이 관리하는 평생회원 수는 1,000여 명에 이르고, 

매일 택배로 보내는 물량도 평균 100kg 정도가 된다. 기존의 판매 방식처럼 농

가들에게 목돈을 벌어 주지는 못하지만 꾸준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시

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재배면적을 조금씩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나 작목반 회원

을 늘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회원이 늘어나면 공동 관리 및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계약 수매 방식을 활용하는 쪽으로 확대 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 현재 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홍보’이다. 현미가 주식이기보다는 

건강식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수그러들거나 싫증이 나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향후의 혁신 

구상과 잠재적 위험 평가]. 이상의 ‘쌀밥 같은 현미’의 연구·개발 및 판매 과정

에서는 상품 혁신, 마케팅 혁신, 생산 과정 혁신, 조직 혁신이 연쇄적으로 발생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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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혁신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 연결망을 농산

촌 지역혁신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

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구조도 바뀌는 진화의 과정을 겪는다. 제4장의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

는 지역혁신체계의 모델을 구성해 보고 농촌개발 정책사업 추진 과정 

모델과의 접목을 시도하 다. 이를 통해 농산촌 지역의 주체들이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농촌개발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 다.

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제4장에서 지역혁신활동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혁신 과정을 4단

계로 구분하고 개념화하 다.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일련의 집합행동의 

내용이 다르며, 그 집합행동의 주체들은 다양한 유형의 연결망을 형성

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그것을 지역혁신체계라고 개념화하고, 연결망 구

성원들의 집합행동을 분석하 다. 지역혁신 과정 중의 집합행동은 크게 

‘인식의 공유’, ‘집단적 학습’, ‘협상 및 조직화’, ‘규범 및 제도 형성’의 

네 가지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범 및 

제도 형성’ 범주까지 나아가기도 하고 중간에 중단되기도 한다. 그 기간

은 지역혁신활동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이 걸렸다.

사례 분석: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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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역혁신체계 진화에 따른 집합행동 연쇄 유형

규범/제도

형성
규범/제도

형성

규범/제도

형성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

  

모든 사례를 종합하면, 사례마다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건 

흐름의 연결망이 우상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계획에서 

실행 단계에 이르는 동안 집단적 학습과 조직화가 여러 차례 복잡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유형 “가”), 어떤 사례들은 학습과 조직

화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게 일어나면서 집합행동 수준이 ‘규범 형성’까

지 바로 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유형 “나”). 그리고 학습과 조직화의 

사건이 단순하게 발생하면서 집행행동 수준이 ‘규범 형성’까지 도달하

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유형 “다”).

<표 5-1>에서, 유형 “가”에 속하는 사례들은 대체로 지역혁신 과정

이 오랫동안 진행된 경우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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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공공부문 보조금이 여러 차례 투입되었다. 둘째, 다부문 접

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셋째, 지역혁신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크다. 다만, 

‘C'로 표시한 마을 단위 지역혁신 사례도―C1 이천시 부래미마을, C4 

횡성군 공근리―일부 포함되는데, 그 경우 최근에 인근 여러 마을을 연

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형 “나”에 속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혁

신 과정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둘째, 지역혁신활동의 공간적 범

위가 작다. 셋째, 공간적 범위가 큰 시․군 단위의 두 사례(A1 연천군, 

A5 청양군)들조차 다부문 접근을 취하지 않으며, 농업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그것도 단일 품목에 국한하여 지역혁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유형 “다”의 사례들은 지역혁신 사회 연결망이 비교적 단순하게 변

화하며 집합행동도 규범 및 제도 형성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 다. 

사업의 성격이 거기까지 나아갈 필요가 크지 않거나 아직은 사업의 초

기 상태인 경우이다[B1 금산군, C5 충주시 소태면]. 

표 5-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진화 유형에 따른 사례 분류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양상 사례

[유형 “가”]

  지역혁신 사회 연결망이 복잡하게 변화하며 집

합행동이 규범 및 제도 형성의 수준까지 도달

한다. 

A2, A3, A4, A6, A7, A8, A9, 

A10, B2, C1, C4

[유형 “나”]

  지역혁신 사회 연결망이 단순하게 변화하며 집

합행동이 규범 및 제도 형성의 수준까지 도달

한다. 

A1, A5, A11, C2, C3, D2

[유형 “다”]

  지역혁신 사회 연결망이 단순하게 변화하며 집

합행동이 규범 및 제도 형성의 수준까지 도달

하지 못한다. 

B1, C5, C6,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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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 [A8 보성군]

지역상황
진단

혁신활동
계획

혁신활동
실행

혁신활동
 확장

규범/제도 형성
(규약, 협약 등)

(7)  (10)

조직화 (3) (5)      (6)      (9)

집단적 학습 (2) (4)       (8) 

인식의 공유 (1)

(1) 1970년대 말 ∼ 1980년대 초: 시장 상황과 지역의 위기 공감

  최연호 씨를 비롯한 소수의 보성군 차 재배 농업인들과 홍차 가공 경 체 

경 주들은 1970년대 중반 진행된 홍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위기를 공감

하 다. 녹차 시장 진출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2) 1980년대 초반: 녹차 상품화를 위한 가공 기술 개발

  녹차 가공 기술을 정립해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목표하에 비공식적 학습 

모임이 형성되었다. 녹차 생엽을 모아 덖음 과정을 통해 공동 시음과 평가를 

진행하 다. 지역 외부로부터 녹차 가공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승려 등을 초

빙해 녹차 가공에 관해 배우기도 했으며, 사비를 모아 선진 가공 기술을 갖

춘 외국을 견학하기도 하 다. 

(3) 1980년대 중반: 최초의 보성 녹차 관련 협력조직 출현

  녹차 가공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농업인, 승려, 소비자가 녹차 수요 진작

을 위해 ‘(사)한국차인연합회’를 결성하 다. 보성군의 차 재배 농업인과 가

공 경 체 경 주들의 친목회인 ‘다농회’가 결성되었다. 

(4) 2000년: 지리적 표시제 도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습

  보성군청과 녹차 가공 경 체들은 농림부의 지리적 표시제 도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성 녹차의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을 결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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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1년: ‘보성녹차생산자협의회’ 결성, 생산자와 공공부문 협력 

  지리적 표시제 등록 주체로서 보성녹차생산자협의회가 결성되었다. 협의

회, 보성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 녹차시험장 등의 주체들이 일을 분담

하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 다. 매월 정기적 회의를 했으며, 부정기

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 다. 

 (6) 2001년: 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결성, 지리적 표시 등록

  녹차 가공 경 체들로 구성된 ‘ 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결성되

고, 이 연합회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 다. 

 (7) 2002년: 보성녹차연합회 지리적 표시 상품 품질규약 제정

  지리적 표시 등록 업체들의 모임인 보성녹차연합회는 우전, 곡우, 세작의 

세 종류 상품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 규약을 제정하고 품질관리활동을 전개

하 다. 이는 녹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 다. 

 (8) 2003년: 보성 녹차 재배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

  국내 녹차 생산량이 급증하고 수입량도 늘어가는 최근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 보성 녹차의 차별화를 위해 보성녹차생산자협의회 내 유기농 분과위

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재배를 시도하 다. 효율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

한 다양한 재배 기술이 시도되고, 정착되었다. 

 (9) 2004년: 보성군 신활력사업추진단 조직, 지역혁신협의회 창립

(10) 2004년: 보성녹차생산자협의회, 녹차수매가격 결정 메커니즘

  녹차 재배 농업인들과 가공 경 체 간의 집단적인 원료 수매가격 협상 관

례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혁신체계 안에서 여러 종류의 집합행동이 출현

하고, 구성 자체도 변화한다. 연결망은 점점 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

고, 연결망 규모도 커진다. 그리고 개별 지역혁신활동 또한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그림 5-2, 5-3>은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의 변화 과정을 보

성군과 부래미마을을 예로 들어 나타내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 지역 내의 민간부문 주체들이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마을 단위의 지역혁신활동에서 

외부와의 연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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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지역혁신체계의 구조 변화 [A8 보성군]

지역 외
지역 내

공공   민간

지역 외
지역 내

공공   민간

지역 외
지역 내

공공   민간

지리적 표시제 

도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1980년대 초: 녹차 가공 기술 

확립기 (차가공경 체, 덖음 

기술 보유 승려)

2000년대 초: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직후 (녹차생산자협의회, 

녹차연합회, 군청, 녹차 시험

장, 농산물품질관리원)

2006년 당시: 녹차 클러스터 확

장 시기 (녹차생산자협의회, 녹

차연합회, 군청, 녹차 시험장, 농

산물품질관리원, 중앙정부, 지

방대학, 피복재 공급 기업)



사례 분석: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99

그림 5-3.  지역혁신체계의 구조 변화 [C1 이천시 부래미마을] 

지역 외
지역 내

공공   민간

지역 외
지역 내

공공   민간

지역 외
지역 내

공공   민간

녹색농촌체험

마을사업

정보화시범마을사업

경기도슬로푸드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2년 말: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직전 (시청, 마을 이장 

및 지도자)

2004년 초: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추진 1년 후 (시청, 마을 

지도자, 마을 주민, 재경 향우

회, 민간 컨설턴트, 대학)

2006년 당시: 사업권역 확장기

(시청, 마을 지도자, 마을 주민, 

재경 향우회, 민간 컨설턴트, 대

학, 도청, 중앙정부, 인근 마을 

주민, 한국농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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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단계별 집합행동의 특징

2.1. 인식의 공유

농산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때, 지

역혁신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지역 상황의 내용은 

대개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적 특수성의 가치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은 지역에 전래되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문화, 경관 등 ‘지역-특정

적 자원’의 잠재력을 인식한다. 둘째, 지역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자원, 

기회, 환경 변화 등이다. 농특산물 시장 환경의 변화, 농촌개발 관련 정

책 환경의 변화,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인적 자원과 기술 유입 등이 그

러한 인식 공유의 대상이다.

‘지역적 특수성의 가치’와 ‘지역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자원, 기회, 

환경 변화’를 서로 대조하면서 지역의 주체들은 새로운 발전 기회나 위

험을 명료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면

서 관련 행위자들이 지역 주민의 필요와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과

정이 시작된다. 이때 지역혁신의 주체들은 여러 가지 질문―‘어떤 지식

을 새로 획득해야 하는가?’, ‘형성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연대는 무엇인

가?’, ‘품질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농특산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새

로운 환경관리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에 당면한다.

그 다음에는 지역 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형성된 인식을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려는 활동이 이루

어진다.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진행되는데, 각기 서로 다른 형태의 연결

망에 기초하여 인식 공유 활동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진단한 소수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들의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서, 또 

다른 경우에는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

중 토론회나 워크숍 등의 행사를 통해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

용한 인력들의 업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공식

적인 조직들을 통해서 인식 공유 활동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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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공유 활동의 새로운 접근 [A10 장수군청 J씨와의 인터뷰]

  J 씨: 그 전에 우리가 농민운동을 해오면서 고민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렇게 하면 가능한데 왜 안 할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조직이 현실화된 거죠.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대학

을 만들었고요. 공무원들하고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장수사랑 자치학교를 만

들었어요.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일주일에 1번씩,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죠. 

그것도 딱딱한 이야기만 …, 연예인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 저희는 철저하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책 이

야기만 하게 했어요. 이렇게 가야 한다. 안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가지 않으

면 너희 공무원들도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고. 농가들도 100명씩 

모집을 해서. 지금 3년차니까 300명 정도 배출했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1,000농가 육성인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연구자: 농민대학은 그럼 어떻게 운 합니까? 

  J 씨: 연간 20회 정도 공개강좌로 이루어져요. 공개강좌는 철저하게 정책의 

흐름, 시장 정보 이런 것들이고, 견학 같은 것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 처음

에는 이따위 교육이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바빠 죽겠는데, … 교육하러 

오신 강사님들도 하루 오시면 우리 의도를 아니까 두 시간 강의를 세 시간 

네 시간 끌어버리고, …. 그래서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부터는, 

지금은 오히려 농가들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 입으로 필요하다고 이야

기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농가들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프로그램을 지금 5가지, 리더반, 작목별로 하는 반들이 있는

데,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지역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 ….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 그 교

육이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봐요. 사실은 각종 중앙부처의 사업을 

따 온 것도 그 교육하러 오신 분들이 장수를 높이 평가하고, 아 당신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죠. 우리 생각을 이해했으니까. 

오면 꼭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저희는 (그분들을) 안 보냈죠. 강의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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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반별로 운 했습니까? 

  J 씨: 반별로 운 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과 관계없이 모여서 공통

적으로 서로가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에서 B 박사가 오셔서 우리나라 부채 상황은 이렇고 농가의 부채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사례를 우리는 이렇고 일본은 이렇다고 말하면,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럼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럼 그걸 가지고 밤

새도록 술 마시며 토론하는 거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직화해서 장수군 부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  그거는 농

가들이 같이 말하고 토론한 내용들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

잖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농가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1년에 1,000번을 넘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월급을 술값으로 

다 써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 중에 주로 사용했던 방

법이 토론회나 심포지엄 같은 공개적인 자리 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한 정책을 발표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엄한 소리 못하는 거잖아요.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거지, ….  작목반 회의에 초대를 하는 거죠. 총회

에 와라.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옳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해야죠. 저희가 농가들 밤마다 만나러 다니는 거

와 수없이 작목반 만나러 다니고.

  연구자: 어느 정도로 농가들을 방문하십니까?

  J 씨: 지금 그 업무(농가를 방문하며 대화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친구들

(장수군 순환농업추진단에 계약직원으로 고용된 활동가들)을 보면 장수군에 

‘어디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이

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서너 사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뭔 필요

가 있을까 그리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군민들을 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  저희야 목적을 갖고 한 일이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는 일이 성공할 수 없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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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단적 학습

지역혁신은 기술, 경 , 마케팅, 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 관계된 집단적 

학습과정을 수반한다. 이런 학습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체계화된다. 이 학습과정은 지역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혁

신 프로젝트의 확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다. 학습은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인 학습이 비공식적인 학습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 

학습과정은 기술, 상품, 작업방법 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들

의 습관이나 역량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학습과정을 통해 행위자들은 

서로 더욱 친숙하게 된다. 학습과정이 진행되면서, 행위자들은 함께 일

하는 협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학습과

정을 통해 집단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체계화함으로써 행위자들은 지역

의 상황에 토착화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된다. 

집단 학습을 통한 혁신 지식의 체계화와 토착화 [A7 함양군]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는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준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하 다. 그 학습 활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

다. 첫째는 연구회원들이 서로의 농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농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관찰하고 토론하는 ‘현장 토론’이다. 둘째는 매월 1회 연구회원들

이 모여 토론하는 ‘세미나’이다. 셋째는 연구회원들이 사과 관련 시험장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견학’이다. 이런 자기주

도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연구회원들이 습득하는 지식은 주로 농기술에 관한 

것들이었다.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원들 사이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사과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

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

들은 최대한 농약을 적게 살포하면서 색택이나 맛이 좋은 저농약 사과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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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 다.   

  그렇다면 우선 중요한 것은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는 일이었다.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면서도 병충해 피해를 적게 입고 색택, 당도, 모양 등의 측면에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하고 공유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

다. 사과 연구회 회원 중에는 이미 친환경 농법으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농업인들도 있었다. 서로 간에 앞선 농기술

을 공유하는 것이 연구회 학습활동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수십 가지가 넘는 

‘기술적 선택지’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고 그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농장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자기 농장에서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회 학습활동 중 ‘현장 토론’과 ‘세미나’는 그런 기술 선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매개 다. <표 5-2>는 K씨와의 심층 면접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의 저농약 사과 생산 기술의 학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실제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원들 사이에 전파․공유되었

던 과정을 좀 더 미시적으로 고찰하면,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자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방식의 이른 바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에서 학습했던 기술들을 그 개발 과정의 특징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업인 스스로 농장에서 실험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유형 A). 둘째는 농업인이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학습하여 

자기 농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이다(유형 B). 셋째는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

을 농업인이 자기 농장에 맞도록 보완하여 적용하는 경우이다(유형 C).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든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에서는 연구회원

들이 그 기술의 혁신적인 성과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농장 관찰과 토론

이라는 학습과정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는 혁신 기술의 수용 속도를 높이는 동

시에 개별 농장 또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된 형태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기술 적용의 성과까지도 올려 주는 학습 방법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유형 C'에 해당되는 기술의 도입에 있어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가 매우 전형적인 형태로 들어맞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③번 7회 방

제력 기술에 관해 살펴보자. 7회 방제력이란 사과 재배 기간 1년 중 최소한의 

농약 살포회수를 7회로 규정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 

어떤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일종의 달력을 말한다. 물레방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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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이미 대학에서 연구된 7회 방제력을 도입하면서 함양 지역의 기상 조

건이나 기타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에 적응된 형태의 방제력을 새로 

개발하 다. 그리고 이 방제력은 연구회 회원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수동 과수 

농조합법인이 채택하여 조합원들은 의무적으로 그것에 맞추어 방제활동을 하

고 있다. 

그림 5-4.  함양군 사과 연구회가 학습한 기술의 개발 및 전파 유형

외부 기술
개발자

(시험연구관, 
대학, 선도농 등)

연구회

유형 A

유형 B

유형 C

표 5-2.  함양군 사과 연구회의 혁신기술 학습 내용

기술적 내용 기술의 일차적 목표
기술 개발 및 
전파 형태

농약 
저투입 
관련

① 초생 재배
* 제초제 사용의 필요성을 
제거

B

②
미강과 미생물 발효제를 사용한 
부숙 퇴비 제조법

* 사과나무의 내병성 강화 C

③ ‘7회 방제력’
* 최소한의 농약 투입시기 
판단

C

④
친환경 농업 부자재 사용
(포충용 트랩, 벌레 유도등,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목초액 등)

* 살충제, 살균제 사용 억제 B

⑤
병충해 예찰 기법
(루페 사용)

* 정확한 병충해 진단 B

사과 
품질 
제고

⑥ 미량요소 배합 기술 * 사과의 색택, 당도 향상 A

⑦ 바닷물 시용 * 사과의 색택, 당도 향상 C

⑧ 전지/전정 방법 개선 * 생산성 증대, 병충해 억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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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직화

지역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학습 과정이 진행되면서, 관련 행위자들은 일

종의 모순이나 결핍에 직면하게 된다. 혁신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려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장벽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조사한 

많은 사례들에서 지역혁신활동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임계량(critical mass)을 창출하는 것임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임계량을 창출하려면 필연적으로 여러 행위자들

이 협력 관계 속에서 집합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행위자들 간의 이해나 의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

되거나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 속에서 보다 긴 한 형

태의 조직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직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공공부문

의 행위자이든 민간부문의 행위자이든 혁신 사업의 장기적 성과 달성보

다는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지역혁신

을 위한 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권력과 의식의 차이를 해소

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4. 규범 및 제도의 형성

다수의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규범이나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

인 요소이다. 지역혁신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이나 제도가 형성된 사례

들에서는 모두 그 규범 또는 제도하에서 행위자들이 일종의 위계

(hierarchy)를 구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며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지역혁신 연결망 

전체의 효율은 더 높아진다. 

규범과 제도는 명문화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규범과 제도는 연결망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사례 분석: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107

새로운 규범이나 제도는 앞서 논의했던 지역상황의 진단, 학습과정, 조

직화 등의 사회적 과정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진행된 결과로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지역혁신 과정이 점점 더 진행되면서 형성된 규범과 제도

는 더욱 일관성 있고, 더욱 향력 있으며, 더욱 명시적인 형태로 변화

한다. 

3. 지역혁신체계의 기능

하나의 지역혁신체계가 반드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분석에서 관찰되는 지역혁신체계의 기능은 7가지로 압축된다.

  1) 원자재 조달이다. 구매활동에 있어 할인, 가격 협상력 제고, 거래조

건 향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2) 원자재 및 폐기물 흐름 관리이다. 다단계 부가가치 사슬 내에서 원

자재나 폐기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활용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교육훈련이다. 가령,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학습 등을 위해 공동으

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4) 경 체 역량 관리이다. 생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인적 자

원을 교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한다.

