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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인구는 급속히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

전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이후 농업이나 농촌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경 의 규모확대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노동력이 부

족한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직적인 대응으로 농업진흥을 가져오고, 농업진흥을 바탕으로 가공이

나 특산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교류나 관광 등을 통하

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는 농업․농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농촌 내외에 확산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농촌지역 활성화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주체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에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농촌 사회조직, 마을단위에서 농지․

노동력․자본을 적절히 조직화하여 농업진흥을 도모하는 마을 농, 그리

고 이러한 활동 위에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사업 등

에 관한 한․일 사례연구의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어서 농업진흥과 농촌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과 내발적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 다. 농촌지역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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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의 주체가 객관적

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하는 지역 개발방식이다. 지역사회

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과 단체가 개발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resource)을 주도적으로 발굴․개발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내발적 발전의 구성 요소는, ① 다양한 주체의 조직화, ② 주체의 역량 

강화, ③ 지역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보전관리, 그리고 ④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등이다.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농촌지역 활성화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개발 등의 2차 산업활동, 나아가 농산물 유

통이나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 3차 산업활동 등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함으

로써 농촌내부에서 고부가 가치화와 고용 창출 등에 의한 소득향상과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농촌지역 활성화는 지역의 농업진흥을 

기반으로 해야만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⑴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한․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다양한 주체의 조직화와 

역량강화에 관한 ‘농촌조직에 관한 사례연구’, 마을단위에서 농지․노동

력․자본을 적절히 조직화하여 농업진흥을 도모하는 ‘마을 농에 관한 사

례연구’, 그리고 이러한 활동 위에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등을 통한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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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농촌지역 사회조직과 내발적 발전 조건  

농촌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구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양

질의 인력,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지도자 확보가 마을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는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건

전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보다 월등히 빠르

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적 자본과 차세대 지도자의 고갈로 

이어져 내발적 발전을 제약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통적인 마을의 사회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일본의 마을 사례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은 마을의 행정

적 자치, 제례, 문화, 사회를 위한 각종 사회집단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 

농촌지역의 발전을 이끌 양질의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은 내발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지도력은 마을 내부로부터 

육성되는 것이다. 

토고미 마을은 지도자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을 발전을 이룩한 

사례로서 한국 농촌에서 내발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부래미 마을

은 출향 인사 주도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귀농한 인사들이 

차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은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와 같이 

인적 자본 유출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도력도 약화되어 자력으로는 마을개

발을 논의해 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반면에 일본의 고라쵸 키다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은 지도력이 분산

되어 있다. 마을의 다양한 사업이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추진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다양한 계층의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마을내 주요 

직책을 순환제로 담당하게 하여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특징이다.  

키다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비농업부문에 종

사하는 겸업농가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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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득한 지도력과 능력을 마을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은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스스

로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

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정부나 외부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인구구조나 사회조직 등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⑶ 마을 농과 농업진흥

마을 농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우선 

농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농산물 판매는 공동

으로 하고 있지만 생산은 개별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원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과정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

되지 않고 있다. 요인은 구성원들이 전업농이면서 농기계를 과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모두 생산과 판매의 협업을 실현하고 있고, 특히, 

이누칸노 농조합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공, 판매, 교류 등으로 비

즈니스를 확대하여 경 의 채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다카미야 농조합

은 ‘1마을 1농장’을 실현하여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고 있다. 

양국에서 마을의 리더로서 활동하는 농가는 한국의 경우 주로 전업농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겸업농이나 정년귀농자이다. 정년

귀농자가 도시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농업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양한 경험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귀농자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을 농이 이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 농을 실천하는 경우 ‘ 농조합법인 나투어’의 사례

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나투어는 기업에 의한 마을단위 경 체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농 발전단계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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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고령화 등에 의해 노동력이 급감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단계가 되거나 

농기계의 교체 시기가 되면 지역단위의 마을 농의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고령화와 농

기계 부족이라는 여건은 마을 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요건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요건은 농지의 경지정리이다. 현재 마을 농의 실시되고 있는 

사례는 모두 경지정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을 농을 통하여 쌀 생산비 절감과 유휴농지 방지에 의한 농

업자원 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농의 추진과 함께, 

쌀 단작에서 채소 등으로의 복합경 이나 가공이나 교류 등의 다각경  등

을 통하여 지역내부에서 고용창출과 이에 의한 소득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⑷ 마을만들기사업과 농촌지역 활성화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농촌주

민만의 힘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외

부의 지원으로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모든 사례

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하드웨어 정비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구상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셋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활동이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지역 인재의 부족

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차이점도 있다. 첫째, 일본은 NPO법인, 광역 

자치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자극요소가 되고, 행정은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주체는 주민과 행

정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서 도농

교류 활동이 지배적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위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

국은 농산물 판매, 도농교류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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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중시되는 반면에 일본은 지역의 자원 발견, 농촌의 가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에는 그 목

적이나 활동 내용, 주체와 이용 자원, 외부 자원 등이 유사한 전형적 형태

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의 역할 관계에 따라 주민의 내발성

은 ‘동원․참여․주도․자치’로 나누어진다. 특히 각 단계마다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주체가 NPO법인,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주체가 상

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주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에 의해 

마을만들기사업을 끌어오고 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진화를 위해 일본에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NPO법인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

의 과소화와 고령화 및 행정의 역할 한계를 NPO법인 등의 민간단체가 상

당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NPO법인과 같이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개발

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양성과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⑸ 제언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은 물적 기반 투자와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둔 나머지 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에는 소홀히 대

처해 온 감이 있다. 농촌지역의 사회집단을 활성화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 사안이다. 

정부의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은 소득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이전에 이를 

담당할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정부의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이 소득개발이나 인프라 구

축을 위한 재정 투자보다는 농촌지역의 사회개발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발

굴하여 지역 주민이 사회집단을 통하여 마을 개발을 논의하도록 하여야 사

회집단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육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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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을만들기운동은 정부가 전국의 농촌 마을에 소규모 재정지원

을 함으로써 마을 주민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는 농외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발굴하여 마

을 발전을 위한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지도자를 육성하기 어려운 오지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향토기업, 외부로부터 귀향한 귀농인, NPO와 

NGO, 대학 등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농업이 안고 있는 위기적인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업적인 해결을 시도한 것이 마을 농이다. 양국의 실태에서

는 보면 마을 농은 농업의 진흥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

을 기반으로 하여, 가공․유통 등으로의 발전, 지역내 소비자와의 교류나 

도농 교류 등으로 확대되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단 조직화된 마을 농이 경 상 채산성이 떨어져 도산하게 되

면 마을의 농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마을 농을 장기적으로 존속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쌀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채소나 가공 등을 도입한다고 해도 채산성 

확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는 운용면이다. 마을 농에는 다수

의 농가가 참가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끝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

로그램의 추진과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당한 시책사업화도 필요하지만 그보

다 앞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조직화하여 분업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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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일 양국은 모두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인구가 급격히 

유출된 결과,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농촌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는 한․일 양국의 농촌경제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양국 농업은 세 소농의 농업구조 하에서 시장개방 등에 의한 

소득 불안정, 쌀 과잉문제, 식량공급력 저하문제, 지역문제 등 유사한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은 추진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농촌개발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후계자대책, 직접지

불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사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추진 속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 ‘대형 개발사업이나 국가 보조사업’ 등과 같은 

외래형 개발에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국민일반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 다. 

일본에서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서 제기된 것이 농촌의 ‘내발적 발전론’

이다. 국가 주도의 전국 일률적인 대형 보조사업이 정책효과가 낮을 뿐 아

니라 부실화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수

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

는 전략이 바로 내발적 발전론이다. 

서   론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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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발적 발전이란 외래형 개발이 안고 있는 인구 유출, 자연생태계 

파괴,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문화 훼손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주

민)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공유하여, 지역내의 자원․문화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라는 인적 자원의 부재 속에서 내발적 발

전론이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

라도 현재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농업진흥이나 농촌개발에 있어서 내

발적 발전론의 성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농업과 농촌은 유사성과 상이점이 함께 있다. 현재 양국

의 농업․농촌은 시장개방이나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

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대응하여 내발적 발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

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내발적 농촌발전에 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별경 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지

역, 특히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도농교류 등에 의

한 지역단위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 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

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1. 연구방법

2.1.1. 문헌 조사

이 연구는 한․일 공동연구 형태로 2005∼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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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일본 도쿄농공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워크숍 개최 등으로 진행한다. 

우선, 내발적 발전론에 관한 연구 성과와 한․일간의 농업구조정책 전

개 및 농촌개발정책 전개 등에 대해서는 문헌 조사에 의존한다. 그리고 양

국에 있어서 내발적 발전에 관한 다양한 지역사례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분

석한다. 

2.1.2. 현지 조사 

한국과 일본의 농촌 내발적 지역활성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마을 또는 지역단위 농활동이나 교류활

동,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현지 사례조사는 공동연

구자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다. 

2.1.3. 워크숍 개최

이 연구에서는 공동연구에 참가하는 일본의 도쿄농공대학 연구진과 연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통하여 문헌연구나 현지 사례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 비교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워크숍에서는 차기 연구방향이나 조사계획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워

크숍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활용하거나 자료집 등으로 출간한다. 

2.2. 3년간의 전체 연구 내용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한․일 간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

화, 지역단위 농업구조의 변화와 대응,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 등을 내발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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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과 농촌사회구조 변화

② 국토정책과 농촌개발정책의 전개과정 및 특징 

③ 농업구조정책의 전개와 지역농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실태 및 평가

⑤ 농업․농촌의 내발적 발전 조건  

⑥ 농업․농촌의 내발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우선, 1차년도의 연구는 양국 연구자 간에 내발적 발전론에 대한 논의

와 합의를 도출하고, 2차년도 연구를 위한 연구의 틀을 만드는 것에 중점

을 둔다.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방법론 정리 

② 한․일 양국의 산업화 조건이 인구이동 및 내발적 발전 조건에 미치

는 향

③ 일본의 농업구조정책의 전개와 마을 농 

④ 한․일 양국의 도농교류사업의 전개와 사례 비교 

또한, 2차년도는 농촌마을의 사회조직의 형태 및 기능과 내발적 활성화 

조건, 마을 농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적 발전조건 파악, 마을

만들기사업의 전개와 특징, 내발적 발전론에 입각한 지역활성화 대안 제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는 한․일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보고서 발

간을 비롯하여, 내발적 발전론이라는 관점에서 지역농업 진흥 및 농촌 활

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3. 2차년도 연구내용 

2.3.1. 조사 방향

2차년도는 1차년도에 수행한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등을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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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내발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

위에 있어서 ① 사회조직, ② 농활동, ③ 마을만들기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양국 실태를 비교분석한다. 실태조사는 ‘마을단위’ 또는 

몇 개 마을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지자체단위’ 등 중층적인 의미로 사

용한다. 

즉 지역단위에서의 의사결정, 정책집행 실태,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파

악한다. 또한 양국의 다양한 지역사례연구를 수집, 분석하여 사례연구를 

보완한다. 

사례조사는 ① 마을단위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에 향을 미치는 ‘마을

의 사회조직’ 조사(사회조직조사), ② 개별경 을 보완하는 형태의 ‘마을

농’에 관한 조사(마을 농조사), 그리고 ③ 농촌개발사업이 집행되는 단위

로서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조사(마을만들기사업조사) 등 세 가지 조사

를 실시한다. 

2.3.2. 워크숍 개최

가. 제3차 워크숍 결과

⑴ 개최 일자

2006년 4월 23∼26일

⑵ 개최 장소

일본 도쿄, 야마나시현(山梨 ), 나가노현(長野 )

⑶ 워크숍 내용

① 공동연구 성과발표

② 공동연구에 대한 회의：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및 과제, 향후 연구

계획

③ 지역조사 및 견학：야마나시현(山梨 ) 스다마정(須玉町) 구로모리

( 森) 지구, 나가노현(長野 ) 후지미정(富士見町) 고베(神 )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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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참가자

(한국)

정기환, 김태곤, 송미령, 윤원근(협성대학)

(일본 도쿄농공대학)

센가 유타로(千賀 裕太朗), 카시와기 마사유끼(柏 雅之), 유학렬(劉 鶴

烈), 시게토오 사와꼬(重籐 さわこ)、스에지마 고우지(副島 垣治)、히로

시게 유타까(弘重 ), 윤기철(尹 起喆)

⑸ 워크숍(발표주제 및 발표자)

① 농촌지역 내발적 발전과 주민․NPO․대학의 연대(千賀裕太 )

② 농촌지역 내발적 발전의 연구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적 접근(정

기환)

③ 중산간지역 재생에 있어서 투자론적 시점에서의 검토(柏雅之)

④ 한국의 마을단위 농촌개발정책(송미령)

⑤ 마을 농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업진흥(淵野雄次 )

⑥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전개와 마을 농(김태곤)

⑹ 현장견학 및 강연회

① 야마나시현 스다마정 구로모리 지구

NPO에 의한 농산촌지역의 발전(강연)

강연자：NPO법인 웃는얼굴잇기 대표 소네하라 히사시( 根原 久司)

② 나가노현 후지미정 고베 지구

후지미정의 지역활성화 전략 및 지역학(地元 )(강연)

강연자：고바야시 이치꼬(小林 市子)

나. 제4차 워크숍 결과

⑴ 일시

2006년 11월 3일(금)  09：20∼18：00

⑵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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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참가자

(한국)

정기환, 김태곤, 송미령, 윤원근(협성대학)

  (일본 도쿄농공대학)

센가 유타로(千賀 裕太 ), 나카지마 마사히로(中島 正裕), 윤기철(尹 

起喆), 유학렬(劉 鶴烈), 카시와기 마사유끼(柏 雅之)

⑷ 발표주제 및 발표자

① 농촌 사회집단 구조의 한․일 비교(정기환) 

② 농산촌지역 내발적 발전을 위한 각 주체간 연대(千賀裕太 )

③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일 비교와 쟁점(송미령)

④ 한국의 새로운 경 주체：마을 농 3가지 사례(김태곤)

⑤ 일한 조건불리정책의 전망과 과제(柏雅之)

⑥ 일본 농촌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윤원근)

⑦ 동아시아형 GT 형성을 위한 일한 비교(中島正裕)

⑧ 농촌지역 활성화 내적요인의 한․일 비교(유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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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발적 발전론의 두 가지 시각

내발적 발전론은 밑으로부터의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에 속하는 하나

의 지역발전론으로써 외부의 지원에 의한 개발이 주민참여 결여, 지역

자원 고갈 등 환경문제 발생, 지속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내발적 발전론은 근대화론이나 정부주도 개발론에 저항하는 ‘순수 내발

적 발전론’과 정부 지원에 의해서 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이 내부

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

어 추진하되, 외부로부터 지원을 자주적인 입장에서 받아야 한다는 ‘내발

적 발전론의 수정이론(neoendogenous development)’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내발적 발전론은 자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지역 보다는 외부의 지원이 어려

운 산간지역이나 낙후된 농촌지역에 적합한 개발모델이다.1 

이 연구에서는 내발적 농촌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외

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

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창출하

고 관련 주체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은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1 내발적 발전의 논점에 대해서는 정기환 등(2005)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발적 발전론과 농촌지역 활성화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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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부 주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지역주민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구나 농촌개

발은 지역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

에 정책효과가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광 나비축제나 봉평 메 꽃 축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형 지역활성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축제가 주로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

이고 있지만 주민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축제가 지

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적인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필요해서 추진하

기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농촌개발사업이 주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경우 주민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다. 둘째,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주민의 계획 및 

관리 능력이 배양되고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

야 개발사업에 대해서 책임 경 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계속적

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내발적 발전론은 현대 지역개발론에서 주장하는 참여적 개발, 주민의 

능력 개발, 지속적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되어야 한다. 농촌지

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물적 기반조성, 환경정비 및 

보조금 지급 등은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난 시점에서 농촌의 내발적 지

역활성화 전략은 적절한 농촌지역개발 전략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조직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지역 자원

을 활용하여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갈 경우 외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농촌의 내발적 발전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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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발적 발전의 구성요소

2.1. 주체의 역할

내발적 발전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개발방식과 경제성장

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응한 개발이론이다. 농업과 농촌

은 고도성장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도성

장의 향이 농업과 농촌에 과소화와 고령화를 초래하 고, 이것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역의 주체가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대

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내발적 발전론의 기본이다. 즉 밑으로부터의 개발의 

한 유형으로서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개발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 능력, 기회를 주도적으로 발굴․개발

하고, 생산적 활동을 창출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

이다<그림 2-1>.

내발적 발전의 구성 요소는, ① 다양한 주체(주민, 지자체, NPO 등)의 

조직화, ② 주체의 역량 강화, ③ 지역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보전관리, 그

리고 ④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등이며, 지역의 자율

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부지원은 보완 요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

근방법이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역의 농업생산자 및 생산자그룹을 포함

한 지역 주민 및 주민조직, 농협,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개발의 주체는 이러한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

는 개념이다.  

또한 외부 지원은 지역 이외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혹은 지역 외

의 단체나 NGO 등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적, 기술적,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서 내발적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 조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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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내발적 발전론의 구성요소

주체의 조직화
(조직,기구)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문제의 예방,
해결)

지역자원의
생산화

(토지,노동,문화,
전통 등)

주체의 역량강화
(지도자,구성원)

외부 지원

(국가, NGO 등의

자본, 아이디어
기술 등)

지역

2.2. 지역 자원의 활용

지역 자원은 자연자원, 인적자원, 문화적 자원 등 지역이 지니고 있는 

모두를 말한다. 능력이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지

역 주민 및 단체의 능력(capability)이다. 또 기회란 입지적 조건에 의해 주

어지는 기회, 혹은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회 등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발전적 활동이란 지역의 주민과 단체 등 주체 세

력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화하고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 자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경우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

다. 하지만 내발적 조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은 수동적인 입장이 되고, 추진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지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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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따라서 내발적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물적 지원과 함께 지역

의 개발주체의 육성, 주민 조직화, 지역의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 개발 

등에 지원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개발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농촌지역 활성화의 개념

농촌지역 활성화란 농촌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지역

진흥을 위해 주민을 조직화하거나, 자연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

여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행

위를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

품 개발 등의 2차 산업활동, 나아가 농산물 유통이나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 3차 산업활동 등을 ‘농촌지역’이 담당함으로써 농촌 내부에서 고부가 

가치화와 고용 창출 등에 의한 소득향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것

이 내발적 발전론에 근거한 농촌지역 활성화이다. 

즉 농촌지역 활성화는 특정지역의 농업진흥을 기반으로 해야만 지속성

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특정지역이란 전업농․고령자․여성 등을 포함하

는 생산자 그룹을 비롯하여, 작목반, 마을, 농협,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농업진흥을 가져오고, 농업진흥을 바탕으로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교류나 관

광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농촌지역 활성화인 것이다. 그

리고 농촌지역 활성화는 농업․농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농촌 내외에 확

산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농촌지역 활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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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촌지역 활성화의 개념

1차 산 업

(농 업 생 산 )

2차 산 업

(농 산 물 가 공 ,

특 산 품 개 발 )

+ +
3차 산 업

(직 거 래 , 유 통 ,

교 류 , 관 광 등 )

특 정 지 역

생 산 자 (전 업 농 , 고 령 자 , 여 성 ) 그 룹

작 목 반 , 마 을 , 농 협 , 지 자 체 등

이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한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과 농촌지역 활성화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서, 제3장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에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농촌 사회조직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제4

장에서는 마을단위에서 농지․노동력․자본을 적절히 조직화하여 농업진

흥을 도모하는 마을 농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 위에서 

제5장에서는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

체의 조직화를 포함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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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사회 초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 중반까지 농촌지역의 사회

조직은 농경사회의 질서 속에서 각종 사회집단이 활발하게 조직․운 되

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 특히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

서 농촌인구가 대량으로 도시로 이동하 고, 마을단위의 각종 사회집단을 

구성하던 주요 조직원들의 도시 이동은 필연적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집단

을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한국에서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은 교육받고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 중

심으로 선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촌인구는 급격히 노령화

되고 농가를 승계할 후계자마저 단절되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

령화로 농촌지역의 사회집단은 해체되거나 그 기능이 약화되고, 동시에 농

촌지역의 지도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사회집단의 해체와 지도력의 약화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

하는 각종 정책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즉, 농촌지역의 사

회집단 와해와 지도력의 약화는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는 내발적 발전의 기

본적 요소를 결핍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의 내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구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

는 건전한 사회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마을이 추구하는 개발사업을 주체적

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성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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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사회조직 구조, 그리고 지도력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둔다. 즉, 내발적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구구조, 

마을단위의 사회집단 구성과 운 ,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 갈 자생적 지도

력에 대하여 한․일 간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1.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1.1. 한국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1.1.1. 농촌 인구 동향

한국의 농촌인구는 1970∼2005년 사이에 연평균 2.1%씩 감소했다. 

1970∼80년 사이에 농촌 인구는 1.3%씩 감소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

는 연평균 3.7%씩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촌인구의 감소폭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2000년간 연평균 2.5%, 2000∼

200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농촌지역의 면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지만, 읍부 인구는 1990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1980

년까지 증가하던 농촌지역의 읍부 인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감소율이 연

평균 2.3%로 정점을 이룬다. 1970∼1980년 사이의 읍부 인구는 연평균 

4.8%씩 증가해 왔으나 1980년대에는 오히려 반전된 것이다.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농촌인구 중 읍부 인구는 연평균 0.4%씩, 2000∼2005년간에는 

연평균 0.9%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면부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농촌인구는 점차 축소되고, 읍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귀향 혹은 귀농하는 사람들의 정착도 

증가하고 있다. 읍 지역이 농촌지역의 작은 중심지를 형성하면서 인구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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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국 농촌인구 변동 추세, 1970-2005

단위: %

1970-2005

총 변화율

기간 중 연평균 변화율 

1970-2005 ’70-’80 ’80-’90 ’90-’00 ’00-’05

전국

읍부

면부

-52.1

140.1

-69.9

-2.1

0.96

-3.33

-1.27

4.83

-2.94

-3.66

-2.31

-4.24

-2.47

0.38

-2.92

-1.5

0.94

-3.1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8

-61.1

-55.2

-49.3

-72.0

-66.5

-60.1

-49.1

-43.9

0.92

-0.78

-2.29

-1.94

-3.63

-3.13

-2.62

-1.93

-1.65

0.61

-1.87

-2.32

-0.62

-1.83

-1.82

-1.53

-2.06

1.54

-2.06

-4.18

-3.27

-3.45

-5.53

-3.84

-4.49

-3.07

-4.19

-0.9

-2.67

-1.56

-2.16

-3.75

-3.87

-1.94

-2.03

-2.44

-1.23

-1.43

-1.77

-1.12

-3.2

-2.83

-2.44

0.82

-1.36

자료：통계청「인구 및 주택 센서스」각 연도 

기반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농촌인구 감소율은 1990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읍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2. 농촌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한국의 농촌지역 인구구조는 일본에 비해 아직은 비교적 건전한 편이지

만 고령화의 속도와 유년 인구의 감소율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

문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2005년도 전국 농촌지역의 면부 인구 중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4.2%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한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정의

할 때, 이미 한국의 면부 농촌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수년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농촌지역 중 인구 감소가 가장 격심하게 진행된 지역이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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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이고, 그 다음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도 가장 높고, 그 변화율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경상북

도이다.  

이들 지역은 15세 미만 인구 비율도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미 초고령사

회를 지나 인구의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biological reproduction function)마저

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지역이다. 30∼40대의 인구구조가 취약한 지역은 지

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인력이 취약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다음 세

대를 이어갈 유아 생산 능력도 취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 감소가 급격

히 진행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4% 이상인 지역은 인구 정착과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이 요망된다.

전국의 농촌지역의 인구구조를 도별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가장 건

전한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5.4%로 가장 

낮았으며, 15세 미만인 인구 비율도 16.9%로 제주도의 18.0% 다음으로 높

게 나타났다. 

표 3-2.  전국 읍부 인구구조 변화, 1970-2005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05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43.4

53.4

3.2

100.0

35.1

60.8

4.1

100.0

25.9

67.6

6.5

100.0

22.3

68.1

9.6

 100.0

21.2

67.0

11.8

100.0

자료：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각 연도.

표 3-3.  전국 면부 인구구조 변화, 1970-2005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05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45.4

50.3

4.3

100.0

35.9

57.9

6.2

100.0

22.5

67.2

10.3

100.0

16.2

65.7

18.1

 100.0

13.9

61.9

24.2

100.0

자료：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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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전국 도별 농촌인구 구조의 비교, 2005년 

단위: %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3.9

61.9

24.2

100.0

16.9

67.7

15.4

100.0

14.1

64.4

21.5

100.0

13.7

62.2

24.1

100.0

13.6

63.8

22.6

100.0

12.0

57.7

30.3

100.0

12.1

56.6

31.3

100.0

11.2

59.7

29.1

100.0

15.5

60.9

23.6

100.0

18.0

61.3

20.7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005.  

다음은 제주도와 강원도다. 제주도는 농촌지역도 작으면서 농촌인구도 

작은 편이고 감귤생산 등으로 높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강원도는 

최근 외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정착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

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순이다. 

1.1.3. 마을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가.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 

(1) 일반 현황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은 휴전선 남쪽 30km 지점의 오지마을이다. 