  5) 의사소통 및 마케팅이다. 대중 홍보, 진보적인 형태의 경쟁력 있는 

홍보, 공급자 목록 작성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협력한다.

  6) 판매 기능이다. 공동 판매, 공동 물류체계 구축, 공동 상표를 만들

기도 한다.

  7) 기술 혁신이다. 공동의 연구․개발 활동, 노하우 이전 등의 활동을 

한다.



사례 분석: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108

표 5-3.  사례들에서 발견된 지역혁신체계의 기능

사례 조달

원자재/ 

폐기물 

흐름 관리

교육

훈련

기업

역량

관리

마케팅 판매
기술

혁신

A1  연천군 ○ ○ ○ ○ ○

A2  인제군 ○ ○

A3  평창군 ○ ○ ○

A4  보령시 ○ ○ ○

A5  청양군 ○ ○ ○ ○ ○

A6  진천군 ○ ○ ○ ○

A7  함양군 ○ ○

A8  보성군 ○ ○ ○ ○ ○ ○

A9  함평군 ○ ○ ○ ○ ○

A10 장수군 ○ ○ ○ ○ ○ ○ ○

A11 진안군 ○ ○ ○ ○ ○

C1  이천시 ○ ○ ○ ○ ○

C2  원주시 ○ ○ ○ ○ ○

C3  평창군 ○ ○ ○ ○

C4  횡성군 ○ ○ ○ ○

C5  충주시 ○ ○ ○

C6  진안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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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체들의 지역혁신체계 참여 동기

지역의 행위자들이 지역혁신 연결망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동기는 다

양하다. 지역혁신 정책은 연결망 참여 동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

로 실행되어야만 의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사례 분석 결과 나타난 지역혁신 연결망 참여 동기는 

<표 5-4>와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4.  생산․비용 측면에서 본 지역혁신체계 참여 동기

동기 기대되는 결과

 잉여 생산능력 활용도 

제고

 기존의 핵심 비즈니스 외에, 남는 생산 잠재력을 참여를 통해 

얻는 기회 속에서 활용한다.

 비용 및 위험 공유  연결망 구성원들이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서의 비용이나 

위험을 공유한다. 

 원자재의 저렴한 조달  공동구매를 통해 원자재를 유리한 가격에 획득한다. 

 폐기물의 저렴한 처리  공동으로 재활용 또는 폐기물 처리 수단을 활용하여, 비용 효

과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노하우(know-how)의 

이전

 구성원들 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한다.

 지리적 인접성의 이점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  혁신체계 구성원들이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최상의 수준으로 

진보하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진다. 

 정보 및 의사소통 개선  의사소통 해법을 공유함으로써 마케팅과 생산 분야의 조정 

비용을 절감한다.

 혁신 역량 강화  연구․개발 활동과 노하우 이전에 공동의 노력을 집중함으

로써 혁신 역량이 증대한다. 

 규모의 경제 달성  하위 가공과정을 합병하거나 아웃소싱한다.

 핵심역량 강화  일부 기능을 혁신체계 내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함으로써, 다

른 핵심역량에 여력을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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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 참여의 동기는 생산․비용 측면과 마케팅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비용 측면에서, 비용 및 위험을 공유할 수 있거나 규

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들이 참여한다. 마케팅 측면에

서는 상품 범위를 확장하거나 시장 교섭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도 한다. 요컨대 지역혁신 연결망 안에 들어감으로써 혼자 하

는 것보다는 낫다는 신뢰감이 그러한 참여의 기반을 이룬다. 소위 각자

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고 그럼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

여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이 커지는 셈이다.

표 5-5.  마케팅 측면에서 본 지역혁신체계 참여 동기

동기 기대되는 결과

 시장 조사 연구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정보를 평가한다.

 정규적인 기업 활동 외의 
특별한 활동을 통한 수익 
증대

 여분의 역량으로 부가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업체들이 
자신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상품 범위 확장
 여러 사업체들이 협력하여 의도적으로 상품 범위를 확장한
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단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단일한 공급자로부터 
패키지 형태의 솔루션 
(solution) 조달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들을 결합함으로써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공급 능력 제고
 연결망 내 파트너들로부터 원자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한다.

 시장 선점
 연결망을 통해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며, 이로써 시장 기회를 
확보한다(유연생산).

 시장 진입비용 감소
 연결망 내 핵심 역량(예: 생산설비, 물류, 마케팅 채널 등)을 
활용하여 시장진입 비용을 감소시킨다.

 시장 개척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시장교섭능력 강화
 연결망 내 파트너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더 큰 수요에 대응하
고 시장교섭능력을 강화한다.

 마케팅 개선
 공동의 라벨(label), 박람회 공동 참가 등의 마케팅 활동에 집
중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는다. 

 인증을 통한 판매량의 안
정적 유지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학습하거나 규범을 제정하고 준수함으
로써 품질인증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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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혁신 연결망의 구조와 특성

최근의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중앙정부 정책들은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의 행위자들이 연결망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아예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

업, 포럼 지원사업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혁신의 충분조건이 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 정책사

업 지침에 따라 형성된 연결망 조직이 실질적인 지역혁신활동을 전개하

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농산촌 지역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결망이 정책에 의해 강제된 연결망에 비해 더 실

질적인 혁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출발 동

기가 서로 다른 연결망 사이에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5.1. 연결망 분석 대상과 방법

서로 다른 세 가지 연결망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32 하나는 면 수준에

서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의 임원

들이다. 두 번째 연결망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된 ‘지역혁신협의회’ 

모임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이들이 조직한 ‘농촌관광

대학’이다.33 

면 단위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32 연결망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한 조사표는 부록 2에 제시하 다.
33 지역혁신협의회와 농촌관광대학은 동일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모임

이다.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마을이나 

시․군 단위가 아닌 드물게 볼 수 있는 면 단위의 학습조직이자 생산자 조직

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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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한 단체이다.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토대로 친환경농업과 도농교류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결성하여, 자율적인 학

습과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

법｣과 관련 지침에 의해 구성된 조직이다. 농촌관광대학은 중앙정부 정

책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만든 교육훈련 조

직이다. 농촌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농업, 상업, 서비스업 

분야를 모두 포괄)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듣고 견학을 하면서 농촌관광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표로 조직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연결망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 다. 연결망을 분석할 때 널리 활용되는 기초적인 

지표인 도(density), 집단 중심성 지수(group centralization index), 개

인 중심성(individual centrality)의 분포를 추정하 다.

연결망의 도는 ‘구성원(node)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연계(tie)

의 수를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연계의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도가 크면 클수록 연결망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더욱 긴 하다. 주체

의 수가 g인 연결망의 도 ∆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Σ
i = 1

g

Σ
j = 1

g

xij

g (g − 1 )
                                       

        

이때, 주체 i와 j  사이에 연계가 존재할 때 xij = 1이고 존재하지 않

을 때 xij = 0이다. 

연결망 분석에서 활용되는 중심성 개념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연결망 내 개별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빈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 둘째는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연결되려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그 거리를 표현한 인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다. 셋째는 한 구성원이 여러 구성원들을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매개할 수 있는지를 표현한 매개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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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ess centrality)이다. 마지막으로, 한 구성원이 연결망 내에서 얼

마나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정보 중심성(infor- 

mation centrality)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빈도 중

심성을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에서 측정하 다. 

개인 중심성은 ‘한 구성원이 연결망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수를 연결망 전체 구성원 수(연결망의 크기)에 따라 표준화

한 수치’라고 정의된다. 연결망 구성원 i의 개인 중심성 CD (ni )은 다

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CD (ni ) =
d (ni )
g − 1

이때, d (ni ) 는 구성원 i가 연결망 내 다른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연계의 합이다. 개인 중심성 점수가 클수록 그 사람은 연결망 내에서 다

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집단 중심성 지수는 연결망 구성원 개인들의 중심성 점수의 분포를 

가지고 그 연결망 내 관계가 얼마나 중앙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한 지표이다. 집단 중심성 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만

약 그 값이 0이면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개인 중심성

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집단 중심성 지수가 1이라면 연결망 내 한 구성

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거나 덮고 있음

(overshadow)’을 뜻한다. 집단 중심성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CA =
Σ
i= 1

g

[CA (n
* ) − CA(ni )]

maxΣ
i = 1

g

[CA (n
* )− CA (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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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CA (ni )는 구성원 i의 개인 중심성 점수이며 CA(n
* )는 구성

원들의 개인 중심성 점수 중 가장 큰 값을 뜻한다. 

5.2. 연결망 분석 결과

<그림 5-5>는 ‘세 연결망의 구성원들이 서로 누구와 얼마나 잦은 빈도

로 모여서 활동하는가(활동 연결망)’와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

을 서로 누구와 교환하는가(정보 연결망)’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그림으

로 표현한 것이다. 활동 연결망이든 정보 연결망이든, 지역혁신협의회의 

‘관계의 도’가 가장 작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표 5-6>에는 세 집단의 도와 집단 중심성 지수를 제시하 다. 활

동 연결망이든 정보 연결망이든 관계없이, 군 단위의 연결망에 비해 면 

단위의 연결망이 현저하게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

대적으로 작은 공간적 범위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관계의 도가 높을수록 (공식적 또는 비공식

적) 모임의 빈도가 많아지고 구성원들 간의 지식 및 정보 공유의 양이 

늘어난다. 혁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공유 활동은 

이처럼 도 높은 연결망 구조 속에서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표 5-6.  세 연결망의 도와 집단 중심성 지수 비교

구분 유형 도 집단 중심성 지수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

(N=29) 

활동 0.520 0.423

정보 0.276 0.565

○○군 지역혁신협의회

(N=32)

활동 0.200 0.593

정보 0.036 0.196

○○군 농촌관광대학

(N=54)

활동 0.257 0.757

정보 0.05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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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면 단위 농업인 학습 모임, 군 단위 주민 교육훈련 모임, 지역

혁신협의회 연결망의 비교

○○군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연결망

○○군 

농촌관광대학

활동 연결망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

활동 연결망

○○군 

지역혁신협의회

정보 연결망

○○군 

농촌관광대학

정보 연결망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

정보 연결망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된 연결망이라 할 수 있는 ○○군 지역혁신협

의회의 연결망 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활동 연결망의 경우 △△군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의 1/2 수준이었으며, 정보 연결망의 도는 

1/7도 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들의 접촉 빈도 자체가 

매우 적음을 뜻한다. 같은 지역의 주민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농촌관광

대학 구성원들과 비교하더라도 활동 연결망과 정보 연결망 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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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 수가 54명인 농촌관광대학에 비해 

더 소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 연결망 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연결망과 정책에 의해 강제된 

연결망은 그 ‘관계의 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정책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연결망이며, 그 주요 

목적이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두 연

결망 사이에도 집단 중심성 지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군 친환

경농업 작목반 연합회의 활동 연결망과 정보 연결망 집단 중심성 지수

는 각각 0.423과 0.565 다. ○○군 농촌관광대학의 활동 연결망과 정보 

연결망 집단 중심성 지수는 각각 0.757과 0.710으로 현저하게 높았다. 

○○군 농촌관광대학 연결망에서의 활동과 정보 소통이 훨씬 중앙화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같은 구조적 차이는 <그림 5-5>

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군 농촌관광대학의 경우 활동 연결망과 정

보 연결망 내의 소수 몇 사람이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

해,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에서는 중심인물을 가려내기가 쉽

지 않다. 즉, 상대적으로 더 수평적인 연결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차이로부터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의 경우 

구성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사업을 계획하

는 자기주도학습 조직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군 농촌관광대학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강사진을 섭외․

조직하는 실무자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위

에 가깝다.

중앙화된 연결망 구조와 수평적인 연결망 구조 중 어떤 것이 더 효

과적인 또는 효율적인 거동을 하는가는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그 연

결망의 목적, 기능,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연결

망은 정보나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

만, 그런 활동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연

결망의 구조에 반 되고 있다. 

포돌니와 페이지(Podolny and Page 1998)는 연결망 조직이 학습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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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하나는 조직 내의 한 구성원

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전파하는 속도가 위계적인 조직에서 보다 연결망 

조직에서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연결망 내에 펼쳐져 있는 연계

는 의사소통 경로로서 기능한다.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서

로 이질적인 정보들이 연결망 구조 안에서 공유되면서 새로운 지식의 합

성(novel synthesis)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중앙화되고 도 

높은 연결망 구조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 중앙화된 구조보

다는 수평적이면서 도 높은 연결망 구조가 더 효과적이다. 

연결망 구성원들이 정형화된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중앙화된 구조를 가지는 학습 연결망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형화된 지식보다는 기존의 정보나 지식을 적응시

키고 토착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평적인 학습 연결망 조직이 더 

바람직하다. ○○군 농촌관광대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 구성원들의 창

의적인 사업계획이라면, 좀 더 도 있는 수평적 연결망 구조 속에서 자

기주도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고 일반적인 정

보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과 같이 중앙화

된 구조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혁신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활동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림 5-6>은 세 개의 활동 연결망에서 중

심적인 인물들이 누구인지 보여 주고 있다.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한 인

물일수록 연결망 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은 중심적 인

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심성 정도를 0부터 1까지의 점수로 계산할 수 있다. 중심성 점

수가 0.5 이상인 인물들의 직업과 지위를 살펴보았다. 지역혁신협의회

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 주민단체 대표이다. 5명 중 3명이 의원이거나 공무

원이다. 농촌관광대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주민으로서 농업인이거나 관광 관련 직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다.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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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활동 연결망 구성원들의 중심성 분포 비교

○○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들의 중심성 분포

○○군 농촌관광대학
구성원들의 중심성 분포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 

구성원들의 중심성 분포

하는 인물들은 다른 연결망에 비해 그 수도 많고 공무원과 농협 임원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업인이다. ○○군 지역혁신협의회에 비해 

농촌관광대학이나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의 중심적 인물들은 자신

의 직업이 농촌관광이나 친환경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

여의 동기가 분명하다. 

정책 개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위한 연결망을 구성할 때 목적이나 기

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다면 농산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기가 어렵고, 결국 옥상옥의 조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연

결망 모임은 형식적인 회합으로 그치고 실질적인 혁신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기가 쉽다. 정책을 통해 지역혁신을 위한 연

결망 형성을 강제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형성된 연결망을 지원하는 것, 

두 가지 방안 중에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후자일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해야 할 필

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구성된 연결망이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이 거기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 

유발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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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연결망의 핵심 구성원 비교

연결망 직업 / 직위 중심성

△△면

친환경농업 작목반 연합회

농업인(연합회 회장) 0.929

△△면장 0.893

△△면 산업계장 0.893

농업인(부회장) 0.857

농업인 0.857

농업인 0.857

농업인 0.821

농업인 0.786

△△농협 전무 0.679

농업인 0.643

농업인 0.607

농업인 0.571

농업인 0.536

△△농협 조합장 0.500

▲▲시 친환경농업계장 0.500

○○군

지역혁신협의회

○○군의회 의원 0.774

한국문인협회 ○○군지부 0.774

○○군청 문화관광과장 0.742

○○군 ○○천 보존회 대표 0.677

○○군청 농업기술센터소장 0.516

○○군

농촌관광대학

숙박업(○○군 농협 이사) 1

고향 산천 식당 1

농업인(○○이장) 1

문화유산 해설사 0.943

농업인 0.717

○○군청 공무원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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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산촌 지역혁신사업 추진 과정 모델

사례 지역의 주체들이 추진했던 지역혁신활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산촌 지역혁신사업 추

진 과정 모델을 구성하 다. 추진 과정을 크게 ‘준비’, ‘계획’, ‘실행’의 

3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다.

모든 혁신활동의 추진 과정이 <그림 5-7>의 과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

니지만, 대체로 각 단계마다 정보, 교육훈련, 기술, 조직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례 지역의 행위자들이 시도

했던 혁신적인 수단들을 고찰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지원활동과 정책 보

완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5-7.  농산촌 지역혁신 정책사업 추진 과정 모델

지역혁신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

* 중간 평가와 혁신사업 확장을 위한 구상 

* 사업 추진 조직의 제도화 및 규범 형성

*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전문적 지식 학습

* 사업 추진 조직 구성

* 사업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 사업계획 수립 집단 형성

* 일반적인 교육훈련 및 학습

* 지역 진단과 기본 방향 구상

* 사업 분위기 조성(animation), 요구 분석

* 사업 관련 일반적 정보 획득

준비 계획 실행

* 음  부분은 오른쪽의 단계별 활동이 실제 추진되는 시점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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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의 제1단계는 ‘준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의 요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기회 등을 진단함으로써 혁신 아이

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주로 사업 관련 

일반 정보 획득, 지역 내 사업 분위기 조성, 지역 주민 요구 조사 및 분

석, 지역 현실 진단, 사업의 기본 방향 구상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제2단계는 ‘계획’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계획한다. 그리고 계획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확보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 교육훈련 및 학습,  

사업계획 수립 집단 형성,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

보, 사업 추진 조직 구성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제3단계는 ‘실행’의 단계이다.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사업이 스스로

의 추진력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까지

의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 전문적 지식 학습, 사업 

추진 조직의 제도화, 사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규범 형성, 중간 모

니터링 및 평가, 제2의 혁신을 위한 구상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7. 요약 및 시사점

7.1. 요약

제4장과 제5장의 지역혁신 사례 분석을 통해 농산촌 지역혁신을 ‘지역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주체들이 사회 연결망

을 구성하여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하는 집합행

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다. 대체로 1) 지역상황에 대한 진

단, 2) 혁신활동 계획, 3) 혁신활동 실행, 4) 혁신활동 확장의 4단계를 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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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달성하려 하 던 지역 현안들을 분

류하면 다음 <표 5-8>과 같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수행했던 개별 

혁신활동들이 가지는 접근방법의 ‘혁신적’ 성격은 관행적인 농촌개발 

접근방법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접근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은 대부분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되는 여

러 개의 개별 혁신활동들이 연계된 형태라는 점을 발견하 다. 21개 사

례에서 총 68개의 개별 혁신활동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별 혁신활동

에 참여하는 14유형의 주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혁신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혁신 전파’, ‘혁신 의사결정 촉진’, ‘물적 자원 제공’의 다

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농업인, 대학, 민간 

컨설턴트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고 지역 내부와 지역 외부를 

통틀어, 지역혁신활동의 진행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서로 연계된 혁신활

동들이 많고 다양할수록, 지역혁신체계 구성 주체들의 수도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었고 ‘연구․개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인적 

자원은 특히 취약하 다.

한편, 지역혁신활동을 구성하는 개별 혁신활동은 그 내용에 따라 ‘상

품 혁신’, ‘생산과정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기타(복지,

표 5-8.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들에서 발견된 지역 문제들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농산촌 개발에 있어 주민 참여 증진 1) 지역발전 전략 개발에의 참여 증진

2) 지역혁신 분위기 조성

지역의 이미지 강화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 1) 고용 창출

2) 지역 농특산물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3) 지역 농특산물 상품 및 서비스 공급사슬 

구조화

환경․복지․교육 관련 당면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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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분야 혁신’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혁신 주체들은항

상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여 개별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그런데 개별 혁

신활동 수준과 지역혁신 과정 전체 수준에서 모두 ‘인식의 공유’, ‘학

습’, ‘조직화’, ‘규범 및 제도 형성’의 네 가지 집합행동이 연쇄적으로 출

현한다. 정책을 통해 강제된 사회 연결망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

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 연결망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로서 기

능하고 진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8.  농산촌 지역혁신 과정

t (시간)

인식 공유 학습, 조직화 규범 및 제도 형성
집합행동

유형

혁신활동

다기화

지역혁신

체계 진화

규범/제도 형성

조직화

학습

인식의 공유

지역 상황
진단

혁신활동
계획

혁신활동
실행

혁신활동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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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실행기간을 확대하고 보

다 풍부한 정책사업 메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조사 사례들은 모두 현

재진행형의 지역혁신 과정이다. 지역혁신 과정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

는 20년이 넘는 매우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더욱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실행기간을 늘리고 더욱 다양한 정책사업 메뉴

들로 구성된 패키지화도 이루어진다면, 지역혁신 주체들이 장기적인 관

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2) 농산촌 지역의 행위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다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도록 촉진

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지역혁신 연결망이 빠르게 진화하는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지역상황에 대한 진단’의 단계에서 혁신 주체들이 투입하는 노

력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

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공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지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

하는 것이야말로 농산촌 지역혁신의 첫 단추를 여는 일이자 혁신과정 

중에 제기될 수 있는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아

직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

며,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미흡한 편이

다.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이 종합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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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추도록 촉진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은 다양한 여러 혁신활동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다기화하는 가

운데 진행된다. 따라서 혁신 사업 계획자들의 종합적 계획 역량은 사업

의 성패에 중요한 향을 끼칠 것이다. 몇 가지 사례들에서 종합적 계획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

체 수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지역 외부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강

화하여 노하우나 지식을 이전받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이 가능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여러 수단들이 검증되고 널리 

채택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이 동시에 진행되

거나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많은 혁신활동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혁신의 성패는 지역혁신 연결망 구성 주

체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결망 내에 배태된 신뢰에 기초할 때에만, 혁신활

동이 더욱 다기화한 형태로 연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지역혁신 연결망 안에 정착시키는 데에는 일종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사업을 계기로 급하게 진행되

는 많은 지역혁신 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

이나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에게는 신뢰와 협력을 쌓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여유나 시간이 없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역혁신활동

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이 포함

된 개별 혁신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진행할 때, 이를 조율하는 능력은 전체 혁신 프로젝트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5)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 안에 농업인 또는 상품/서비스 생산자들 

간의 비공식적․공식적 자기주도학습 메커니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

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혁신 지식이나 기술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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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농업인 또는 농촌관광 서비스 생산자 자신이 다른 주체들을 대

상으로 수행할 때, 혁신 의사결정이 더욱 빨리 이루어지고 혁신 수용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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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현황

제6장에서는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로 정책사업 관련 자료, 시․군 공무원 대상 인

터뷰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 다. 먼저 중앙정부가 농산촌 지역

혁신을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하 다. 그

리고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시․군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중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혁신적’이라고 인지하는 정책들을 분류하고 그 적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 다. 

1.1. 기존의 지역개발정책

우리나라의 기존 농산촌 대상 지역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

업 중심의 정책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협의의 지역개발정책으

로 분리되어 추진되었다. 농업정책의 경우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서 정

책사업을 총괄하 지만,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경우는 농림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가 

그 목적과 필요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해 왔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 적용 실태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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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은 대체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관행적 접근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침에 의해 사업이 시행

됨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지역의 주체들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

색할 여지가 적은 것들이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다부문적인 접근이 필

요치 않은 단위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2001년부터는 농촌관광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부문의 사업 추가, 학습과 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은 중앙정부 부처별, 사업별로 단위사업에 대

한 지침이 도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중앙정부 부처별 행정계통에 상응하는 실과소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도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을 따

르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을 1년 이하의 단기간에 집행해야 하 으며, 

행정에서 주도하되 지역마다의 독자성과 특성을 반 하기보다는 중앙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메뉴와 지침에 충실하도록 집행해야 하 다.

1.2.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정책

참여정부에 들어와 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까지 설정된 바 있다. 2002년에는 이러한 취지를 담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산업자원부를 비

롯한 여러 부처에서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지역혁신정책을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업은 신활력사

업,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포럼 지원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운  등

이다.

우선, 신활력사업은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

후된 농산촌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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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부처별 지역혁신사업 

부처 사 업 명 목적(근거)

산업

자원부

․지역혁신특성화 

(RIS) 시범사업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원(국가균

형발전특별법)

  - 프로젝트 사업

  전략․지연(地緣)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

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추

진하는 프로젝트 사업 

  - 포럼 지원사업
  지역의 향토․지연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의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산업 육성계획 등 발전 전략을 기획․도모하는 포럼활동 지원

․지역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산․학․연 등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활성화 및 기업지원서비스

의 효율적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 확산 (대구 국정과제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03.6.12))

 -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조성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육성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집하는 TIC를 통하여 장비기능, 공동 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량 벤처기업

의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육성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임. TIC와 유사한 사업으로 TIC-RRC 연계 

추진 

교육인적

자원부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NURI)

  지역 발전 계획 및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된 인력양성 등 지역혁

신역량 강화

농림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산․학․연․관의 주체들과 다

양한 농림사업체를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

농진청 ․지역연구기반 조성   농업 관련 연구기반 조성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육성의 전진기지 역할

을 수행하는 전문보육기관 조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

은 농림부 

이관 예정)

․신활력사업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을 꾀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논의구조 형성(국가균형

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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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업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기존의 농산촌 지역개발사업이 SOC

건설(도로·상하수도 건설 등), 생활·정주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기반 구

축에 치중했던 점과 하향식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물리적 기반 정비에서 탈피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지역

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접근을 강

조한다.

사업 추진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

행령 제2조에 있으며, 전국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산업․

재정력 측면에서 하위 30% 이내인 70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

하 다. 신활력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6-2.  신활력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배경 - 전통적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한계, 혁신지향 지역발전 추구

사업목표 - 지역혁신을 통해 소득과 고용 증대 -> 낙후지역에서 활력지역으로 이동

사업방식

- 소프트웨어 강조: 직접 소프트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 상당수는 기존 향

토자원에 지식, 기술, 문화, 전통 등 소프트자원을 첨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대다수 형성

- 소수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 

적용

사업전략

- 산업․부문 간 융합(inter-sectoral conversion)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 부가가치를 제고

할 수 있다고 판단

- 그 과정에서 고품질 상품 개발, 품질인증, 브랜드 개발, 판촉 등 마케팅 

활동 전개

추진체계

- 중기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 추진 주체: 기초자치단체

- 형식적 공동 추진: 균형위, 행자부, 공동추진단,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관여

지원방식

- 재원: 연간 2,000억 원

- 3년간 3회, 총 9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 계정)에서 

포괄 지원, 인센티브 배정(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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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 홍보·마케팅 강화 등이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소·NGO·언론 등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지역 안팎 주체들의 수평적 연결망 구성 및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하려 하 다. 또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에 지역

혁신체계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 다.

또한, 포럼 지원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역시 2004년에 도입되었다. 지역혁신 특성화 시

범사업의 추진 근거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

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 당 2~3천만 원의 규

모로 포럼활동을 지원한다. 대체로 지역 내 대학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을 포럼회원으로 구성한다. 

포럼의 주요 기능은 지역의 시범프로젝트사업이나 전략산업, 향토전통

사업 등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위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구

축 및 운 , 연계 활용사업 제안 등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산․학․연․관의 연결망 형성을 통한 지역혁신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

제로 대두되면서 새롭게 만든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과 동법 시행령 제32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구이며 참여

정부가 내세운 역동적이며 통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달성 수단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 리단체 등 

지역 내․외의 혁신주체라고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연결망을 

구성하며, 주기적으로 지역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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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활동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크게 시․도의 광역 단

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2개 이상의 시․도 광역 단위가 연합한 

초광역 지역혁신협의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한 지역혁신협의회 등이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당초 지역 단위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주관기구로

서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심의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협의․조정 업

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지역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형성을 촉

진하는 역할, 지방과 중앙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창구 및 다리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각계각층의 혁신역량을 결

집시키는 역할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현재 광역 지역혁신협의회는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역혁신협의회는 

132개가 구성되어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학계·산업계·연구소 등 다양

한 직능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1.3. 기존 지역개발 접근방법과 지역혁신 접근방법의 차이

지역혁신체계를 강조하는 최근의 지역개발정책과 그 전의 지역개발정

책은 그 목표, 정책수단, 접근방법, 범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다소 있

다. 물론 정책이 실행되는 농산촌 현장에서의 실태는 논외로 하고, 적어

도 이론적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정책

을 지역에 이식시키는 것인데 반해, 최근의 지역혁신정책은 수평적 거

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과 운  및 연구개발 

지원제도를 운 하 지만 지역혁신정책에서는 지역 주체들의 파트너십

과 연결망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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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지역혁신체계 논의 이전과 이후의 지역개발정책 특성 비교

구분 지역개발정책 지역혁신정책

정부의 역할 중앙정부 주도적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계, 지방 

주도적

정책목표 표준화정책 이식 수평적 거버넌스

정책수단

(혁신전략)

새로운 기관 설립 및 운

연구개발지원제도 운

지역 내 제도들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접근방법
하향적(top-down)

공급중심적(supply-led)

상향적(bottom-up)

수요중심적(demand-led)

혁신의 속성 단선적(단절적), 선형적 상호 작용적(지속성), 비선형적

혁신의 범위 기술혁신 제도적 혁신, 사회적 혁신

시간 단기적 실행계획 중장기적 실행계획

자료: 김미나(2004).

또한 정책의 접근방법이 하향적․공급 중심에서 상향적․수요 중심

으로 변화되고 있다. 종래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혁신정책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나아

가 지방 주도적 정책 추진이 강조된다. 혁신의 속성과 범위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혁신이 기술에 한정되었고 그 속성은 단선적, 선형적인 것으

로 인식되었다. 반면 최근 지역혁신정책에서는 혁신의 범위가 제도적 

혁신과 사회적 혁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그 속성은 상호 작용적, 비

선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적용 실태

2.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다른 취지, 목적, 수단, 방식의 지역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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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되어 농산촌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몇 가

지 과제가 있다. 우선, 지역혁신정책들이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새로

운’ 접근 방법으로서 농산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두 번

째는,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이든 지역혁신정책이든 혹은 지역 나름의 

‘새로운’ 시도이든 농산촌 지역에서 지역혁신체계에 근접해 가는 지역

혁신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자료와 함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 다.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두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2005년 

10월에 70개의 신활력사업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

이다. 신활력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화 조사 내

용을 분석하 다. 이것을 기초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평가, 

신활력사업 시․군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운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006년 10월에 전국 140개 농산촌 시․군 공무원을 대

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지역혁신 업무와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을 각각 1인씩 선정하여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조

사하 다. 280명 중 249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88.9% 다. 회수한 질

문지 중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정책 사례에 대해 응답한 것과 응답 내용

이 부적절한 것들을 제외한 221개를 분석하 다. 질문지에서는 ‘최근 5

년 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한 새로운 정책 사업들 중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운  등에 대해 

답하도록 하 다.

2.2. 정책 대상 지역의 선정

제3장에서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양과 질이 지역마다 

다르게 분포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선 지역혁신정책은 기반

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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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 가운데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신활력

사업, 포럼 지원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대체로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이 부족한 곳에 정책사업이 투

입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신활력사업은 앞서 혁신기반이 취약한 

유형으로 분류된 C유형(낙후형)으로 구분되는 6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

데 약 86%에 해당하는 57개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고 있다. 신활력사

업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70개임을 고려하면, 신활력사업 대상 지방자치

단체의 81%가 C유형에 속해 있는 셈이다.

포럼 지원사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혁신기반이 취약하다고 

분류된 낙후형 6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54곳(약 82%)과 21곳

(약 32%)에서 진행하고 있다. 14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포럼 지원사

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09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가운데 약 50%에 해당하는 54개 지방자치단체가 C유형에 속한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사업은 14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5개 지방자치단체34

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60%가 C유형에 포함된다. 

신활력사업, 포럼 지원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이 모두 진행되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4개 지방자치단체( 월군, 정선군, 고성군, 

하동군)로 모두 C유형에 속한다. 적어도 지역혁신을 위해 참여정부에 

들어와 새로 도입된 사업들이 지역혁신의 환경적 기반이 열악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 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4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총 2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나, 일부 사업단은 여

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

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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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지역혁신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시작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다. 현재까지 70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농특산물 개발(35건), 지역관광 개발(12건), 지역 이미지 마케팅(7건), 

교육․인재 육성(5건), 생명․건강사업 육성(6건), 해양수산자원 개발(5

건)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지역의 1차 산업 주요 품목의 

친환경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2․3차 산업화함으로써 부가가치

를 높인다는 복합적인 내용이 거의 모든 시․군의 공통점이다. 그런 측

면에서 기존 지역개발정책 사업의 내용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획기적으

로 ‘새로운’ 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 70개 중 66개 지역(94.3%)은 기존의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네 가지―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사업, 지방소도읍육성사

업과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 농림부의 정주권 개발사업― 중 

하나 이상이 이미 진행 중인 곳으로 나타나 사업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 특히 70개 지역 중 13개 시․군35에서는 네 가지 지역개발

사업이 모두 진행 중인 상태이다. 게다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2003년 

시작된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과 거의 유사한 계획으로 신활력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된 사업의 명칭이 약간 

다를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매우 유사하다. 이 중 일부 지역(충남 금

산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경남 산청군 등)은 신활력사업에서 계

획서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센티브 형식의 추가 예산 지원까지 

획득한 바 있다.

35 평창군, 동군, 진안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남해

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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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도

•태백:청정고랭지채소특성화
•홍천:유기농클러스터조성사업
•횡성:한우문화촌
•영월:박물관고을육성
•평창:HAPPY700브랜드강화
•정선:생약초특화지역
•철원:친환경농,특산물경쟁력강화
•화천:친환경,유기농그린투어리즘
•양구:산채클러스터구축
•인제:모험레포츠클러스터
•고성:해양심층수활용지역특화산업
•양양:송이클러스터육성

•강화:특산품브랜드파워
•옹진:블루투어리즘

•황토특화사업
•글로벌영동문화만들기
•지역특화자원사업화
•BIO씨감자특성화
•육쪽마늘파워브랜드

•금산:인삼,약초,건강특화
•부여:백제고도굿뜨래특화
•청양:파워7갑특화

•남원:허브산업육성
•김제: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
•진안:생태건강산촌
•무주:반딧불생태도시
•장수:한우Brand Power클러스터
•임실:치즈밸리육성
•순창:발효천국조성
•고창복분자산업클러스터
•부안:누에타운조성사업

•나주:청정배산업육성
•담양:대나무신산업화
•곡성:교육서비스, 심청효문화
•구례:생명체험대학운영사업
•고흥:유자,친환경산업육성
•보성:녹차,관광산업
•화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장흥:생약초종합육성
•강진:친환경웰빙식품육성
•해남:황토나라
•영암:氣산업육성
•무안:백련클러스터
•함평:나비,곤충산업클러스터
•장성:홍길동문화콘텐츠
•완도:해양생물산업경쟁력강화
•진도:홍주명품화사업
•신안:갯벌체험형테마관광단지

•상주:곶감명품화,농촌관광사업
•문경:오미자건강산업클러스터
•군위:녹색농촌체험지구
•의성:마늘명품화
•청송:사과경쟁력강화
•영양:참건강고장브랜드화
•영덕:웰빙특산물마케팅
•청도:반시산업화
•고령:대가야르네상스
•성주:참외구조고도화
•예천:애플밸리애그리바이오클러스터
•봉화:파인토피아봉화
•울릉:블루투어리즘육성

•의령:전통농경자원브랜드화
•창녕:외국어교육특구,양파명품화
•고성:공룡나라웰빙농업
•남해:한우번식단지,국제탈공연

예술촌조성, 감자재배단지
•하동:명차육성사업
•산청:친환경한방약초산업
•함양:물레방아골청정휴양관광
•거창:국제화교육및화강석특화
•합천:황토한우클러스터

강

원

경

북

경

남

충

북

•태백:청정고랭지채소특성화
•홍천:유기농클러스터조성사업
•횡성:한우문화촌
•영월:박물관고을육성
•평창:HAPPY700브랜드강화
•정선:생약초특화지역
•철원:친환경농,특산물경쟁력강화
•화천:친환경,유기농그린투어리즘
•양구:산채클러스터구축
•인제:모험레포츠클러스터
•고성:해양심층수활용지역특화산업
•양양:송이클러스터육성

•강화:특산품브랜드파워
•옹진:블루투어리즘

•황토특화사업
•글로벌영동문화만들기
•지역특화자원사업화
•BIO씨감자특성화
•육쪽마늘파워브랜드

•금산:인삼,약초,건강특화
•부여:백제고도굿뜨래특화
•청양:파워7갑특화

•남원:허브산업육성
•김제: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
•진안:생태건강산촌
•무주:반딧불생태도시
•장수:한우Brand Power클러스터
•임실:치즈밸리육성
•순창:발효천국조성
•고창복분자산업클러스터
•부안:누에타운조성사업

•나주:청정배산업육성
•담양:대나무신산업화
•곡성:교육서비스, 심청효문화
•구례:생명체험대학운영사업
•고흥:유자,친환경산업육성
•보성:녹차,관광산업
•화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장흥:생약초종합육성
•강진:친환경웰빙식품육성
•해남:황토나라
•영암:氣산업육성
•무안:백련클러스터
•함평:나비,곤충산업클러스터
•장성:홍길동문화콘텐츠
•완도:해양생물산업경쟁력강화
•진도:홍주명품화사업
•신안:갯벌체험형테마관광단지

•상주:곶감명품화,농촌관광사업
•문경:오미자건강산업클러스터
•군위:녹색농촌체험지구
•의성:마늘명품화
•청송:사과경쟁력강화
•영양:참건강고장브랜드화
•영덕:웰빙특산물마케팅
•청도:반시산업화
•고령:대가야르네상스
•성주:참외구조고도화
•예천:애플밸리애그리바이오클러스터
•봉화:파인토피아봉화
•울릉:블루투어리즘육성

•의령:전통농경자원브랜드화
•창녕:외국어교육특구,양파명품화
•고성:공룡나라웰빙농업
•남해:한우번식단지,국제탈공연

예술촌조성, 감자재배단지
•하동:명차육성사업
•산청:친환경한방약초산업
•함양:물레방아골청정휴양관광
•거창:국제화교육및화강석특화
•합천:황토한우클러스터

강

원

경

북

경

남

충

북

경

기

충

남

전

북

전

남

표 6-4.  신활력사업과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의 내용 비교

구분 신활력사업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충남 
금산군

인삼, 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 
건강특화사업

인삼·약초산업의 메카
-인삼·약초타운 조성

전남 
함평군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건설

경북 
봉화군

파인토피아 봉화 
-춘양목 산림휴양 테마파크조성, 
송이 명품화

천년의 향기 봉화 송이 특성화
청정문화관광사업

경북 
고령군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 만들기 고아 세라믹 전문단지
대가야 역사관광 순환도로 개설

경남 
산청군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한방약전거리 등

경남 
남해군

남해안 최대의 웰빙 휴양지 보물성 
구현을 위한 잠재력 발굴 추진

보물섬 에비뉴 조성
남해 실버랜드 조성 등
매립지 관광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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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신활력사업 관련 조직 인적 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인원 공무원 시․군의원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유관단체 

대표

지역리더

(이장 등)

합계
17.7

(100.0)

8.5

(48.0)

0.6

(3.4)

3.7

(20.9)

2.3

(13.0)

2.7

(15.3)

지역 내 14.6 8.4 0.6 1.1 1.9 2.7

지역 외 3.1 0.1 - 2.6 0.4 -

   1) 각 수치는 전체 시․군의 평균값임. 

   2) (   )은 전체 인원 가운데 해당 그룹의 구성 비율을 나타냄.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5년 10월). 

신활력사업의 추진 방식은 어떠한가? 지역 내․외 주체들이 수평적 

연결망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절반이 넘는 40개 시․군이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

다. 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과 같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 으며, 일

부 시․군의 경우 신활력사업 자문위원단이나 신활력사업 관련 협의회

를 구성하 다. 이는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 지

역개발사업의 접근방법과 더 유사한 방식이다.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신활력사업 추진단(일종의 

T/F팀) 등을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별도 조직들은 평균 17.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

데 공무원이 48.0%인 8.5명으로 이 역시 행정 지원 중심의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신활력사업의 총괄 추진 주체를 확인해 본 결과 공무원인 경우가 대

부분으로 55개 시․군에 이른다. 공무원이 민간 혹은 전문가 등과 공동

으로 총괄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총 59개 시․군으로서 전체의 

84.3%를 차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무원이 주도하여 사

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신활력사업의 추진은 여전히 행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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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는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 가운데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참

여하는 사업의 수는 평균 3.8개로 전체 단위 사업의 평균 개수(16.7개)

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아예 없는 시․군이 16개이며, 이를 포함하여 민간 주도 단위사업이 3

개 이하인 시․군은 42개로 전체의 60.0%에 달한다. 앞서 사업 총괄 추

진 주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의 참여는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

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활력사업은 그 내용이나 추진 방식에서 당초 내세웠던 정책 취지

와는 달리 아직까지 그다지 ‘새로운’ 접근방법의 면모를 보이지는 못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농산촌 현장 적용과 진화 과정

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에서 지역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맹아

적성격도 관찰된다. 우선, 과거의 농산촌 지역개발정책에서 다소 소홀

히 다루었던 포럼, 교육 등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림 6-2.  신활력사업의 총괄 추진 주체

민간
7개

전문가
2개

공무원
55개

기타
6개

공무원+민간         2개
공무원+민간+전문가  1개
공무원+전문가       1개
기업+민간           1개
사업단              1개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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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민간 주도 사업 갯수별 시․군의 수

5개

18개

5개5개

7개

14개
16개

0

2
4

6

8
10

12

14

16
18

20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10개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5년 10월).