그러나 5번 국도가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어 교통은 비교적 양호하다. 토

고미는 총가구 82호, 이 중 농가가 58호로서 화천군에서는 비교적 큰 마을

이다. 경지면적 88ha에는 벼(53ha)를 주 작물로 재배하고 있으며, 감자, 고

구마, 호박, 옥수수, 고추, 콩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여 전국의 회원가족에게 보급하기

까지 이 마을은 척박한 토지와 추운 기후로 인하여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산간 오지 마을 중 하나 다. 1999년, 이 마을의 이장과 마을 주민

은 새로운 농법으로 마을이 살 길을 찾자고 다짐하고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시작하 다. 이들은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전국의 가족 

회원과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올리는 

마을로 알려지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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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 마을은 강원도가 주관하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경진대회

에서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상금을 수상하 고, 같은 해 농림부가 주관하는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 다. 이어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

하는 녹색경 대회에서도 수상하 고, 2003년도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

는 세계 농업기술대상을 수상하 다. 

(2) 인구 구조

토고미 마을은 강원도의 오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15세 이하인 유년인구가 

상서면이나 화천군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는 토고미 마을의 전체 출산력

과도 관계가 있지만 유년 인구가 교육상의 목적으로 화천이나 도시지역으

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성서면이나 화천군은 강원도 농촌지역의 평균적인 인구구조에 비해 건

전한 편이다. 이는 화천군에 아직도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화천군과 상서면은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이루는 기본 

조건인 건전한 인구구조를 지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토고미 마을의 인구구조 중 30대 연령층은 매우 낮고 40∼50대 연령층이 

높다. 이것은 최근 이 마을로 전입해 온 가구들과도 연관이 있다. 2001년 

이후 최근 5년간 총 6가구 15명이 이주해 왔다. 이들 중 4가구는 이 마을 

출신으로 도시에 나가 생활하다가 귀농하 으며, 한 가구는 인근 마을 출신

이고, 다른 한 가구는 도시 출신이다. 한편 30대 연령층이 낮은 것은 이 마을

의 미래 지도자 육성과 유년인구 출산에 부정적인 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3-5.  강원도 농촌지역과 화천군, 상서면, 토고미 마을의 인구구조 비교 

강원 화천 상서면 도고미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4.1

64.4

21.5

100

20.7

62.2

17.1

100.0

22.3

55.8

21.9

100

7.9

71.1

21.0

100

자료：⑴ 화천군「화천군 상주인구 통계」

      ⑵ 통계청「인구 및 주택 센서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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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토고미 마을과 상서면의 인구구조 비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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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천군「화천군 상주인구 통계」, 통계청「인구 및 주택 센서스」2005

나.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부래미 마을 

(1) 일반 현황 

경기도 이천시는 수도권의 입지적 유리성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가 

입지하여 비농업 부문에서 부가가치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

이다. 

부래미 마을의 행정적 명칭은 이천시 율면 석산2리다. 부래미 마을은 

이천시의 도시화 추세와는 달리 경기도와 충청북도 접경지대의 오지에 위

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농촌마을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38번 국도와 연결

되는 333번 지방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고 있다.  

부래미 마을은 이천시가 자랑하는 쌀을 주작목으로 하면서 전작물과 과

수를 경 하고 있다. 이 마을은 총 가구 28호에 인구 69명이 거주하는 아

주 작은 마을이다. 이 중 농가는 22호로 호당 가구원 규모는 2.5명이다. 부

래미 마을이 이천시에 자리잡고 있지만 교통 수단이 좋지 않은 오지지역이

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천시 등 대도시에서 유학하

고 있다. 따라서 마을에 젊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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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래미 마을 주민은 마을 이름인 부래미를 상표로 하여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마을의 활로를 찾아보자는 의논을 하는 도중, 2003

년도에 농림부와 농협 등이 추진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보화시범마을로도 지정되

었다. 정부의 정책사업이 도입되면서 마을의 출향 인사와 이 마을로 이주 

해 온 귀향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부래미 마을은 2003년도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슬로우푸드(slow food) 

시범마을로 지정되었고, 2004년도에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 지역종합

개발사업 시범사업지구로도 지정되었다. 

(2) 인구구조 

부래미 마을은 10세 미만의 인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인구의 재생산

구조가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황이다. 10세 미만 인구의 부재는 전체 출산

력 감소와 함께 유년 인구를 지닌 가구의 도시 이동과 관련이 있다. 경기

도의 농촌지역 인구구조는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 볼 때, 가장 건전한 지역

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도시지역으

로 이농하지 않고도 농외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천시의 경우는 오히려 경기도 보다 인구구조가 더욱 건전하다. 15세 

미만의 유년 인구 비율이 21.8%나 되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도 

9.2%로 경기도 농촌지역보다 매우 낮다. 

그러나 율면과 부래미 마을을 보면 전국 평균 농촌지역 보다 인구 구조

가 건전하지 못하다. 이는 제조업체가 주로 이천시의 읍 지역에 입지하면

서 읍 지역으로 농촌인구가 이동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제조

업체가 입지하지 않는 율면 등 농촌지역은 이천시내 행정 구역임에도 불구

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도 건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부래

미 마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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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경기도의 농촌 지역과 이천시, 율면, 부래미 마을의 인구구조 비교 

단위: %

경기 이천시 율면 부래미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6.9

67.7

15.4

100

21.8

69.0

9.2

100

12.5

62.2

30.8

100.0

2.9

68.1

29.0

100

자료: 「부래미 마을조사 결과」2005, 통계청「인구 및 주택 센서스」2005

그림 3-2.  부래미 마을과 율면의 인구구조 비교,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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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래미 마을조사 결과」2005, 통계청「인구 및 주택 센서스」2005

다.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1) 일반 현황

송국2리는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평범

한 농촌마을이다. 지방도 799번이 마을 주변을 지나지만 마을 도로와는 연

결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대중 교통수단은 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사정이 매우 취약하다. 

2000년 이후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외취업 기회가 확대되자 마을 주민 

가운데 2인이 취업을 하여 농과 병행고 있다. 이 마을의 이장 외 3인은 

친환경 농법으로 수박, 오이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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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초촌면 작목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마을은 1970년대에 야산개

발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밭이 많다. 따라서 수도작 중심

의 농업을 하면서도 인삼, 콩, 참깨, 수박, 오이 등 전작이 중요한 마을이다. 

2) 인구구조 

이 마을의 젊은이들은 1970∼80년대에 대거 마을을 떠났다. 따라서 15

세 미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고령화

가 심각하다. 송국2리의 고령화 현상은 충남의 농촌지역보다 심각하고 부

여군이나 초촌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송국 2리는 20∼30대의 

연령층이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는 출산력을 약화시켜 유년 

인구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인구의 재생산 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   

표 3-7.  충청남도 농촌 지역과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의 인구구조

단위: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 2리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3.6

63.8

22.6

100

15.4

59.9

24.7

100

11.6

57.5

30.9

100

13.5

54.5

32.0

100

자료：「송국2리 현지조사 결과」2006, 통계청「인구 및 주택 센서스」2005

그림 3-3.  충남 부여군 초촌면과 송국2리의 인구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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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국2리 현지조사 결과」2006, 통계청「인구 및 주택 센서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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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떠난 이 마을은 대부분의 사회집단이 해체되거나 약화되었

고,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의 역할도 약화되

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도시로 떠났던 2가구가 귀향함으로써 이 마을은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1.2. 일본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1.2.1. 농촌인구 동향  

일본의 농촌지역 인구는 195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일본의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은 일본의 독특

한 봉건제와 관계가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도 농촌지역에 발달된 중소도시

가 산업화의 인력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촌지역 인구가 크게 감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태평양 연안 성장 벨트에서 제외된 도호쿠(東

北)지방, 주코쿠(中國)지방, 시코쿠(四國)지방, 규슈(九州)지방의 중산간지

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

하 다.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인구 감소는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

만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와는 그 상황이 완연히 다르다. 한국의 경우 1970년 이후 인구가 증가한 

도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제주도뿐이며, 그 외의 도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

다.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나가사키현은 1960년에 비해 

2000년도의 인구가 13.8% 감소하 지만, 한국의 전라남도는 1970∼2005

년에 48.2%가 감소하 다. 농촌인구의 감소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우

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중 전라북도의 농촌인구는 72%, 강원도의 농

촌인구는 71.1%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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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가현 고라쵸(甲良町) 키따오찌 마을의 인구구조  

가. 일반 현황 

시가현(滋賀 ) 고라쵸(甲良町)는 비와코(琵琶湖) 호수 동부의 호동평

야(湖東平野)에 위치한 작은 기초자치단체 중의 하나이다. 주변은 300m 

내외의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고, 고라쵸의 동쪽은 표고 130m, 서쪽은 

115m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고라쵸는 총 13개 마을로 구성

되어 있고, 2005년도 인구는 8,103명이다. 경지면적은 666ha이며, 수도작

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지대에 속한다. 

고라쵸는 교토(京都)와 마이바라(米原), 히고네(彦根) 등 도시와 1시간 

내외의 통근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거주하면서도 출퇴근이 가능

하다. 따라서 2종 겸업농이 89.1%를 차지한다. 

키따오찌(北落) 마을은 고라쵸에 속한 13개 마을 중의 하나다. 고라쵸

의 북쪽에 위치하며, 101호에 381명이 거주한다. 수도작을 중심으로 농

활동을 하며 1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 64호 중 전업농 3호, 1종 겸

업농 2호, 2종 겸업농이 43호이다. 

1970년 이후 2005년까지 인구가 492명에서 381명으로 32.6%나 감소하

다. 같은 기간 중 인구가 연평균 0.73%씩 감소한 것으로 한국의 인구 감

소율에 비해 인구 감소가 매우 완만하다. 그러나 2005년도 현재 인구는 

1960년대의 인구와 같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 가구수는 108호에서 101

호로 감소하 다. 인구가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가구 수의 변화는 미미하

다. 7호의 공가(空家)가 있다. 

나. 인구구조 

고라쵸의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22.3%이다. 시가현의 

평균이나 시부 및 군부 평균보다 약간 고령화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 차

이는 크지 않다. 5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고라쵸의 인구구조와 시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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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및 시가현의 시부와 군부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30대의 인구층에서 시가현 시부의 인구가 약간 높게, 그리고 7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고라쵸의 인구가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

상을 볼 때, 고라쵸의 고령화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3-4.  고라쵸의 인구․가구 변동 추세 
단위: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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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시가현 통계자료」2005

그림 3-5.  시가현과 고라쵸의 인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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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시가현 국세조사 결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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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쵸의 인구 중 농업부문 취업인구는 1970∼2000년 기간 중 203명에

서 76명으로 크게 감소하 다. 40∼50대 연령층의 농업취업의 감소가 두

드러지며, 15∼39세의 연령층에서도 농업취업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0∼50대 연령층의 농업취업자 중 남성이 나타나지 

않아 농업취업인구의 여성화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도시로 이동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겸업

농이 대부분이다.   

1.2.3. 나가노현(長野縣) 오가와무라(小川村)의 인구구조 

가. 일반 현황 

나가노현(長野縣)의 오가와무라(小川村)는 현 북부에 위치하며 해발 

1,200m 정도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1950년대만 해도 오가와무라는 

오지지역으로 의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

의 공개 모집에 의해서 한인 의사가 이곳에 와서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 다. 

오가와무라의 촌락들은 이러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대부분 해발 480∼

520m 지점에 형성되어 있다. 전체 경지의 65%가 산림이고 경지율은 15% 

미만이다. 오가와무라의 취업자 중 1차 산업 취업자는 23.1%, 2차 산업 취업

자는 35.9%, 3차 산업 취업자는 41.0%를 차지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1차 

산업에 취업한 사람의 수가 많은 편이다. 이 지역이 산간 오지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건설업, 제조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은 편이다. 

나. 인구구조 

오가와무라는 1950년대까지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1955년도에 

9,108명이었던 인구가 1965년도에는 7,109명으로 감소하 고, 2005년에는 

3,371명으로 감소하 다. 1965∼2005년간 총인구의 63.7%가 감소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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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평균 1.9%씩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에 가구 수는 1,607호에서 

1,243호로 연평균 0.6%씩 총 20.1%가 감소하 다.

오가와무라의 21개 마을 중 9개 마을은 가구수 30호 미만의 극히 작은 

규모이다. 그중 3개 마을은 구장을 두고 있는 행정 구역이지만 인구 16명 

미만, 가구수 7호 미만의 극히 작은 규모의 마을이다. 규모가 작은 마을을 

행정리로 인정하고 구장을 두고 있는 것은 산간지역의 특징 중의 하나다. 

아무리 가구 수와 인구가 작더라도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는 특수한 지역성을 반 한 것이다.

그림 3-6.  오가와무라의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세 
단위: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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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나가노현 통계자료」2005 

그림 3-7.  오가와무라의 인구구조 변동, 1970-200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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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나가노현 통계자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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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나가노현 인구 및 오가와무라의 인구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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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와 군부 시부 나가노현

       자료：「나가노현 통계자료」2005 

오가와무라의 인구구조는 1970년대에 비해 20세 미만의 연령층과 30∼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크게 증가했

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30대와 50대 연령층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민(公民)이 함께 추진하는 오가와무라의 지역 활성

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오가와무라의 인구구조를 나가노현의 시부와 군부, 그리고 나

가노현 전체의 인구구조에 비교해 보면 오가와무라의 인구구조는 취약

성을 지니고 있다. 즉, 40대 미만의 유년층 및 청년층 인구 비중이 낮고, 

65세 이상인 고령층 인구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가와무라의 

인구구조가 이 지역의 인구 재생산구조에 향을 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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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지역의 사회조직 구조 

2.1. 한국 농촌지역의 사회조직 

2.1.1.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사회조직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지역사회는 혈연집단, 지연집단, 이익집단이 중심

이 되는 사회조직을 형성해 왔다. 이와 같은 마을 단위의 사회조직은 마을 

지역사회의 운 과 지역 주민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

직되고 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 이동의 결과로 이와 

같은 마을단위의 사회집단들이 해체되거나 약화되었다. 마을의 사회집단이 

해체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마을이 지니고 있던 지역사회의 기능이 약화되

거나 지도자의 육성 과정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집단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가. 지연집단  

대동계로 대변되던 지연집단은 근대화 과정에서 행정단위인 행정리로 

대체되어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마을의 의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매

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대동계의 유습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지만 이는 마

을의 공동재산 관리나 마을 제사 혹은 상사를 지원하는 정도의 전통적인 

협동의 한 형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행정리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수용하는 단위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 관련 의사 결정을 위해 1년에 1∼2회의 마을 총회를 갖고 있으며, 마

을의 재산관리, 지난해의 회계 결산, 신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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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계 활동의 하나 던 동제도 일부 산간지역과 해안 마을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라졌다. 동제는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마을단위 

제례 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새로운 종교의 도입 등으로 1960년대를 

전후하여 급격히 사라졌다. 

나. 혈연집단 

마을단위에서 혈연집단은 문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중 

활동이 활발한 마을은 집단적으로 씨족이 거주하는 마을을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문중 활동은 대종중, 중종중, 소종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거대한 씨족이 

거주하는 집단 성씨 촌의 경우 대종중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종중이

나 소종중이 마을 내의 혈연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문중조직은 산업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며 존재한다. 

문중조직은 문중의 재산 관리와 조직원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이

를 위해 문중 제사, 문중 회의 등을 가진다. 재산이 많은 문중은 문중 장학

재단을 만들어 종원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입학금 지원 등 

장학사업을 하거나 문중 소유 토지를 이용한 재산 증식사업, 혹은 어려운 

종원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하

기도 한다.  

다. 이익집단

농촌마을에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집단이 조직, 운 되었

다. 재산증식을 위한 쌀계나 돈계를 조직하여 운 하기도 하고, 주민의 상

사나 혼사 시 상호 지원하기 위한 상사계 혹은 혼인계를 조직, 운 하기도 

하 다. 수리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벼농사에 필수적인 수리시설을 만

들어 자율적으로 운 하는 수리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생적 마을조직은 농촌지역에 각종 정부 시책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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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 다. 1950∼60년대에 새로운 농사기술과 생활

기술을 정부가 권장하면서 마을에는 농사개량구락부와 생활개선구락부가 

조직되었고, 청소년들의 지도력 배양과 미래의 농업인 양성을 위해 4-H구

락부가 조직 운 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가족계획, 부녀자의 저축과 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마을단위에 가족계획어머니회, 부녀회 등이 조직되었

고, 농협으로부터는 농업생산의 협동화를 위한 작목반이 조직되었다. 

2.1.2. 마을 사회집단 구조

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사례 

1986년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는 다음과 같이 11개의 사회집단이 

조직되어 운 되고 있었다. 

① 지연집단

대동계, 새마을계, 행정리 등 3개의 지연집단이 조직 운 되었다. 실

질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지연집단은 행정리다. 행정리 안에는 마

을의 기능적 대표들로 구성된 리개발위원회가 조직. 운 되었다. 행

정리 안에 3개 반이 있어 이장의 마을 행정 업무를 보좌한다. 

전통적으로 운 해 오던 마을의 대표적 지연집단인 대동계는 마을 

공동기금을 중심으로 아직도 운 되고 있으며 1년에 1회 정기총회

를 갖는다. 새마을계는 1973년 새마을운동 우수마을로 표창 받은 상

금을 기금으로 하여 조직된 사회집단이다. 당시 마을에 거주하던 사

람들이 주 구성원이다.  2005년도 현재 3개의 지연집단은 모두 운

되고 있다. 

② 혈연집단

경주 이씨 문중이 있다. 그러나 경주 이씨 종원들의 이농으로 마을 

내에서의 문중 활동은 매우 약화되었다. 1년에 1번 시제에 참석하는 

정도로 활동이 미약하다. 

③ 이익집단



농촌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34

자생적 이익집단과 비자생적 이익집단 등 모두 12개가 조직, 운 되

었으나 2005년 현재는 7개 사회집단이 활동 중이다.  

자생적 이익집단으로는 1986년 당시 연반계, 위친계, 술통계(A), 술

통계(B), 놀이계가 조직되어 있었다. 공동체적 상사계인 연반계와 마

을 여성 노인들이 연중 2회 놀이하는 놀이계만 존속되고 있고 나머

지 친목단체격인 집단들은 모두 해체되었다. 

비자생적 이익집단으로는 1985년 당시 새마을 농회, 새마을부녀회

가 조직되어 운 되고 있었다. 2005년 현재 새마을 농회와 새마을

부녀회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  

이와는 별도로 마을 단위 고추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해체되

고 수박과 오이 등 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농민 3인이 초촌면 단위 

작목반에 가입하고 있다. 

2006년 초촌면 송국2리의 공식적인 마을 조직은 다음 <그림 3-9>와 

같다. 송국2리 이장이 공식적으로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 총회의 회

장이 된다. 마을은 3개 반으로 구분되고 3인의 반장이 이장을 보좌

하며 마을 일을 처리한다. 리개발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다루기 어

려운 긴급한 현안을 토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마을 총회

에 보고한다. 리개발위원회는 마을의 공식적 조직의 대표와 마을의 

여론지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그림 3-9.  송국 2리의 마을 사회 조직

이장(마을총회)

농
회
장

리개발위원회  

연

반

계 

새
마
을
계 

부
녀
회
장 

대

동

계 

기

타 

계 

반장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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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국2리의 마을 사회 조직은 활동이 거의 없다. 마을을 대상으

로 하는 관심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는 마을 개발

을 둘러싸고 많은 현안을 논의해야 했기에 리개발위원회, 부녀회 등의 활

동이 활발했다. 마을에 여러 사회집단이 참여했기에 마을 발전에 대한 토

론이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 젊은이가 떠나가고, 마을 개발에 관한 현안이 

없기에 마을을 둘러싼 회의도 거의 없다.    

나.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부래미 사례 

이천시 율면 석산2리인 부래미 마을의 사회조직은 송국2리에 비해 매

우 활동적이다. 2003년도에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가 농림부 지원 

하에 구성되고 농협이 지원하는 팜스테이추진위원회, 행자부 지원 하에 정

보화시업사범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경기도 주관 슬로우푸드사업단

이 구성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었지

만 실제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는 녹색농촌체험사업추진위원회다. 

녹색농촌체험사업추진위원회가 정보화시범사업도, 팜스테이 사업도 추진

한다. 다만, 슬로우 푸드사업단은 부녀회가 담당한다. 한편 녹색농촌체험사

업 추진위원회가 노인회에 마을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일정 수익금을 

분배함으로써 노인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부래미 마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 사회집단의 활동은 현안이 있을 

때 활동적이다. 따라서 자생적인 사회집단은 조직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지만 비자생적인 조직, 특히 정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하 지만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사회

집단의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   

부래미 마을에는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도 많이 조

직되어 있다. 부래미 마을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이장이 대표가 되는 마을 

총회가 있다. 마을 총회 아래에 리개발위원회가 있고 마을 일을 담당하는 

사무장이 있다. 부래미 마을의 경우 마을 일이 너무 많아 이장이 혼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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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사무장을 외지인 중에서 채용하 다. 

이장은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이자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장이다. 

과거에는 이장과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장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마을 

개발과 관련된 지도력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장의 리더십 하에 통합

하 다. 이장의 리더십으로 정보화마을사업 추진위원회, 팜스테이사업 추

진위원회, 슬로우푸드사업단 등도 추진된다. 부래미 마을 미술관은 마을 

소유지만 미술관을 운 하는 사람은 10년 전에 이 마을에 귀향한 미술인

이다. 

그 외에 농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계 등이 마을 총회 산하

에 있는 사회집단들이다. 이들 사회집단 대표는 리개발위원회의 위원으로 

마을의 중요한 관심사의 토론과 결정에 참여한다.   

그림 3-10.  부래미 마을의 공식적 마을 사회 조직 

부래미(석산2리) 

이장(마을총회)

리 사무장 
리개발위원회

녹색농촌체험위원회 

정보화마을위원회 
(분과위원회)

팜스테이위원회 

부래미 미술관 

농

회

슬로우푸드사업단

부

녀

회

노

인

회

청

년

회

새

마

을

계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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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부래미 마을 주요 사회집단 

사회집단  주요 활동 내용 

지연집단 

  - 행정리 

  - 새마을회 

 

- 이장이 대표,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조직(대동계 성격). 

혈연집단

 - 안성 이씨

   문중계

- 안성 이씨 집성촌으로 문중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문중에 2개 

지파가 있음. 

이익집단 

 - 새마을 농회

 - 새마을부녀회

 - 노인회 

 -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

 - 청년회 

 - 부래미사랑모임

 - 작목반

- 농자금 관리, 공동 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명목상 조직으로 전락 

- 비자생 조직이지만 부래미 마을 슬로우사업단을 운 하는 중

추집단으로서 마을 식당 관리 책임과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

객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일을 담당

- 1990년대에 정부 지원을 받아 조직됨. 할머니 사업단을 중심

으로 마을 청소 등을 담당하고 마을 기금에서 지원금 지원 

- 2003년도에 도입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   

-  40세 전후의 젊은이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조직

- 부래미 향우회의 일종으로 내석 향우회로 불리기도 함.  

-  쌀 작목반, 고추 작목반, 포도 작목반, 복숭아 작목반 등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부래미 마을에는 쌀, 고추, 포도, 복숭아 등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와 긴 한 협조 하에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 

마을에는 다른 마을에는 보기 드문 청년회가 있고 내석 향우회가 있다. 청

년회는 마을 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집단이고 내석 향우

회는 이 마을 출신 인사들이 마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사회집단

이다.  

다.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사례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은 정부의 정책사업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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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한 작목반을 조직하여 소득증대와 마

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사업이 계기가 되어 강원도가 주관하는 새농어촌건설 우수 마을로 

지정되고 농림부가 주관하는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 다. 

이어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녹색경 대회에서도 수상하고 2003년도

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세계 농업기술대상을 수상하 다. 2003년도

에는 농림부 주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

보화 시범 마을로 지정되면서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와 정보화시범

사업 추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강원도 주관 새농어촌건설사업 추진위원

회도 조직되었다. 

그림 3-11.  토고미 마을의 공식적 사회조직표 

토고미 

이장 (마을총회)

리 사무장 
리개발위원회

녹색농촌체험위원회

정보화마을위원회 
(분과위원회)

새농촌건설위원회 

토고미 자연학교 

농

회

토고미 농조합법인

부

녀

회

노

인

회

청

년

회

작

목

반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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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토고미 마을 사회집단 구조 

사회집단  주요 활동 

지연집단 

 - 토고미 농조합법인

 - 마을 총회

 - 개발위원회 

 - 새농촌건설위원회

 

- 마을의 농 및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 이장이 대표가 됨. 

- 이장이 대표가 되며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마을 총회의 하부조직. 마을의 사회집단 대표로 구성됨. 

- 이장이 대표. 마을출신 학생들이 대학 및 고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 (대학생 100만원, 고교생 10만원의 입학금 

지원)

이익집단 

 - 새마을 농회

 - 새마을부녀회

 - 노인회 

 - 정보화마을위원회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회

 - 자연학교 

 - 청년회 

 - 작목반

- 농자금 관리, 공동 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 

- 비자생 조직이지만 토고미 마을 방문객들에게 음식 준

비 등 일을 담당

- 마을 행사 노동력 지원 등 활동을 함.  