그림 6-4. 신활력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 또는 개선할 점(중복응답)

5.3%

10.6%

7.4%

43.6%

1.1%

21.3%

4.3%

6.4%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기타

사업 추진체계 복잡

다양한 참여주체로 인한 효율성 저하

예산집행(소프트웨어 부문)제약

타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

공무원의 업무부담 과중

사업 추진주체의 부재

예산 부족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5년 10월).

있다.36 지역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연결망을 구성하는 구조가 가시화되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

활력사업이 그 자체로서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만 기존의 사업들을 통해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작지만 ‘새로운’ 일을 

36 소규모 모임, 연구회 등의 구성 현황(농림부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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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틈새사업으로서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문제인식-기획-집행-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단기간의 프로젝트라는 점과 당초 제시된 사업 기간은 9년이지

만 아직까지 사업 기간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

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혁신의 준비가 미진한 농산촌 지역들

에서는 지방행정의 기존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근본 역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민간참여는 형식적 구호에 머물고 있

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향과 

지역의 필요 사이에서의 갈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포럼 지원사업

대부분의 포럼 지원사업은 시․군의 지역 현안을 주제로 설정하여 간헐

적인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 등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실제 포럼 활동을 주도하는 것

은 대부분 지역의 대학이다. 그런데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수준이 농산촌

의 지역 현안에 기술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대학의 인

적 자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성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부족하여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아직 시범사업 단계인지라 당초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유형
구성 현황

주요 활동 내용
모임 시군 참여인원

연구회(동호회) 56 29 2,293
지역특산물 기술공동연구, 
정보교류, 시범단지 공동 운  등

조합(법인) 8 8 2,864
사업계획 수립, 판로개척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추진

협의회(단체, 연합회) 29 15 3,303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 촉진, 
기술교육, 홍보, 시범사업 참여 등작목반 13 11 504

추진위원회, 자문단 18 18 679 사업계획 자문, 지역축제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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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 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

해 지속적인 지역 내․외 주체들 간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작동되도록 

사업을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와 포럼활동이 상호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혁신협의회 제도

2005년도 신활력사업 시․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2006년도 140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지역혁신협의회의 구

성과 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중에서 신활력사업 시․군의 응답 내용을 발췌하여 비교하 다.37 

2005년도 조사 자료에서는, 참여주체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 전문성, 

혁신성을 지닌 주체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2006년도 조사 자료에서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05년도 신활력사업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

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 시․군의원, 유관단체 대표 등 당연직으

로 참여하는 위원들의 구성 비율이 57.7%를 넘는다. 위원들의 지역 

내․외 비율은, 지역 내 위원이 전체의 82.3%, 지역 외 위원이 17.7%로

서 한 지역혁신협의회에 약 5.2명의 지역 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은 약 68%가 지역 외의 인사로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혁

신협의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2006년도 140개 시․군 중 설문에 응답한 13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116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설

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

해 신활력지역 시․군을 분리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현

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역 외 인사의 참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37 신활력지역 중 태백시와 진안군을 제외한 68개 시․군의 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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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2005년과 가장 다른 점이었다.

2005년도 신활력사업 시․군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연간 평균 4.8회의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혁신협의회의 운 이 극히 형식적

임을 알 수 있었다. 연간 3회 이하의 모임을 가지는 시․군이 전체의 

27.5%(19개)를 차지하 으며, 9개 시․군만이 11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그 모임의 빈도만으로 내용의 질까지 판단

하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3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간헐적으로 모여

서 1∼2시간의 회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지역혁신협의회 운 을 통

한 기대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6.  지역혁신협의회 인적 구성, 2005

단위: 명, (%)

구분 전체인원 공무원 시․군의원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유관단체 

대표

지역리더

(이장 등)

합계
29.3

(100.0)

4.5

(15.4)

2.3

(7.8)

6.2

(21.2)

10.1

(34.5)

6.3

(21.5)

지역 내 24.1 4.4 2.3 2.0 9.5 5.9

지역 외 5.2 0.1 - 4.2 0.6 0.4

  주 1. 각 수치는 전체 시․군의 평균값임. 

    2. ( )은 전체인원 가운데 해당 그룹의 구성비율을 나타냄. 

자료: 이 연구 70개 신활력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2005년 10월).

표 6-7.  지역혁신협의회 인적 구성, 2006

단위: 명, (%)

구분 전체인원 공무원
시․군
의원

전문가
기업
대표

유관단체
대표

지역리더

합계
29.1
(100.0) 

4.5
(15.4) 

2.3
(8.0)

5.8
(20.0)

3.0
(10.4)

7.0
(24.1)

6.4
(22.1)

지역 내 24.3 4.4 2.3 1.9 2.7 6.7 6.3 

지역 외 3.6 0.1 - 3.9 0.3 0.3 0.1 

  주 1. 각 수치는 전체 시․군의 평균값임.

    2. ( )안의 수치는 해당 그룹의 구성비율을 나타냄. 

자료: 이 연구 68개 신활력지역 지역혁신 담당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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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신활력지역 지역혁신협의회 모임 연간 빈도별 시․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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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70개 신활력사업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2005년 10월).

그림 6-6.  신활력지역 지역혁신협의회 모임 연간 빈도별 시․군의 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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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68개 신활력지역 지역혁신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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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지역혁신협의회 모임 연간 빈도별 시․군의 수, 2006

13~24회
39개

25회이상
12개

3회이하
15개

4~12회
49개

자료: 이 연구 140개 시․군 지역혁신 담당 공무원 136명 조사 결과(2006년 10월).

그림 6-8.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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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업 개발과 소규모 사업 실행

지역내외 주체간 만남과 연계 역할

회의개최 등 형식적 역할

특정사업에 대한 주도적 조정자

지역 전반의 혁신분위기 조성

자료: 이 연구 140개 시․군 지역혁신 담당 공무원 136명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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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신활력사업 시․군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연간 평균 10.0회

의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11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는 

시․군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지역

혁신협의회의 운 이 외형적으로 크게 강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2006년도의 140개 시․군 전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혁신협의회의 

42.6%는 연간 4∼12회의 모임을 갖지만, 연 3회 이하의 모임을 가지는 

시․군은 13.0%에 불과하고 25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는 시․군도 10.4%

에 달한다. 이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운 이 1년의 현장 적용 기간을 거치

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제법 유용한 논의의 구조로 정착되어 간다고도 

조심스럽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실제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

으나 공무원들이 실적 자료 등을 제출할 목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이름을 

빌려 형식적 활동 실적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지역 전반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외 주체 간의 만남과 

연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다. 이는 공무원

들의 응답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그림 6-8>.

2.4.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사업 비교 분석

2.4.1.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운용 실태의 전체적 윤곽

개별 정책사업과는 별개로 농산촌 지역에서는 정부의 정책사업들을 활용

하여 어떠한 지역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분석 과제이다. 이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몇몇 지역혁신 사례들에 의존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기존 지역개발정책 사업이나 

지역혁신 정책사업의 현장 적용 실태를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더욱 현장 중심적인 구체적 대안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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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사업의 목적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시도했던 ‘새로운 사

업들 중 중요한 사업’으로 꼽은 221개 사업 중 ‘지역농업 발전’이 중요

한 목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농

촌관광 활성화’가 48.0%를 차지하 다. 농산촌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혁신 사업 중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9.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목적(복수응답)

20.8%

17.6%

48.0%

38.9%

62.9%

환경보호

지역농업 발전

문화유산 보존/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

주민복지 향상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그림 6-10.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사회적 목적(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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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개발

지역사회 단결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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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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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사업의 목적 중에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주민 참여 촉

진’이 매우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9.0%나 되었

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민 참여 

및 지방 스스로의 개발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참여정부

에 들어와 강조된 지역혁신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음을 반 한다.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종류와 혁신성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응답한 사업의 ‘혁신성’을 어느 측면

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사업의 내용이 매우 새롭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 으며, ‘사업의 추진 방식이 매우 새롭다’라고 응

답한 비율은 36.7% 다. 

그림 6-11.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자금 원천별 분류

중앙정부 공모형

사업(33.9%)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수사업(22.2%) 기타 사업

(43.9%)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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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된 사업을 정책자금 원천에 따라 분류

해 보았다.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등 중앙정부 공모형 사업이 전체의 33.9%를 차

지하 다. 소요되는 정책자금을 모두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은 22.2%의 비중을 차지하 다. 그 밖에 국비가 

부분적으로 투입되지만, 공모형 정책사업이 아닌 것들이 43.9%를 차지

하 다. 즉,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이든 지역혁신정책이든 지역의 의지나 

합리적 운용이 더욱 중요하며 중앙정부 사업은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역혁신 사업 중 국비가 투입되는 주요 

사업으로 8가지 정도를, 그 중에서도 신활력사업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표 6-8>. 현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70곳 가

운데 37개 농산촌 시․군 공무원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

활동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적 정책사업으로 꼽았다. 지역농업 클

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5곳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약 1/3이 이 사업을 지역혁신 정책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6-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지하는 지역혁신 관련 중앙정부 

정책사업 

정책사업 명 빈도 백분율(%)

거점 APC 건립사업 3 3.5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11 12.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 4.7

신활력사업 37 43.5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11 12.9

지역특구 지정 8 9.4

지역특화사업 4 4.7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7 8.2

계 85 100.0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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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산촌 지역 내에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국비 등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제

약 조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로부터 신활력사업이나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등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제안하는 정책사업이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이자 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주체와 역할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

하는 주체로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참여자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었다(79.2%). 그 이외에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실행’, ‘물적 자원 제공’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 평가되는 참여자는 지방행정조직이다.38 

그런데 앞의 <그림 6-10>에서 ‘주민 참여 촉진이 매우 중요한 사업 

목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1.6% 는데 반해, 실제로 여러 주체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지역 내 민간부문 

행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응답한 빈도는 대부분 30%를 넘

지 못하 다. 이는 응답자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민간부문 행위자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탓도 있지만 농산촌 지역 주민이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38 설문조사의 응답 대상이 지방행정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현장

경험을 준거로 할 때 정책사업의 특성상 타당한 응답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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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참여자와 역할(중복응답)

                 역할 

참여자

주도권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실행

물적 

자원

제공

시장, 군수 175

(79.2%)

122

(55.2%)

139

(62.9%)

151

(68.3%)

147

(66.5%)

행정 조직

(시청, 군청)

154

(69.7%)

145

(65.6%)

161

(72.9%)

167

(75.6%)

149

(67.4%)

지역사회 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등)

57

(25.8%)

40

(18.1%)

34

(15.4%)

60

(27.1%)

21

(9.5%)

지역 주민 71

(32.1%)

44

(19.9%)

33

(14.9%)

61

(27.6%)

19

(8.6%)

민간 경제활동 조직(지역

농협, 농조합법인, 기업)

63

(28.5%)

56

(25.3%)

41

(18.6%)

57

(25.8%)

28

(12.7%)

민간 비경제활동 조직

(NGO, 학습단체 등)

20

(9.0%)

12

(5.4%)

13

(5.9%)

6

(7.2%)

7

(3.2%)

지역 내 연구기관(시험장, 

농업기술센터, 대학 등)

75

(33.9%)

71

(32.1%)

71

(32.1%)

69

(31.2%)

44

(19.9%)

지역 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36

(16.3%)

39

(17.6%)

33

(14.9%)

28

(12.7%)

10

(4.5%)

중앙정부 및 그 산하 기관 54

(24.4%)

29

(13.1%)

33

(14.9%)

31

(14.0%)

51

(23.1%)

광역 지방자치단체 31

(14.0%)

25

(11.3%)

25

(11.3%)

26

(11.8%)

37

(16.7%)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 중 상당수가 연구․개발 그리고 컨설팅 활동

을 수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지역 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야는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 분야라고 응답

자의 17.6%가 답변하 다. 그런데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32.1% 다. ‘정보, 지식, 아

이디어 제공’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역 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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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 내 참여 주체들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에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사회적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농산촌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내 인

적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 한다.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추진 조직의 성격과 기능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은 대체로 공공부문의 정책들이다. 그런데 그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조직은

표 6-10.  지역혁신 사업 추진 조직의 성격

추진 조직의 성격 빈도 비율(%)

공식적인 조직 117  52.9

비공식적인 모임  32  14.5

조직 없이 사업 추진  72  32.6

계 221 100.0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표 6-11.  지역혁신 사업 추진 조직의 기능

추진 조직의 기능 빈도(%)

* 정보, 지식, 기술을 전파하고 확산한다. 86 (57.7%)

* 사업 실행의 행정적 실무를 처리한다. 58 (38.9%)

*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운 한다. 55 (36.9%)

* 사업을 평가한다. 54 (36.2%)

*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한다. 63 (42.3%)

* 사업을 위한 대외 협력을 추진한다. 66 (44.3%)

* 지역사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7 (24.8%)

*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67 (45.0%)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53 (35.6%)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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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일정한 규정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공식적인 형태의 모임일

수도 있고, 지역 내의 주요 행위자들이 사적으로 만나는 비공식적인 형

태의 모임일 수도 있다. 221개의 전체 사례들 중에서 새로운 조직 구성

을 수반한 지역혁신 사업의 사례는 67.4% 다. 그리고 그 조직이 공식

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52.9% 다.

이 추진 조직은 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았다. 9가지

의 기능들을 제시하고 해당 추진 조직이 각 기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

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새로운 조직의 기능은 ‘정보, 지식, 

기술 전파 및 확산’이었다(57.7%). 그 다음으로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45.0%)’, ‘대외 협력 추진(44.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기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된 기능들은 ‘사

업 실행의 행정적 실무 처리’, ‘자금 관리’, ‘자금 동원’, ‘사업 평가’ 등

이다. 대체로 사업의 실행단계나 평가단계보다는 계획단계에 필요한 기

능들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공공 정책사업의 실행이나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야 할 사무들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경향

의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2.4.2.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운용실태 비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지하는 ‘혁신성’ 있는 사업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농산촌 

지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혁신성을 인지하는 정책사업을 

모두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범주로 묶는 것은 앞으로의 관련 정책들

을 개발하거나 보완한다는 관점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 적용 실태154

정책사업의 유형화

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책 사업들의 유형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현장에서의 운용 실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을 유형화하는 두 가지 기준은 ‘정책자금원이 어디인

가’ 하는 점과 ‘사업 시행지침이 지역 내 행위자들의 연결망 구성을 전

제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분석 대상 정책사업 중에서 재원이 전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조달되는 사업은 모두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이라고 범주화하

다. 국비가 투입되는 정책사업들 중 사업 지침에 참여자들의 조직화 또

는 연결망 구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혁신체계

형 중앙정부사업’으로 분류하 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업은 신활력사

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국비 또는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해당 지역

의 특화 발전을 지향하는 성격을 갖지만 사업 참여자들의 연결망 형성

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정책사업을 ‘지역특화형 사업’으로 범주

화하 다. 이 범주에 드는 사업으로는 지역특구 지정, 지역특화사업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6-12.  지역혁신 사업의 유형화

국비/도비 투입 사업       전액 시․군비 사업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

(n=63)

지역특화형
사업
(n=109)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
(n=49)

연결망 촉진형
정책사업

연결망 비연관
정책사업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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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추진 목적

사업 목적이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촌관광 활성화’뿐이었다. ‘주

민복지 향상’,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농업 발전’, ‘환경 보호’ 등

의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유형별로 그 빈도 분포가 별로 차이

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은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의 범주에서는 빈도가 높았으나,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의 범주에서는 빈도가 낮았다<표 6-12>.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앙정부 정책사업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관광 부문과 긴 한 관련이 있는 사

업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그 내용 면에서 ‘새롭다’고 인지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대 들어 실시된 본격적인 주민 참여형 지역개

발사업으로서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새로운 상향식 

사업이라는 점 또한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의 범주 안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

로 하는 정책사업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농촌

표 6-12.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목적 비교(중복응답)

사업의 목적

유형별 빈도(%)

유의도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

지역특화형

사업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

주민복지 향상 25 (39.7%) 47 (42.4%) 14 (28.6%) .220

농촌관광 활성화 42 (66.7%) 52 (47.7%) 12 (24.5%) .000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12 (19.0%) 22 (20.2%) 5 (10.2%) .296

지역농업 발전 42 (66.7%) 67 (61.5%) 30 (61.2%) .764

환경보호 12 (19.0%) 26 (23.9%) 8 (16.3%) .515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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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

인 것 같다. 

앞의 제4장과 제5장 지역혁신 사례 분석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농산

촌 지역혁신을 지역 내에서 개별 경 체들이 수행하는 혁신활동의 합과 

그 시너지로 이해한다면, ‘농촌관광 활성화’ 목적의 사업 추진 빈도 차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떤 농업경 체나 농촌 마을 

주민이 농촌관광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상품 혁신’을 시작함을 

뜻한다. 혁신은 언제나 비용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

을 촉진하는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내의 경 체들에게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는 새로운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

에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나 농촌지역의 개별 경

체들이 혁신활동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나 개별 경 체들이 비용과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확보

하는 것이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

나이다.39 

39 농촌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이나 농촌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위험 분산 

장치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환경 적응을 돕는 일일뿐만 아니라 농촌개

발 정책의 목적을 더 잘 성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촌지역 행위자들의 경제

적․사회적 노력이 전개되도록 길을 안내하는 일이 될 것이다(Kostov and 

Lingard 2003).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더 많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 환

경을 바꿈으로써 지방의 행위자들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세 한 지식을 활

용하여 스스로 비용과 위험을 분산할 장치를 만들도록 촉진하는 것이,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농

산촌 지역사회 내 관련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 안에서 ‘강한 연계(strong tie)’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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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표 6-13>. 

‘지역 주민 참여 촉진’, ‘지역사회 단결과 화합’, ‘인적 자원 개발’의 세 

가지 사회적 목적에 대해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의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 빈도가 가장 낮다. 한편, 주민의 참여나 네트워킹을 시행 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 내용에서도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

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

의 사회적 목적별 응답 빈도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

럼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참여의 에토스(ethos)가 지방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사업들을 주민 참여의 원칙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발하

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중앙정부가 정책사업을 통해 농산촌의 지역혁신을 촉진하려 한다면,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한 비용과 위험 경감 

수단 이외에 지방의 행위 주체들이 인지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들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행위자들의 주관

적 인지를 바꾸는 것이 혁신 발생의 필요조건이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

하다면 농산촌 지역 주민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학습을 진행할 때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

이다.

표 6-13.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사회적 목적 비교(중복응답)

사업의 목적

유형별 빈도(%)

유의도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

지역특화형

사업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

지역 주민 참여 촉진 26 (41.3%) 50 (45.9%) 16 (32.7%) .296

지역사회 단결과 화합 17 (27.0%) 32 (29.4%) 11 (22.4%) .665

인적 자원 개발 19 (30.2%) 34 (31.2%) 11 (22.4%) .517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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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혁신성에 대한 인식

정책사업의 혁신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지는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매우 새롭다’

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이

었다<그림 6-13>. 그런데 ‘사업 수혜 대상과 범위’의 혁신성은 지역 특

화형 사업에 대한 응답이 더 높은 빈도를 보 다. 지역혁신체계형 중앙

정부사업의 ‘사업 수혜 대상과 범위’ 측면의 혁신성은 오히려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보다도 더 낮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의 

추진 방식이 과거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결망 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인지되고 있음은 분명하

다. 농촌관광 부문에 관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이 도입된 것 또한 사업내

용 측면에서의 혁신성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의 사회적 목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응답은 혁신성에 대한 응답과는 다소 달랐다. 

그림 6-13.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혁신성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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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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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업의 추진 방식이 가지는 새로운 성격

을 막연하게나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 핵심

적 목적이 농산촌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적 자원 개발에 있다는 점을 정

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의 ‘사업 수혜 대상과 범위’ 측면의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지되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지역 

현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에는 접근하지 

않았던 주민 계층을 대상으로 특수 시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음을 뜻한

다. 농산촌 지역 주민 중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지역적 특

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점은 앞으로

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와 연결망이

라는 관점이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정보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주도적 참여자

지역혁신 정책사업 참여자들 중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한 주체가 누구인

가를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 시장․군수와 지방행정조직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정책사업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혁신체계형 중

앙정부 정책사업의 경우 행정조직이었다는 응답률은 77.8%, 시장․군

수 다는 응답률은 74.6% 다. 반면에 지역특화형 사업의 경우 시장․

군수 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84.4%), 그 다음으로 행정조직이었다

(67.9%). 이러한 차이는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사업 내용도 복잡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 작업

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정책사업에 비해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서 ‘지역 주민’, ‘민간경제활동 조직’, ‘민간비경제활동 조직’, ‘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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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주도적 참여 주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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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연구기관’, ‘지역 내 연구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행정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주체들의 주도적 참여 정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이 다른 유형의 정책사업에 비해 더

욱 많은 참여와 연결망을 이끌어내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성공일 뿐이다. 주도적 참여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 유의도 10% 이내에서 차이를 보인 주체는 ‘민간

비경제활동 조직’과 ‘지역 외 연구기관’ 뿐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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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 주체

지역혁신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 중 정보, 지식,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주체는 정책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방행정조직’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 관련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행정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유력한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 주민, 민간경제활동조직, 지역 내 연구

그림 6-15.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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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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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역 외 연구기관, 중앙정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정책사업 유형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 지식, 아이디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다른 유형

의 사업보다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체들은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 외 연구기관’, ‘중앙정부 및 

그 산하기관’이었다. 이에 비해 지역특화형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 ‘민

간경제활동 조직’, ‘지역 내 연구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행

이 더 많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들에서는 지역 외부의 전문가(민

간 컨설턴트, 대학, 연구기관 등)들을 동원하도록 각종 지침을 통해 유

도하고 있거나 상당 부분 그런 종류의 네트워킹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지역 외부의 전문가들

과 용역 계약의 형식으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혁신 아이디어, 정보, 지식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

도록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지침이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지역특화형 사업에서는 그런 종류의 네트워킹을 시도할 

만큼의 물적 자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을 명시적인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반면에 지

역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관심사로부터 출발하는 이 정책사업들은 지역 

내의 실질적 경제활동 주체인 주민과 민간경제활동 조직의 참여를 상대

적으로 더 많이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을 동원하고 

스스로 기획하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주체

들의 참여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제약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참여나 네트워킹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또는 정보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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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사업계획 주체

정책사업 계획 수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는 지방행정조직과 지

방자치단체장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

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향력은 지역혁신 정책사업 유형별로 다소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특화형 사업이나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 다는 응

답 비율이 각각 69.7%와 61.2% 다. 한편,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사

업의 경우 그 빈도는 52.4%로 차이가 컸다. 

그림 6-16.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계획 주체 비교(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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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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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과 제5장의 사례 분석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농산촌 지역혁신의 

필요조건 중 하나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연결망 구성이라면, <그

림 6-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정책사업 유형별로 향후 보완 방

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촌관광 경 체 등 생산자들이 좀 더 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화형 

사업들의 경우 필요하다면 지역 내․외의 연구․개발 관련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

에서 가장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의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들

에서 오히려 네트워킹과 지역 내 생산 주체들의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책사업 계획 및 실행 역량이 낮고 물

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7.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보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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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연결망 비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결망을 구

성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종 자원 동원의 효율성 증대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

다. 셋째, 연결망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결망의 구성 여부는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틀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세 가지 정책사업 유형별 비교를 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한 연결망 구

성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이었다

(87.3%). 그 다음은 지역특화형 사업이었다(64.2%). 지방정부 지역혁신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연결망 구성률이 49%에 지나지 않았다. 구성된 

연결망의 형태를 보면 모든 유형의 사업에서 비공식적인 형태보다는 공

식적인 연결망을 구성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경우 그 차이가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로

부터 하달되는 정책사업 시행지침이 공식적인 형태의 사업 추진 연결망

을 구성하도록 명시한 것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사업 추진 연결망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로는 지

역혁신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특히 제5장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

럼 인위적으로 구성된 정책 연결망은 그 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 기능이나 집합행동의 구심점이 되기가 쉽

지 않다. 그러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

반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투

입되는 사업들의 연결망 구성률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에서

의 구성률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점은, 참여와 연결망이라는 개념에 기

초한 지역혁신체계라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까지는 

확산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형성한 연결망의 주요 기능에 대한 물음에서는 유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 적용 실태166

형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에 

비해 다른 두 유형의 사업 추진 연결망이 가지는 특징은 ‘지역 주민 참

여 촉진’, ‘정보, 지식, 기술 전파’, ‘대외 협력 추진’, ‘사업계획 수립’,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

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들

은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내 생산자―농업인, 농촌관광 경 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저 형식적으로 연결망을 구성하는 지방의 

사례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지침

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의적인 형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연결망을 구성

한 사례들도 있음을 제4장과 제5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또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지

방자치단체들이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한 형식의 

연결망을 구성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런 연결망 구성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의의와 모범사례 등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

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림 6-18.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연결망 구성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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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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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연결망의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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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2.4.4.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새로운 시도들

앞서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혁신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정책사업들의 혁신성은 일련의 ‘새

로운 시도’를 통해 표현된다. 제4장에서 살펴본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새로운 접근방법들의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사업계획 수립 단계’, 

‘사업 실행 단계’, ‘사업 평가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표 6-14>. 

19종류의 시도들 중 정책사업 유형별로 나타나는 빈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유의한 항목은 10개 항목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의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

책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과 적용 실태168

가 된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새로운 시도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정책

사업 유형별로 그 빈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 상품/서비스 시

장 조사 및 분석’과 ‘지역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강연, 토론회’의 

두 가지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사

업에 비해 중앙정부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상황 조사 및 분석’의 항목에서는 나타나

지 않던 정책사업 유형별 차이가 ‘지역 상품/서비스 시장 조사 및 분석’

이라는 항목에서 발견되었다. 이로부터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생산물이나 서

비스의 시장 상황을 조사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둘

째, 지역 외부로부터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시장 상황을 분석하려 해도 

그에 따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시장 분석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미 언급하 듯이 지역혁신활동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목적은 대부

분 경제적인 것에 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농산촌 지역혁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활동 

내용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체계형 정책사업을 통해 그 역량을 끌어 

올리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역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강연, 토론회’에서 나타나는 정책

사업 유형 간 차이 또한 비슷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 독자적인 시책사업에서 간과되고 있는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활동’

의 기회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더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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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의 새로운 시도들

단계 새로운 시도의 내용 빈도 (%)
정책유형 

간 차이

사업계획 

수립

1.1. 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조직 또는 제도 

마련
167 (75.6%) ×

1.2. 지역 내 여러 유관 기관의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199 (90.0%) ×

1.3.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상황을 

조사․분석
205 (92.8%) ×

1.4.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상황 조사․분석
171 (77.4%) ○

1.5. 주민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강연, 토론회 

지속적 개최
196 (88.7%) ○

1.6. 사후 평가 방법 개발 170 (76.9%) ×

사업 실행

2.1.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126 (57.0%) ○

2.2. 기존 상품의 생산 과정 또는 유통체계 개선 142 (64.3%) ×

2.3. 발명특허 출원 60 (27.1%) ○

2.4. 상표 또는 의장 출원 137 (62.0%) ×

2.5. 품질인증 획득 164 (74.2%) ×

2.6. 대학, 연구기관, 컨설턴트에 연구를 의뢰 150 (67.9%) ○

2.7.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 채용 55 (24.9%) ○

2.8. 사업담당 실무진 교육 115 (52.0%) ○

2.9. 관련 지역 주민 또는 농업인 학습모임 결성 93 (42.1%) ×

2.10. 외부 기관에 의뢰 또는 강사 초빙하여 

주민/농업인 교육
159 (71.9%) ○

2.11. 주민 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실행조직 

결성 및 규칙 제정
145 (65.6%) ○

사업 평가

3.1.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평가 128 (57.9%) ○

3.2. 지역 주민 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사업 

평가
138 (62.4%) ×

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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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새로운 시도의 비교: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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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제5장의 사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산촌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혁신의 아이디어를 주체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지역혁신과

정의 첫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

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학습 

또는 인적 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새로운 시도들

지역혁신 과정은 개별 혁신활동들이 연쇄적․동시적 발생으로 구성된

다는 점을 제4장과 제5장의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 개별 혁

신활동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상품 또는 서

비스를 개발하는 활동이거나 생산과정 또는 마케팅 방법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주종을 이룬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특히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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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책사업과 비교할 때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활동을 촉진

하는 결과를 더 많이 낳고 있음이 분명하다<그림 6-21>. 이는 중앙정부

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 일부가 지역 외부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관련 

주체들에게 용역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개발 활동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리고 ‘발명특허 출원’은 지역혁신체계형 정책사업이 실행되는 

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 ‘생산과정 또는 유통체계 개

선’, ‘상표 또는 의장 출원’, ‘품질인증 획득’ 등의 활동은 정책 유형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농산촌 지역혁

신을 의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농산촌 지역에서 상품 혁신의 계

기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생산과정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혁신의 계기는 낳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외부의 연구기관에

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발명특허를 출원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농

산촌 지역에서의 상품 혁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

는다.

이 대목에서 제4장과 제5장의 지역혁신 사례 분석에서 관찰했던 상

품 혁신 사례들에서 연구․개발의 주체가 대부분 지역 내부의 주체 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림 4-4 참조>. 즉,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연구기관이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그것을 완결

된 그 지역의 상품 혁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외부에

서 이루어진 연구․개발의 결과는 지역 내 생산자들에게 이전되고 적절

하게 토착화되고 시장거래에 반 되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때 

비로소 지역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농산촌 지역혁신을 의도하는 최근의 중앙정부 정책사업들은 

지역 내부의 주체들과 외부의 주체들(특히, 연구․개발의 주체) 사이에 

어떤 형식으로든 연계를 창출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

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연계가 자동으로 농산촌 지역에서의 상품 혁

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인 새로운 지식, 기

술, 상품, 서비스 등은 적절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농산촌 지역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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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새로운 시도의 비교: 사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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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생산자들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엄 한 의미에서 과학적일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부의 생산자들이 암묵적 지식에 기초하여 수행하

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과정 혁신이나 마케팅 혁신 분야에서 지역 내부 생산자

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room to maneuver)’을 창출하도

록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된 중앙정부 정책사업들이 기초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 지역 주민, 지역 내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그림 6-21>. 그러나 그러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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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자기주도학습의 계기가 되기에는 아직 미흡

한 점이 많다. 제4장과 제5장에서 지역혁신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 진

행되는 중요한 활동이 ‘집단적 학습’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집

단적 학습은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때 더 효과적으로 혁신을 

낳는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계기로 지역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 대

학, 연구기관 등에 용역 계약의 형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기에 공무원, 주민,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나, ‘지역 주민 또는 농업인들의 학습모임’을 결성하는 

사례의 빈도는 3개의 정책사업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즉, 농산촌 지역혁신을 의도하고 있는 중앙정부 정책사업은 분명

히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교육 또는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도

록 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실질적인 혁신활동이 활발히 창출되는 자

기주도학습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 다. 앞

으로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을 낳는 자기주도학습의 메커

니즘을 형성하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

는다.

사업 평가 단계의 새로운 시도들

정책사업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교과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평가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실행한 정책사

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들을 처리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나은 것으

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평가의 주 목적이라는 점

이다. 

따라서 정책사업 평가에 어떤 주체가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

다. 주체들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 기초하여 평가를 위해 제공되는 자

료와 정보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급적 다

양한 주체들이 정책사업 평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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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농산촌 지역혁신 사업 유형별 새로운 시도의 비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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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 연구 조사 결과(2006년 10월).

정책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와는 달리 정책

사업의 수혜자 또는 실행 주체일 수 있는 지역 농업인이나 주민이 평가

에 참여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 다는 점이다. 또 어떤 경우에

는 지역 내부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

볼 수 있는 지역 외부의 전문가들을 평가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늘어났

다. 즉, 정책사업 평가에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것 자체를 새로운 

시도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평가 주체로 어떤 이들을 참여시키고 있는지, 세 가지 유형의 농산촌 

지역혁신 정책사업들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6-22>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정책사업 평가 때에 사업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빈도와 지역 주민 

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빈도의 정책사업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

준 10% 범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빈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지역혁신사업에서 지역 

외부 전문가의 평가 참여 정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사업들이 평가 단계에서도 지역 외부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역혁신체계형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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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이 나머지 유형의 사업들에 비해 평가에 지역 주민이나 농업

인을 참여시키는 빈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 정책사업을 평가할 때 지역 내․외의 주체들이 균

형 있게 참여하도록 안배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기

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할 때 가급적 지역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풀을 조성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 정책사업을 평가할 때 지역 

내 민간부문 주체들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앙정부 정책사

업으로는 신활력사업, 포럼 지원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과거의 농산촌 지역개발정책과 비교할 때, 

지역 내 주체들 간의 수평적 연대와 연결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이 실제로 농산촌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동안 농산촌 지역개발정책에서 소홀하게 다

루어졌던 포럼이나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켰고, 일부 지

역에서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연결망을 구

성하도록 촉진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하 다. 그러나 대체

로 ‘지역상황 진단 - 계획 - 실행 - 확장’에 이르는 지역혁신 과정을 모

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기

존 관행과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 참여는 형식

적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활력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혁신체계형 

중앙정부 정책사업이 그 밖의 종류의 정책사업들에 비해 추진 방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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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있어서 혁신적이라고 인지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특히, ‘지역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조사와 분석 활동’, ‘주민 의식 고취

를 위한 교육이나 토론회’,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발명특허 출

원’, ‘대학, 연구기관, 컨설턴트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전문인력 확보

를 위한 노력’, ‘지역 외부의 인적 자원을 동원한 주민 또는 농업인 교

육’, ‘주민 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사업 실행조직 결성 및 규칙 제정’,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평가’ 등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

는 정책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앙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로 하

여금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할 여

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사업 실행기간이 충분

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지방의 인적 자원이 충

분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부족하여, 농산촌 지역혁신 관

련 정책사업 추진에 적절한 형태의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

우도 많다. 이는 앞으로의 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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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정책의 원칙 설정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향으로 농산촌 지역의 물리적 기반은 상당한 수

준까지 축적되었다. 제3장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농산촌 지역혁신 기

반의 구성 요소들 중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기

반이었던 반면에 물리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 

이는 그간의 지역개발정책이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 왔던 

성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농산촌 지역에서 주체들이 다양한 지역혁신활동을 추진하려면 

단지 물리적 기반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한 기반의 양과 질은 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농산촌 지역에 매우 부족하고 농산촌 지역 간의 편차도 

크다. 따라서 농산촌의 경우 지역혁신활동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

으로서 그 기반 구축을 위한 효과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태이다.

제4장과 제5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농산촌 지역혁신

활동 사례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활동들은 지역혁신 기반

이 취약한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출현한다. 이는 혁신을 필요로 하는 지

역 내의 문제에 대한 주체들의 인지와 혁신 요구가 지역혁신활동을 촉

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역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과 주체들의 역할을 견주어 볼 때 농산촌 지역의 인적 자원은 매우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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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상태에 있다. 특히 지역의 주체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절한 

형태의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여 ‘인식 공유’, ‘집단적 학습’, ‘조직화’, 

‘규범 및 제도 형성’ 등의 집합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

을 확보해야 한다.

제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다. 그것들은 대체로 혁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 내․외의 혁신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

리고 부분적으로나마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업실행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

고 사업을 추진할 지역의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의 이해가 부족하여,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충분한 형

태의 사회 연결망이 형성되지 못하는 단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우리

나라의 농산촌 지역혁신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하는 몇 가지 정

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책들을 통해 지역혁신체계

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성’, ‘복합성’, ‘개방

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지역혁신활동을 추진하는 데 우호적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정책사업의 개선 

방안과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방식의 지속과 ‘새로운’ 접근방법의 

융합

기존의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하에서는 물리적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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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 다. 그러나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

다임하에서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이나 네트워크 매개기

관인 혁신센터, 이노카페 등을 조성․운 하기 위한 사업,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 교육과 학습 등이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중

요한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산촌 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서도 지역 내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

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의 연

결망 구축과 주민의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40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산촌 지역은 물리적 기반

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는 적은 반면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양과 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미 ‘집적’이 이루어진 도

시지역과 같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사업만을 지나치게 강조

하면 오히려 해당 지역에 적합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데 부적합한 측

면이 있다. 지역혁신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농산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확충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이 지역발전에 더욱 효과

적일 수 있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은 지역의 혁신환경 분

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물

리적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방식을 선택

하고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

원은 상당히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0 이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은 신활력사업이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및 SOC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도출된 사

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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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

환경-주체-사업 연계 모형 설정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공통적인 최종 목적은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지역이라는 의미는 아직까지

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반드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

닌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특히 농산촌의 지역혁신은 

자연환경과 생산 공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된 생산권․

농권 등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범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림업이라는 

산업과 소규모 농촌지역사회, 이를 위한 생활․생산 관련 기반시설 등 

상호 중첩적으로 긴 히 연계된 요소들을 개발․정비하는 지역사회개

발(community development)로서 그 기본조건은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것(김정연 2004)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일반적인 의미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부문

이나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합한 지원환경과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요소를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농산촌의 지역혁신체

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역에만 국한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

은 일반적인 지역혁신체계에 비하여 그 내용의 복합성을 견지해야만 한

다. 동시에 지역혁신활동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된 행동 모형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란, 지역의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주체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치, 그것이 소득

을 유발하는 사업(business model)으로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조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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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와 주체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과거 중앙집권적 시대에는 중앙이 지시하면 지역은 이에 순응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순응을 통해 지역은 더 많은 지원을 중앙으

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은 스스로의 비전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 자로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르는 집행자 내

지는 수혜자의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 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경험을 거치고 이제 ‘분산과 분권’을 강조하는 시대에는 모든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경 자가 되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이

끌어 나가야 한다. 지역 스스로가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

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을 부단히 보충하고 

확산시켜 나갈 때에만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 내․외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공동

학습함으로써 집합행동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연결망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역시 농산촌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

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혁신기반 분석이나 지역혁신 사례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역의 인적 자원 문제 다. 그러

므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은 개별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 농산촌의 상황은 지역 내의 인적 자원이 양적․질적 고갈 

상태에 있으며,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할 지원기관 역시 희소하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 지역혁신체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

산촌의 경우에는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밖의 주체 활용과 그들과의 

네트워크까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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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산촌 지역 내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2.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방향 개편

중앙정부 정책사업 실행기간 연장

농산촌 지역혁신은 매우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이다. 지역혁

신 사례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넘게 진

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혁신활동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을 보완한다면, 농산촌 지

역의 혁신 주체들이 그러한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활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와 관련된 정책들 중 그 단위 실

행기간이 가장 긴 것이 3년이다(신활력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반면,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은 7년을 주기로 계획되고 있

다. 즉, 특정 시점에서 7년 동안 농촌개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의 규모가 결정되고 농촌지역의 행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메뉴들이 결정되어 패키지 형태로 발표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이 정책 패키지를 참고로 하여 농촌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농산촌에서도 농촌개발의 행위자들이 더욱 중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혁신활동을 준비, 

기획,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의 주기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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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고 체계적인 정책사업 메뉴 구성과 제시

지역혁신활동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

되고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데 있어 농산촌 지역혁신과 관련된 중앙정부

의 사업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의 메뉴와 

그에 따른 사업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활동을 규정하고 큰 향

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농산촌 지역개발정책이 더욱 풍부한 사업 메뉴들로 구성되고 또한 

체계적으로 패키지화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된다면, 지역혁신 주체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좋은 

자극과 향도가 될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협약제도 등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스스로 기획과 실행을 하고 

중앙정부는 합리적 평가를 통해 지방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확립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그림 7-1>. 가령, 지방과 

중앙의 파트너십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정책의 기조를 ‘지방-중앙 지역

개발 협약제도’ 등의 틀을 활용하여 운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의 하나이다<그림 7-2>.