- 이장이 대표 

- 2003년도에 도입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

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  

- 자연학교프로그램 운 , 토고미마을 체험학습 담당  

- 청장년층의 화합과 단합, 마을 행사 지원 등 담당 

- 쌀, 호박, 토마토 등 작목반을 운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토고미 마을은 마을의 농과 함께 시설 관리를 위하여 토고미 농조합

법인을 조직하여 마을을 운 하고 있다. 법인 대표는 이장이다. 이장은 리개

발위원회 위원장이자 정보화시범사업 추진위원장, 새농어촌건설사업 추진

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다. 형식상 이장은 농회장도 겸하고 있다. 정부가 정

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장과는 구분

되어 있다. 마을 사무장, 자연학교 교장, 자연학교 총무, 새마을지도자, 농

조합법인 대표 등도 모두 자기 자신의 고유 책무를 갖고 일하고 있다.

토고미 마을에도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다. 청년회는 1950년대 대한 청

년단의 향을 받아 이어온 조직이다. 그 외에 친환경 오리쌀, 토마토, 호

박 등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있다. 



농촌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40

2.2. 일본의 농촌마을 사회조직 

2.2.1. 시가현 고라쵸(甲良町) 키따오찌(北落) 마을

시가현 고라쵸의 키따오찌 마을에는 26개의 사회집단이 조직되어 있다. 이 

사회집단은 지연집단, 제례집단, 경제집단, 사회문화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지연집단 

지연적 사회집단으로는 마을 총회가 있다. 구장(區長)이 대표가 되는 

마을 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며, 마을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의 승인, 예산 배분, 결산 등 마을 운 에 필요한 전체의 행정 업무를 주민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행사다. 

마을 총회 시 농업협동조합장은 마을의 농업 문제, 농업후계자 문제, 정

부의 주요 농업정책 등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새해의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을 받는다. 

키따오찌 마을의 공식적 대표는 구장이다. 구장 밑에는 1명의 부구장

(副區長)이 구장을 보좌한다. 101가구는 10개의 반(班)으로 구분된다. 평균 

10가구 단위로 1개 반을 편성하며 10명의 반장을 둔다. 10개의 반은 마을

의 각종 행사시 업무를 분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마을의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원(役員)은 구장, 부구장, 10명

의 반장, 농업조합장과 부조합장 등 14명이다. 구장과 부구장은 주민의 직

접 선거로 선정한다. 구장과 부구장의 임기는 1년이며, 부구장이 차기 구

장이 된다. 구장과 부구장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한 지도자

들은 대부분 부구장과 구장을 번갈아 담당하게 되므로 구장과 부구장을 여

러번 담당하는 사람도 있다. 반장은 각 반원 중에서 신망이 있는 자를 구

장이 지명한다.  

마을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회계위원을 둔다. 4인으로 구성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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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회계위원은 마을의 각종 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나. 제례집단 

일본에서 마을 신사(神社)는 신을 모시는 공간이다. 따라서 신사를 관

리하고, 신사의 운 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마을의 제례의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고라쵸 키따오찌 마을의 제례집단으로는 궁총대(宮總代)와 궁세화(宮

世話), 사강조직(寺講組織) 등이 있다. 궁총대는 마을의 신사(神事)를 관

장하는 집단으로 신사의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다. 궁총

대(宮總代)는 3명으로 구성한다. 궁세화(宮世話)는 마을의 제례를 관장하

고, 신사와 관련된 행사의 운 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사강조직(寺講組織)은 사찰의 의식을 학습하는 조직으로 5개의 

조직이 있다.  

제례집단은 키따오찌 마을의 중요한 제례행사를 주관한다. 신사 참배는 

물론 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의 결혼식, 제례 등 각종 행사를 주

관한다. 신사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오꼬나이

1월 24일에 이루어지는 행사로 1년간 마을의 제례를 주관할 제주(祭

主)를 선정하는 제례행사다. 제주는 마을에 거주하는 55∼69세 사이

의 신망 있는 남자 중에서 선출하며 매년 1월 24일 신구 제관의 교

대식이 거행된다. 이 행사는 궁세화(宮世話)가 주관한다. 

○ 춘제

새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매년 4월 1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마을의 궁세화(宮世話)가 주관한다.

○ 불 축제

매년 7월 7석날 저녁에 불을 밝히는 불꽃놀이 축제를 한다. 오랜 전

통이 있는 행사로 궁세화(宮世話)가 주관한다.

○ 꽃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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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제의 일종으로 매년 8월 21일에 무형문화재보존화와 궁세화(宮

世話)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행사다. 기

우제를 위해 추는 꽃춤(花舞)은 국민무형문화재(國民無形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 지장분(地藏盆)

매년 8월 23일에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궁세화(宮世話)와 PTA가 공

동 주관한다.

○ 가을 제사(秋祭)

9월 15일부터 2일간 가을 수확을 감사하는 제사를 지낸다. 궁세화

(宮世話)가 주관한다.

다. 경제집단

마을 내에 구성된 경제집단으로는 농업협동조합, 토지개량조합, 마을만

들기 위원회 등이 있다. 

① 농업협동조합

마을의 농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농업협동조합장과 부조합장 각 

1인을 두고 각 농가를 10개반으로 나눈 농업반을 운 한다. 각 농업

반은 곡식, 채소, 과수 등으로 나누어 공동작업을 한다.

농업협동조합장과 부조합장은 마을 일을 담당하는 구장과 함께 마

을의 일꾼(役員)으로 활동한다. 칠월 칠석날 불꽃놀이와 함께 농업

축제를 주관한다.  

② 토지개량조합

토지개량조합은 마을의 토지의 비옥도와 토양의 산도 관리, 마을의 

수로정비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담당한다. 

③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한다. 마을만들기위원회

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반장을 둔다.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

장과 구장은 별개의 역할을 담당하며 별도로 선출되어 업무 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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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통상적으로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마을가꾸기 사업을 나누어 추진할 10개 내외의 반을 둔다.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마을 주민이 자율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을만들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

방정부에 제출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한

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의 새

마을운동과 유사한 점이 있다.     

표 3-10.  고라쵸 키따오찌 마을의 사회집단 

사회집단  주요 활동 

마을 총회 - 구장이 대표가 되며 마을 사업계획수립, 승인, 예산배분 등 

마을 전체의 행정업무 관장. 부구장 1명, 반장 10명. 

농업협동조합 - 조합장이 대표가 되며 마을의 농업을 총체적으로 관장. 각 

농가 대표자로 구성하며 10개의 농업반을 운 함.  

사회 문화집단 

 - 공민분관

- 사업 회계 위원

- 마을만들기위원회

- 토지개량조합

- 자경단(自警團)

- 궁총대(宮總代)

- 궁세화(宮世話)

- 사강조직(寺講組織)

- 전통무용보존회

- 池講 

- 노인회

- 부녀회

- 교통안전위원회

- 초․중학교 PTA

- 소방단

- 건강추진위원회

- 체육추진위원회, 

- 동화교육추진협의회

- 공민분관 관장 하에 마을의 각종 단체장으로 구성된 운

위원을 둠. 노인회장, 부녀회장, 소.중학교 PTA, 소방단, 

건강추진위원, 교통안전위원, 체육추진위원, 동화교육추

진위원 등이 운 위원으로 위촉됨.  

- 4인으로 구성되며 마을의 각종 회계업무 담당 

- 마을의 무라쭈구리 사업을 관장, 사업분야별로 반을 둠. 

- 마을의 토지개량사업 관장   

- 마을의 질서 확립 담당

- 마을 신사 관리 

- 마을 신사 운 위원회  

- 마을 

- 국민민족무형문화재인 화무(花舞)의 보존

자료：마미 치부카「도쿄농공대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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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문화집단 

키따오찌 마을의 사회문화집단으로는 자경단, 소방단, 전통무용보존회, 

노인회, 부녀회, 교통안전위원회, 초․중학교 PTA, 건강추진위원회, 체육

추진위원회, 동화교육추진협의회 등이 있다. 마을의 제반 사회집단을 총괄

하는 조직으로 공민분관(公民分館)이 있다. 공민분관장 1인이 있으며 마을

의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공민관 운 위원으로 참가한다. 

공민분관은 마을의 주요 문화행사인 경노회, 구민운동회, 주민 문화제

를 주관한다. 농업축제는 농업협동조합장이 주관하지만 공민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2.2. 고라쵸(甲良町) 시모노고(下之鄕) 마을

시모노고 마을에도 키따오찌 마을과 같이 여러 사회 집단이 조직되어 

있고, 마을의 제례행사와 마을 축제가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시모노고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역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시모노고 마을의 자치 조직 

시모노고 마을은 211호에 인구 854명이 거주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

을이다. 구장이 대표가 되는 마을 총회가 있고 마을 총회 안에 평의원 10

명과 협의원 18명이 있다. 협의원 18명은 반장과 같이 18개 반을 대표하는 

주민이고, 평의원은 구장과 함께 마을 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기

관이다. 

농업협동조합은 18개 조로 나뉘어 있고, 마을의 농업을 이끌어 갈 농

업 반장 18명과 농업평의원 8명이 있다. 이들 평의원은 마을의 평의원과 

같이 마을의 농업문제를 조합장과 같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의사결정 기

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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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모노고 마을의 자치 조직표

구장

평의원(10)

농업반장(18)

협의원(18)

농업조합장

농업평의원(8)

마

을

만

들

기 

위

원

장

분

관

장

각종단체

18개 반으로 구성된 구민 

18개 반의 농업종사자 추진 반장(7)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표 3-11.  시모노고 마을의 마을만들기 위원회 조직표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환

경

미

화

부

총무위원회

하

천

경

관

부 

마

을

이

벤

트

부 

화

훼

부

근

린

경

관

부

홍

보

부

향

토

역

사

부 

마을만들기 위원장 

구장, 농업협동조합장

공민분관 분관장, 

평의원 마을만들기 반장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시모노고 공민분관은 마을 내의 제반 사회단체 대표가 운 위원으로 있

으면서 마을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다. 임기 1년의 분관장이 있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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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대표가 운 위원이 된다.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마을을 가꾸어 가는 마을 

조직이다. 위원장 1인이 있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무위원회, 그리고 사업을 

실천하는 7개의 반이 있다. 

○ 위원장 

마을 들기 사업을 총괄한다. 시모노고 마을만들기 10개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을의 승인을 거쳐 고라쵸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 총무위원회

마을만들기 위원장, 구장, 농업협동조합장, 공민분관 분관장, 평의원, 

각 반장으로 구성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을 협의

하여 결정한다. 마을만들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산하에 7개 추진분과를 둔다. 반장의 임

기는 3년이다. 7개 분과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나무가꾸기․환경미화부

마을 공원 조성, 나무와 꽃 가꾸기, 마을 안내판 작성, 마을 환경정

비, 퇴비 만들기, 쓰레기 처리장 조성 등 

② 하천경관부

마을 하천의 경관 개선 및 유지 관리, 수생식물 식재, 물고기 치어 하

천 방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하천관리 교육 및 미술 대회 등 개최 

③ 화훼부

마을 조경용 화훼 재배 및 보급 지도, 화단 조성 및 꽃 재배, 하천변 

화훼 재배, 각 조별 화초재배 경진대회 

④ 마을 행사(이벤트)부

마을 특산물(옥수수, 고구마 등) 재배, 제사, 축제 등 마을 행사 시 

특산물 판매, 특산물 개발 연구

⑤ 향토 역사 발굴부

향토 역사 현양, 역사 사담회 개최, 고건축물 복원․유지․관리, 향

토 역사서 편찬(고대, 중세 등 2편 완간, 근대사 편찬 중), 향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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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농요, 전래 창가 등)

⑥ 홍보부

마을의 홍보판 제작, 마을의 로고 및 엠블럼 제작 

⑦ 근린경관 담당 

3. 농촌 지역사회의 지도력 구조 

3.1. 한국 농촌 지역사회의 지도력 구조 

농촌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농업 관련 기술을 지닌 농 지도자,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녀지도자,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자, 마을의 행정과 발전에 관여하는 마을 지도자 등 여러 종류의 지도

자를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마을 지역사회는 크게 세 부류의 지도자로 구분된다. 하나

는 문중의 지도자다. 종법에 따라서 종손과 문장으로 구분되는 이들은 문

중의 여론을 이끌어 가고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두 번째의 지도자는 마을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행정적인 지도자는 이

장이다.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던 시대에는 마을에 남여 새마을지도자가 있

었다. 과거 행정리가 조직되기 이전에는 대동계가 마을을 대표했고 대동계

장이 마을을 대표하는 지도자 다.  

표 3-12.  연령별 마을 사회집단 가입과 활동표(예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청소년회

청년회

혼인계 

상사계

친목계

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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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의 지도자는 마을 지역사회에 조직되어 운 되어 온 다양한 사

회집단의 대표들이다. 전통사회에서 이들 사회집단은 ‘계’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각종 계장이 마을의 비공식적 지도자 다.

전통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문중의 지도자, 마을의 행정적 지도자, 마을 

내의 각종 사회집단의 대표인 계장이 마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았

으며 마을 지역사회의 운 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마을의 젊은

이는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연령별, 기능별 집단에 가입하면서 단체

의 회원으로 혹은 지도자로 역할을 하 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육성되었다. 

현재 한국의 농촌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지도자들은 1960∼70년대의 

개발연대에 4-H구락부, 농사개량구락부,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등

의 훈련 받은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지도자의 지위에서 

물러날 때 이들의 뒤를 이어 마을을 이끌어 갈 지도자는 현재의 지도자들

과는 달리 마을 지역사회에서 사회집단 구성원으로 역할하며 지도자 수업

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다.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마을의 젊은이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대대로 이어

지던 마을의 사회집단은 해체되거나 약화되었다.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이

어지던 지도자 육성 과정은 사라지게 되었고, 지도자 학습은 학교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3.1.1. 화천군 토고미 마을의 지도력 구조  

토고미 마을이 친환경농업으로 국내에 이름을 알린 것은 이 마을 주민, 

특히 마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다. 산간지역의 오지 마을인 토고미 마을 

주민은 무엇인가 새로운 발상이 아니고서는 조건이 좋은 마을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로 계

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 마을 출신으로 

농협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을 지닌 현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 위

원장이다. 그는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건강상 사직하고 귀농하여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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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주민들과 함께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시작하 다. 오리농법

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 회원에게 직판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직판하기 시작하 다.  

토고미 마을 주민의 친환경 농업과 마을개발 사업이 성공하자 강원도가 

주관하는 새농어촌건설사업의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상을 받았고, 농림부, 

농촌진흥청, 한국능률협회 등으로부터 우수마을로 지정되었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행자부의 정보화시범마을로도 지정되었다. 

녹색농촌체험위원장을 제외하면 토고미 마을 지도자들은 모두 마을 내

에서 성장하면서 마을의 주요 직책을 담당해 온 내생적 지도자들이다. 마

을 지도자 중 최고령자는 65세의 노인회장이다. 노인회장 역시 과거에 이

장을 역임했던 지도자다.  

마을 지도자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마을 사무장이다. 2005년 27세인 사무

장은 마을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마을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을 출

신 인사 중에서 특별히 채용했다. 그 외의 지도자들은 모두 이 마을에서 

농활동을 하면서 마을 일을 담당해 온 40대의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젊

었을 때 청년회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거치면서 마을 내에서 

지도자 수업을 쌓은 사람들이다. 

표 3-13.  토고미 마을 주요 지도자의 경력 사항 

지도자 연령 출신지  주요 경력 

이장 

사무장

녹색농촌체험위원회 

위원장 

녹색농촌체험위원회 

총무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청년회장

새마을부녀회장

50

27

49

48

49

65

49

49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역임, 농 종사 

- 마을 전체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마

을 주민 중에서 채용  

- 이장, 새마을지도자 역임. 농협 등 도시 

생활 10년 후 귀농. 농 종사   

- 농 종사. 반장 등 마을 일을 담당

- 농 종사  

- 이장 역임. 농 종사 

- 농종사 

- 농 종사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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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토고미 마을의 주요 사업 담당 임원

주요 조직 책임자/지도자 비고

마을 총회 이장 마을 사업계획 수립, 집행, 마을 자산 관리 

녹색농촌체험사업 

위원회
추진위원장 총무가 지원

정보화마을위원회 이장 4개 분과 

토고미 자연학교 총무 펜션관리 담당 

소비자관리위원회 총무

토고미 박물관 총무

새농촌건설위원회 이장 

자료：「현지조사 결과」2006

그림 3-13.  토고미 마을 지도력 구조 

이 장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장

토고미 자연 
학교

마을의 행정적인 대표, 

정부, 단체, 정책사업 관장, 

마을 재산 관리

자연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 , 박물관, 펜션 운  

녹색농촌체험사업관리,  
프로그램개발,대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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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외부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구분 기관 및 단체 네트워킹 내용 

정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강원도

화천군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지정

정보화시범마을 지정

세계 농업기술대상 수상 

새농어촌건설 사업 추진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도, 체험프로그램 지원 

관련

단체

농협

서울 경희, 금호초등학교

농산물 판매 및 자금지원

1교 1촌운동(농촌 체험학습 실시) 

기업
삼성경제연구소 1사1촌운동(농산물 직거래 지원, 마을 개발

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대학

및

연구

기관

강원대

한림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농촌체험, 친환경농업생산 기술 지원

녹색농촌체험

1사1촌운동(농산물 직거래, 교육 및 전문가 

자문 지원) 

토고미 마을의 지도력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중심의 지도력이다. 이장은 토고미 마

을 개발위원회 위원장, 토고미 마을 농회 회장, 정보화시범마을 추진위

원장, 새농어촌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련 대외 창구의 대

표자다. 

둘째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력이다. 현 

위원장이 전임 이장이기도 하지만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장은 토고미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대외 홍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작

목반 반장을 겸임한다.    

셋째는 토고미 자연학교 운 을 담당하는 마을 총무다. 총무는 토고미 

자연학교 교장 겸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무자다. 그는 토고미 박물

관, 토고미 펜션 관리 등을 담당한다. 

토고미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이 위의 3명의 지도자에게 집중적으로 부과

되고 있다. 토고미 마을의 성공을 가져온 한 요인으로 외부의 전문기관과

의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들 수 있다.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의 여러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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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을 통한 연계망을 구축하 고 연구소, 대학, 초등학교 등과도 연

계망을 구축하여 기술자문, 체험학습 지원 협력 등을 맺고 있다. 

3.1.2. 이천시 부래미 마을의 지도력 구조  

부래미 마을은 2003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협이 주관하는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부래미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기까지 마을 주민의 노력도 있었

지만 이 마을 출신인 출향 인사와 이 마을로 귀농해 온 사람들의 노력이 

많았다. 

출향 인사 가운데 사람이 마당쇠 역할을 자청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운

에 필요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귀향 인사 중 한 사람은 미술가로서 부래미 미술관을 운 하며 미

술 관련 체험 학습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남사당 놀이 기능 

보유자로서 풍물 놀이를 방문객에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녹색농촌체험사

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부래미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활용하고 있

어 녹색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 하고 있다. 마을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이장이다. 현재 이장은 61세로 이장직 외에 녹색농촌체험사업 추

진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리개발위원회 위원장, 새마을 농회장,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위원장, 팜스테이사업 추진위원장 등도 겸하는 등 마을의 주

요 지책이 이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장은 마을의 주요 재산과 시설관리의 

책임을 진다.

2003년 녹색농촌체험사업이 도입되어 출범할 당시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외지에서 귀농한 지도자가 담당했다. 그러자 마을 개

발에 관한 리더십 문제가 발생하 고 2005년부터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위원장을 이장이 겸하고 있다. 이장의 과중한 업무를 위하여 마을 행정과 

녹색농촌체험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30대의 젊은 사무장을 외지인 중에서 

공개 채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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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주요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 연령 출신지  주요 경력 

이장 

사무장

녹색농촌체험

위원회 총무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백강선생

귀농 도예가

마당쇠

61

32

53

49

70

49

53 

59 

55

53

부래미

외지 

부래미

부래미

부래미

부래미

부래미

외지

외지

출향인

-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역임. 서울에

서 직장 생활. 상머슴으로 불림.  

- 녹색농촌체험 마을 등 정부 정책사업의 종합적

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4년에 공채한 

외지인. 농민운동, 보험회사 종사 경력 

- 청년회장, 작목반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역임. 안머슴으로 부름.

- 도시 취업을 위해 이농한 후 귀농 

- 청년회장, 마을 총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여

러 마을 임원을 역임. 새마을 우수지도자로 내

무부장관상 수상 

- 인근 도시에 취업하면서 농 종사 

- 농 종사 

- 9년 전 귀농, 녹색농촌체험마을 초대 위원장, 남

사당 풍물패 기능 전수자 

- 부래미 미술관장, 마을 체험 안내자, 부래미 미

술대회 주관, 10년 전 귀농

- 이 마을 출향인의 부인. 서울에서 어교사, 연

극연출, 사업경  경력 소유, 부래미 마을의 녹

색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핵심 역할

이 밖에도 마을의 중요한 지도자로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 총무, 미술관 관장, 풍물패 체험담

당자, 마당쇠 등을 들 수 있다.  

부래미 미술관 시설은 마을 소유지만 미술관 운 은 관장이 담당한다. 

부녀회장은 슬로우푸드사업단을 담당하고,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문

객들을 위한 식당관리 책임을 담당한다. 

부래미 마을의 지도력은 이장이 절대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녹

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 총무와 양분되어 있고, 그 주위에 3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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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자들이 포진해 있다. 부래미 마을에서 가장 주요한 지도자는 이장

이다. 이장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마을 내의 모든 정책 사업을 

관장한다. 

표 3-17.  부래미 마을의 주요 사업 담당  

주요 조직 책임자/지도자 비고

녹색농촌체험위원회 이장 총무, 부녀회장, 마당쇠, 벌머슴, 

사무장

정보화마을위원회

(석산1,2,3리, 오성1리) 

이장(부래미) 교육분과, 총무분과, 홍보분과를 두고 

44개 마을당 각 2명씩 위원을 위촉

팜스테이마을위원회 이장

슬로우푸드사업단 부녀회장 농인

부래미 미술관 시설책임: 이장

운 : 관장

외지 귀농인

그림 3-14.  부래미 마을의 지도력 구조 

이장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장(이장)

정보화마을추진 

위원장(이장)

팜 스테이 사업 

위원장(이장)

부녀회장(스

로우사업단장)

미술관장

마당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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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외부 단체(기관)와의 네트워킹  

구분 기관 및 단체  네트워킹 내용 

정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지정

정보화시범마을 지정

슬로우푸드마을 지정

부래미 미술대회지정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 

관련

단체

농협

여의도윤중초등학교

팜스테이 마을 지정

1교1촌 운동(농촌 체험학습 실시) 

기업

삼성경제연구소

경기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사1촌 운동(농산물 직거래 지원, 마을 개발

을 위한 컨설팅)  

1사1촌 운동(거북놀이 축제 지원)

1사1촌 운동(농산물 직거래) 

전문가  명소 황길식 박사 마을 주민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두 번째로 중요한 지도자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의 총무다. 

총무는 부래미 마을의 청년회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중요한 직

책을 두루 역임한 마을 지도자다. 이장이 상징적인 위원장이라면 그는 녹

색농촌체험사업의 기획과 실천을 책임진 실무자다. 녹색농촌체험사업 추

진위원화와 관련하여 마당쇠와 부녀회장, 미술관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래미 마을도 외부 기관과의 긴 한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다. 농림부

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농협, 경기도 등과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긴

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천시와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기술

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 연구소, 기업체 등 4개 기관과 

1사 1촌을 맺고 있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있다. 

3.1.3.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초촌면 송국2리는 심각한 인적자본의 유출로 지도력이 심각하게 약화

된 상태다. 마을의 일을 담당할 40∼50대의 인력이 도시로 이동한 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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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과 3∼4인이 남아서 마을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다. 청년회장, 반장, 이장직

을 담당해 오며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지도자다. 이장은 리개발위

원회 위원장과 농회장 직을 겸하고 있다. 수박, 오이 등 고소득 작물을 

하우스로 재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운 되어 오던 대동계와 새마을계는 그 구성원이 대부분 외

지로 이동하 기 때문에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계가 지니고 있는 재산 관

리가 계의 존재 가치를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표 3-19.  마을 지도자의 연령 및 경력 

지도자 연령  주요 경력 

이장 

새마을지도자 

대동계장 

새마을부녀회장

1반장 

2반장

3반장

48세

35세

48세 

59세 

43세

73세

 청년회장, 반장, 이장 역임 

 도시 취업을 위해 이농 한 후 귀농 

 대동계와 새마을계를 관장 

 도시 이농 후 상업에 종사하다가 귀농 

 농에 종사하면서 면 소재지 공장에 취업

 면소재지 정미소 취업

 농 종사  

그림 3-15.  부여군 송국2리의 지도력 구조 

이장 

대동계 연반계 

리개발위원회, 
농회장 겸임 

마을 상사 관리
마을 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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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는 주민이 선출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할 일이 거의 없다. 부녀회장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지만 조직원의 부족과 목표의식 부재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연반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적 이

익집단 와해된 상태다. 그나마 연반계는 마을이 공동체적으로 마을의 상사

를 관장하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송국2리에서 공식적으로 운 되고 있는 마을 총회, 농회, 부녀회, 노

인회를 제외하면 이 마을에서 활동적인 사회조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3.2. 일본 농촌마을의 지도력 구조 

3.2.1. 고라쵸 키따오찌 마을

고라쵸 키따오찌 마을의 지도력 구조는 크게 마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구장, 

신사 관리와 제례를 담당하는 궁세화, 마을의 농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장,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공민분관장 등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키따오찌 마을의 지도력을 분석해 보면 몇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키따오찌 마을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구장이 있지만 구장이 

마을 발전을 위한 직책을 독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분담하고 있다. 