그림 7-1.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지방자치
단체

중앙정부

정책사업

정책사업

정책사업

정책사업...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기획, 구상, 

실행

지원, 평가

다년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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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지방-중앙 지역개발 협약제도(가칭)’의 개요

협약 체결 및 관리 단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부 

장관 → 광역시장․도지사

  - 지역혁신계획 협약체결(안) 및 

사업계획 승인

* ○○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광역시장․도지사

  - 협약 체결

* 위원회

  - 협약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협의 단계

* 시장․군수 ↔ 광역시장․도지사

  - 지역혁신계획 협약 체결안 마련

* 광역시장․도지사 ↔ ○○부 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계부처 협의, 사업계획 검토

* 위원회 심의․확정

계획 수립 단계

* 시장․군수 ↔ 주민, 단체 등

*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 지역혁신계획(안) 수립

정책사업 추진 방식 개편과 개방형 참여자 네트워크

지역개발정책의 기획과 실행 기간이 더욱 장기화되고 풍부한 정책사업 

메뉴가 제시된 가운데 협약제도의 틀 등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역혁신활

동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라도, 지방에서는 누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겨진다. 유럽연합의 LEADER 프로

그램 등에서는 LAGs(Local Action Groups)라고 불리는 지역 내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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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가 등이 조직한 단체가 지역혁신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깊

숙이 개입하고 있는 반면에 규모가 큰 정책 집행은 행정기관이 주도한다.

이 연구의 지역혁신 사례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농산

촌 지역혁신활동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지배적이기는 하

지만 무려 14개 유형의 활동 주체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들의 이해관계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 혁신이나 마케팅 

혁신 등에서 생산자의 역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깊숙이 체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

회 전체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연구․개발하거나 지식을 전파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생

산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지역혁신 연결망 구조에 편입시키

는가에 따라서 지역혁신활동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이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조

직화된 민간부문의 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과정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개선 방안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신

활력사업, 포럼 지원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

업들의 운  실태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살펴보고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도 조사 분

석해 보았다. 지역혁신 사업들은 이 연구의 제3장에서 분석한 혁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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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역 내․외의 혁신 주

체들이 연대하고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부

분적이지만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

진하면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

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실행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

진할 지방의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부

족하여 지역혁신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 또한 몇 가지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도 드러내고 있다.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제6장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에

서 정책 목표와 직결되지 않는 지나치게 다양한 내용의 세부 사업을 시

행하고 있어 주제의 집중성이 약화되고 있고, 주제의 지역 간 유사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활력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하려면 주제의 집중성과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지역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분

류하여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를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으로 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사업의 추진 목표를 보다 정 하게 설정해야 한다. 3년 간의 사업 추

진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지역 스스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을 정

도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3)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 개발의 융․

복합화, 신활력사업과 타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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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가 필요하다. 신활력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소프트 사업 전략은 지

역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데, 지역자원의 개발은 부문 간 

융․복합에 의해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 내

에서는 지역의 현안과 주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혹은 신규 타 부처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토록 아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사

업의 메뉴로 추진이 어려우나 지역혁신이나 기존의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역 간에도 가령, 인접한 지역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공동사용,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공

동 개최를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원거리의 지역이라면 

공동 인프라 사용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동 마케팅, 세미나 및 포럼 공

동 운 , 인적 자원 교육 등은 유용한 연대 수단이 될 수 있다.

4) 신활력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아직은 사업에 대

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혁신은 상당한 수준

의 사회 연결망 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일정 기간은 담당 공무원을 신활력사업에만 전담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순환보직 등에 의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담당

자가 종래의 물리적 기반 정비와 같은 관행적 접근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5) 신활력사업의 초기 단계에 운 된 바 있는 ‘1시․군 1인 전담 자문가

(Family Doctor) 제도’를 변경 운 할 필요가 있다. 신활력사업의 성격

상 외부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시․군의 지역 주체와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

나, 실제 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명망가 중심으로 전담 자문가

가 결정된 경우 지역 현안이나 사업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

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농산촌 지역 문제의 범역이 워낙 방대하여 1

인의 전담 자문가가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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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포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특

정 지역이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6) 성과평가 관리체계 보완 및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신활

력사업 초기 단계에는 평가 기준 자체도 미흡한 데다 예산 집행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계획 단계부

터 합리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과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와 중앙정부의 평가로 2단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07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농림부로 주무

부처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활력사업의 내용이 농림부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추진할 때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행정조직

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보다는 농정 업무에만 특화된 농림부의 지

방행정 장악력이 약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6장에서 나타나듯이 지방의 지역혁신 사업 추진 역량은 중

앙정부의 어느 부처 사업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방의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 

기획한 대로 9년 동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업 이관의 취지를 살려 농림부 내의 유사 사업

과 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위치지우고 조율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방향 정

립해야 한다. 가령, 지역특화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등과 신활력사

업이 사업 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목표, 추진 방식, 

기대 효과 등이 차별적이라면 지역 내에서 각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역혁신의 과정별로 지역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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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세부 사업들을 분장하여 각 정책사업들의 별도 메뉴로 제시함

으로써 지역이 필요한 사업들을 단계별로 연계하도록 패키지화하는 것

을 제안한다. 또한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부처 간 역할 조율 

및 농림부 내 조직 정비, 지방의 추진조직 정비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70개 신활력사업 시․군의 사업 모두를 농림부가 단독으로 관리, 평가하

기보다는 관련되는 부처가 참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공동추진단의 활동

을 실질화해야 한다. 농림부 내에서도 지역특화사업이나 지역농업 클러

스터사업이 농업 관련 실과의 소속 업무인 반면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

체계 기반 구축 등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관

련 실과의 소속 업무로서 추진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

다 지방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사업은 지역개발, 지역혁신 업무 등 해당 

행정계통에서 추진하고 농림부의 사업은 농정 업무 등의 해당 행정계통

에서 추진한다는 식의 ‘칸막이’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 이미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된 지역도 있는 만큼 해당 시․군의 다양한 구성

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포럼 지원사업

현재 대부분의 포럼 지원사업은 지역의 외부 인사나 또는 지역의 대학 

교수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현안에 대한 포럼을 분기별로 진행하는 형

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역에서는 이 포럼 활

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 외부 인사 또는 지역 현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대학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포럼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그 기획이나 진행에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이 더 발휘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인접한 시․군까지를 보아도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전혀 없는 곳도 있으므로 포럼 지원사업의 참여 주체를 지역 현안

과 관련되는 일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공무원과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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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다.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비롯하여 지역 내에 

크고 작은 여러 조직들의 활동과 포럼 지원사업으로 운 되는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포럼 지원사업의 위상을 재확립해야 한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제도는 지역에 따라 그 운  성과의 편차가 상당히 크

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몇 가지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1) 지역혁신협의회는 명망가 중심의 인적 구성을 탈피하여 지역 내․외

부의 다양한 이해를 대표할 수 있고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이

들로 인적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역 스스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예가 많이 관

찰되고 있다.

2)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 단계부터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인적 자원을 배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5장의 분석 

결과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반강제된 정책 연결망이 아닌 지역의 현안

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질적 이슈를 다루는 연결망일 때 그 

연결망이 훨씬 유용한 논의 구조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 재설정이다. 현재와 같은 토론 중심의 기능도 

유지하되, 지역발전 계획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은 분야별로 팀을 구성

하여 활동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적합한 예산 책정도 필요하

다. 더불어 앞서 신활력사업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언급했듯이 

지역자원의 발굴,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는 것을 지역혁신협

의회 기능의 하나로 설정하여 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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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지역혁신협의회 운 의 개선 방안(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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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활력사업, 포럼 지원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제도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들

이 농산촌의 지역혁신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도록 그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정책사업 메뉴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농산촌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발굴 또는 지역 진단을 위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 지원이다. 둘째, 농산촌 시․군의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지원이다. 셋째, 농산촌 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 과정 중에 지역

의 특수성을 반 한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책사업 기획, 실행,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지

원이다. 끝으로, 지역 주민, NPOs(Non Profit Organizations), 전문가 등 

농촌개발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주체의 육성 및 개방형 연결망 구축 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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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진단을 위한 자원 발굴과 DB 구축 기회 제공

지역혁신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지역혁신 연결망이 빠르게 진화하

는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지역상황에 대한 진단’의 단

계에서 혁신 주체들이 투입하는 노력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이다. 또한 

신활력사업 등과 같이 지역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지역자원의 발굴, 조사를 통한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 

수립이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려면 지역의 자원, 지역의 문제 등을 엄격

하게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

로 적합한 주제를 찾아내어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의 상

황을 타 지역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진단의 주체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판단하고 지역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현재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매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인 데이

터베이스를 작성하는 수준이며,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도 못하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정책 지원이 필

요하다. 정책 지원은 반드시 정책사업비의 제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 정책의 향력을 감안할 때 작은 사업이라도 특정 사업의 신

설과 함께 참고할 만한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자원 발굴과 조사 및 데

이터베이스화하는 절차에 대한 노하우 등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전체 시․군이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때 전체 속에서 우

리 지역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효과적으로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시․군별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체계 확립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별 지침에 따라 단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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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지역 전체로서 다부문적이고 지역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되지 못함으로써 단기간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라도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불필요하거나 실패한 프로젝트로 낙인찍히

는 경우도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은 여러 다양한 혁신활동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다기

화하는 가운데 추진된다. 물론 혁신 프로젝트 계획의 종합성과 다부문

적 조망과 판단 그리고 그 구속성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중요한 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기간 어떤 혁신주체가 어떤 혁신활동을 함

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다부문적 계획을 작

성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거나, 지역 외부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하우나 지식을 이전

받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 성과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

서는 수립된 계획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적절한 개선 보완 수단을 지원하

고 제도적으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가능성 있는 여러 수단들이 널리 검증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간

접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 안에 혹은 별도로 농업인 또는 상품과 서비

스 생산자들 간의 비공식적․공식적 자기주도학습 메커니즘(self- 

directed learning mechanism)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체

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 주민이 

급조된 교육이나 학습 프로그램을 단편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

과성 행사에 그치거나, 일관된 기획 없이 지역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하

여 산만한 형태의 대중 강연으로 흐르는 경향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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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수준

에서의 지원사업 메뉴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련되는 정책사업

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수군의 ‘장수사랑 자

치학교’나 ‘농민대학’, 함양군의 ‘군민자치대학’, 장성군의 ‘장성 아카

데미’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화 한 사회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시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리더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지원

지역혁신의 성패는 지역혁신 연결망 구성 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데 현재는 지방 공무원이 연결망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다양한 사례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인지하고 있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제도들을 

적합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정책메뉴 가이드북과 사례집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창

의성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사업 수행, 평가 등 전반에 걸

쳐 기획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지속적 재교육을 위한 학점 이수제를 시

행할 필요도 있다. 

지역 내 주체들을 지역혁신 연결망 안으로 끌어 들이려면 일종의 사

회적 기술(social skill)이 요청된다. 그러나 정책사업을 계기로 급하게 

진행되는 많은 지역혁신 사업에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주요 행위

자들은 신뢰와 협력을 쌓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여유나 시간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코디네이션

(coordination)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 지원조직 육성과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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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가, 시민단체 또는 관련자 풀(pool)을 구축하여 그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기획 역량과 부족한 인적 자원을 강화하

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모든 분석 결과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농산촌 지역의 공

통된 문제점은 지역 내 인적 자원의 양적, 질적 부족이다. 특히 지역혁

신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연구․개발’ 기능을 자족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농산촌 지역은 거의 없다. 지역혁신 연결망이 진화해 가면서 

지역 외부의 인적 자원과의 연계가 형성되곤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

추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 연결망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 채 해체되기

도 한다.

농산촌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지역혁신 연결

망의 발전적 진화를 지원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산촌에 부족한 인

적 자원의 기반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 해야 한

다. 지역 내의 생산자 등 민간부문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한편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 등 지역혁신활동에 전반적인 기획, 자문, 컨설

팅, 교육과 학습 과정 등에 조언과 참여가 가능한 집단을 ‘지역협력단

(가칭)’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지방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

으로써 신축적이고 유연한 작은 조직으로 팀을 이루어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가령, 일본에는 NPOs가 유럽

연합에는 LAGs가 농산촌 지역개발 활동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참여하

고 있는 것을 음미하여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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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 조사 내용 요약

[A1] 연천군 특화농산물 연구․개발 사례

(1) WTO 협정에 따라 벼 정부수매가 폐지되고 수입 쌀이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

하는 등 쌀 시장 변화에 위기를 느낀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와 현석원 씨는 차별

화된 상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 다. 

(2) 2003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와 현석원 씨는 신품종 벼를 재배하여 상품화 여부

를 타진하는 일에 도전하 다. 그는 논 2,500평에 신품종 벼를 심고 생육 과정

을 관찰하 다. 수확 후 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밥을 지어 시식을 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품종 벼가 흰쌀 상태보다는 현미 상태에서 더 상품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고, 판매도 하면서 

반응을 살핀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품종 벼를 

현미로 상품화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들어갔다. 

(3) 상품명을 ‘쌀밥같은현미’로 정하고, 1kg 단위로 포장하여 4,000원에 판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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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하 고, 어느 

정도의 물량화가 필요하다는 결론하에 현석원 씨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인근의 

농업인들 가운데 사업에 의욕이 있는 4인을 더 섭외하여 ‘쌀밥같은현미작목반’

을 구성하 다. 작목반 자체 자금 조달과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쌀

밥같은현미’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 다. 2004년 총 15,000평에서 25톤을 수확하

여 본격적인 홍보 및 판매에 나섰다. 

(4) 쌀밥같은현미작목반은 2005년에 친환경 재배 방식을 도입하면서 연천군 농업기

술센터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컴퓨터로 회원 명단을 관리하고 홈페

이지를 운 하게 되면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컴퓨터 활용 기술을 배우

고 있다. 

(5) 쌀밥같은현미작목반은 ‘쌀밥같은현미’라는 하나의 상품을 공동 생산 및 판매하

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섯 농가가 생산하는 벼의 미질을 균일화시킬 필요가 있

었다. 특별히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농약·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모든 농가가 준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엄격한 규약보다

는 상호 신뢰에 의해 규율되고 있기는 하지만 파종에서부터 시비, 잡초 및 병해

충 방제 등 모든 농 활동 시기를 맞추고 있으며, 필요한 농자재는 연천군 농

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6) ‘쌀밥같은현미’를 통해 개척된 판로를 활용하여 앞으로 연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농가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올

해 현석원 씨는 다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유색미 신품종을 시험적

으로 심었다. 이 역시 상품화에 성공한다면 ‘쌀밥같은현미’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성 쌀을 동시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현미가 건강식

이기 때문에 갖는 판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연천군 농업기술센

터와 작목반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수요 확대에 따른 조직 확대의 방향을 설

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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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인제군 모험레포츠 산업 육성 사례

(1) 1997년 정부가 발표한 내린천 댐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 환경단체, 경실련 등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은 당시 내린천을 중심으로 활

발하게 운 되고 있던 레포츠 산업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소재로 인식하게 되었

다.

(2), (3) 내린천 댐 건설 반대운동 과정 중 주민은 내린천사랑보존회, 내린음식연구

회, 내린천예술인회, 위생협회를 조직하여 내린천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

다. 그리고 내린천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모험레포츠 산업을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4), (5) 인제군의 지역혁신사업으로 선정된 모험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 위해 1999-2001년 사이에 래프팅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의 의

견 수렴과정이 진행되었다. 내린천 일대 주변에 레포츠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

설을 민과 관이 공동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6) 2001년, 인제군과 업체 간의 합의를 토대로 내린천에서 래프팅 용도로 유지하

는 보트 수가 모두 375대를 넘지 않도록 하는 보트 총량제를 실시하 다. 아울

러 내린천 이용 기준을 마련하 다.

(7) 2002년부터는 인제군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레포츠 행사를 통합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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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하여 2003년에는 내린천 레포츠축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

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합하 다. 그리고 각종 국내․외 대회를 인제군에 유치하

면서 모험관광을 소재로 하는 지역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9) 2004년에는 인제군의 모험관광 클러스터사업이 행자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

되어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인제-화천-양구 지역

혁신협의회,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조직되었다. 

(10) 공무원, 업체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이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의 모험레포츠 선진지를 답사하고 모험레포츠 시설을 벤치마킹하 다. 그

리고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여하여 타 지역의 혁신사례를 학습하 다. 인

제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소규모 연구회의 운 을 지원하여 모험레포츠, 

황태산업 등 7개의 연구회를 구성하 고 통합 워크숍과 지역 주민 및 레포츠

업체 직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다. 교수, 전문가, 지역단체, 공무원으로 구

성된 모험레포츠연구회는 관광 관련 전문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설악권 지역혁신체계의 설악권 관광문화 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

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제군은 한림대학교 체육학부와 협력하여 모험

레포츠 산업을 주도할 지역 주민을 양성하기 위해 인제군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2009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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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평창군 그린 투어리즘 활성화 사례

(1) 평창군의 농가 민박 경 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03년에는 민박 경

체들 사이에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상부상조하자는 취지 다. 

(2) 그렇게 하려면 일종의 협의회를 창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협의회 조직

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농박운  교육이 시작되었다. 농박모임을 구성하자는  

모임의 의견에 따라 평창농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연구를 시작하 다. 농가

민박의 품질인증 및 등급화를 위한 연구와 평창민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가 그 예이다. 이를 통하여 농박협의회의 필요성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발전 전

략을 마련하 다. 

(3) 설립과 운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농박협의회가 완성될 수 있었다. 

뜻을 함께하는 82개 민박경 농가들 중심으로 농박협의회를 창립하 으며, 평

창강마을, 메 꽃마을, 오대산마을, 동강마을 등 4개로 지역분회를 구성하 다. 

분회를 나누어 세부 조직을 둠으로써 분회별로 이벤트를 계획하고 개최하고 있

다. 현재는 금당계곡분회가 추가되어 5개 분회로 나뉘어 있다.

(4) 농박협의회는 공동경 을 통하여 경 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다. 민간과 공

공이 함께 협력하고, 그린 투어리즘 시장의 이해와 적응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잊지 않았으며, 사업 환경을 유지하고자 공동 활동을 하 다. 기존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상품을 개발, 개선하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예약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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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했으며, 경관과 문화재를 안내하고 마을 간 도로, 자전거도로, 진입로를 정비

하는 등 기반 강화를 시작하 다. 평창농박의 차별화를 위한 이미지 홍보에도 

앞장섰다.

(5) 농박협의회가 조직되고 사업이 점차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원이 모

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부족하 다. 이를 해결하고자 협의회

와 농업기술센터가 신활력사업 자문단을 설득한 끝에 그린투어센터를 개관하게 

되었다. 센터의 개관을 통하여 농박협의회는 더 힘차게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

었으며, 중간에서 각각의 민박농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탄생하 다.

(6)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박들을 연계, 단일한 운 체계 속에서 

연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안 모색이 필요하 다. 더 나아가 경 주체에 대한 

교육과 지원 정보수요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 다. 단일한 운 체계 

내에서 민박농가를 시설, 서비스, 환경 등 각종 기준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혜

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회원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회비를 걷음으로

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외부에 농박협의회를 

알릴 수 있도록 CI를 개발하 고 같은 로고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농가 간판, 

도로 간판을 제작․정비하 다.