즉, 행정은 구장, 마을의 농업은 농업협동조합장, 마을 제례는 궁세화(宮世

話)위원회, 마을의 사회문화 축제와 행사는 공민분관장, 마을가꾸기 사업

은 마을만들기 위원장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키따오찌 마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5개 집단이 마을에서 

지니는 비중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을 행사 중에서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을의 제례다. 따라서 매년 초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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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의 제례를 주관할 제주를 선출하는 문제, 신사의 관리 운 문제, 각종 

제사형 예식 거행 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둘째, 키따오찌 마을의 사회조직은 집행 과정에서 세분화되어 마을 주

민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후계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육성된

다. 마을의 각 조직은 그 활동이 세분화되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일반 

주민들도 모두 이러한 조직에 참가하기 때문에 마을의 축제, 행사 등에 참

여하는 것이 곧 마을 전통의 유지이자 후계자 학습이 된다. 또한 지도자의 

임기가 대개 1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번씩은 마을의 지도자

가 되고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키따오찌의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에 거주하며 인근 도시에서 여

러 가지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구장과 함께 마을 일

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비농업부문에서 배운 경험을 마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즉, 마을의 지도자들은 도시의 각종 직장에서 얻은 지도력을 마을 관

리에 활용함으로써 마을 지도력이 크게 신장 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림 3-16.  키따오찌 마을의 지도력 구조 

구장

궁세화
농협장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 

공민분관장

마을 행정 총괄, 
예산 수립, 결산 등

마을 농업 총괄마을의 제례 주관

마을만들기 총괄 마을 문화행사 총괄



농촌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 59

표 3-20.  키따오찌 마을의 지도자와 주요 경력  

지도자 연령 출신지  주요 경력 

구장 

마을만들기

위원장

사무국장

62

69

51

키따오찌

키따오찌

키따오찌

- 교토 소재 기업 업부장 출신, 부구장, 마을

만들기위원 등 역임

- 공무원 20년 근무, 퇴직시 지역종합센터 관장, 

마을만들기 위원, 반장, 구장, 부구장, 청년회 

활동

-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 청년단 활동, 전통 무

용보존회 단원

표 3-21.  시모노고 마을의지도자 경력 

지도자 연령 출신지  주요 경력 

구장 

마을만들기위원장

경관분과위원장

공방 관장

66

64

-

-

시모노고

시모노고

시모노고

시모노고

- 반장, 평의원, 부구장, 마을만들기위원, 닛산

자동차회사 업, 인사부 근무, 자위대 근무

- 히꼬네시 건축사무소 건축설계사, 마을 평의

원, 부구장, 구장을 번갈아 맡음. 

- 마을 평의원, 반장, 부구장, 구장 마을만들기

위원장, 분과위원장, 히고네시 전기 관련 회

사 직원, 청년단 출신

- 반장, 부구장, 구장, 사진 작가, 사진 스튜디

오 운 , 도예가, 町의회의원

네쩨, 키따오찌 마을의 지도자들은 1950∼60년대에 청년단 활동을 통

해 지도자로서의 학습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직장에 나가 근무하면서도 꾸준히 마을의 크고 작은 직책을 맡아 마을 지

도자로서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지도자는 

어려서부터 마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 내의 사회집단 혹은 조직

에 가입하여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육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지도자상은 고라쵸의 시모노고 마을에서도 확인된다. 구장은 

닛산 자동차에서 업부, 인사부 등 여러 직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마을

만들기 위원장은 히꼬네시에서 건축설계사 일을 하며 경관분과 위원장도 

히꼬네시에서 전기 관련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공방 관장은 사진작가겸 



농촌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60

사진 스튜디오를 운 한 경력이 있고 도예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고라쵸 

의회의 의원 출신이다. 

4. 소결 

농촌지역이 건전한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마을 발전에 필수적 요건

인 양질의 인력,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한국 농촌지역의 인구구조는 일본의 농촌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 농촌지역의 인구구

조 변화가 일본보다 월등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단히 

불안한 인구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농촌지역 인구구조는 고령화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30∼40

대 연령층의 인구와 유년인구 층이 취약하기 때문에 차세대 지도자의 고갈

과 인구의 생물학적 재생산구조가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된다. 

일본의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30∼40대 연령층이 한국의 

농촌지역과 같이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학적 균형의 측면에서 한국 보

다 안정적이다. 

일본의 농촌지역에서 인구 감소에 비해 가구 감소는 아주 완만하게 진

행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유지가 가능했으며, 인구 감소도 장기간 진행

되었기 때문에 마을 지역사회가 인적 자원의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농촌지역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와 가구가 동시에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인적 자본의 고갈과 함께 차세대 농촌지역을 이끌어 갈 지도자

의 고갈로 내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전통적인 사회집단은 대부분 와해되고 마을 지역

사회가 지니고 있던 자치적 메커니즘을 상실해가고 있다. 특히 마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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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지니고 있던 공동의 제례의식 상실, 경제․사회․문화 집단의 해체 

등은 마을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상실과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새마을운동이 강력히 추진되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을 개발위

원회도 마을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공동의 주제가 상실된 현재는 제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한 채 명목상의 조직으로 전락되었다. 

지연집단으로서의 마을 총회는 존속되고 있지만 자치기능은 취약해지

고 지방정부의 행정을 수용하는 기구로 전락되었다. 마을 발전이라는 공동

의 목표 의식 상실로 대부분 마을은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남아 있다. 

농촌 마을에는 정부의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새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정책 도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 

진 것들이 대다수이며 사업이 끝나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 주민이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녹색농촌체험사업

이 잘 추진되는 마을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마을의 역동성을 불러오는 새

로운 사회집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집단이 조직될 경우 기존 조직의 관

계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경우 

기존의 조직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새로운 조직과 갈등하는 등 긴장 

상태를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나 정책이 중단되거

나 바뀌면 그 조직도 사라지게 되어 마을의 사회조직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976년도에 정부가 주도하여 조직한 새마을 농회, 새마을부녀회가 명

목상 조직으로 전락하 고, 정보화시범마을 등 정책을 도입하면서 조직한 

정보화시범사업추진위원회 등이 다시 명목상의 조직으로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 마을 개발위원회와 녹색농촌체험사업추진위원회가 마을 개발의 주도

권이나 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도 같은 

경우다. 

정책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직에 관심을 가진다. 



농촌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62

그러나 농촌지역이 존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의 사회생활에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문화, 사회, 건강, 보건 등이 주제가 되는 주민 

활동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전통적인 마을의 사회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의 마을 사례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점은 마을의 행정적 자치, 제례, 문화, 사회를 위한 각종 사회집

단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마을 총회는 마을의 각종 사회집단의 사업 계획 승인과 이에 필

요한 예산의 배정 같은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마을의 농업 문제는 마을의 

농업협동조합이,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마을의 제례행사

는 궁세화가, 마을의 문화적 행사는 공민분관장이 분담하여 주관한다.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우리나라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중앙정

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마을과 기초자치단체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주도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농촌지역에서 주민이 사회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사회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마을 주민의 관심 역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고

라쵸 키따오찌 마을의 사회집단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농업생산, 마을의 

전통 문화 보전, 자녀 교육, 주민 건강, 교통 안전, 사회 안전, 마을 축제, 

경노, 마을 환경정비, 마을 청소 등이다.      

농촌지역의 발전을 이끌 양질의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은 내발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지도력은 마을 내부로부터 

육성되는 것이다. 마을 내부의 지도력이 취약하면 내발적 발전을 기대하기

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을 도입하여 소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토고미 마을은 지도자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을 발전을 

이룩한 사례다. 토고미의 사례는 작은 규모 이지만 농촌지역에서 내발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부래미 마을은 출향 인사 주도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귀농한 인사들이 도자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풍물 체험 등 다른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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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기 어려운 체험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운 하여 성공한 사례다. 

마을의 지도자와 주민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기에 이 사업이 성공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은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와 같이 인

적 자본 유출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도력도 약화되어 자력으로는 마을개발

을 논의해 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토고미 마을의 지도력은 행정을 담당하는 이장과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 토고미 자연학교를 운 하는 총무로 크게 삼분된다. 

부래미 마을은 이장이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위원장을 겸직하고 마을에 

도입되는 각종 정책사업의 책임자가 됨으로써 지도력이 이장에게 집중되

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고라쵸 키따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은 지도력이 분산

되어 있다. 마을 행정, 농업, 제례, 문화행사, 마을만들기 사업이 각기 다른 

조직과 책임자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마을 주민이 어

린이부터 노인까지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의 직책에 순환제로 봉

사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의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키따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인근 도시에서 비

농업 부문에 종사하면서 농을 하는 겸업농들이다. 이들은 도시의 직장에

서 대기업 간부, 건축설계사, 자 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직

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도시의 직장에서 취득한 지도력과 능력을 마을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은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스스

로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

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나 외부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천군 토고미의 사례는 마을 주민이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

하여 농조합법인을 조직하고 마을 지도자와 주민이 자주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 사업이 도입되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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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소화할 수 있었다. 주민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

했고,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지원이 있던 것도 이 마을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토고미 사례는 바람직한 한국형 내발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

된다. 

이천시 부래미의 사례는 정부 정책 도입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마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성공사례다. 이 경우에도 마을에 

귀농한 도예가, 풍물 기능 전수자가 마을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이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이 풍부해지고 성공할 수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까지는 외부 인사, 귀농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앞

으로는 지역 주민이 마을 발전을 위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마을만들기정책이 도입되고 있

다. 중산간지역의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주민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소

화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본의 고라쵸 키따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재정

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외부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

하여 성공한 사례다. 마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은 

크지 않았으며 전문가와 주민이 합의를 이룰 때까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단 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합의한 사업은 주민 주도로 실천하 다.  

키따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이 주민 주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성공

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의 사회 조직이 건전하고 주민이 적극

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마된 지도력이 있었기

에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일본에서도 중산간 지역의 마을 사정은 고라쵸의 키따오찌 마을이나 시

모노고 마을과는 다르다. 이 지역은 인적 구성과 지도력 면에서 취약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혹은 NPO 등의 도움이 중요하다. 나가노현의 

오가와무라는 취약한 인적 자원과 지도력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보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지역을 개발해 가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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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은 세 규모이면서 더구나 농지가 필지단위로 분산

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이 대규모 농장제 농업이 행해지는 미

국이나 EU의 농업구조와 대비되는 차이점이다. 이러한 세 분산 농업구

조 속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동안 경 규모 

확대를 추구해 왔으나 농지분산으로 인해 규모화의 효과는 기대했던 만

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시장개방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추세 속에

서 개별경 의 규모확대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지역 전체의 노동력이 부족

한 지역에서는 농업경 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경  중

에서 특히 지연적 조직경 체가 ‘마을 농’이다. 즉 마을단위 또는 일정 지

역단위의 농업경 은 지역농업 유지를 비롯하여 농업자원 보전, 나아가 지

역진흥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지역농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마을 농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와 과제

를 제시한다.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양국의 대표적이거나 평균적인 사례는 

아니다. 한국은 마을 농에 의한 농업경 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

지만 그 싹이 보이기 시작하 다. 반면에 일본은 실태․정책 양면에서 마

을 농이 일정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마을 농의 실태와 과제  제4장



마을 농의 실태와 과제66

1. 농업구조 변화와 마을 농

1.1. 마을영농과 내발적 발전

일본에서 마을 농은 지역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을주민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고, 또 마을 구성원의 다수가 출자나 운 에 참여하는 일종

의 지연적 조직경 이다. 대부분의 마을 농은 농업 생산활동뿐 아니라 

가공․유통, 교류 등에까지 관련하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와 접한 관계

가 있다.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농과 내발적 발전론과의 관계를 보면, 첫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촌경제 쇠퇴라는 현상과의 관계에서 인구 과소화라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내 주체의 역할이나 과제를 검토하

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활용된다. 

둘째, 내발적 발전론의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내발적 발전론은 경제발

전의 부정적인 측면, 즉 농촌경제 쇠퇴 문제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마을 농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내발적 발전론

의 이론과 정합성을 가진다. 

특히, 내발적 발전론은 외발적 발전론에 대한 반발에서 등장하 다. 즉 

외래형 지역개발정책이 지역경제나 농촌경제에 가져온 문제에 대응하고자 

내발적 발전론의 방법론이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마을 농을 연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중요

한 논점이 될 수 있다. 즉, ① 지역진흥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 ② 생산활

동과 관련하여 지역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파악, ③ 전통․문화유산에 대

한 견해, ④ 주체의 행동원리, ⑤ 발전의 목표설정, 그리고 ⑥ 조직운 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이 논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농에 대한 내발적 발전론이 가지는 과제는 우선 당해 지

역의 주체가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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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위기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에 주체의 행동원리로서 주체성, 자율성이 강조되고, 구체적으로는 자기 

지역에 대한 학습, 지역 외 사례에 대한 연구, 외부지역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마을 농이 등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종사

자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다. 향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함에 따라 한 농가

로서는 자기 완결적 농업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둘째, 전업적 종사자

의 호당 경 규모가 세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앞으로 규모 확대의 전망

이 불투명하여 전업농가로의 성장이 곤란하다. 셋째, 이러한 현상으로는 

농가가 생산에서 후퇴하게 됨에 따라 농업자원이 황폐화되고 있다. 넷째, 

지역활성화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정기환외, 2005).

그림 4-1.  마을 농의 개념도

농지임대

임대료

노동력

노임

(농지, 노동력, 농기계)

마을영농

농기계임대
농작업수탁
농업생산

가공, 판매
교류활동등

리더

오퍼레이터

보조작업자

마을

출자

배당
공동이용형
작업수탁형
협업경영형

전업농위탁형
마을농장형

유형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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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마을 농은 다음과 같이 그려

볼 수 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마을 내지 지역농업이 

안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 마을 주민이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강구에 대해 합의한다. 

다음으로, 고령화와 경지분산 등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다각경 이 

가능한 조직경 체로서 마을 농을 설립한다. 마을 농은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고,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마을 농에 임대하고 지대(임대료)

를 수취하며, 농기계 소유자도 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이로 인

해 남는 노동력은 마을 농에 임시 또는 상시 취업하여 노임을 받는다. 

그리고, 마을 농은 대체로 대표자 또는 조합장을 중심으로 하는 ‘리

더’, 기간적 농작업이나 농기계를 운전하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마을의 

농지임대자와 같은 고령자들로 구성되는 ‘보조작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체가 된다. 

마을 농은 발전단계에 따라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작업 수위탁’에 

한정한 단순한 유형에서 협업경 형, 나아가 1마을 1농장형 등 발전된 유

형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농기계 임대, 농작업 수위탁,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소비자와의 교류 활동 등 소위 농업 서비스 사업과 1차 산업

적인 역에서 2차 산업적, 나아가 3차산업적 역에 이르는 다각적인 경

활동을 할 수 있다<그림 4-1>.

1.2. 한국의 구조정책과 마을영농 

1.2.1. 구조정책의 전개

우리나라의 구조정책의 전환점은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다. 시

장개방에 대응하여 규모확대와 새로운 경 주체로서 위탁 농회사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원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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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 농규모화사업과 위탁 농회

사라는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요한 변화는 농업경 체를 가족단위

의 ‘농가’ 개념에서 개인을 단위로 하는 ‘농업인’으로 파악하 고, 동시에 

농업인의 조직체로서 농업법인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점이다. 

1994년 위탁 농회사는 농업생산에 이어 가공 및 유통기능이 부여되었

고, 명칭도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분화되는 등 농업법인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법인제도는 동

법에 근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2. 농업법인 실태

2005년 전국의 농업법인 수는 5,626개 사업체로서 감소추세가 계속되

고 있다. 이 중 농조합법인은 4,293개, 농업회사법인은 967개이다. 이외

에 일반회사법인이 88개, 국가․지자체, 생산자단체, 학교, 사단법인, 재단

법인 등의 사업체가 278개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법인의 경 유형을 보면, 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과 유통, 

가공 등에 특화하는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농작

업수탁)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운 형태를 보면 전체 법인의 3

할 이상이 법인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아직 출자자가 개별적으로 운

하고 있다<표 4-1∼표 4-3>.

특히 농업법인 중 ‘ 농조합법인’은 협업경 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

하고, 또 농산물 가공․유통 등 다각경 을 통하여 판매수익을 높이는 것

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법인은 도입 초기에 지나치게 정부 

보조에 의존하여 급격하게 도입되어 경 성과라는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지연적 성격을 가진 소위 

‘마을 농적’ 경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정책 속에서 마을 농은 아직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경 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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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의미와 향후 발전

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표 4-1.  한국의 농업법인 수, 2005년

2005년 

농가
⑴

농업법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법인

    기타
⑵ 

1,273천호

5,626개

4,293개

967개

88개

278개

 주：⑴ 10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금액 50만원 이상의 가족경 체 

     ⑵ 국가․지자체, 생산자단체,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사업체 

자료：통계청「2005년 농업총조사 잠정보고서」, 2006

      통계청「2005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2006

표 4-2.  농업법인의 경 유형, 2005년 

단위：%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사업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43.6

43.1

43.5

14.6

11.0

14.0

16.9

 6.8

15.2

 4.7

31.5

 9.2

20.1

 7.6

18.0

자료：통계청「2005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2006

표 4-3.  농업법인의 운 형태, 2005년 

단위：%

출자자 공동운 대표자 단독운  출자자 개별운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5.8

46.0

13.1

15.1

31.1

38.9

자료：통계청「2005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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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의 구조정책과 마을영농

1.3.1. 구조정책의 대상

일본에서 구조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 체는 농림수산성의 전망에 의하

면, 2015년의 210만 내지 250만 호의 경 체 중 개별경  33∼37만 호, 마

을 농 2만∼4만 조직, 그리고 법인경  1만 조직을 목표로 한다. 전체 농

가 가운데 이러한 구조정책의 대상이 되는 농가의 비율을 보면, 개별경

은 전체경 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이에 추가하여 마을 농은 평균 35

호 농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70만 내지 140만 농가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을 농의 존재이다. 개별경 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마을을 단위로 한 마을 농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

조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정책을 집중한다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

는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1.3.2. 마을 농의 도입 배경과 주요 효과

가. 도입 배경

마을 농은 평균적으로 말하면 35호 정도의 마을을 단위로 농지의 소

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공동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초보

적인 조직에서부터 마을 전체의 농업을 하나 농장으로 법인화하여 경 하

는 ‘마을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마을 농이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농업이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 있다. 첫째, 농업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여 향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하면 하나의 농가로서는 자기 완결적 농업은 점차 불가능하

다. 둘째, 전업적 종사자의 호당 경 규모가 세하며, 앞으로 규모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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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품목별 마을 농수

단위: 개

품목 2000 2005

 쌀

 맥류

 잡곡․서류․두류

 공예작물

 채소류

 과수류

 화훼․화목

 사료용작물

 기타

7,002

1,238

889

96

81

233

13

284

125

6,089

1,752

1,505

56

62

169

7

243

180

 합계 9,961 10,063

자료：농림수산성

전망이 불투명하다. 셋째, 이러한 현상으로는 농가가 생산에서 후퇴하게 됨

에 따라 농업자원이 황폐화된다. 넷째,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 가능성도 불

투명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여 마을 농이 대안으로 등장하 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특히 수도작 부문의 채산이 악화됨에 따라 논의 

휴경이 늘어나는 한편, 농업경 이 안고 있는 노동력 문제, 토지이용 문제, 

기계시설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화된 것이 마을 농이

다. 2005년 현재 전국의 마을 농의 수는 1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표 

4-4>. 

나. 지역농업에 대한 효과

개별경 은 세 분산 필지의 농업구조 하에서는 규모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규모확대를 하여도 각각의 필지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경 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해 마을 농은 지연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농지단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화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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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이 지역농업의 발전에 미치는 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농지규모화 효과 제고, ② 지역별로 농지자원 보전, ③ 후계자․전업농 

확보, 그리고 ④ 농기계비용 절감에 따른 소득 향상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④와 관련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면, 소규모의 개별경

은 일반적으로 농지의 분산과 세성에 의한 노동 효율 감소와 농기계 

비용이 과대한 관계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마을 농

은 농지 단지화와 기계 공동이용 등이 가능하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마을 농의 비용 절감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2>

는  ① 개별경 의 경우 평균 0.8ha(벼 48a, 대두 32a)의 경지면적을 가진 

37호(총면적 30ha)가 각각 개별경 을 한 경우의 부락 전체 비용이며, ② 

마을 농의 경우는 개별경  37호가 마을 농을 설립하여 경 을 한 경우

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두 가지 경 형태별 경 비를 비교해보면 마을

농은 개별경 의 47% 수준으로 절감된다(정기환 등, 2005).

그림 4-2.  개별경 과 마을 농간의 생산비용 비교(마을전체비용)

42,600

20,200

39,400

17,400

11,300
9,400

28,100

8,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개별경영 마을영농

경영비 물재비 자재비 농구비

천엔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주：⑴ 개별경 은 평균 0.8ha(벼 48a, 대두 32a)의 경지면적을 가진 37호(총면적 30ha)

가 각각 개별경 을 한 경우의 부락전체 비용임. 

      ⑵ 마을 농은 상기 개별경  37호(30ha)가 마을 농을 설립하여 경 을 한 경우

의 비용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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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소 폭이 큰 것이 농기계 감가상각비이다. 이 점이 마을 농에서 

생산비 절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을 농은 농지

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등의 면에서 개별경 에 비해 유리

한 점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건물 및 시설 감가상각비 절감도 경 비 절

감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형 오퍼레이터에 의한 농기계 작업

과 고령자 등에 의한 물 관리나 논두  관리 등과 같은 작업공정 분업에 

의한 비용절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농정에서 마을 농이 농정에서 중요하게 위치하게 된 것은 마을

농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규모화 효과

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농지자원의 보전․관리, 후계자․전업농 확보, 농기

계비용 절감에 따른 소득 향상 등이 인정되고 있다. 

마을 농은 개별경 이 존립하기 어려운 중산간지역에서 지역자원 관

리와 지역농업 유지의 대안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쌀 생산

비 절감이나 지역농업 유지라는 관점에서 평탄지에서는 개별경 의 규모

확대, 그리고 개별경 의 규모확대가 어려운 중산간지역에서는 마을단위, 

또는 두세 개 마을을 포함하는 지역단위의 농업경 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2. 한국의 마을 농 실태와 과제 

2.1. 조사 개요

한국의 마을 농 사례는 일본과 같이 발전한 단계가 아니라 마을 농으

로 근접해가고 있는 사례이다. 농업법인 중에서 특히 농조합법인을 중심

으로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필지분산의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공동생산․공동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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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기반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례가 중심이다. 첫 번째 사례는 마을의 지도자 주도로 마을단위에서 친

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개별생산․공동판매를 추진하는 사례이다. 두 번

째 사례는 고령화된 수도작 지역에서 친환경 쌀농업을 실시하면서 마을주

민의 노동력으로 생산부문을 공동화를 실현하여 공동판매를 실천하는 사

례이다. 세 번째는 기업에 의한 마을 농을 추진하는 사례이다. 기업이 생

산비 절감과 친환경생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논을 전부 단지화한 

후 마을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한 쌀과 채소 등의 생산을 통하여 기업의 이

윤확보와 마을 전체 소득향상을 실현하는 등 주목되는 사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의 농업자원을 적절히 보전함으로써 지역진흥을 도모하는 

사례로서 마을주민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생산조건이 불리하지만 경관

적 가치가 높은 다랭이논 보전을 통하여 마을 전체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례이다.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주체, 문제인식, 주요

활동, 외부와의 관계 등을 통하여 농업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나 향후 과제, 대안을 제시한다. 

2.2.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2.2.1. 지역 개황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에 위치

하고 있다. 이 지역은 홍동면을 중심으로 인접 3개 면의 40개 마을 1,003

호의 농가가 약 870ha의 농지에서 오리농법에 의한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홍성군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된 중심에 문당리에 있는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이 있다. 

문당리는 현재 90농가 중에서 78호의 농가가 70ha의 농지에 쌀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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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주요작목은 쌀을 비롯하여, 고구마, 생강, 표고버섯 등이며, 마

을내 농가의 최대 경작규모는 6ha이나 평균 규모는 1.5ha 정도이다. 

문당리는 마을주민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문당리백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마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2 

이 계획은 마을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사회의 유대 약화 등을 배경

으로 농촌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이를 타개하

기 위해 농업의 가치 제고, 농촌 삶의 질 개선, 다양한 소득원 창출,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복원 등의 방향으로 2030년 이후까지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등 내발적 발전론에 입각한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2.2. 법인의 경 활동

가. 설립경과 

○ 1977년 개인단위의 친환경농업 시작

○ 1994년 마을단위 무농약 쌀생산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999년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 설립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대표 주형로)

- 2006년 현재 조합원 49호, 유기농 쌀 50ha 식부

- 마을의 유기생산, 마을개발, 도농교류, 마을 자산관리 등 역할

○ 2001년 ‘홍성유기농쌀작목연합회’ 설립

- 쌀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농협 및 생협 연합회 조직

 2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녹색연합,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 21세기 문

당리발전백년계획」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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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활동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의 주요 활동은 우선 오리농법으로 쌀 유

기생산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마을내 쌀은 90%가 유기농으로 인증받았으며, 

나머지 10%는 전환기이다. 쌀 판매는 법인과 생협이 공동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산은 농가단위로 개별경 에 의존하는 형태이며, 단지 자재

구입, 교육, 판매 등은 공동으로 하고 있어 ‘부분적 공동경 ’ 성격이다. 