(7), (8) 평창군에는 농박협의회 이외에도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레포츠협의회, 체

험/정보화마을협의회가 있었다. 2004년 그린투어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진심으

로 평창군이 함께 잘 살기를 염원하는 몇몇의 구성원들이 모이기 시작하 다. 

숙박과 체험과 농산물 판매, 식당이 모두 연계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인 셈이

다. 농박사업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농촌관광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지원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선진지 답사가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회의가 개최되었

다. 또한 전문가 교육을 통하여 모임별로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함

께 모여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들의 생각이 뭉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평창연합그린투어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9) 연합그린투어사업단 또한 농박협의회가 거쳐 갔던 과정 중의 하나인 정관을 마

련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어떤 것이든 간에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 발생의 여

지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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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보령시 머드 브랜드화 사례

(1)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령시는 지역을 외부에 홍보하여 관광산

업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필

요성을 인식하 다. 

(2) 박상돈 당시 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머드 화장품의 원

료 전량이 수입 조달되고 있는 실태를 보고 서해 갯벌의 자원을 활용한 머드 화

장품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 다. 서해 갯벌에서 채취한 머드가 화장품 원료

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소와 원광대, 그리고 

(주)태평양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 고, 검사 결과 화장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통

보를 받았다. 

(3) 이후 보령시는 원광대, (주)태평양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토대로 머드 화장

품의 연구·개발에 돌입하 고, 1996년에 (주)태평양과의 OEM 생산 계약으로 

팩, 바디클렌저, 비누, 샴푸를 출시하 다. 1997년에는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썬오일, 썬블록 크림을 출시하 다. 보령시는 머드 화장품 홍보 및 지역의 관광 

수입 제고를 목적으로 축제 개최를 결정하 다. 1998년에 제1회 보령머드축제

를 개최하 고, 축제로 인한 홍보 및 판매 효과로 매출이 신장되면서 머드 화장

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각종 국내외 품질 인증을 획득하 고, ‘머드

랑(Mud Rang)’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기존 생산 품목을 조정하면

서 신규 개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종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주포농공단지 내로 생산 시설과 사무실을 이전하여 한 곳에서 머드 비누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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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더(머드 제품 원료)를 자체 생산하고 화장품 사업 전반을 관리·운 할 수 있

는 체제를 갖추었다.

(4), (5) 머드 화장품 매출액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보령시는 머드 사

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를 발족시켰다. 위원회의 역할은 보령 머드의 세계화 발전 방안에 대해 자문해 

주는 것이다. 머드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혁신을 위한 ‘기술고문관 제도’도 도

입하 다. 

(6) 보령시는 보령 머드의 표준화된 규격 마련, 생산 및 품질 관리의 전문화·체계화

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관련 연구기

관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머드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보령시

는 2006년 2월 기존 제품을 보완한 새로운 기초화장품을 출시하 다. 미국, 일

본,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도 서두르고 있다. 머드 축제 사업에서도 국내외 관

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

며, 머드 이미지 및 브랜드를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 또는 홍보하는 사례들도 점

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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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청양군 고추농업 혁신 사례

(1) 2005년 청양군은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되기까지, 충청남

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한 지역이었던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 개발해

야 할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농업 부문과 농촌관광 부문에

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청양의 특산물

인 고추와 구기자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2)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군 고추농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군청 내에 신활력사업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고추 농업인들을 중심

으로 ‘청양군 고추 연구회’가 조직되었다. 

 

(3) 고추 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약을 최대한 적게 치고 햇볕에 말려서 높은 가격에 

건고추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진행되었다. 

 

(4) 학습 결과, 고추 밭을 부직포로 피복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부직포 피복을 통

해 제초작업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는 농약 저투입을 가능케 하

는 조건이 되었다. 부직포 피복 기술을 지역 내 고추 재배 농가들에게 확산시키

기 위한 청양군청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28개 마을이 집단적으로 부직포 피복

기술을 채택하고 정해진 만큼의 농약 살포를 하고 정해진 대로 태양광 건조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양군청 측이 자매의 연을 맺은 서울의 지방자치단체 주

민과의 고추 직거래를 알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06년 적극적인 홍보를 벌

여 부직포 피복기술을 채택한 마을에서는 예년에 비해 80% 이상 높은 가격에 

고추를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었다. 그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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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진천군 ‘생거진천 쌀’ 사례

(1) 진천군의 쌀은 객관적인 품질 평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아왔지만 인지도

가 여주나 이천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시장에서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내 농민들의 아쉬움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천군 농업기술센

터는 1998년 밭 토양 검정을 위해 사용하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진천군 내 

논 토양 검정 사업을 실시하 다. 지역 농산물 중 주력 품목을 이루는 쌀의 품

질 향상을 꾀하지 않고서는 지역농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없다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의지가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2) 진천군청은 진천군에 비료를 공급하는 비료회사와 협의를 모색하 고, 여러 가

지 연구 끝에 ‘맞춤비료 사업’을 시작하 다. 맞춤비료 사업은 논 토양 검정 결

과를 바탕으로 진천군의 논을 그 토양학적인 조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별

하고, 각 유형별로 최적의 화학적 구성을 가진 비료를 다양하게 처방하여 시비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GIS를 활용, 진천군 내 토양 

검정결과를 모두 전산화하여 맞춤비료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 다. 

(3) 맞춤비료 사업 추진 이후 진천군 쌀의 부가가치가 올라갔다. 성과를 주민이 인

지하기 시작하자, 진천군의 쌀 농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거진천 

쌀 지킴이 위원회’를 조직하 다. 그리고 이로부터 진천군은 쌀과 관련하여 여

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벌이기 시작하 다. 

(4)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향토음식 연구회’라는 학습조직을 결성했고 다양한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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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 다. 아울러 진천군 내에 쌀밥집 육성을 위한 연

구를 시작하 다. 군 내의 여러 음식점들이 쌀밥을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으로 

리노베이션하기 위한 학습과 투자가 진행되었다. 

(5) 선정 절차를 거쳐 리노베이션한 음식점들을 ‘진천군 쌀밥집’이라는 명칭을 부

여하고, 지역 내의 쌀 생산 농가와 공급계약을 맺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 다. 

(6), (7) 진천군의 지역축제인 화랑제에 ‘쌀’이라는 주제를 부가하기 위한 시도로 쌀 

축제를 기획하 고, 쌀 축제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 다. 쌀 축

제를 통해 진천군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8) 2006년도부터 시작되는 농촌진흥청의 ‘탑 라이스 생산단지’ 사업을 계기로 고

품질 진천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 다.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

가들을 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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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함양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례

(1) 2003년 ‘함양군 100+100 혁신 운동’이 시작되었다. 연간 50회 주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고양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2)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품목별 연구회를 결성하 다(예: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 기존의 형식적인 학습 단체와는 달리 철저하게 자율적인 방식으

로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학습하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조직’들

이 등장하 다(쌀, 사과, 파프리카, 딸기 연구회).

(3)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농업기술 학습이 진행되었다. 매월 1회, 회원의 

농경험을 교환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기술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

하 다. 그 외에도 지역 외의 전문적인 시험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 다. 

(4), (5)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외의 대학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 다. 진주 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 자 

과정을 함양군으로 유치하여 ‘사과’ 한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학습과정을 

운용하 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과정의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농업인들

이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학습(돈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 다는 점이

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과 재배 농업인이 

2003년 3명에서 2005년 25명으로 증가하자 이런 방식의 학습 과정이 파프리카

나 딸기에도 확대되어 조직되었다. 사과 학습 과정은 대상을 달리하여 계속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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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6) 사과 연구회 회원은 자신이 속한 출하조직(품목조합)의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

농매뉴얼’을 스스로 제작하 다. 표준 농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조합원들

은 공동 선별, 공동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 다.

(7) 청과물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대형 

할인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균일한 품질

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재배면적 확대, 품질 등급화, 공

동 정산제 등이 주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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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함평군 나비축제 사례

(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친환경농업군’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거친 후, 1998년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에 유채꽃 축제 개최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으나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나비’를 주제로 한 새로

운 축제가 제시되었다.

(2) 나비축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고, 타 지역에

서 하고 있는 축제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축제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

하여 공무원들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비 테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

지게 되었다. 시장 조사를 통해 함평군은 나비를 테마로 한 브랜드 및 상품디자

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1회 함평나비축제의 성

공적인 개최로 나비 테마 상품의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이후 실질적인 개

발 및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  

(3) 1999년 1월 8일 함평군 나비축제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운 조례가 제정되

었다. 이에 따라 함평군 내 유관 기관과 주민대표 28명으로 구성된 함평나비축

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함평나비축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읍면 번 회장

과 자원봉사회장, 종교대표, 전문가 등 40명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축제위원회

는 축제의 세부계획 수립 및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 심의 등 축제의 전체적인 수

준향상과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문과 의결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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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함평나비축제를 통해 판매할 나비 테마 상품에 대한 자체적인 브랜드

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경제과에 경 수입담당을 신

설하여 나비 관련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 으며 이 과정을 

통해 ‘나르다’ 브랜드가 탄생하 다. 

(7), (8) 2001년 함평군 내 농가가 모여 함평나비 농조합을 설립하 다. 함평나비

농조합에서는 나비․곤충의 대량 생산판매체계를 구축하고 애벌레 사육세트, 

성축사육세트 등의 상품을 개발하 다.

(9) 2004년, 함평군 지역혁신 워크숍을 개최하 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주

민․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함평 발전을 위한 기획역량 극대화 방안과 

토론을 진행하 다. 

(10) 2005년, 신활력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서 R&D분야의 발전과 나비․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 과학자들을 비롯해 전남대 등 지역대학과 네트워크가 구

축되었다. 또 2005년 12월 전남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젊은 교수 30여 명이 

참여해 「함평군 곤충산업지원 연구회」를 발족하고, 2006년 2월 전남대와 공

동연구협약 체결 및 공동 R&D센터를 개설하 다.

(11) 2006년 2월 3일 지역혁신협의회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자 지역혁신헌장 및 조례제정 심의를 거쳤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 및 주

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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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장수군 지역농업시스템 구축 사례

(1) 장수군수는 취임하자마자 ‘농촌발전종합기획단’을 조직하고, 지역 내 농업인들

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농가 전수조사를 하 다. 

 

(2), (3) 농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별화시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

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장수사랑 자치학교’와 ‘농민대학’, 두 개의 교육과정

을 개설하여 운 하 다. 

 

(4) 농촌발전종합기획단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로부터 FTA 지원사

업,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등 많은 정책자금을 얻는 데 성공하 다. 그 정책사

업들을 실행할 조직으로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을 구성하 다. 

(5), (6) 많은 연구와 학습 끝에 거점 APC 설립 방안을 수립하 다. 거점 APC 설립 

이후 농산물을 제공할 농업인들을 모아 작목반을 조직하고, 작목반들이 모여 

‘장수군 작목반 연합회’를 조직하 다. 

(7) 지역 농업인, 군청, 지역 농협 등이 출자하여 S-APC를 설립하 다. 지역 내 농

업인들이 APC를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

록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 다. 

(8), (9) 과수와 채소 부문 외에도 한우 등 여러 분야의 농민 조직화와 학습을 진행

하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주체들이 조직화되어 장수군 농업 전체를 친환경적

인 방식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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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 사례

(1) 임수진 전 진안군 군수는 농민운동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외부환

경에 농촌이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던 중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

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1년부

터 시행되었던 ‘읍면지역개발계획’ 사업의 명칭이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사업목표의 설정, 계획추진과정, 기대효과 

등의 기본 틀이 체계화되었다.

(2) 2003년에 ‘으뜸마을가꾸기’ 선진마을 견학 및 주민․공무원 교육을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마을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새로운 시야를 열고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3) 진안군의 11개의 읍․면별 으뜸마을가꾸기 대상마을의 마을 주민대표 11명이 

모여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 주민대표자모임을 구성하여 대상지별 마을 간의 

협력을 도모하 다. 

(4) 2003년 7월 31일,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다. 으뜸마

을가꾸기 사업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의 목적과 정의, 위원

회의 구성 및 기능, 직무, 회의, 대상지구의 지정과 관리, 재정지원․지도․점검

에 대한 일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자생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었다. 진안읍, 안천, 동향, 상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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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역으로 용담, 부귀, 정천, 주천면을 제2권역으로 백운, 성수, 마령면을 제3

권역으로 나누어 대상지구 주민 200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 다. 또 농촌관

광의 성공지역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토고미마을과 충남 아리랜드로 으뜸마을가

꾸기 사업대상지 주민과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2005

년까지 각종 견학과 교육을 통해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 다. 

그것을 토대로 2004년에는 안천, 통향, 상천, 성수, 주천면 등 5개 면에서 자체

적으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외

부의 전문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과 면사무소의 담당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여 사업계획을 세웠다. 

(6) 대상마을에 농․특산물 가공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특산

물의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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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금산군 다락원 건립 및 운영 사례41

(1) 금산군수는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

모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2) 금산군청 공무원 사이에 실현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비관론이 형성되기도 했

지만, 금산군수의 적극적인 의지가 바탕이 되어 금산군청 내 각 부서 담당자들

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된다. 

(3) 태스크포스 팀이 중심이 되어 각 담당 부서별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자금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 

(4)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락원 건물 및 

운  방법을 구상했다. 

(5)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다락원을 건립하고, 운 을 맡을 계약직 공무원

을 임용하며, 주민에게 제공할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금산군 다락원

자료: 금산 다락원 홈페이지(http://www.daragwon.net/)

41 금산군 다락원의 건립 및 운  사례는 다른 사례들처럼 지역혁신 연결망이 형

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서, 일종의 ‘행정혁

신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지역혁신과

정을 도식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례가 일종의 행정혁신 사례이면서 농촌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공급을 혁신한 지역혁신 사례로서의 의

미를 충분히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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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장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례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시도

혁신 프로젝트 

확대

규범 창출

(규약, 협약 등)

조직화 (5)

집단적 학습 (2)       (3) (4)

인식의 공유 (1)

(1) 민선자치시대 이전의 장성군은 구태의연한 공무원 조직이 이끌어 가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 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요구되었다. 자원이 많지 않은 장성군은 지역에 있는 경쟁력 

없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

회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 다.

 

(2) 민선자치시대 신임군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장성 아카데미’는 그 시작 자체가 

지역사회에서는 커다란 변화 다. 다양한 계층에서 올라오는 반대여론과 사업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조차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다. 하지만 1995년 9월, 제1회 장성 아카데미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은 

집단학습을 시작했다. 처음에 반대했던 지역여론도 차츰 장성 아카데미의 가능

성을 점 쳤고, 우호적인 기사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자, 장성군은 이에 힘을 

얻어 ‘장성 선비대학’을 운 하 다. 장성군은 장성 아카데미와 장성 선비대학

에 이어 공무원을 기업체에 위임하여 교육하는 공무원 기업체 연수를 1996년부

터 시작하 다. 같은 시기에 해외 체험 연수, ‘자치 여성대학’을 시작하여 본격

적인 사회교육의 틀을 완성하 다. 

 

(3)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1997년에 이르러 서비스 쪽에

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 장성군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현장

에서 발로 뛰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여 장성군 택시 기사

들을 대상으로 일본 MK 택시 친절해외연수를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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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 아카데미의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가 ‘홍길동’ 브랜드의 탄생이다. 장성 

아카데미 교육생들 중에서 장성의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이 ‘홍길

동’ 브랜드화 사업이다.

(5) 장성군은 2004년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홍길동 문화 컨텐츠사업을 진행하여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 홍길동 캐릭터 개발, 애니매이션 제작 등의 홍길동과 

장성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펼쳐가고 있다. 또한 장성군은 ‘홍길동 쌀’

을 공동 브랜드로 판매 및 판촉 활동을 강화하여, 장성군 5개 단위 농협에서 

생산한 쌀에 ‘홍길동 쌀’을 붙여 판매 하고 있으며 2004년 7,500가마를 수도권

에 판매하 다. 판촉을 위해 시식용 샘플을 제작하여 지역축제를 통해 홍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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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이천시 부래미 농촌관광마을 사례

(1), (2) 부래미 마을은 2002년 10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되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컨설턴트를 통해 주민 교육을 시작하 다. 

주민 간의 대화를 통해 초기 추진위원장인 이만길 씨의 철학이 주민에게 많이 

전달되면서 지금까지의 문화 중심의 마을개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3) 현재 부래미 마을 사업의 참여자는 22가구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지도자는 6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의 농사일에도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1년 간의 반복으로 구축

된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의 핵심리더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부녀회, 노인회, 개별 농가들이 각

기 역할을 맡아 농촌관광사업을 시작하 다. 

(4)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험관광으로 인한 수입과 농산물직판 및 전자상거래 

운 으로 인한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하여 마을 주민 간의 규약이 형성되

었다. 

(5) 2003~2004년 사이에 다양한 주제로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공부 모임을 진행하

다. 

(6) 석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 내부만의 규약이 산성1리, 

산양1리, 산양2리, 북두2리, 오성2리를 포함한 석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실행

혁신 프로젝트

확장

규범/제도 형성 (4) (6)

조직화  (3)       

집단적 학습      (2)            (5)

인식의 공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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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자치규약으로 확대되었다. 규약은 주민의 정의와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마을총회의 구성과 운 , 수익사업의 시행과 수익금의 운 , 수익금의 배당 자

격상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관과 생태․재해관리와 운 관리, 

회계의 항목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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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원주시 용소막 농촌관광마을 사례

(1) 원주시의 외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용소막 마을은 새로운 활로

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 다. 인근 마을들이 노력하고 변화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에 관심 없이 기존의 농업만을 고집하여 마을에 안주하던 마을 주

민을 마을 리더가 설득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 다. 

(2)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계

속되었고, 그 결과 마을 주민은 의식교육, 친환경농업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받

았다. 

(3) 마을에서는 새농어촌추진단을 만들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 다. 주민 각자에

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수행, 그로 인한 성과는 이후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

한 실천적 학습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후, 2005년 농촌관광체험마을 사업을 시

행하면서 마을 내 도농교류활동을 본격화하 다. 

(4) 민박, 식당, 체험사업에 대한 규범을 만들었다. 마을을 찾는 이들을 접대하는 방

법,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수익분배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다.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실행

혁신 프로젝트

확장

규범/제도 형성            (4)

조직화   (3)

집단적 학습 (2)

인식의 공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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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평창군 차항리 농촌관광마을 사례

(1) 1980년대부터 황병산 사냥놀이 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 (3) 2004년 주민 50여 명이 농악대를 조직하고 황병산 사냥놀이 연습을 조직적

으로 실시하 다. 

(4) 황병산 사냥놀이로 알려진 마을의 유명세에 힘입어 고랭지 채소 재배, 씨감자 

재배, 친환경농업 등 마을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 다. 강원도의 새

농어촌건설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5) 2005년, 마을 내 현안들을 총 정리할 필요성과 함께 마을자산의 효율적이고 형

평성 있는 관리를 위해 두 가지의 마을 운 관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 다. 

(6)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관광체험마을로 발전하기 위해 학습하고, 부분

적으로 체험객을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실행

혁신 프로젝트

확장

규범/제도 형성            (5)

조직화  (2)      (4)

집단적 학습        (3)        (6)

인식의 공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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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횡성군 공근리 친환경농업 사례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시도

혁신 프로젝트 

확대

규범/제도 형성

조직화
(2)

          (4)

 (3)  

(6)

집단적 학습

인식의 공유 (1) (5)

(1) 1980년대 초반부터 공근리 일부 주민에 의해 무농약 농업이 시작되었다. 농가 

단위로 시작된 무농약 친환경농업은 1985년 한살림과 계약재배를 기점으로 마

을 내에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 다. 특히, 쌀 생산 품종 전환을 통해 소

득 향상을 시도하여 타 마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 다. 이에 주민은 하나 둘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마을에서는 연초 농산물 

출하 희망량 조사를 통해 1년 농일지를 작성하게 되었다. 

 

(2) 공근리 친환경농업을 위한 마을 조직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채비를 하

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주민조직인 ‘한살림 농회’가 주도적으로 친환경농산

물을 생산하 다. 한살림 농회는 자발적으로 전국 단위 친환경농산물 재배 방

법을 현장견학을 통해 학습하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진행하 다. 초

기에는 화학비료 적게 쓰기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줄이기 운동을 통해 3년 

차 정도에서는 무화학비료 사용을 목표로 무농약쌀, 전환기쌀, 유기재배를 통해 

한살림에 수매할 수 있는 쌀 품질인증을 위해 노력하 다. 