또 법인은 주민주도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마을 개발을 위해 ‘마을백

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자연친화적인’ 마을

개발과 유기농 쌀, 채소, 축산 등 지역내 순환농업을 실현하는 ‘생태순환생

산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은 교육․체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비롯하여, 소비자와 어린이 등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이나 

농업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인은 약 20억원에 상당하는 마을자산을 관리하고 있

다. 마을 소유의 토지 1만 평을 비롯하여, 그동안 국가보조사업에 의해 설

치된 시설, 예를 들면 정미소, 교육관, 찜질방 등을 전부 법인 명의로 등기

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부정의 소지를 방지한다

는 의도이다. 현재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지자체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형로 대표는 문제점이 많다

고 지적하고 있다. 

2.2.3. 전망 및 과제 

이 법인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조합법인

의 경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기반정비가 완료된 일정한 마을단위에서 친

환경농업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와의 교류를 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

이다. 단지 생산자재 구입 등은 공동으로 하되, 생산활동은 개별적으로 실

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친환경농업 농조합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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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홍성친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의 조직도

조 합 원
(충 남 홍 성 군 홍 동 면 문 당 리 )

4 5 농 가 (5 0 h a )

대 표
(주 형 로 ) 

감 사 (2 명 )

교 육 분 과
(5 명 )

이 사 (6 명 )

영 농 분 과
(5 명 )

축 산 분 과
(5 명 )

가 공 분 과
(5 명 )

최근 유기농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쌀 생산비 

절감이 당면 과제이나 현재로는 자재의 공동구입에만 머무는 단계이며, 생산

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과정의 공동화, 기간작업과 보조작업에서 

마을내 노동력 구성에 적합한 형태로의 작업공정 분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이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생산과정의 협업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 보조에 의한 농가별로 농기계를 보

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기계 교체를 계기로 농작업을 위탁으로 처리

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을단위 공동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

별 요금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형로 대표의 견해이다.

2.3. 장돌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

2.3.1. 지역 개황

장돌친환경쌀 농조합법인은 전북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장돌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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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다. 김제시 죽산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도작 지역이다. 평탄지

역에 1필지 1,200평으로 기반정비가 완료되어 있으며, 쌀과 보리 등으로 2

모작을 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10a당 일반재배가 600kg, 친환경재배는 

400kg 정도이다. 이 지역의 임차료는 일반재배의 경우 1필지 11가마(80kg)

로서 10a당으로 환산하면 220kg으로서 생산량의 36.7%에 달한다. 

또 장돌마을은 고령화가 진전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을의 쌀 농업이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한 상황이다. 이 마을은 친환경농업을 실시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농지를 집단화하여 마을주민

이 공동작업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례이다. 우리나라 농조합법인의 

경 사례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공동생산․공동판매’형 경 형태이다. 

2.3.2. 법인의 경 활동

가. 설립경과

○ 1996년 친환경쌀 작목반 시작

○ 1998년 경지정리사업 실시, 22농가 52ha 농지집단화로 협업 기초 마련 

○ 2003년 장돌친환경쌀 작목반 설치

- 친환경농업 본격적 시작, 쌀과 보리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관원) 

○ 2004년 ‘장돌친환경쌀 농조합법인’ 설립

-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장돌마을 

- 공동 대표：김연수, 김수환

나. 주요활동

장돌마을에서 1998년 이후 친환경쌀 생산이 확대되어 2006년 현재 마

을 전체와 인근 농가를 포함한 39농가(89ha)가 이 농조합법인에 참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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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장돌친환경쌀 농조합의 조직도

조 합 원
(전 북 김 제 시 죽 산 면 대 창 리 장 돌 마 을 )

39농 가 (89ha)

공 동 대 표
(김 연 수 , 김 수 환 )

이 사 (6명 )

오 퍼 레 이 터
(4명 )

공 동 작 업 참 가 자
(30명 )

친환경농법 쌀 생산이 중심이며, 후작으로 보리와 자운 을 재배하여 

녹비로 활용하며, 무농약 무화학비료와 우 이농법 등으로 유기농업을 실

시하고 있다. 특히 스테비아 등 미생물과 자체 생산한 액비를 활용하면서 

왕우 이를 이용하여 제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경 방식은 마을 리더들의 주도로 종래 마을단위의 품앗이 관습을 현대

화한 형태이다. 즉 농지를 집단화하여 공동작업, 공동판매, 공동정산을 하

면서 인근지역으로 농지집단화가 확대되고 있다. 

공동정산 방식이 특이하다. 친환경생산의 수량변동이 심한 문제에 대응

하여 수량이 대폭 감소한 필지가 있는 경우 평균 이상 농지에서 이를 보전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배분은 판매금액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후 토

지지분에 따라 분배를 하며, 투명경 을 위해 결산공고를 마을회관에 게시

하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한다. 

생산한 쌀은 농협중앙회 양곡유통센터에 전환기 쌀로 판매하고 있다. 

쌀 판매수익은 2004년 4억 1,800만원, 2005년 7억 3,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쌀 판매수익과 농작업 농임, 기타 개인

별 농산물 판매수입 등이 소득원이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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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대상 친환경농업부문 단체상(상금1,000만원)을 

수상하기도 하 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농조합은 정부 보조금 3억 5,000

만원, 조합원 출자 1억원 등 4억 5,000만원으로 토착미생물 액비배양 제조

장비, 미생물 배양 및 저장실, 우 이 사육장 등 친환경농자재 시설 등을 

구입하 으며, 또한 친환경쌀 건조집하장, 친환경 원적외선 저온건조시스

템 등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정부 보조금을 활

용하고 있다. 

2.3.3. 전망 및 과제

장돌친환경쌀 농조합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조합으로는 우

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공동생산․공동판매형 조합이다. 이를 

통하여 경지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의 노동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생

산비를 대폭 낮추면서 마을 전체로 보면 고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정산을 하여 친환경농업이 안고 있는 위험을 마을공동으로 부담함으

로써 현재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인근 마을까지 확대되는 선진적인 사례

이다. 

향후 이 농조합은 쌀에 대해서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가공시설을 

도입하여 계약거래 및 인터넷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축산을 

도입하여 마을단위의 쌀과 유기축산의 순환농업체제를 구축하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플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가공, 유통, 교류 등

에 이르는 다각경 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공동경 ․공동판매를 넘어서

는 ‘협업경 ’으로의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농조합에 주

어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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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농조합법인 나투어(Natur) 

2.4.1. 지역 개황

‘ 농조합법인 나투어’는 기업이 마을단위의 농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거창농장과 남해농장 등 두 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지자체의 협

력을 받아서 마을의 전체 농지를 임차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 

판매 및 가공 판매하는 사례이다. 

거창농장이 있는 거창군 북상면 농산마을은 수해, 가뭄, 폭설 등 자연 재

해가 거의 없는 무재해 지역이다. 농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기계화 농에 

적합하다. 그리고 남덕유산 계곡에 위치하여 물이 풍부한 편이다. 2006년 

현재 마을 전체 농가 73호, 농업종사자는 150명이며, 60세 이상이 73명이다. 

주요 작물은 쌀, 엽채류(배추), 근채류(당근, 무, 양파) 등이다. 농조합법인 

나투어가 이 마을에서 임차하여 경 하는 농지는 단지화된 논 40ha이다. 여

기서 쌀 30ha, 하우스 1ha(20개동), 기타 작물 9ha 등을 재배하고 있다. 

한편 남해농장이 위치하여 있는 남해군 이동면 신전마을은 3면이 산이

고, 1면은 바다이면서 온난한 기후로 겨울에도 무가온 하우스 재배가 가능

한 지역이다. 주요작목은 쌀이며 겨울철에는 시금치, 마늘, 양파 재배가 가

능하다. 논은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기계화 농이 가능하다. 2006년 현재 

농가 98호, 318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은 277명으로서 고령화가 진전되어 

가까운 장래에 경작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남해농장이 임차하여 경

하는 농지는 96필지(1필지 150∼800평의 경지정리) 13ha이다. 쌀 7ha, 무

가온 하우스 1ha(30동), 기타 5ha 이다. 거창과 남해 두 농장 모두 친환경 

BK(Bio Kraft) 생산을 하고 있다. 

2.4.2. 법인의 경 활동

가. 설립경과

농조합법인 나투어는 농산물 유통업체인 ‘게비스 랜드’가 출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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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법인이며, 게비스 랜드는 바이오비료, 활성 비료, 활성 퇴비, 토양 

액비 등을 생산하고, 친환경 육묘사업을 하고 있다. 

농조합법인 나투어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쌀, 채소 등의 전환기유기

농산물)을 하여, 회원에 대한 직접 판매와 대한항공의 기내식으로 가공판

매하고 있다. 설립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2년 12년 ‘게비스 코리아’가 적포도주 찌꺼기를 활용한 미생물 

천연비료 바이오 크래프트 특허 등록 및 경남 사천에 제조공장 

준공

○ 2003년 10월 게비스 코리아가 친환경농산물 유통회사인 게비스 랜드 

설립

○ 2003년 11년 게비스 랜드가 ‘ 농조합법인 나투어’ 거창농장 설립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에 농지 40ha 확보

- 친환경 쌀․채소 등 30여종 생산 

○ 2004년 9월 농조합법인 나투어 남해농장 설립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3ha 농지 확보

- 친환경 쌀․채소 등 30여 종 생산

나. 주요 활동

두 농장 모두 마을단위의 전체 농지를 임차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며, 농지를 임대한 마을의 농지소유자의 노동력을 농

장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농지의 임차 조건을 보면, 평당 임차료는 거창은 일률적으로 

1,350원이다. 남해는 1,400원(기존의 임차지), 1,700원(1모작 논), 2,400원(2

모작 논) 등 3종류가 있으며, 평균 1,810원이다. 임차료는 1년분 또는 5년

분(농촌공사)을 선불하고, 15년간 장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으며, 5년마다 

경신한다. 전국 평균 임차료는 평당 800∼1,000원이다. 

이에 비해 임차료가 비싼 것은 농지 집단화와 장기 임차 때문이며, 남

해군은 2모작이 가능하여 임차료 단가가 더욱 높다.



마을 농의 실태와 과제84

둘째, 노동력 고용실태를 보면, 두 농장은 각 마을에서 4명의 상시고용

을 비롯하여 농지임대자 중에서 매일 20∼30명을 일당 남자 50,000원, 여

자 27,000원으로 임시고용하고 있다. 2005년 1년간 임시고용 연인원은 거

창의 경우 4,500명, 남해는 2,500명에 달한다. 남해의 경우 2006년 7월말 

현재 일일고용 2,488명(남 288명, 여 2,200명)을 고용하여 7,383만 8,000원

의 노임을 지불하 다. 이 금액이 남해농장에 의한 마을의 고용효과이다.  

셋째, 생산방법은 게비스 랜드 사천공장에서 생산된 바이오 비료인 ‘바

이오 크라프트’를 사용한 친환경생산을 한다. 생산품목은 쌀과 각종 채소 

30여 종이다. 남해농장에서 생산된 것은 거창농장에서 집하, 소포장하여 

한진택배나 CJ택배를 통하여 전국에 배송한다. 

넷째, 농조합의 생산조직은 두 농장 모두 농장장 1명과 농기계담당(1

명), 관리인력담당(1명), 배송담당(1명) 등 4명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관

리인력담당은 두 농장 모두 마을 사정이 밝은 이장을 고용하여 마을내의 

인력 확보와 조정을 맡기고 있다. 이들이 마을의 고용노동을 확보하여 경

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마을의 일부 유휴노동력은 농지임

대 후 채소생산 등에 집중하거나 버섯재배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부문에 

고용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전체로 보면 소득은 임대료 소득과 고용노임, 채소 등 신

규부문 소득 등의 합계로서 종전의 개별경 의 합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

을 확보하고 있다. 

다섯째, 농산물 판매방법을 보자. 농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전량 

유통회사 게비스 랜드에 의해 회원제로 판매되며, 또 2006년 8월부터 현대

백화점(서울 7개점)에 납품하고, 2006년 9월부터는 대한항공(유럽 노선, 미

주 노선) 기내식으로 유기농 채소식단을 공급하고 있다. 

회원은 700여명, 회비는 일반회원 월 72,000원, 프리미엄회원 월 98,000

원이다. 일반회원의 경우 월 4회 배송, 1회 배송시 쌀, 채소 7∼9종 2.8∼

3.2kg, 프리미엄회원의 경우 1회 8∼10종 4.0kg을 택배로 배송한다. 일반

판매시 단가는 쌀은 1kg당 6,000∼8,000원이며, 엽채류는 200g당 2,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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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조합법인 나투어 거창농장 전경

그림 4-6.  농조합법인 나투어 거창농장의 경  개요

영농조합법인 나투어 거창농장

농장장(1),농기계(1),배송(1),인력(1)
임차농지 40ha(벼30,온실1,노지9)
친환경 BK농법(쌀, 채소등 30여종)

회원(700명),
백화점 등

대한항공
(기내식)

농지임대
(40ha)

임대료
1,350원/평

고용
연간4,500명

노임
남 50,000원/일
여 27,000원/일

판매 가공판매

출자

바이오비료

게비스 랜드

농산물유통
바이오비료
육묘연구소

농지소유자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농가 73호 논 40ha

2.4.3. 전망 및 과제

농조합법인 나투어 사례는 기업이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마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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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산물 생산․판매를 행하는 소위 ‘기업․마을․지자체 등 3자 연대형’

으로서 향후 성패 여부가 주목된다. 마을이 가진 농지와 노동력, 기업이 가

진 경  및 마케팅 능력, 그리고 양자간에 지자체의 조정과 협력 등에 의

해 성립한 것이다. 

특히 주목을 해야 할 점은 고령화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약화

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지역농업이 쇠퇴

해 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기업의 자본․기

술․마케팅 능력과 마을의 토지․노동 등이 연대하는 형태로서 기업이 마

을 전체의 농지를 임차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고부

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능력은 일반 농조합법

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경 성과의 결과가 

마을주민에게는 농지임차료와 노임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현재 농조합법인 나투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신청 중이며 

인증기관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한 지역의 농산물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실시, 마케팅 능력 등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농산물의 판매도 담당하게 된

다. 이를 위해 2008년에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된다면 지역농업에 파급되는 향은 크게 나타

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과 농촌지역의 상생관계 구축이 긴급하고 중요

하다.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마을 농은 이 사례의 경우 ‘ 농조합법인 나

투어’ 대신에, 마을주민(농가․비농가 포함)으로 구성되는 ‘ 농조합’이 경

을 하는 형태이다. 기업과 마을과의 연대형은 우리나라 특유한 현상으로

서 그 성패 여부에 따라 확산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자체의 역할은 농지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현재 나투어와 농지

소유간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번잡함이나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리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남해농장의 경우 농장 인근에 있는 폐교를 

지자체가 매입, 나투어에 임대하여 도농교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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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천다랭이마을 

2.5.1. 지역 개황

가천다랭이마을은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에 소재한다. 마을

의 다랭이논을 생산조건이 불리하지만 마을주민이 협력해서 경작을 통하

여 보전한 결과로 농업생산이 유지되는 동시에 경관이 형성되어 관광자원

화함에 따라 마을에서 농산물 판매수입이 늘어나고, 국가 보조도 늘어나는 

등 지역진흥을 도모한 지역이다. 

이 마을은 2006년 현재 농가 40호, 비농가 26호(고령자) 등 66호이며, 

인구는 154명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지면적은 다랭이논 24ha 

(660 필지), 중 현재 경작되고 있는 것은 9ha(250필지)이며, 15ha는 휴경지

이다. 밭은 18ha이며, 외지인 소유가 많은 편이다. 주로 논에는 쌀과 후작

으로 마늘과 잡곡을 재배하고, 밭에는 옥수수, 두릅, 고구마, 잡곡 등을 재

배한다. 

그림 4-7.  가천 다랭이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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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자원은 250필지에 달하는 다랭이논을 비롯하여, 봉수대(경남도

지정 기념물 247호), 암수바위(민속자료 13호), 밥무덤, 해안산책로, 그리고 

마을앞 바다 등이다. 체험으로는 다랭이논 농업 체험, 석축 쌓기, 바다 체

험 등이다. 

가천마을의 다랭이논은 300년의 역사를 가진다. 마을 뒷산에 남해 최남

단의 봉수대가 있다. 봉수대를 만드는 석축기술이 평화시 다랭이논 개간에 

활용되어 마을의 식량생산과 마을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즉 다랭이논이라

는 농업자원을 적절히 보전 관리하여 지역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농업자원 보전을 통한 지역진

흥을 추진하는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와 마을 주민(이장 김주성)의 노력의 

결실이다. 

마을조직으로는 ‘마을개발위원회’(위원 12명)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등

의 자문과 출향인의 협력 하에서 마을주민에 의한 예약․홍보, 음식․판

매,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하

여, 마을개발계획 수립, 주요 사업 의사결정, 교류 및 체험 등의 활동을 한

다. 또한 문화재청의 명승지 지정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명승지 추진위

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2.5.2. 마을의 경 활동

가. 추진경과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농진청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으로 기반정비

(회관, 도로, 사방댐, 다랑이 주변정리 등)

○ 2003년 3월 다랭이마을 상표등록

○ 2003년 11월 마을 홈페이지 개설, 홍보 및 활동 소개

○ 2002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

○ 2005년 문화재청 명승지(제15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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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가천 다랭이마을 개발위원회 조직도 

위 원 장
(김 주 성 )

예 약 · 홍 보
담 당

음 식 · 판 매
담 당

프 로 그 램
담 당

지 원
담 당

출 향 인 담 당
(재 경 )
(재 부 ) 

자 문 기 관 담 당
(농 업 기 술 센 터 )

(농 촌 관 광 연 구 소 )

나. 주요활동

이 마을의 주요활동은 농업생산을 통하여 다랭이논을 보전하는 활동이

다. 이에 연계되어 농촌관광이 확대됨에 따라 마을내의 채소 등의 판매소

득이 확대된 것이 직접적인 효과이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고령자의 농업에 

대한 의욕이 증가하여 채소를 중심으로 한 재배작물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

타나고 있다. 농수산물 판매시 ‘다랭이 상표’를 부착한다. 

정부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

되어 2006년까지 5년간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국비 

15억원, 지방비 12억원 등 27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 공동화장실, 하

수처리시설, 다목적광장 조성, 수해복구, 교류활동, 주민건강관리실 설치, 

민박농가 시설 개선, 사방댐 조성 등 주요 기반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마을내의 기반과 시설 등이 정비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방문객이 매년 늘어나 2002년 2,010명에서 2005년은 2만 8,890명(당일 2

만 3,770명, 숙박 5,120명)으로 증가하 으며, 이로 인한 마을의 소득증대

효과는 숙박 수입 5,120만원, 음식 판매 수입 9,180만원, 농산물 판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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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만원, 기타 수입 6,620만원 등 합계 2억 7,460만원에 달한다.3 이것을 

마을의 농가 호당으로 환산하면 687만원에 상당하는 소득증대 효과를 가

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3. 전망과 과제 

가천다랭이마을 사례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지라도 지역농업자원을 

마을주민이 지자체(농업기술센터)의 협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보전할 경

우 지역진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랭이논은 휴경을 하여 논두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쥐나 두더지 등

에 의해 누수가 발생하여 논이 쉽게 유실된다. 노동력이나 채산성으로 보

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을 농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경

작을 계속한 결과로 이것이 경관을 형성, 농촌관광의 소재가 되어 마을의 

소득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휴경지가 증가하고, 이로 인

한 농지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랭이논은 경작하지 않으면 보

전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경작을 계속하여 보전하느냐가 과제이다.  

또 마을내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비계획적

인 작물식부로 경관 훼손이라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 

전원 참여 하의 마을종합계획 수립, 이에 의한 계획적인 작물식부, 노동력

의 강약에 따른 작업 분담과 농활동 등을 전제로 한 다랭이논 보전대책

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다랭이논 휴경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도시민과의 교류에 의한 

‘다랭이논 오너제도’나 ‘다랭이논 트러스트’ 운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랭이논 오너제도는 다랭이논 보전운동에 참가하는 자(참가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미리 결정된 ‘임차료’를 지불한 뒤 1년간 농활동을 하고, 수

확한 농산물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참가자의 농활동은 모내기와 수확 등

 3 남해군농업기술센터가 추계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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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적인 작업이며, 나머지 경운, 육묘, 제초, 물관리 등은 마을이 담당

한다. 참가자는 수확한 쌀 전량을 소유하게 되며, 또 마을이 일정량의 채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가를 유도할 수 있다. 임차료는 일반 논의 임차료보

다 2∼3배 높게 설정하여, 이 차액으로 마을의 농작업과 기타 활동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또 다랭이논 트러스트 운동은 참가자가 다랭이논의 농활동에 소요되

는 일정금액의 비용을 미리 마을에 지불하고, 그 대가로 가을에 수확한 쌀

과 채소 등 일정한 농산물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대상 다랭이논은 마을이 

경작을 대행하고, 수확한 농산물 등을 참가자에게 배달한다. 참가자는 

농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고, 이 비용으로 마을이 전체 

농활동을 대행할 수 있다. 다랭이논 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의 마을 농 실태와 과제

3.1. 조사 개요

일본에서 마을 농은 새로운 경 주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배경

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시장개방의 흐름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

하여 개별경 은 규모확대를 시도한다. 그러나 규모확대를 달성해도 농산

물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판매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그래서 개별

경 은 면적 규모의 확대보다는 복합화나 가공․유통 등 다각화를 시도한

다. 복합화나 다각화는 개별경 보다는 다수의 구성원이 참가하는 ‘조직경

’이 유리하다. 더구나 농지필지가 분산되어 있는 일본 농업에서는 농지

를 마을단위로 단지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거래비용도 줄어든다. 마을

농은 이에 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토지이용이며 경 형태라는 것이다. 

(田代洋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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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향후 일본 농업의 후계자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일

정규모 이상의 ‘개별경 ’4과 ‘마을 농’이다. 여기서 양자간의 차이점은 

개별 농의 경우 경 목표는 이윤확보에 있는 데 대하여 마을 농의 경우

는 반드시 이윤확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윤확보를 위하여 복합경

이나 다각경 으로 발전해 가면서도 지역자원 보전, 지역사회 유지, 나

아가 다원적 기능 발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경 을 하고 있는 것

이 실태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일본의 마을 농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교토

부(京都府)의 두 사례와 토야마현(富山 )의 한 사례이다. 교토부는 교토시

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북쪽에는 중산간지역으로 교토시에 전통채소

(京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또한 토야마현은 일본 유수의 평

야지대로서 쌀농업과 전작물로서 대두와 채소 재배가 활발한 지역이다. 

양 지역 모두 고령화가 진전되어 있으면서 겸업이 발달하여 안정적인 

겸업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정년퇴직 이후 귀농하여 겸업처의 풍부

한 경험 등을 살려서 마을 농 등에 종사하는 소위 ‘정년귀농’(停年歸農)

이 활발한 지역이다. 

조사지역은 교토부(京都府) 후꾸치야마시(福知山市) 오끼(興) 마을의 

‘애그리오끼 농사조합법인’, 교토부 카메오까시( 岡市) 이누칸노(犬甘野) 

마을의 ‘이누칸노 농조합’, 그리고 토야마현(富山 ) 난탄시(南礪市) 후

쿠미츠 지구(구 福光町) 다카미야(高宮) 마을의 ‘다카미야 농조합’ 등 세 

가지 마을 농 사례이다. 세 가지 사례에 대하여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

서 마을주민 주도의 문제 파악, 다양한 활동,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조사결

과를 정리한다. 

 4 이를 인정농업자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가에 한해 농가의 신청을 받

아 기초지자체별로 지정하며 2006년 9월말 현재 전국에 21만 327명이 지정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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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애그리오끼 농사조합법인

3.2.1. 지역 개황

후쿠치야마시 오끼마을은 종래 수도작과 전작물로서 차 등의 복합경

을 하는 농가가 많았다. 시가지에 인접하여 있고 광역 농도가 정비되어 

대부분의 농가가 겸업농이거나 퇴직 후 귀농한 정년전업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겸업농과 정년고령 전업농 등 54호의 농가가 마을의 약 40ha의 

농지[논 26ha 밭 14ha(중 차밭 6ha)]를 경작하고 있다. 

오끼마을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도 마을 농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

이고 있다. 마을 농의 설립 목적은, ① 농지자원 보전, ② 지역활성화, ③ 

경  효율성 제고 등이다. 시정촌공사가 활동하는 곳이나 ‘미치노에끼’5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다른 부문의 이익으로 마을 농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도 많이 있다. 이러한 곳에서의 마을 농은 지역자원 보전이나 지역활성화 

등이 주된 목적이다. 

 5 최근 장거리 자동차 여행과 여성이나 고령자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를 활

용하여 지역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소비자의 가치관이 

다양화함에 따라 도로변 지역의 문화, 역사, 명소, 명품 등에 대한 정보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국도변에 휴게기능, 정보발신기능, 지역

연대기능 등을 가진 다양한 시설을 설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국도

변 종합휴게소’가 늘어나고 있다. 기반은 국토교통성 등 도로관리자가 정비하

고, 특산품 판매장, 식당, 정보코너 등 휴게시설은 지자체가 정비하여, 제3섹터

가 위탁경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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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애그리오끼 농조합의 농장 

※ 농장은 대규획 기반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쌀 전작으로 대두를 재배하고 있음.