 

(3) 공근리는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면서 생산자단체를 마을로 초대하여 체험프로그

램과 축제 등의 마을 자치활동을 수행했다. 이와 연계하여 정월대보름 축제, 

동문체육대회 등을 지역축제로 발전시키면서 향우회 및 외부 소비자들에게 직

접 마을을 홍보하는 등 마을 농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의 기회로 삼았다.

(4)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을 재구성하면서 2004년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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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편하 다. 단순한 농산물 생산의 구조가 아닌 마을 주민의 소득, 교육, 홍

보, 봉사에 이르는 마을 발전의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개편하

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친환경농업을 보급 확대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 다. 

 

(5) 삼배리, 어둔리와 추진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변마을로 친환경농업이 확

산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공근리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친환경농업

은 주변의 삼배리와 행정리까지 확대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민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6) 친환경 잡곡류의 판매와 더불어 특용작물 재배, 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마을에

서는 한발 더 나아가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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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충주시 소태면 친환경농업 사례

(1) 2005년 3월 지역 주민이 ‘주민 대토론회’를 열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

로이 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2) 같은 해 6월부터 6개월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 했다. 이때, 민간 컨설턴트

의 조력을 받았다. 

(3)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주민은 ‘통합 친환경 작목반 협의회’를 결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4) 사업계획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감에 따라, 회원에 대한 구속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Organic 21 친환경작목반 연합회’)하고, 하부 단

위를 두어 각각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실행

혁신 프로젝트

확장

규범/제도 형성           

조직화            (3)         (4)

집단적 학습 (2)          

인식의 공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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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진안군 양잠산물특화 사례

(1) 장 호 씨는 양잠산업이 부침을 계속하여 양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

능하지 못하는 점과 양잠산물의 가치가 충분히 발굴·활용되지 못하는 점에 문

제의식을 갖고, 양잠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변 농가에 알리고 설득하면서 

본격적인 양잠산물 생산 및 가공 사업을 준비하 다.

(2) 사업에 뜻을 모으게 된 농업인 130여 명이 2003년 9월에 ‘마이산오디주 농조

합법인’을 설립하 다. 

(3) 마이산오디주 농조합법인은 잠업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양잠산물의 생산과 활

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 한편, 대학과 연계하여 오디 와인의 발효 및 숙성 기술 

공동 연구·기술 자문을 통해 신상품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4) 마이산오디주 농조합법인은 누에 동충하초, 누에 동충하초환, 누에가루환을 

비롯하여, 뽕잎을 활용한 뽕잎차, 뽕잎분말, 뽕잎튀각 그리고 오디를 활용한 건

조오디, 오디쨈, 오디분말, 오디주, 오디 와인 등을 출시하 다. 

(5) 기존 상품의 품질 개선과 표준화, 신상품 개발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소

비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실행

혁신 프로젝트

확장

규범/제도 형성           (5)

조직화  (2)       (4)

집단적 학습        (3)      

인식의 공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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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시흥시 폐교 위기의 학교 활성화 사례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시도

혁신 프로젝트

확대

규범/제도 형성          (4)            (8)

조직화 (6) 

집단적 학습 (3) (5)    (7) (9)

인식의 공유 (1)   (2)

(1) 계수초등학교의 주변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

에 학생 수가 점점 줄어 급기야는 복식학급으로 전환되거나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동문회, 학부모, 교사 등

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학생 수 100

명을 목표로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되었다. 

(2) 동문회는 인근에서 계수초등학교로 전학 올만한 학생들을 물색하는 한편, 전학 

온 학생들에 대하여는 월 50,000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학구 

밖에서 전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동문들의 주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 다.

(3) 계수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 방안을 마련

하여 학교 교육의 전환점을 삼는 한편 학교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들

을 고민하기 시작하 다. 2004년에는 공교육 속에서 대안교육을 실현할 수 있

는 모델로 경기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를 설정하고,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사례를 배우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 으며, 남한산초등학교의 교사를 초청해 간

담회를 개최하기도 하 다. 남한산초등학교 사례를 배우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

부모들은 함께 학교의 방향성을 고민하 다. 

(4) 집단적 학습의 결과 남한산초등학교 모델을 계수초등학교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따라서 계수초등학교에 맞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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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고민하기 시작하 다. ‘어떻게 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에 고민의 방향을 맞추었다. 

(5) 이와 같은 고민 가운데 학부모들의 주도로 방학 중 계절학교를 개최하 다. 

2004년 여름방학 때에는 어노래반, 수학교실, 도예, 색종이 접기 등을, 겨울

방학 때에는 놀이감 만들어 놀기, 목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

력이 이어져, 2005년 여름방학 때에는 요리, 난타, 생태체험, 둥구미 짜기 등을 

진행하 으며, 겨울방학에는 인근에 있는 조리과학고에서 2박 3일 동안 제과제

빵 교실을 열었다. 

(6) 2004년 12월에는 학부모 K씨의 주도로 ‘계수장기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장

기적인 학교의 비전을 제시, 실천하기 위한 모임으로, 교장, 교사, 학부모, 동문

회장, 도의원, 시의원 등 1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계수장기발전위원회의 활동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

다. 

(7) 2005년, 계수초등학교가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교의 방향성에 동

조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대거 계수초등학교로 전학시켜 단기간에 20여 명

의 학생이 증가하 다. 학교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합류하

면서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 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대안학교로의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학부모들

도 있었다. 이로 인해 2005년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특기적성교육 부서가 운

되었다. 연말에는 학교장 초빙 임용을 추진하기도 하 다. 

(8)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기 다른 방향을 주장하 던 1년 동안의 혼선을 겪으면서, 

학부모들 간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졌다. 그리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앞으로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 구색과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데에 의견

을 모았다. 

(9) 현재 계수초등학교는 생태체험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인성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학교의 특성화 발전을 구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과 교사

들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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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태안군 해안사구 복원 사례

맥락
혁신 아이디어

도출

혁신 프로젝트

시도

혁신 프로젝트

확대

규범/제도 형성            (6)

조직화       (5) (7)

집단적 학습         (2)  (4)

인식의 공유   (1) (3)

(1)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직원 최인수 씨는 태안 해안사구 훼손의 심

각성을 인식하고 2000년부터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하 다. 

(2) 태안해안사무소는 해안사구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민과 접촉하면서 해

안사구의 가치에 대해 주민에게 전달하 다. 또한 2000년 해안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유근배 교수 팀, 

KBS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으로부터 해안사구의 보전 가치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이 해안사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태안해안사무소는 사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중에 대나무 모래포집기를 

활용한 해안사구 복원 아이디어를 착안하 고, 공단 본부로부터의 지원금을 기

반으로 5개의 모래포집 실험구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11개월 동안의 실험 결

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모래포집기를 개발하 다.

(4) 태안해안사무소의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자연 복원 유도시설(대나무 모래포집

기)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훼손 원인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병

행되었다. 태안해안사무소는 사구 복원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수시로 알리는 한

편 차량 및 사람의 통제로 인한 훼손을 차단하는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

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 다. 

(5) 차량 차단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차량이 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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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치한 개폐식 잠금장치를 주민과 공동 관리하 다. 해안사구 복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역번 회, 공원관리협의회와

의 정기적·비정기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 다.

(6) 해안사구 복원사업의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태안해안사무소에서 관광객들의 

사구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도 주민이 나서서 통제를 하 으며, 사구 지역에 진

입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에는 주민이 먼저 사무소에 신고를 해오기도 했다. 해

안사구 지역은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규범이 주민 가운데 확립되었다.

(7) 태안해안사무소는 해안사구를 비롯한 공원 자원 관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

기 위해 자연해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보호단 발족 등 커뮤니티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실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태안해경, 서산

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유관 단체들과도 긴 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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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사회 연결망 조사표

○○ 지역 지도자 님께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 지역의 지도자 또는 ○○ 지역과 관계

를 맺고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사회적 관계가 지역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질문지에 응답하신 분들의 신

상이 공개되거나 알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항 하나하나 끝까지 솔직

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보기 옆의 괄호에 표시하거나, 주관식인 경우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    ) ② 상업․서비스업 (    )    

③ 제조업 (    ) ④ 공무원 (    )

⑤ 교수․교사 (    ) ⑥ 연구원 (    )

⑦ 기타 ___________

2. 선생님의 연령은?  만 ______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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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생님의 성명을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

4.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    )   ② 여 (    )

5.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보기 ①에 몇 년 동안 거주하셨는

지 적어주시고,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보기 ②의 옆 괄호에 표시해 주십

시오. 

① _________년            ② 거주하지 않음 (    )

6. 선생님께서 소속하여 활동하고 계신 단체 이름과 그 단체에서 맡고 계신 

직책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단체의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석

하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작목반/반원, ○○

협의회/총무, ××위원회/위원, △△연구회/회원, *** 로터리클럽/부회장 

등)

번호
단체(또는 모임)의 

명칭
직책

나는 이 모임에  ... 참석한다.

1주일에

1회 이상

1달에

1∼3회

3개월에

1∼2회

6개월에

1회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지역 XX모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6개

월 동안 ○○지역 XX과 관련된 일 때문에 아래 명단에 있는 분들 각각

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생각하시어 아래의 표를 채워 주십

시오.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사회 연결망 조사표232

모임 구성원 전체의 명단
1주일에

1회 이상

1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6개월에

1회

만난 적

없음

8. 최근 6개월 동안 ○○지역 XX과 관련된 일 이외에 다른 일로 또는 사

적으로 만나서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습

니까? [7번 문항과 동일한 양식에 응답]

9. 아래 명단에 있으신 분들 각각으로부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

한 정보, 지식,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모임 구성원 전체의 명단
자주 듣는 

편이다

가끔 듣는 

편이다

그런 것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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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 조사 내용

 응답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해당분야 근무 년수

1. 최근 5년간 귀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 있다면 몇 건 정도입니

까? 기억나는 대로 5개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에 적으신 사업 중에서 지역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명칭을 1개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번 문항에서 기재한 사업에 관하여 응답 [3~18번 문항까지]

3.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4.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또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면 완료 

시점은 언제 습니까? 

5.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 목적의 중요한 정도에 따라 

아래 각 항목별로 해당번호를 적어주십시오. [5점 척도로 응답]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 환경보호를 위해서

3)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4) 지역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5)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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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7) 지역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8) 지역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9)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10)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

6.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점차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 다음의 각 주체들은 

얼마나 중요한 향을 끼쳤습니까? [5점 척도로 응답]

1) 시장, 군수

2) 행정조직(시․군청)

3) 지역사회 지도자(예: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4) 지역 주민

5) 민간 경제활동 조직(예: 농협, 농조합법인, 기업, 생산자단체 등)

6) 민간 비경제활동 조직(예: NGO, 학습단체 등)

7) 지역 내 연구기관, 농업기술센터, 대학

8) 지역 외부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9) 중앙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

10)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시)

11)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

7. 사업에 관련된 주체들이 각각 맡은 일을 사업의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점 척도로 응답, 보기는 6번 문

항과 동일]

7.1. 우선, 사업에 관련 주체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전문적인 지식 혹은 아이디어 제공”에 어느 정도 역

할을 했습니까? 

7.2.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사업 관련 주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까? 

7.3.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사업 관련 주체들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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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7.4.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은 사업 관련 주체들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

무실, 장비 등 현물이나 자금”을 제공했습니까? 

8. 이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모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모임은 

어떤 유형입니까? 

1) 공식적인 형태의 모임이다. 

2) 비공식적인 형태의 모임이다.

3) 없다

9. 모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8)번 문항에서 1)이나 2)번 

보기에 응답한 경우에만]

10. 이 모임의 주요 활동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제시하는 활동 유형 각각에 

대해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8)번 문항에서 1)이나 2)번 보기에 

응답한 경우에만, 5점 척도로 응답]

1) 정보, 지식, 기술을 전파하고 확신한다.

2) 사업 실행의 행정적 실무를 처리한다.

3) 사업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 한다.

4) 사업을 평가한다.

5)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한다.

6) 사업을 위한 대외 협력을 추진한다.

7)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9)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10) 기타(                       )

11. 이 사업을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본다면 다음 각 보기마

다 그 새로움의 정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까요? [5점 척도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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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추진 방식

3) 사업의 수혜 대상과 범위 4) 사업의 목표

5) 기타 (                 )

12.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의 연간 예산을 얼마입니까? 

13. 이 사업의 주요 자금원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마다 해당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1) 국비 2) 도비

3) 시․군비 4) 융자

5) 참여자 출연금 또는 자부담 6) 기부금

7) 기타 8) 합계

14. 이 사업은 당초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 다(혹은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5.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된 주요 실적과 성과는 무엇입니

까? 아래에 간략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하는 주체들 또는 지역 전체에 걸쳐서 의도

하지 않았던 변화가 있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직,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등 어떤 측면의 변화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이 사업이 직면했던 어려움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

십시오. 

18. 이 사업을 앞으로 더욱 개선된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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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변화 또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9. 다음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역혁신 활동들 중 귀하의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를 만들었다. 

2)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3)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4)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5)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강연, 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

하 다. 

6) 신상품 또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 거나, 기존 상품 및 서비스

를 개선하는 데 성공하 다. 

7) 상품 생산 과정 또는 유통체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만들었다. 

8) 1개 이상 발명특허를 출원하 다. 

9) 1개 이상 상표나 의장을 출원하 다. 

10) 품질인증을 받았다(예: 친환경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ISO 인증 등).

11)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등과 계약하여 연구를 의뢰하 다. 

12) 사업 수행 후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 다. 또는 사

업이 성과를 평가하 다. 

13)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사업에 참여시켰다. 

14)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15) 관련 주민이나 농업인 등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습모임(예: 연구

회)을 만들었다. 

16) 관련 주민이나 농업인 등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다. 

17) 외부 교육기관에 의뢰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이나 농업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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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교육행사(예: 강연회, 워크숍, 심포지엄 등)를 개최하 다. 

18) 사업 실행을 위해 주민 또는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고 정

관 또는 회칙을 정하 다. 

19)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 다. 

20)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평가하 다. 

21) 주민 또는 농업인과 함께 사업을 평가하 다. 

20.1. 계약을 통해 연구를 맡긴 기관들은 어느 유형에 해당됩니까? [19번 문

항 11) 항목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1) 대학 2) 공공 연구기관

3) 민간 연구소 4) 민간 컨설팅 업체

20.2. 그럼, 각각의 연구 기관들이 수행한 연구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

족하십니까? [19번 문항 11) 항목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5점 척도]

21. 교육받은 실무진 인원과 교육일시, 교육시기, 주요 교육내용에 대해 아

래의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9번 문항의 14)번 항목에서 ‘예’라고 응답

한 경우에만 응답]

1) 교육받은 실무진 수(연인원)

2) 1인당 평균 교육 일수

3) 최초 교육 참가시기

4) 최근 교육 참가시기

5) 주요 교육 내용

22. 학습 모임의 수, 규모, 모임 횟수, 기간 등은 어떠했습니까? [19번 문항

의 15)번 항목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1) 학습 모임의 명칭

2) 학습모임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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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임의 빈도

4) 학습 모임 결성 시기

23. 귀 시․군에는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보기에 대해 그 정도를 답해주십시오. 

[5점 척도로 응답]

1) 지역의 특별한 소재(예: 관광자원, 경관, 특산물, 특화산업 등)

2) 물리적 여건(예: 도로, 접근성, 통신망 등 인프라구조)

3) 상호 협력 및 지역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4) 내부 지원(예: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지역 내 기관들의 협력)

5) 외부 지원(예: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지역 외부에 위치한 기업, 연구

기관, 대학 등의 협력)

6) 인적 자원(예: 혁신 리더, 참여 주체 등)

7) 시․군청 등 행정조직 내의 혁신 마인드

※ 24~29번 문항까지 응답

24. 귀 시․군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설문종료)

25. 귀 시․군에서 조직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인적 구성은 어떠합니까? 다음 

각 유형별로 인원을 적어주십시오. 

구분
전체
인원

공무원
시․군 
의원

전문가
(교수/연
구원 등)

기업 
대표

유관
단체 
대표

지역 리더
(이장 등)

지역 내 
인사

지역 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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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역혁신협의회는 얼마나 자주 모임을 갖습니까? 

27. 지역혁신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 실질적 역

할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지역 전반의 혁신 분위기 조성 등의 역할

2) 특정 사업에 대한 주도적 조정자 역할

3) 관련 사업 심의 등을 통한 회의 개최 등 형식적 역할

4) 지역 내외 주체 간의 만남과 연계 역할

5) 혁신사업 개발과 소규모 사업의 실행

6) 거의 유명무실

7) 잘 모르겠음

8)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

28. 지역혁신협의회가 바람직한 혁신 주체로서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

29.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1) 지역 명망가 중심의 인적 구성이 아니라 실질적 지역 리더로서 인적 

구성을 해야 함. 

2) 지역혁신협의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제공함. 

3) 지역혁신협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 공동학습 분위기를 조성함. 

4) 이미 유사한 역할을 타 조직에서 수행하므로 불필요함. 

5)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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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Rural Regio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building the infra-
structure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on which the RIS is es-
tablished and operates, and to seek necessary policy support measure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IS.

This study is divided into five parts. In the first part, concepts such 
as 'innovation of rural regions' and 'RIS of rural regions' are defined. In 
the second par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IS of rural regions is ana-
lyz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ions is analyzed. In the third part, 
various innovation cases in rural regions are studied. In the fourth part, the 
implementation situation of policy projects aimed to build the RIS infra-
structure in rural regions are analyzed. In the fifth part, the direction for 
building the RIS infrastructure and policy support are set forth. 

The regional innovation of rural regions can be defined as "the col-
lection of group activities organized to make new attempts for regional 
problem resolution and value enhancement." However, there are regional 
gaps in infrastructure where the RIS can operate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Cities ["Si" in Korean] have relatively sounder RIS infra-
structure compared with counties ["Gun" in Korean]. It was found the areas 
which have a weak RIS infrastructure are in the most disadvantage in 
terms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regions whose the infrastructure of 
regional innovation is feeble, nurturing local talents was found to be the 
most necessary.

Despite disparity in the infrastructure of regional innovation, vari-
ous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are taking place. The study and analysis 
of 22 cases have found 14 types of entities are performing 68 types of 
activities.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can be broken down into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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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production process innovation', 'marketing innovation', 'organi-
zational innovation', and 'innovation in other areas (welfare, training, envi-
ronment).' They will be implemented for 3 to 20 years undergoing status 
diagnosis, planning, execution, and expansion. In most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four types of group activities are commonly found including 
'shared perception', 'learning', 'organization', and 'regulations and systems.' 
In particular, network survey and analysis found it is more effective to 
structure and operate local entity-initiated issue networks to deal with cur-
rent issues of the region instead of pursuing forced policy network. 

Severa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facilitate regional in-
novation activities in the places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innovation foun-
dation and contributed to forming the vertical alliance and a social network 
of stakeholders centered around leading regional industries. Nevertheless, 
so far the project period has not been sufficient, and the capacity of region-
al human resources is not enough.

Therefore, to build the RIS infrastructure, 'openness', 'comprehensi-
veness', and 'sustainability' should be applied as principles. Under the prin-
ciples, the policy project's implementation period needs to be extended; 
rich policy menus should be suggested; the regional choices should be ex-
panded; and the scope of participants should be enlarg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policy projects. It is also needed to improve the existing new 
drive projects, forum support projects, regional innovation council, and so 
on to make sure of their contribution to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The 
social infrastructure of rural regions should be strengthened by identifying 
resources for regional diagnosis, supporting DB building, supporting the es-
tablishment of legally binding plans by cities and counties, creating re-
gion-specific educ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public offi-
cials of local governments, and building an open network for stimulating 
NPOs and experts'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Researchers: Song Mi-Ryung, Park Ju-Young, and Kim Jeong-Seop
Research Period: 2006. 1. - 2006. 11.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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