3.2.2. 경 활동

가. 설립경과

애그리오끼 농사조합법인은 교토부(京都府) 북쪽의 후꾸치야마시(福知

山市) 오끼(興) 마을에 위치한다. 다나카(田中) 조합장을 중심으로 개인기

가 뛰어난 농가는 ‘개별경 체’로, 그렇지 않는 농가는 ‘조직경 체’로 나

아가야 한다는 합의 아래 마을주민들은 마을단위 협업경 을 시도하 다. 

“마을의 농지를 지키고 채소 생산으로 고용을 창출하자”는 캐치프레이즈

로 2002년 8월 마을의 54호 전체 농가가 출자하여 설립, 2003년 법인 등록

을 하 다. 

설립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4년 오끼 농조합 설립, 집단 전작 실시

○ 1993년 인접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경지정리사업을 계기로 하여 

‘1마을 1농장’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마을내 논의 소유와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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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대구획 농지를 중심으로 오끼 농조합이 농지이용 집적 추진. 

규모를 확대하여 교토부내의 최저의 쌀 생산비 절감을 실현

○ 2000년 수도단작에서 교토채소(京菜), 화훼 등을 재배하는 복합경

으로 발전  

○ 2002년 8월 마을내 전농가 54호가 출자하여 ‘농사조합법인 애그리오

키’ 설립

-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오끼마을 소재

- 조합원 54명, 조합장(田中昭男), 이사 5명, 감사 2명

- 조합장과 이사 등 4명이 주로 상시종사하며 활동, 농기계를 운전

하는 오퍼레이터는 비상근으로 확보, 농작업 담당

- 농작업은 시급 800엔 내지 1,200엔의 마을 기간종사자, 고령자, 여

성을 활용

나. 주요 활동

마을의 리더는 다나카 조합장이다. 오오사카의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다 5

년전 귀농하여 마을농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사조합법인의 운

을 보면 이사회(이사 5명, 여성부 2명 장년부 1명)를 매월 정례화하여, 이사회 

개최 후 기관지 ‘애그리’를 발행 전농가에 배포하여 활동내용을 공지하고 있

다. 조합장의 경 원칙은, ① 노동력은 마을 농의 자원봉사가 아니다, ② 이

익은 배분보다는 확대재생산에 사용한다, ③ 생산지표는 농지면적당이 아니

라 생산비용․노동시간당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두고 경 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애그리오끼가 보유하는 농기계 및 시설은 콤바인(4조) 2대, 트랙

터(32hp) 3대, 이앙기(6조) 1대, 승용관리기 1대, 직파기 1대, 사무실 1동, 

출하․가공장 1동 등이다. 

이 농조합법인의 주요활동은 쌀 생산과 생산조정 전작으로 두류와 채

소를 재배하는 것이다. 마을의 논 26ha 중 22ha를 경작하고 있으며, 논은 

단지화되어 있어 쌀 생산비가 매우 낮은 특징이 있다. 

쌀 농업에서 교토부 평균은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43시간, 조수입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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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엔, 생산비 15만 3,200엔으로 적자이다. 그러나 이 법인의 경우, 노동

투입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며, 조수입 11만 300엔, 생산비 8만 8,700엔으

로 10a당 21,589엔의 흑자경 이다<표 4-5>.

경 농지 22ha에 대해서는 마을 내외 60명의 지주로부터 임차하고 있

다. 지대는 10a당 5,500엔이며, 이 지역의 표준소작료(4,000엔)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대가 높으면 마을 농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나

카 조합장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 조합의 경우도 고지대가 농지 단지화나 

경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장은 정년 퇴직이후 농업의 ‘즐거움’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

이 체험했다고 하면서 이 마을에서 향후 10년을 전망할 때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 주어진 여건은 5년후를 전망하기도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경 방식은 작목별․작업별로 노임을 사전에 결정해 두고, 노동은 노동 

강도에 따라 연중을 통하여 마을에서 확보한다. 즉,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

간작업은 마을의 젊은 오퍼레이터에 의존하고, 기타 보조작업이나 채소재

배 작업은 고령자․여성 등의 조합원 노동력으로 충당한다. 노임은 시급으

로 오퍼레이터 1,200엔, 수도작 관리작업 800엔, 채소 500∼800엔이며, 

2005년 종사자는 남자 33명, 여자 16명 등 합계 49명이다. 

표 4-5.  노동투입시간, 조수입, 생산비 비교, 2002년

노동시간

(시간/10a)

조수입

(엔/10a)

생산비

(엔/10a)

순수입

(엔/10a)

애그리오키

교토부 평균

10.0

43.2

110,322

132,900

88,733

153,180

  21,589

－20,280

자료：교토부 농업회의, 2006. 3

표 4-6.  2006년도 품목별 식부면적

작목 경 면적(ha) 비고

수도

두류

채소

기타

15.2

 1.6

 1.4 

 3.8

하우스 4동

자료：애그리오끼,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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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농사조합법인 애그리오끼의 농지분포도

※ 주: (1) 굵은선 내는 모두 농지

(2) 이 중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마을 농이 경 하는 논

   수치는 상단은 번호, 하단은 면적(a)

(3) 음 이 있는 것은 개인경  논, 백지는 개인경  밭, 사선은 주거지역

현재 수도작은 노임과 지대를 지불해도 경 이 성립하지만, 채소부문은 

노임을 지불하면 적자이다. 채소부문만을 고려한다면 노임단가를 낮추어서 

노임지출을 줄이면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 만큼 마을의 노임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채산제를 축으로 ‘법

인은 정당한 노임을 지불해야만 미래가 있다’(조합장)는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3.2.3. 전망 및 과제

이 농사조합법인의 존립목적은, ① 마을의 농지를 적절히 보전하면서, 

② 법인의 경 채산 유지를 양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래서 농지를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2000년부터 채소재배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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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령자․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향후 쌀은 직판으로 이윤 확대를 도모하고, 채소는 현재 적자이기는 하

지만 계속해서 교토의 전통채소 중심으로 재배작물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

공도 도입하여 흑자경 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두나 맥류 등의 도입이 곤란하여 농림수산성이 2007년부터 실

시하는 ‘품목횡단적 경 안정대책’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농지자원

을 보전하거나 친환경 농에 대해 지불하는 ‘자원환경직불제’는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활동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후계자를 확보한다는 의

욕이며, 후계자는 단순히 대를 잇는 존재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3. 이누칸노 영농조합(犬甘野 営農組合) 

3.3.1. 지역 개황

이누칸노 농조합은 교토부 카메오까시( 岡市) 이누칸노(犬甘野) 마

을에 위치하며, 카메오까 시가지에서 남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지역이고, 오오사카부 이케다시(池田市) 등의 

통근권(40분)이다. 표고 300m에서 500m까지의 산간지역으로서 최근 정년

귀농이 증가하는 한편, 젊은 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마을에는 63호의 농가 중에서 전업농 4호, 1종 겸업 7호, 2종 겸업 52

호 등 대부분의 농가가 겸업농이다. 농지는 49ha이며, 이 중 논 45ha 중 

40ha가 경지정리가 끝난 상태이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0.7ha로서 세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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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경 활동

가. 설립경과

이누칸노 농조합은 1983년 시작된 경지정리가 완성된 것을 계기로 

1988년 3개 마을을 포함하는 ‘농사조합법인 이누칸노 농조합’(1호법인)6

으로 설립되었으며, 농작업 수위탁과 기계 공동이용에 의한 농작업 효율화

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것이 1994년 ‘농업생산법인’으로서 농지취득이 가능한 ‘1․2호법인’

으로 조직을 변경하 다. 동시에 직판장 ‘키라쿠’(季樂)를 개설하 다. 참

여하는 조합원수는 비농가 12호를 포함하여 70호이며, 조합원 전원이 출자

로 설립되었다. 

출자금은 조합원 1인당 균등할 1,000엔, 경지정리 논 10a당 2,000엔, 미

경지정리 논 1,000엔 등이며, 합계 826,000엔에 달한다. 이외에 운 비로서 

매년 조합원에게 3,600엔을 조합비로 징수한다. 

이 농조합은 ① 농센터, 채소 집출하시설, 수도육묘시설, 퇴비사, 

농산물가공장, 직판장 등 양농시설, ② 콤바인(3조) 3대, 트랙터(20hp 30hp 

45hp) 3대, 이앙기(4조) 2대, 덤프트럭, 벼 건조기, 관리기 등 농기계, 그리

고 ③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전혀 없이 자비로 

설치․구입하 다고 한다. 

조합장은 나가사와 다다오(長  忠夫, 60)이며, 1974년 오일쇼크 이후 

귀농하여 마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6 일본의 농사조합법인은 ‘1호법인’, ‘2호법인’, ‘1․2호법인’ 등 세 종류가 있다. 

① 1호법인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업을 공동으로 행하는 법인을 

말하며, ② 2호법인은 ‘농업경 ’을 실제로 행하는 소위 ‘경 법인’이다. 그리

고 ③ 1․2호법인은 ①, ②의 업무를 모두 하는 법인이다. ②와 ③은 ①과 구

분하여 ‘경 법인’이라 하며,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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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이누칸노 농조합의 키라쿠  

※ 농조합이 생산 및 메  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가운데가 나가사와 조합장 

나. 주요 활동 

이 농조합의 조직은 조합장과 부조합장(3명), 기획선전부(4명), 생산

부(4명), 직판부(4명), 수리조정부(4명), 토지이용부(4명), 여성부(6명)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을 포함한 이사는 각 마을에서 4명씩 합계 12명이다. 또 임원과 

각 부에도 마을별로 1명씩, 여성부는 2명씩으로 구성하여 마을별로 균형을 

유지하 으며, 임기는 3년이다. 

또한 마을에는 자치조직(區)이 별도로 있고, 이누칸노 농조합은 농업

경 만을 담당한다. 각 마을에는 ‘농가조합’이 있어 농조합이 수탁한 수

도작의 기간작업에 대해서는 각 농가조합에 재위탁하고, 전작(轉作)도 농

가조합이 담당한다. 

당초는 쌀 농작업 수탁과 메 ․채소 등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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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하 으나, 1994년 가공시설과 식당 설치를 계기로 가공․판매

부문을 도입한 후 흑자경 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소비자와의 교류도 확대

하여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다. 

농조합의 주요 사업은, ① 농작업 수위탁, ② 전작 조정과 재배계획 

수립, ③ 농지유동화사업, ④ 토지개량시설 유지관리, ⑤ 직판장에서의 농

산물 직접 판매, ⑥ 농산물 가공․판매(메  시식․판매), 그리고 ⑦ 소비

자와의 교류사업(반딧불 콘서트, 추수제, 곤충채집, 노천 세미나 등)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사업의 비즈니스 과정을 보면, 농작

업 수탁에서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판매, 도농교류 등 1차 산업에서 2차 산

업, 3차 산업 등으로 확장하여 판매수입을 높이고 있는 사례이다. 

농작업은 마을의 농조직에 위탁하고, 농산물 가공과 음식점 등의 업

무는 시급의 임시노동력에 의존한다. 임금(시급)은 오퍼레이터(각 부락 3, 

4명) 1,200엔, 파트 750엔이다. 지대는 10a당 5,000엔에서 18,000엔까지로

서 경작조건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그림 4-12.  이누칸노 농조합의 조직도

총회

이사회

임원회

기획
선전부
(4명)

생산부
(4명)

직판부
(4명)

수리
조정부
(4명)

토지
이용부
(4명)

여성부
(6명)

(사무국)
조합장

부조합장(3명)
사무국장
회계겸

사무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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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비자와의 교류에 대하여 조합장은 교류를 확대하면 인건비 부담

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의 조합장은 전자회사에 근무하다 30년 전 귀농하여, 적극적인 마

케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쌀은 조합 브랜드로 인근 백화점과 양판점 

등에서 10kg당 4,500엔에 판매하고 있다. 2,200엔에 출하하는 인근 농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과 농조합의 발전에 의하여 1998년 농림수산

제 지역진흥부문 총리상, 농림수산대신상을 수상하 다. 

3.3.3. 전망 및 과제

이누카노 농조합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입지하지만 작업수탁에서 농

업생산, 농산물 가공․판매, 도농교류 등 소위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경  

다각화’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진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내발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관점이 중요하다. 

첫째, 농산물은 현물보다는 가공한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 즉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가공품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가공품은 소매점 등에 공급하기

보다 자사의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유리하다. 셋째, 소매점이나 자사 직판

장에서 가공품 등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판매 및 업 능력

을 지금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판매면에서 이누칸노 농조합은 쌀의 매출이 높은 편이다. 그러

나 메 은 브랜드가 정착하여 직판부의 판매실적이 신장하고 있으나, 최근 

인근에 동종 업체가 생겨서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는 면도 있다는 점이 지

적되고 있다.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직판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거래 상대와의 교섭이

나 상품개발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경 자 확보와 직판부의 개편이 당

면 과제이다. 

또한 농면에서는 마을내 농지가 타지역 사람에게 매각되는 사례가 나

타나고 있다. 마을 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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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재정적인 지원조치가 없는 산간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

고 있다. 

향후 이누칸노 농조합은 현재 직면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의 농업문제

나 경제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마을 내외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한 재정적인 지원조치를 적절히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조

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의 제약이 많다. 그래서 리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농촌여성이나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3.4. 다카미야 영농조합(高宮営農組合)

3.4.1. 지역 개황

다카미야 농조합은 토야마현(富山 ) 남서부의 난탄시(南礪市) 후쿠

미츠(福光) 지구(구 福光町) 다카미야(高宮) 마을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평야지역이며, 일본 특유의 산거(散居) 마을이다. 광활한 평야지역의 농지 

한 가운데 농가가 1호씩 점재하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후쿠미츠 지구는 105개 마을에 경지면적은 약 2,700ha에 달하고, 마을

농조직이 많은 편이다.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작 작물로는 보리와 

대두가 재배되고 있고, 특산물로는 곶감이 있다. 농지는 1953∼62년 사이

에 10a 정도의 구획으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졌다.  

다카미야 마을은 총 158 가구 중 농가가 60호이며, 전부 겸업농가이다. 

비농가를 포함하여 인구는 616명(남 298명, 여 318명)이며, 농가는 고령화

가 진전되고, 세대교체 등으로 후계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마을 면적은 

133ha이며, 이 중 농지는 69.2ha이다. 

이 마을에서 겸업화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작업 수위탁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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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쌀 생산조정에 의한 전작률이 증대함에 따라 개별농가 입장에서는 농기계 

과잉이 심화되었다. 한편으로는 대형 농기계가 등장함에 따라 재경지 정리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의한 

농업경 에 한계를 가진 농가들이 조직화한 것이 마을단위 농업경 이었다. 

3.4.2. 경 활동

가. 설립경과

다카미야 농조합은 마을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바용 절감이라는 과

제 해결과 집약화 등을 추구하기 위해 ‘1마을 1농장’ 방식의 마을협업경

을 지향하여 설립되었다. 마을의 의향조사, 연령계층별과 여성 등과의 협

의를 거치고, ‘전업농육성형’ 기반정비사업(1ha 이상의 전체 농지의 4분의 

1 실시)의 인가를 계기로 마을 농조직을 발족하 다. 

마을단위로 농업경 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① 마을기능 충실과 

조합원 생활향상, ② 기간농업 종사자 확보와 고령자․여성 노력 활용, ③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와의 연대, ④ 복합경  추진, ⑤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의 추구에 두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 주민의 공동노

력을 선택하 다. 

농조합이 설립된 것은 1999년 1월이며, 조직 명칭은 다카미야 농조

합[(대표자 구보타 캔지(窪田 謙治)]이다. 경 면적은 마을의 단지화된 

61.5ha이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이 57.5ha(2006년 1ha 이상의 대구획)이다. 

나. 주요활동

이 농조합의 조직은 <그림 4-9>와 같다. 2006년 현재 이 농조합은 

61.5ha의 농지에 쌀 43.5ha, 전작 작물 18.0ha를 재배하고 있다. 또 45평 

육묘하우스 18동에 오이, 수박, 국화,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90평 국

화 육묘하우스 1동과 노지국화 40a 등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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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다카미야 농조합의 화훼포장

그림 4-14.  다카미야 농조합의 조직도

조합원
55호

(관계기관)
난탄시

농업기술센터
후쿠미츠농협

다카미야 생산조합

조합장
1명

부조합장
1명

상담역
1명

감사
1명

서무담당
회계담당 등 2명

총무부
부장 1명

수도담당
맥류·대두담당

여성부담당 등 3명

수도부
부장 1명

보건관리담당
오퍼레이터

청년담당 등 3명

기계부
부장 1명

쌀, 보리, 대두, 화훼, 채소 등의 생산에 관해서는 필요한 자재 구입에서 

농산물 판매 및 수익배분까지 일원적인 경리를 행하는 ‘협업형’ 마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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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다. 조합원이 수취하는 배분은 지대, 논 관리료, 노임 등이고, 단가

는 농조합 내규 등으로 결정한다. 금년도의 단가를 보면, 10a당 지대 

17,400엔, 또 논 관리료는 수도 12,000엔, 보리 2,000엔, 대두 3,000엔이다. 

노임(시급)은 오퍼레이터 1,100엔, 일반작업 1,000엔, 원예부문 500∼550

엔이다.  

농조합은 조합원 소유농지 전체를 수탁하여, 농지를 위탁한 농지

소유자는 지대를 수취하며, 다시 농조합에 취업하여 노임소득을 얻게 

된다. 

농지는 매년 생산식부계획에 따라 이용한다. 수도는 품종에 따라 단지

별로 구분하여 식부하고, 전작(보리, 대두, 원예)은 지구의 생산조합과 조

정을 하면서 단지별로 식부한다. 농작업 출역에 대하여 오퍼레이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일반작업은 고령자나 여성을 중심으로 마을 전

체로 조정한다. 

이 마을 농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작의 비용절감

과 고품질쌀 생산을 실현한 점을 들 수 있다. 대규모 경지정리와 경 규모

에 적합한 시설기계의 재편정비, 작물․품종별 식부단지 형성 등에 의해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이 농조합은 마

을 농 방식에 의해 쌀 10a당 노동시간은 27.4시간으로 토야마현 평균

(34.7시간)의 79% 수준이며, 또 10a당 생산비는 133,036엔으로 토야마현 

평균(163,522엔)의 81%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하 다. 

둘째, 채소나 화훼 등의 생산으로 여성이나 고령자의 소득을 증대시켰

다. 육묘 하우스 운 이나 원예작물 재배에 여성․고령자의 노동력을 연중 

활용하여 경 의 복합화를 도모함으로써 높은 노임소득을 확보하는 동시

에 농조합의 농산물 판매수입도 증대하고 있다. 

셋째, 지산지소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 다. 생산한 화훼나 채소의 일

부를 ‘미치노에끼’에서 판매하고, 또 지역내에 있는 양조업체․제과업체와 

연대하여 저단백질 쌀을 생산하는 등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

비하는’ 지산지소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과 교류를 심화하여 마을 기능을 고양한 점이다. 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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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외에 비농가를 포함한 교류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

민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3.4.3. 전망 및 과제

다카미야 농조합은 ‘1마을 1농장형’의 마을 농이다. 농업생산면에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화를 도모하면서, 고령자와 여성 조합원의 고용기회

를 확대하여 소득증대를 실현하고, 지산지소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과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임원들로 구성하는 운 위

원회를 월 1회 개최, 조합 경 이나 농작업 실시방침 등에 대해 충분히 협

의를 거친 후 결정하고, 감사를 연 3회 실시하여 사업운 이나 조합재산, 

업무집행 상황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모내기와 수확작업 종료 시 연 

2회 간친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선진지역 시찰을 연 1회 실시하고 있

다. 농조합의 활기 있는 생산을 전개하기 위해, Speciality(專門), 

Safety(安全), Speed(迅速), Spirit(熱情), Smile(笑顔) 등 5S 운동을 실천

하고 있다. 

그리고 농조합뉴스를 수시 발행하여 재배관리방식 통일이나 품질․

수량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도의 비배관리 기술을 향상하기 위

해 마을내 14개소에 생육 조사포를 설치, 논 관리원을 위촉하여 순회활동 

등을 실시하고, 후쿠미츠 특산품종인 양조용 쌀에 대해서는 식부, 도, 깊

이 등에 따른 재배방법과 시비법 등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고품질 쌀 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험농업을 실시하

여, ‘자연의 혜택, 농산물 생육, 인간생명의 원천, 식품 생산’ 등에 대한 존

엄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쌀 산지로서의 이 지역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가공

이나 유통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 가격이 하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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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어떻게 쌀 중심으로 장기적인 채산성을 확보하여 농조합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4. 소결

한국과 일본에서 지연성 조직경 체로서 마을 농은 그 실태나 정책 양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실태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최근 개별경 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농조합법

인을 중심으로 마을단위로 대응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정책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농조합법인이나 농

업회사법인 등 법인경 체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치를 강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의 농가가 참가하는 조직경 체에 대한 관

심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연성에 의미를 둔 마을 농에 대한 고려는 아니

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마을 농의 역사가 깊다. 그런데 1980년대 전반까지

와 그 이후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종래에는 마을내에 농가가 많이 남아

있던 시기로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쌀 생산조정과 관련한 전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은 후계자 부족이나 시

장개방에 의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지 유휴화 등 지역농업 자체의 

유지․보전에 대한 불안이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마을 농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2006년 현재 전국에서 1만 개 이상의 마을

농이 설립,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면에서도 설립에 대한 지도

를 비롯하여 2007년부터 도입되는 품목횡단적 경 안정대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구조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모든 시책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 사례는 우선 농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

서 농산물 판매는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생산은 개별로 하는 것이 특징이

다. 구성원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과정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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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요인은 구성원들이 전업농이면서 

농기계를 과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모두 생산과 판매의 협업을 실현하고 있고, 특히, 

이누칸노(犬甘野) 농조합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공, 판매, 교류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여 경 의 채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다카미야 

농조합은 ‘1마을 1농장’을 실현하여 고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 

양국에서 마을의 리더로서 활동하는 농가는 한국의 경우 주로 전업농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겸업농이나 정년귀농자이다 정년

귀농자가 도시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농업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양한 경험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귀농자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을 농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 농을 실천하는 경우 ‘ 농조합법인 나투어’의 사례

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나투어는 기업에 의한 마을단위 경 체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나투어라는 조직을 ‘지역주민에 의한 농조합’으로 대

체한다면 이것이 바로 명실 공히 마을 농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농 발전단계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

후 고령화 등에 의해 노동력이 급감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단계가 되거나 

농기계의 교체 시기가 되면 지역단위의 마을 농의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단계에서 지역단위의 고령화와 

농기계 부족이라는 상황이 마을 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요건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요건은 농지의 경지정리이다. 현재 마을 농의 실시되고 있는 

사례는 모두 경지정리가 필수적이다. 단지 가천다랭이 마을과 같이 경지정

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농지원활동의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을 농을 통하여 쌀 생산비 절감과 유휴농지 방지에 의한 농

업자원 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농의 추진과 함께, 

쌀 단작에서 채소 등으로의 복합경 이나 가공이나 교류 등의 다각경  등

을 통하여 지역내부에서 고용창출과 이에 의한 소득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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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을 농이 경 상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도산하게 되면 마을의 농

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마을 농을 장기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쌀 가격

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채소나 가공 등을 도입한다고 해도 채산성 확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는 운용면이다. 마을 농에는 다수의 농가

가 참가한다. 그래서 운용방침, 경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관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발적 발전론이라는 관점에서 장래의 지역농업이 안고 있는 위기적인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조직적으로 대응

하려는 시도가 마을 농인 것이다. 양국의 실태에서는 보면 마을 농은 농

업의 진흥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을 기반으로 하여, 가

공․유통 등으로의 발전, 나아가 지역내 소비자와의 교류나 도농 교류 등

으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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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은 주체, 주체가 만들어내는 활동, 지역의 자원

과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주체가 만들어

내는 활동의 내용과 방식은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탐구할 수 있는 핵

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주체로서의 지역주민, 지역 자원과 외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

화 활동을 주요 요소로 삼는다는 점에서 내발적 발전의 보다 구체화된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된 정책, 현실적인 

전개 과정과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동시

에 다른 국가들에도 범용될 수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내

발적 발전의 개념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체, 활동 

내용, 활용된 지역 자원과 외부 지원 등에 대하여 한․일 간의 비교 분석

을 시도한다.

1. 내발적 발전론과 마을만들기의 의의

내발적 발전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개발의 주체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개와 특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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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역의 자원(resource)과 능력(capacity) 및 기회(opportunity)를 주도

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생산적 활동을 창출하고, 지역 전체의 발전적 변화

를 창출하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정기환 등, 2005, p.25).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시각을 기초로 내발적 지역활성화의 구성요소를 주체, 자원, 외

부지원, 활동 등으로 정의한 바 있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 회자되는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

어 자연, 문화, 역사, 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와의 교

류와 협력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있는 마을을 실현하기 위

한 활동’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

를 통해서 협력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들의 생활

이 풍요로워지고, 보람 있는 삶이 위될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農村開發企劃委員會, 1994). 요컨대 마을만들기

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역자원 등의 구성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

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진흥을 도모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 활동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단체의 참여가 수반되

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발적 지역활성화라는 담론을 마을만들기 활동에 초

점을 두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마을만

들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마을이라는 용어가 

주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마을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市), 

정(町), 촌(村) 중 촌(村)을 일컫는 명칭이다. 우리나라의 시(市), 군(郡) 중 

군(郡) 정도에 해당하는 셈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공간적 범위로서 ‘마

을’과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촌’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일본의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은 반드시 행정구역으로

서의 촌을 지칭하지 않으며, 실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활동 역시 촌 전체에 

걸친다기보다는 촌의 일정 마을이나 구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다만, 

행정 주체로서 촌 정부의 지원은 수반된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은 

지역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서 농촌의 통칭이라 보는 것이 적합하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개와 특징 113

그림 5-1.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의의 

 

주체불명확

행정지원

주민정주환경

상충

상충

상충

기존 마을개발 마을 만들기

○ 지역주체의 역량 강화

○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지역외부의 다양한 지원을 연대

○ 지역 정주환경과 조화되는 지역진흥 활동

외부지원

수요자지역자원

지역주체

조화

조화

조화

특히 내발적 발전론에서는 지역(주민) 혹은 생활자가 스스로의 인식으로 파

악할 수 있는 범위가 단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범위를 

경직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마을만들기사업은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최근 한국

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전개 

과정, 사례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상호 발전방향을 찾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도 범용될 수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찾는 작업이 유용하다. 특히 

내발적 발전론의 개념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체와 자원, 외부 지원, 

활동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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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만들기정책의 전개 과정

2.1. 한국의 농촌지역과 마을만들기정책

한국의 농촌지역은 행정구역상 읍, 면, 동 중 읍과 면에 해당하는 지역

을 말한다. 읍과 면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이 국토 중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

중은 90.0%에 달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 전체 

국민의 72.0%에서 2005년 현재는 18.5%로 감소하여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농촌지역에는 오랜 기간 농촌개발정책이 적용된 바 있다. 한국의 농촌

개발정책의 전개 과정은 1960년대 농촌개발정책의 출발기, 1970년대 농촌

개발정책의 확산기, 1980년대 농촌개발정책의 제도화기, 1990년대 농촌개

발정책의 양적 팽창기, 2000년대 농촌개발정책의 혁신기로서 구분해 볼 

수 있다(정기환 등, 2005, pp.97-106; 송미령 등, 2004, pp.7-16). 최근에 회

자되는 ‘마을만들기’의 정책적 뿌리는 1960년대부터 내재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에서는 지역주체로서의 주민의 

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마을이 가진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소득창출 

모델을 형성하고자 하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마을만들기정책이라 명명할 

수도 있다. 다만, 주체와 지역 자원을 강조하는 정책적 취지와 함께 농촌개

발의 공간적 단위가 자연스럽게 ‘마을’로 축소되었다.

한편 최근 참여정부에 들어와 농촌개발정책의 흐름은 몇 가지 변화

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농촌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낙후 농촌지역의 개발, 살기좋은 지역 만

들기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와 하드웨어적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의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개와 특징 115

표 5-1.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연대별 변천과 주요 내용

구분 연대 주요내용 추진주체 추진방식

출발기:

지역사회개

발

1950

∼

1960

-주민 조직화

-지도력 배양

-자원 조성 및 소득 증대활동

-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지도원, 주민

상향식 개발

‘마을 만들기’ 

맹아

확산기:

농촌

새마을운동

1970

-새마을지도자 육성

-주민 조직화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정비

-자원 조성과 소득 증대활동

정부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과 

혼합형)

제도화기:

농촌지역

종합개발

1980

-도‧농통합 개발

-중심도시 육성

-배후마을 개발

-지역산업 개발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개발

-환경 개발

지자체, 주민 주민의견 수렴

팽창기:

정주생활권 

개발

1990

-중심마을 개발

-주택 및 도로 개발

-상하수도 개발

-환경개발

-마을 공공 및 편의시설 개발

지자체, 

주민 대행기관
주민의견 수렴

혁신기:

마을 만들기
2000

-각종 마을 단위 사업

<참여정부의 정책>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제도

-낙후 농촌지역 개발(신활력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민, 지자체, 

지역 내외부의 

조직

상향식 개발. 

‘마을 만들기’ 

본격화

자료: 정기환(2002)과 송미령 등(2004)을 재구성

2.2. 일본의 농촌지역과 마을만들기정책

2.2.1. 일본의 농촌지역

일본에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집 주거 지구(DID; 

Densely Inhabited Districtm 이하 DID지구) 또는 시가화구역(市街化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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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농업을 전통적인 생업으

로서 유지해온 지역의 취락들로서 현재도 일본 전체 사회 내에서는 농업생

산의 기지가 되는 지역으로 비DID지구 내지는 시가화구역 이외의 전체 지

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農村整備編輯委員會, 1978, p.34).

표 5-2.  일본의 DID지구의 면적 및 거주 인구

 구분  인구(만인, %)  면적(만ha, %)  인구 도(인/ha)

 전 국

 DID지구

 비DID지구

 12,577(100.0%)

  8,125(65.0%)

  4,432(35.0%)

 3,778(100.0%)

   123(3.0%)

 3,656(97.0%)

 3.4

66.3

 1.2

자료: 일본 總務廳 國勢調査(1995).

표 5-3.  농림통계에 의한 농촌지역 구분 

농업지역 기준 지표 시정촌수(%)

도시적지역

￮ 可住地에 점하는 DID면적이 5%이상으로, 인구 도 500인
이상 또는 DID인구 2만이상의 구시정촌 또는 시정촌

￮ 가주지에 차지하는 택지비율이 60%이상으로, 인구 도 
500인이상의 구시정촌 또는 시정촌. 단 임야율이 80%이
상 지역은 제외

610
(34)

평지농업지역

￮ 경지율 20%이상이고 임야율 50%미만의 구시정촌 또는 
시정촌. 단 경사 20/1이상의 논과 경사8도이상의 밭의 합
계면적의 비율이 90%이상은 제외

￮ 경지율 20%이상이고 임야율 50%이상으로, 경사 20/1이상
의 논과 경사 8도이상의 밭의 합계면적의 비율이 10% 미
만의 구시정촌 또는 시정촌

329
(18)

중간농업지역

￮ 경지율 20%이만이고, 도시적 지역 및 산간농업지역이외
의 구시정촌 또는 시정촌

￮ 경지율 20%이상으로, 도시적지역 및 평지농업지역 이외
의 구시정촌 또는 시정촌

536
(29)

산간농업지역
￮ 임야율 80%이상이고 경지율 10%미만의 구시정촌 또는 
시정촌

347
(19)

  주: ⑴ 결정순위: 도시적지역-산간농업지역-평지농업지역･중간농업지역

     ⑵ DID지구는 원칙적으로 인구 도가 4,000인 이상의 국세조사기본단위구가 시정

촌의 경역 내에서 서로 인접하고, 국세조사시에 인구 5,000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⑶ 경사는 필지별 경사가 아닌, 단지로서의 지형상의 주경사를 말한다.

     ⑷ 시정촌 수는 2006년 3월 31일 현재의 수이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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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는 별도로 

농업지역의 유형을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적 지역, 평지농업지

역, 중간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등과 같이 4개로 구분하며, 농촌은 도시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농촌지역이 행정구역

상 읍,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농촌지역 구분은 

개념상 상당히 분화되어 있다.

2.2.2. 일본 농촌개발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의 농촌개발정책의 전개 과정은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제1기

(1945년∼1950년대 중반)는 전후 복구에 중점을 두고 주로 식량생산에 

주력해 온 시기이다. 제2기(1950년대 중반∼1970년대 후반)는 전후 복구

가 끝나고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로서 도시

와 농촌 간의 격차 시정보다는 일본 전체의 경제적인 번 을 위하여 노

력하 던 시기이다. 제3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전국총합개발계획상으로는 종래의 성장거점이론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성장 이론으로 바뀌는 시기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위

상을 확보해가는 시기로서 현재 한국에서의 정책 흐름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제4기(1990년대 후반∼현재)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로서 국토정

책, 농림수산성의 정책 사업, 지방정부의 기능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

징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 이론적으로 내발적 발전론이 등장한 것은 바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농촌개발정책의 제3기부터이다. 이때 등장한 농림

수산성 정책 사업을 보면 주로 주민참여에 의한 자연과 경관, 어메니티

(amenity) 등의 자원 가꾸기를 강조하는 사업들로서 한국의 2000년대 이후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시행

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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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일본의 전후 농촌개발정책의 시기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전국총합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1전총 신전총 3전총 4전총 5전홍

농림성 사업 식량증산 생산기반 총합농정
배수
/
하수

환경/
중산간

신기본법

지방정부 사업 보조사업(중앙정부)
지방
시대

규제완화 주민참여

시기구분(1) Ⅰ Ⅱ Ⅲ Ⅳ

시기구분(2) Ⅰ Ⅱ Ⅲ-1 Ⅲ-2 Ⅳ

주: 전국총합개발계획, 농림성사업, 지방정부사업의 시기구분 및 내용은 윤원근(2003) 

표 5-5.  일본 농림수산성 농촌개발사업의 변화 

어메니티                            H H: 중산간지역 등의 어메니티증진(1993)

환경정비                  E F G

G: 자연환경보전사업(1995)

F: 수환경보전사업(1991)

E: 마을배수사업(1983) 

생활환경
정비(종
합정비) 

        B C D

D: 미니총파사업(1976)

C: 농촌모델사업(1973)

B: 총파사업(1970)

생산기반
정비

 A A: 성장거점론, 제1전총(1962)

1960   1970   1980    1990    2000 

마을만들기의 유형은 여러 관점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 山崎丈夫(2000)

는 주체의 측면에서 지역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조직과 특정문제

의 해결에 관심을 가진 광역적 시민단체(association)를 하나의 축으로 하

고, 사업 내용상 산업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생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의 축으로 하여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 다. 이렇게 하

여 ① 지역자원활용형, ② 지역문제해결형, ③ 지역기업취업형, ④ 지역생

활지원형의 4가지 유형으로 마을만들기의 유형을 구분하 다(山崎丈夫, 

2000, pp.28∼77). 한편 ① 지역산업진흥형, ② 사회생활환경정비형, ③ 이

벤트형, ④ 지역간교류형 등과 같이 마을만들기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森巖夫, 1996,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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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일본의 1980․90년대의 마을만들기사업 유형 

구분  사업유형  비고

 1980년대

1) 종합적 마을만들기(농업과 생활환경정비)

2) 농산물의 생산 진흥

3) 지역생산․지장소비

4) 부인그룹의 활동

5) 농촌환경정비

6) 지장산물(地場産物)을 이용한 식생활의 

개선․보급 

1980년대는 농산물의 생

산 및 소비에 관련된 제 

활동과 마을 내 생활환

경정비에 중점을 두었음

 1990년대

1) 마케팅 활동

2) 지역경  활동

3) 도시주민과의 교류

4) 농경

5) 그린투어리즘

1990년대는 지역경 적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농촌지역의 특성

을 살리는 지역진흥방식

이 많이 나타남

  주: 1980․90년대 마을만들기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의 유형임.

자료: ⑴ 1980년대: 農林水産省 統計情報部(1986).

     ⑵ 1990년대: 21世紀村づくり塾(1996: 18-21).

3. 사례지역 선정 및 주요 조사 내용

3.1. 사례지역 선정과 분석 관점

개념적으로는 山崎丈夫(2000)나 森 巖夫(1996)의 경우처럼 마을만들기

의 주체와 활동 내용 등을 중심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나, 마을만들기의 활

동 내용은 사실상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서 유형화에 따른 큰 유용성은 없

다. 다만, 주체의 경우는 크게 ‘지역주민 중심형’, ‘주민+단체 중심형’, ‘주

민+공무원 중심형’, ‘공무원 중심형’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누가 주체인

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형화의 준거 틀로는 삼을 만하다고 판

단하 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관련되는 여러 사례들 중에서 주체와 활

동 내용의 구분에 따른 적합한 사례를 해당국 연구자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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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을 결정하 다.

일본의 경우는 ‘장인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군마현 니이하루촌과 야

마나시현 구로모리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으며, 한국의 경우는 ‘토

고미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 마을

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국의 군과 일본의 촌

을, 마을단위로서는 한국의 행정리와 일본의 마을(集落) 등을 비교하고자 

함이다.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사례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례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

트는 지역 개요, 마을만들기 활동과 전개 과정, 특별한 프로젝트, 활동주체

(조직)와 역할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 잠정적 성과와 과제 등에 관한 것이

다. 물론 사례지역에 따라 초점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례를 살펴보

는 것이 상호 비교를 하는 데 유용성이 있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체, 자원, 외부의 지원, 활동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보고,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되 공통적인 모형을 찾아냄으로써 일반화할 수 있는 측면

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림 5-2.  사례지역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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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사례지역 조사 체크리스트 개요

조사항목 세부항목 비고

지역개요

◦ 위치

◦ 인구

◦ 주요 산업

◦ 문화적 특성

◦ 특기할만한 자원

- 이웃한 중심도시의 특성과 

상호 관계

마을 만들기 활동

◦ 배경

 - 활동 시작의 원인

◦ 전개과정

 - 시간순의 전개 과정

특별한 프로젝트
◦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의 

개요
- 지역에 따라 비중 차이

활동주체(조직)와

역할

◦ 주민

 - 지도자

 - 일반 주민

◦ 공무원

◦ 기타

- 기존 사회조직의 종류와 역할

외부의 지원
◦ 정책적 지원

◦ 지역외 단체의 지원

- 지역내외 주체의 연관관계를 

하나의 개념도로 표현

성과와 과제

◦ 성과

 -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인구 변화 등

◦ 남은 과제

- 내발적 지역 활성화 및 시사점 

도출

3.2. 사례지역 조사의 주요 내용

3.2.1. 한국의 사례

화천군의 ‘토고미 마을’ 만들기와 그린투어리즘 구상

강원도에 위치한 화천군은 인구 24,500명이 거주하는 한국의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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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대적으로 뚜렷한 농업자원이 없고 기후나 토질, 시장과의 거리 측

면에서 농업여건도 불리한 지역이다. 또한 2․3차 산업기반도 낙후한 그야

말로 오지지역이다. 더욱이 뚜렷한 관광자원도 부재한 데다가 군사지역이

라는 특징 때문에 그린투어리즘에도 불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2000년을 전후해서 화천군의 몇몇 리더들은 화천군이 비록 자원이 빈

약하고 인구도 적으며 접근성도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배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도

농교류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

해서 화천군에서는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중심에 서되, 행정과 

외부의 전문가 및 도시민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하 다. 토고

미 마을을 거점으로 농업체험,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나눔의 농사가

족’ 전략을 고안하여 실천하게 되었고, 그와 유사한 마을들을 화천군내에 

다수 만들게 되었다.7

화천군에서는 주로 강원도 및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최대한 자원으로 활

용하여 1999년 용호리를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대상마을로 선정하고 

육성하 으며, 이어서 원천리(’00), 토고미(’01), 광덕리(’02), 동촌리(’03), 

유촌리(’04) 등으로 확대하 다. 논미리, 풍산리 등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대

상마을을 준비 중이다.8

 7 ‘나눔의 농사가족’이란 도시민 가족회원이 연간 3만 5,000원을 내면(새끼오리 

15마리에 해당) 추석에 무공해 오리쌀 한 말을 보내 주고 농산물 구입시 15% 

할인 및 숙박시설 이용시 30%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이다.

 8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의 정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주민의 

정신 변화,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마을별로 주민 스스

로 실천하는 활동들을 기준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5억 원의 사업비를 보조

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개와 특징 123

그림 5-3.  화천군 주요 거점 마을 위치도

 

이렇게 선정된 마을들은 각각이 독립된 그린투어리즘 활동을 하지만 화

천군 전체로서는 화천군의 그린투어리즘을 선도하는 작은 거점들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각 마을들의 대표와 사무장을 연계하는 각종 모

임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호 네트워킹에 의한 화천군 전체의 그린투어리

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만들기 활동의 초기 성과에 

힘입어 화천군은 중앙정부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서 추가 

지원을 획득하 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들어와 도입된 낙후 농촌지역 지원

사업인 신활력사업의 테마를 그린투어리즘으로 채택할 만큼 그린투어리즘

에 주력하고 있다. 화천군은 2003년 9월 전국 최초로 행정조직으로서 그린

투어리즘계를 신설하는 등 군의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한편 토고미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추진 과정을 통해 화천군의 각 마을들

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001년도에 강원도의 정

책 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의 우수마을 선정을 계기로 화천군과 토고

미 마을 주민들에 의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은 마을 내 폐가를 전통가옥으로 보수하여 농기구박물관을 조성

하고, 기존 마을회관을 도시민의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보수하며, 마

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작은 하드웨어 정비사업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폐교(임대)를 리모델링하여 토고미 자연학교 운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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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도시민을 상대로 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토고미 오

리쌀 전용 마을정미소를 설치하여 농산물 품질 제고에도 힘썼다. 2003년에

는 마을 공동 펜션을 조성하 다. 또한 토고미 자연학교 및 마을 농촌관광 

사업을 담당할 사무국장을 주민 중에서 고용하 고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

램 운 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적절한 일당을 지급하여 주민참여를 구체

화하 으며 다시 참여의 동기를 제고하 다. 2004년에는 2천만 원의 연봉

계약을 맺고 마을 사무국장 상근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고용 증대도 촉진

하 다. 그러면서도 오리쌀의 자체 등급제(특등, 1등, 2등)를 시행함으로써 

자율적 농산물 품질 관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오리쌀의 택배 전용 포장제

(20kg)도 자체 개발하고 200평 규모의 마을공원도 조성하는 등 생산․생

활공간으로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하 다. 그

밖에 지속적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입식대회, 소달구지 타기, 새끼 

꼬기, 가마니 치기, 떡 만들기, 꼬뚜레 만들기 등 다종다양한 도농교류 체

험 프로그램을 시도하 다.

최근에는 농산물 판매를 보다 강화하고 마을의 매력을 증대하기 위해 

토고미 자연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및 직장인 등 단체 방문자 대상의 다양

한 프로그램을 확충, 실행 중이다. 나아가 마을 경관가꾸기 및 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이웃 마을과의 연대 및 기업과의 교류

를 구상 중인 상태이다.

화천군에는 토고미 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이 10여 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화천군은 각 마을들의 네

트워킹을 실질화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지를 고

민하고 있다. 또한, 매년 1월에는 화천군의 열악한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산천어축제를 기획, 개최하여 이를 매년 100만 명이 방문하는 우수축제로 

정착시킴으로써 이벤트를 통한 지역 마케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천군의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활동 주체는 누

구이고 그 역할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군수와 공무

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수와 공무원은 지역발전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

는 한편 강원도 및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연계한 사업 기획, 외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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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토고미 마을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의 활동 주체

정보 수집과 내부 정보의 외부 발신, 주민들에게 자극을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일정 기획 

단계를 지난 후 실행 단계에 이르면 주민들의 활동이 거의 절대적이다. 토고

미 마을의 예를 들면, 주민들은 이장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와 사무장, 부녀회장 등이 분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의 생산물과 관

련된 작목반장 등이 참여하는 등 5∼6명의 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마을의 주민 조직과 

경제 조직,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조직 등이 복합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화천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위한 전략을 기

획하고 실행하는데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 현실이다. 가령, 

토고미 마을이 마을만들기를 위해 외부로부터 받은 지원을 나열하면 10여 

가지에 이른다. 200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강원도), 2001년 

홈페이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농림부),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농림부), 2002년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대상 수상(농림부), 2002년 녹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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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 2002년 고품질 쌀 경진대회 장려상(농림부), 

2002년 정보화마을 선정(행정자치부), 2003년 세계농업기술대상 수상(농촌

진흥청),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구 지정(농림부) 등의 일종의 정

책사업 지원,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 대상지로 주목하고 축제 등과 연계한 

매스컴의 대대적 홍보를 주어지는 마케팅 효과 등이 작용하 다.

토고미 마을의 경우는 2001년 모집 당시 150호에 불과했던 도시민 가

족회원이 2006년 8월 현재에는 1,100호를 돌파하 다고 한다. 이에 힘입어 

토고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가구별 실

질 소득도 증대하 다. 화천군의 많은 다른 마을들도 그 규모는 토고미 마

을보다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유사한 성과를 거두었고 화천군 주민들은 직

접, 간접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면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

다. 화천군에는 이제 토고미 마을과 같은 유사한 마을만들기 활동들이 다

수 등장하는 부대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행정에서 계기를 

마련하고 마을의 일부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마을만들기 활동이 점차 

다수 주민 및 이웃한 마을에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

나 동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경쟁 마을들이 등장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새

로운 시장의 창출, 지역 자원의 보전, 농촌다운 경관의 유지와 창출, 사업

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화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래미 마을의 마을 만들기 활동

부래미 마을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석산2리에 위치하고 있다. 거대 소

비처인 서울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고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

고 있으며, 4대째 내려오는 안성 이씨 집성촌으로 주민의 70% 이상이 혈

연관계로서 단결력 및 협동심이 강한 사회적 특징을 보인다. 총가구수는 

28호로서 농가 22호, 비농가 6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전형적인 벼농사 중심의 농촌 마을로서 수도권에는 속해 있

지만 개발행위의 파급이 미치지 않았던 다소 낙후된 곳이다. 마을의 ‘출향

인사’의 자극에 의해 향후 농업․농촌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불안한 문제 



마을만들기사업의 전개와 특징 127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9

이러한 판단아래 먼저 부래미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대부

분이 참여하는 운 위원회를 조직하여 역할을 분담하 다. 마을만들기 활

동의 시작부터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집행 구조를 갖추어 소수에

게만 역할이 집중되는 데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 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2002년 처음 3개월 동안은 전문가들을 마을에 초청하여 농촌관광에 대

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농촌관광의 선진 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국내 여러 마을에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하여 주민

의 단합과 의지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귀농한 도시민과 주민의 공동작업으

로 볼품없던 농창고 외벽을 미술작품으로 변화시키고 마을안내판도 정

비하는 것을 계기로 마을만들기, 도농교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물론 처

음에는 마을 청소, 꽃심기 같은 쉬운 일부터 실행하 지만, 귀농한 화가와

의 공동 작업으로 점차 다양한 환경정비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에 ‘녹색․문화․관광’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내세워 농림

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던 것이 오늘날 부래미 마을을 탄생시

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 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금 2억 원과 2003년 6월 (주)하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 시상금 등으로 마을 어귀에 대지 100평 규모의 ‘녹색체험장(green 

school)’을 조성하 다. 또한 농가마다 복숭아와 강낭콩, 배 등 체험농장을 

마련하고, 농가 4호는 민박을 운 키로 역할도 분담하 다. 농업용수용 저

수지를 낚시터로도 활용 가능토록 재정비하 으며, 방치해뒀던 옛 농기구 

등을 모아 작은 박물관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하 다.

 9 ‘앞으로는 벼농사를 하여도 정부 수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

원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뭔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

하며 출향인사인 당시 중앙부처 국장 L씨와 그의 부인인 K씨가 마을 주민들

을 도와 적극적으로 선도하 다. 이 밖에도 이들의 매개를 통해 컨설팅업체, 

연구자, 각 기관단체 등이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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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체험장 만들기

○ 100여 평의 부지에 통나무로 지어진 녹색체험장, 그린스쿨은 200여 명 정도

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이 작은 마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식

당, 샤워시설, 화장실, 정보화실이 갖추어진 실내 공간과 족구장 정도로 다용

도 실외 공간이지만 주민들에게도 방문자들에게도 유용한 장소이다.

○ 그린스쿨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이자 체험행사가 열리는 중심공간이면서 마

을 농가가 운 하는 쌀농장, 배농장, 사슴목장 등 테마농가들과의 교차점 역

할을 한다.

○ 2003년 6월 (주)하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 사업에 선정되고, 2003년 11월 농

협중앙회가 주최한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을 통해 받은 사업비는 그야

말로 종자돈(seed money)으로서의 역할을 해 냈으며,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

을도 변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해보자 결심하고 있을 때 주어진 값진 지원이

었고, 녹색체험장은 그 결실이었다.

○ 바로 옆에는 주민들이 함께 외벽을 장식한 농창고가 있다.

2004년 봄에는 ‘농촌풍경그리기 부래미마을 미술대회’를 성황리에 개

최하 고, 그 해 여름부터는 포도주 담그기 및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

이 포함된 일명 포도체험캠프 운 을 성공리에 개최 하는 등 끊임없는 이

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중이다. 부래미 마을은 사계절 상설적으로 

농사체험, 전통문화체험, 놀이체험, 자연생태체험, 먹을거리체험 등을 운

하며 이벤트 프로그램으로서 홈커밍데이(정월 대보름경), 부래미 배꽃축제

(4월경), 포도체험캠프(8∼9월경), 부래미 미술대회(10월 하순경) 등을 개

최하고 가을축제로서 국화전시회, 사진콘테스트, 거북놀이, 미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정보화마을 사업을 계기로 한층 강력해진 마을 홈페이지(www. 

buraemi.com)를 통해서도 도농교류를 추진 중이다. 가령, ‘사이버 팜’을 통

해 마을의 배나무와 쌀 등을 분양하고 인터넷으로 작물을 재배, 관리하도

록 하며 가을철에는 분양자들이 직접 마을에 와서 수확하도록 하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한다. 홈페이지에는 ‘부래미 사랑모임’ 코너를 설치하

여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향우회소식 나누기, 애경사 연락 등 상호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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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등 애향 활동을 전개한다.

2005년에는 마을의 늘어난 살림살이를 돌보아줄 젊은 새 가족으로 마

을 사무장이 공개로 채용되었다. 또한 마을부녀회 중심으로 구성된 ‘슬로

우푸드(slow food) 사업단’과 할머니들이 운 하는 ‘할머니 사업단’이 발족

되었는데, 이 사업단에서는 반찬류와 김치 등 공동식당에서 소용되는 음식

을 만들어 팔고 나아가 일반 도시민에게도 판매할 예정이다. 

2006년, 부래미 마을은 하나의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들과 협력하고, 

상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론하고 학습하는 

공부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출향인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단된다 하여도 

지역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처음 공부모임은 2004년 3월에 16명으로 발족한 이래, 지금은 

60여 명이 참여하여 매월 마지막 목요일마다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도모

하고 있다.

이러한 부래미 마을의 활동을 주도하는 주체는 주민들이다. 공식적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운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의사 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를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관련 종사자를 포함하여 주도적으

로는 6명이 마을 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구조이다. 이장은 ‘상머슴’으로서 

마을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총무는 ‘안머슴’이라 불리며, 마을 

활동의 기획, 운  및 재무회계 기능을 담당한다. 부녀회장은 ‘이상궁’이라 

불리며, 공동식당 관리, 단체식사 준비 등을 도맡아 한다. 처음 부래미 마을

이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시작할 때 자극제 역할을 하 던 출향인사는 ‘마당

쇠’라 불리며, 마을의 홍보, 마케팅,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벌(판)머슴’은 

각종 행사의 섭외, 지도,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그 밖에 새로 고용된 

사무장은 마을 전체의 사무행정, 프로그램 진행 등을 책임진다.

부래미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에도 역시 마을 내부의 주체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었다. 특히 토고미 마을과 유사한 수준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연계되었으며, 출향인사의 전폭적 후원, 출향인사를 

매개로 한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연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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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부래미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 주체 

부래미 마을의 마을만들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잠정적이지만, 일단은 상당한 경제적 측면의 소득 증대와 

고용증대 효과를 나타냈으며, 마을의 전국적인 인지도도 높 다. 또한 마

을 주민들의 학습모임 활성화 및 조직화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의 지속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그러나 출향인사에 의존적인 불안

정 상태라는 일부의 평가도 있으며, 역시 전국적으로 경쟁 마을이 많이 등

장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 등을 안고 있다.

3.2.2. 일본의 사례지역

니이하루촌의 ‘장인의 마을’ 프로젝트와 농촌공원 구상

니이하루촌(新治村)은 일본의 군마현에 위치하여 있으며, 총면적 182

㎢로 군마현 내에서는 아홉 번째 크기에 해당한다. 총면적 가운데 약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국유림이 80%를 차지한다. 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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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06년 현재 7,582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주요 산업은 

과거의 양잠업에서 최근 과수와 관광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

산간지역이고, 독특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것은 장인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부에서 

농촌공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전체의 농촌공원 구상을 실현해 가고 있

는 지역이다.

1980년대 초반 일본에는 도농교류 활동의 붐이 형성되었고, 지역마다 

큰 규모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중심시설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니이하루촌의 공무원이었던 카와이 씨는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작은 자원들

을 여기저기에 분산시킨 채 그것을 작은 거점으로 삼아 지역 전체를 농촌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마침 1984년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대책 구상에 따른 보조금 사업 제

안이 있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독특한 발상’, ‘주민기획사업’, 

‘지역자원활용활동’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으며, 

시․정․촌의 지방채감면 특별보조금을 제공하되 재정력지수에 따라 20∼

50% 정도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

그림 5-6.  군마현에서 니이하루촌의 위치　

新治村新治村

群馬県

新潟県

福島県

栃木県

埼玉県

長野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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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새로운 촌장의 부임과 함께 해당 공무원이 구상하고 있던 니

이하루촌의 농촌공원 구상이 드디어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의 자원만으로는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중앙정부의 여러 사업들을 

엮는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꽃심기와 같이 공공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 고 차차 지역이 알려지고 방문자가 증

가하자 1990년대 초의 UR대책 보조금사업 등을 엮어서 비교적 큰 하드웨

어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를 거쳤다.

본래 1978년에 공무원 주도로 촌의 활성화 시책으로서 4개 마을의 불

상과 절을 순례하는 9km의 순환코스를 설정하여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을 홍보하 더니 연간 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에 자극을 받아 1983년 이후에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활용해 공예체험을 

실시하는 ‘장인의 마을(職人の家)’을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본격적

으로 구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사업을 엮을 수 있

었던 1990년에는 촌 내부를 10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 내에 있는 지

역자원을 활용한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고, 이 곳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

로써 니이하루촌 전체를 농촌공원으로 하는 ‘니이하루촌 농촌공원 구상’이 

수립된 것이다. 그 중에서 농림수산성 등의 보조사업을 다수 활용해 적극

적으로 도시농촌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장인의 마을지구’, ‘농촌교류

공원지구’ 및 ‘프루츠(과일)공원지구’ 등이 니이하루촌 농촌공원의 중점 존

(zone)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먼저, 1986년에 구상이 시작된 장인의 마을은 須川마을(125호), 谷地마

을(22호), 笠原마을(121호), 東峰須川마을(102호) 등 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니이하루촌 마을만들기사업의 거점 공간이다. 이 마을들에 산재하는 

불상을 주유하는 9km의 ‘야불순례코스’를 계기로 방문객이 찾아오게 되

고, 이후 총무성의 보조사업(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활용하여 공예체험시

설을 건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개인에 의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

하는 집인 ‘장인의 집’ 건설을 포함하여 23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설들이 각 마을에 산재하게 되었다.

1996년 4월에는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농촌자원활용 농업구조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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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須川마을에 풍락관(豊樂館)이 건설되었다. 풍락관에서는 니이하루

촌의 관광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메 만들기 체험과 특산물 판매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장인의 마을 입구에 입지한 풍락관의 농산물직매소에서는 주

민들이 재배한 신선한 채소 등이 매일 출하되며 체험 프로그램 운  및 가

공사업 등도 주민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역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주변의 수로변에 꽃 등을 식재하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농촌교류공원지구는 入須川마을(122호)과 戀越마을(43호) 등 2개

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구에는 국가의 관재물건(管財物件)인 온천

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온천을 니이하루촌이 고향창생운동 사업자금 1

억엔으로 매수하여 기채(自治省邊地對策事業債)를 발행하여 入須川마을에 

유신관(遊神館)이라 불리는 온천시설이 건설되었다. 유신관에는 목욕탕, 

노천탕, 사우나시설이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향토요리를 제공하고, 매점

에서는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1996년에는 유신관에 인접한 장

소에 ‘百姓茶屋’라는 농산물직매소가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농촌자원활

용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셋째, 푸르츠공원지구는 新卷마을(237호)만으로 구성된다. 이 지구는 

표고가 500∼700m로서 밤낮 일교차가 크며, 남쪽이 경사면이어서 일조시

간도 길기 때문에 과수재배에 적합하다. 많은 과수 농가가 존재하는데, 특

히 사과재배는 니이하루촌 내에서 가장 활발한 편이다. 니이하루촌에서는 

2000년에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중산간지역 종합정비사업)을 활용하여 

뽕나무밭에 푸르츠공원을 건설하 다. 현재는 과수 묘목의 육성과정에 있

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과일을 충분히 사

용한 아이스크림의 가공 판매, 잼만들기 체험활동 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니이하루촌의 농촌공원 구상을 기획한 데에는 비전제시자로서 촌장과 

공무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 다. 특히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사업이나 자체 재정 지원을 통해 하드웨어를 정비하고 농가를 

지원하며 운 주체를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 다. 그러나 일단 하드웨어 구

상이 끝난 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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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니이하루촌의 경우는 지역에서 설립한 조직으로

서 ‘농촌공원공사’를 주축으로 지역주민이 연계하여 활동하는 구조를 보인

다. 생산, 가공, 관광 등의 업무는 농가 등이 담당하되 지역 전체의 마케팅 

등의 업무는 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니이하루촌의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중요한 

외부자원으로서 활용되었다. 1985년부터 10년간 니이하루촌의 농촌공원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연계된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은 10여 개에 육박한

다<표 5-8>.

그림 5-7.  니이하루촌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 주체 

대두생산조합(50호)
메 생산조합(50호)

장인의 집(23동)니하루촌사무소

농가주부회: 
약 70명

(생활개선 등)

판매소(풍락관 내) 

(재)농촌공원공사

지역주민
(임시직원 65명, 연간 
총 400 ~ 500명의 노인 

인력)

농가(300호)

생산․판매
대두 1가마 2만엔
메  1kg 400엔

대두․메  출하

노동력

고용의 장 
제공

고용의 장 
제공

노동력

유신관, 풍락관, 농산물
직매소, 향기의 집 운  
위탁

시설 제공

(메 ․대두 가공)

소득향상

야채출하

수입
(유신관의 수입 
일부 등)

계약재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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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니이하루촌 마을만들기사업에 연계된 중앙정부 지원사업

연도 성청 사업명 사업내용

1985

1990

1993

1993

1994

1994

1996

1996

1996

자치성

농수성

농수성

농수성

농수성

자치성

현단독

농수성

농수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중산간지역농촌활성화 종합정비사업

농용지유효이용모델마을정비사업

농업농촌활성화 농업구조개선사업

농촌자원활용 농업구조개선사업

접경지대책사업채(起債)

특정농산촌지역활성화대책사업

농촌자원활용 농업구조개선사업

중산간지역종합정비사업

장인의 집, 자료관 등

교량 건설

가공처리시설(된장) 설치

주차장 조성

농림어업체험실습관(풍락관)

온천시설(유신관) 설치

가공처리시설(두부.만두) 설치

산지형성촉진시설(찻집) 설치

프루츠공원

니이하루촌의 경우, 일본에서도 그린투어리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농촌공원은 지역 내 고용기회와 소득이 증대되었

으며 지역 전체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많은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

지 않다.

우선, 후계자 확보와 육성 문제이다. ‘장인의 마을’ 지구에서 장인의 집

을 운 하고 있는 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60세(60.7세)가 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후계자가 결정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둘째,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내의 소득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

기도 한다. 즉, 주요 도로에서 원격지에 있는 시설의 경우 거리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접근도로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경 조건이란 측면에서 불리하

기 때문이다. 실제, 불안정한 경 을 하고 있는 5곳의 시설 모두가 원격지

에 입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셋째, 지나친 상업화의 억제와 농촌다움의 유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주

된 수입원이 체험료보다도 상품 판매액이다. 이는 본래 지역에서 의도한 

지역 전체의 농촌공원 구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농촌공원 구상시 최초에 약속하 던 ① 주민자치를 지킬 것, ② 시설 간의 

경합성을 최소화할 것, ③ 경관을 배려한 건물일 것 등의 주요 결의사항을 

상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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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니이하루촌의 장인의 집 모습

※ 체험 프로그램을 운 하는 니이하루촌 장인의 집 중 하나

그림 5-9.  니이하루촌의 가로 모습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수로변의 모습

구로모리마 을에서의 NPO법인과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활동

구로모리 마을은 야마나시현(山梨 ) 호쿠토시(北社市)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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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의 표고가 약 1,200m에 해당하는 산간지역이며, 현재 마을 전

체의 인구는 86명(남자 44명、여자 42명), 가구수는 34호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화율이 무려 32.0%에 달하는 과소화,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된 

곳이다.

구로모리 마을의 경우 시정촌 합병에 의해 호쿠토시에 속하지만 원래 

속하 던 사이타마쵸(須玉町)에서도 가장 농지의 유휴화가 심하고, 지역농

업이나 마을기능에 있어 한계에 이른 마을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마을의 

50％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에는 없는 풍부한 지역자원

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 중앙고속도편으로 약 2시

간의 거리에 있는 유리한 입지 조건도 가지고 있다.

구로모리 마을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시책에 따른 지원이나 지

자체사업의 숙박시설․온천시설 설치, 이벤트나 축제 등의 관광사업을 벌

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교류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최

근에 올수록 경쟁 마을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예로부터 있는 지역자원의 관

리, 지역경제, 마을 기능의 붕괴가 우려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대해 문제의

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5-10.  구로모리 마을의 야마나시현에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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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업’, ‘자연’ 등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휴농

지의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새로운 대안을 위해서는, 행

정․주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법인을 지역에 유치하자는 아이디어가 행정에서 제시되었

다. NPO법인과 함께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보다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교류인구를 증가시켜 유휴농지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로모리 마을에서는 행정의 매개로 ‘웃는얼굴잇기 NPO법인’

을 마을에 유치하여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가령, 마을

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유휴농지의 개간사업을 통해 대두, 채소 

등을 재배하고 동경에 안테나숍을 설치 운 하여 마을에서 재배된 농산물

을 판매하 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도시민 대상 농지 오너제도를 운 하

여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 다. 그 밖에 유휴농지를 활

용한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도 하 는데, 된장담그기대

회, 모내기축제, 화상 회, 환경이벤트, 에코투어, 어린이농장 운 , 바

이오매스 실험 등이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 관련 워크숍을 마을에서 개

최한다거나, 유휴화된 온천시설인 미즈가끼랜드를 마을에 유입된 NPO법

인이 관리 운 하도록 하고, 메 국수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을 추진하 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철저히 NPO법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민

들은 이 과정에서 본래 마을에 존재하고 있던 환경위생위원회, 메 위원

회, 복지위원회, 안테나숍 유지관리위원회, 조림위원회 등 자치능조직을 통

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따라 각종 그린투어리즘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 다. 

구로모리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있어서도 역시 외부의 지원이 있었

다. NPO법인이 유입되기 이전에는 각종 하드웨어 시설정비를 위해 중앙정

부의 지원사업 및 야마나시현의 농촌휴가마을 지원사업, 지역교육활성화모

델사업, 삼림문화사업 등의 관련사업이 연계되었으며, NPO법인이 유입된 

이후는 외부의 광역 단체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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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구로모리마 을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체

2003년부터 ‘웃는얼굴잇기 NPO법인’이 마을 내의 유휴농지를 개간해 

3년간 1.8ha의 유휴농지가 해소되었다. 또한 1쌍의 부부(웃는얼굴잇기의 

임원)가 구로모리마을에 정주(I턴)하 으며, NPO법인의 도농교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일시적 고용이 증대되고 교류인구가 다

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NPO법인에 의존되어 있는 현재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구조가 주민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지

속될 수 있을지, 또한 NPO법인과의 공동활동이 주민들의 내발적 발전 역

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참고>  NPO법인 웃는얼굴잇기

○ 도농교류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

○ 2002년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4월부터 구로모리지구에서 

온천시설인 미즈가끼랜드의 지정관리자로서 활동

○ 도농교류 코디네이션 방법, 유휴농지의 활용방법, 구조개혁특구 등 정책사

업 활용방법, 산관학민의 연계 노하우 등에 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상담과 

지역 역할

○ 주민과 공동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등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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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구로모리 마을의 전경 

그림 5-13.  일본의 지역학

  ※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의 자원찾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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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NPO 활동

○ NPO(Non Profit Organization)는 말 그대로 비 리단체로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98년 ‘특정비 리활동

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1999년 1,724개 던 일본의 NPO는 2006년 2월 현재 

25,682개에 달한다.

○ NPO는 비 리단체이므로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익의 분배를 하는 기업적 조직은 

아니지만 대표와 소수 정예의 스태프, 정회원, 자원봉사자 등 계층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대표와 스태프에게는 최소한의 보수가 주어진다. 

○ NPO의 운 은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

지만 특정 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도 주어진다. NPO의 활동 분야는 공익적 

활동에 해당하는 17개 분야로서 주로 도농교류, 환경, 복지, 교육, 의료, 자원관리, 

커뮤니티 비지니스 등 농촌에 절실한 일들을 포괄하고 있다.

○ NPO의 활동에 의한 가장 큰 효과는 NPO가 활동하는 농촌의 경우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사업이 활성화되고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는 점이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촌에 풍부한 자원을 매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

활속의 도농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료: 송미령(2006).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농촌 주민만의 힘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행정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외부의 지원으로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중요한 몫

을 하고 있다. 모든 사례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하드웨어 

정비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만들기 활동이 구상, 구체화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셋째,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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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활동이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 내용을 구성하

고 있다. 넷째, 지역 인재의 부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모든 사례에서 

향후 과제로 거론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점

도 존재한다. 첫째, 일본은 NPO법인, 광역적 시민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의 활동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이외에 중요한 자극요소가 되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을 보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외부 지원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체는 주민과 행정으로만 

이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둘째,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서 도농교류 활동이 지배적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위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한국은 농산물 판

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의 비즈니스 수단으로서 

표 5-9.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주체 주민, 공무원 주민, NPO

자원 농촌의 생활, 생산, 자연, 문화, 역사 자원 → 도농교류 자원으로 상품화

외부

지원
중앙정부 정책사업 중앙정부 정책사업, 광역 시민단체

활동
수요자를 겨냥한 도농교류 활동

 (생활환경 정비)                      (지역자원 발굴)

그림 5-14.  마을만들기 활동의 변질과 진화

․ 전형적 형태

  - 정주환경 질 제고

  - 역동적 도농교류 활동

   → 방문자 증가

․ 진화된 형태

  - 농촌의 비경제적 커뮤니티 가치 증대

  - 광범위한 시민 네트워크 참여

․ 변질된 형태

  - 교통정체, 외부자본유입, 

경관악화, 자연․문화환경 

파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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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활동의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반면(전형적 형태), 일본은 지역

의 고유한 자원 발견,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

는 마을만들기 활동(진화된 형태)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외부의 광역적 단체가 농촌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중

요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 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에는 그 

목적이나 활동 내용, 주체와 이용 자원, 외부 자원 등이 유사한 전형적 형

태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의 역할 관계에 따라 주민의 내발

성을 ‘동원-참여-주도-자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판단하 다. 특히 각 

단계마다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주체가 NPO

법인,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주체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주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에 의해 마을만들기사업을 끌어오고 있다. 

비록 그 구조는 단순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본과 큰 격차가 없

는 기능이 발현되고 있다.

그림 5-15.  마을만들기사업에서의 ‘내발성’ 단계 모형

관련성 높음

관련성 낮음 관련성 높음

지
역
주
민

행정

동원

참여

주도

자치

촉진: 조직, NPO,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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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진화를 위해 일본에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NPO법인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

의 과소화와 고령화 및 행정의 역할 한계를 NPO법인 등의 민간단체가 상

당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NPO법인과 같이 주민참

여에 의한 농촌개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적극적 양성과 연

계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NPO법인과 같이 농촌개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직들이 성장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마을만

들기 활동의 목표가 비즈니스에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곤란하다. 농촌지역

의 고유한 자원 발견과 유지, 농촌지역의 다원적 가치 증진 등을 마을만

들기 활동의 목표로 확대할 때 농촌지역 외부의 단체들이 마을만들기 활

동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

을 것이다.

끝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의 추진과 나아가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촉

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당한 

시책사업화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각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시도하고 각 조직별로 자기주도

적 학습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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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1.1. 내발적 발전론의 의의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의 주체가 객관적

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하는 지역 개발방식이다. 지역사회

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과 단체가 개발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resource)을 주도적으로 발굴․개발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내발적 발전의 구성 요소는, ① 다양한 주체의 조직화, ② 주체의 역량 

강화, ③ 지역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보전관리, 그리고 ④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등이다.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농촌지역 활성화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개발 등의 2차 산업활동, 나아가 농산물 유

통이나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 3차 산업활동 등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함으

로써 농촌내부에서 고부가 가치화와 고용 창출 등에 의한 소득향상과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농촌지역 활성화는 지역의 농업진흥을 

기반으로 해야만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요약 및 제언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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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한․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다양한 주체의 조직화와 

역량강화에 관한 ‘농촌조직에 관한 사례연구’, 마을단위에서 농지․노동

력․자본을 적절히 조직화하여 농업진흥을 도모하는 ‘마을 농에 관한 사

례연구’, 그리고 이러한 활동 위에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등을 통한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사례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3. 농촌지역 사회조직과 내발적 발전 조건  

농촌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구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양

질의 인력, 특히 젊고 능력 있는 지도자 확보가 마을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는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건

전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 보다 월등히 빠르

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적 자본과 차세대 지도자의 고갈로 

이어져 내발적 발전을 제약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통적인 마을의 사회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일본의 마을 사례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은 마을의 행정적 자치, 

제례, 문화, 사회를 위한 각종 사회집단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발전을 이끌 양질의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은 내발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지도력은 마을 내부로부터 

육성되는 것이다. 

토고미 마을은 지도자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을 발전을 이룩한 

사례로서 한국 농촌에서 내발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부래미 마을

은 출향 인사 주도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귀농한 인사들이 

차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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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은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와 같이 

인적 자본 유출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도력도 약화되어 자력으로는 마을개

발을 논의해 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반면에 일본의 고라쵸 키다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은 지도력이 분산

되어 있다. 마을의 다양한 사업이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추진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다양한 계층의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마을내 주요 

직책을 순환제로 담당하게 하여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특징이다.  

키다오찌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비농업부문에 종

사하는 겸업농가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직장

에서 취득한 지도력과 능력을 마을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은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스스

로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나 외부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농촌지역 인구구조나 사회조직의 등은 매

우 취약한 편이다. 

1.4. 마을영농과 농업진흥

마을 농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우선 

농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농산물 판매는 공동

으로 하고 있지만 생산은 개별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원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과정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

되지 않고 있다. 요인은 구성원들이 전업농이면서 농기계를 과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모두 생산과 판매의 협업을 실현하고 있고, 특히, 

이누칸노 농조합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공, 판매, 교류 등으로 비

즈니스를 확대하여 경 의 채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다카미야 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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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마을 1농장’을 실현하여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고 있다. 

양국에서 마을의 리더로서 활동하는 농가는 한국의 경우 주로 전업농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겸업농이나 정년귀농자이다. 정년

귀농자가 도시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농업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양한 경험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귀농자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을 농이 이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 농을 실천하는 경우 ‘ 농조합법인 나투어’의 사례

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나투어는 기업에 의한 마을단위 경 체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농 발전단계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

후 고령화 등에 의해 노동력이 급감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단계가 되거나 

농기계의 교체 시기가 되면 지역단위의 마을 농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고령화와 농

기계 부족이라는 여건은 마을 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요건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요건은 농지의 경지정리이다. 현재 마을 농의 실시되고 있는 

사례는 모두 경지정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을 농을 통하여 쌀 생산비 절감과 유휴농지 방지에 의한 농업자

원 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농의 추진과 함께, 쌀 단작에

서 채소 등으로의 복합경 이나 가공이나 교류 등의 다각경  등을 통하여 

지역내부에서 고용창출과 이에 의한 소득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5. 마을만들기사업과 농촌지역 활성화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농촌주

민만의 힘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외

부의 지원으로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모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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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하드웨어 정비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마을만들기활동이 구상되고 구

체화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셋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활동이 마

을만들기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지역 인재의 부족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차이점도 있다. 첫째, 일본은 NPO법인, 광역 

자치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자극요소가 되고, 행정은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주체는 주민과 행

정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서 도농

교류 활동이 지배적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위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

국은 농산물 판매, 도농교류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가

치가 중시되는 반면에 일본은 지역의 자원 발견, 농촌의 가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에는 그 목

적이나 활동 내용, 주체와 이용 자원, 외부 자원 등이 유사한 전형적 형태

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의 역할 관계에 따라 주민의 내발성

은 ‘동원․참여․주도․자치’로 나누어진다. 특히 각 단계마다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주체가 NPO법인,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주체가 상

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주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에 의해 

마을만들기사업을 끌어오고 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진화를 위해 일본에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NPO법인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

의 과소화와 고령화 및 행정의 역할 한계를 NPO법인 등의 민간단체가 상

당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NPO법인과 같이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개발

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양성과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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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은 물적 기반 투자와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둔 나머지 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에는 소홀히 대

처해 온 감이 있다. 농촌지역의 사회집단을 활성화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 사안이다. 

정부의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은 소득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이전에 이를 

담당할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정부의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이 소득개발이나 인프라 구

축을 위한 재정 투자보다는 농촌지역의 사회개발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발

굴하여 지역 주민이 사회집단을 통하여 마을 개발을 논의하도록 한다면 사

회집단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육성될 것이다. 

일본의 마을만들기운동은 정부가 전국의 농촌 마을에 소규모 재정지원

을 함으로써 마을 주민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는 농외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발굴하여 마

을 발전을 위한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지도자를 육성하기 어려운 오지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향토기업, 외부로부터 귀향한 귀농인, NPO와 

NGO, 대학 등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농업이 안고 있는 위기적인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업적인 해결을 시도한 것이 마을 농이다. 양국의 실태에서

는 보면 마을 농은 농업의 진흥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

을 기반으로 하여, 가공․유통 등으로의 발전, 지역내 소비자와의 교류나 

도농 교류 등으로 확대되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단 조직화된 마을 농이 경 상 채산성이 떨어져 도산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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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을의 농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마을 농을 장기적으로 존속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쌀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채소나 가공 등을 도입한다고 해도 채산성 

확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 하나는 운용면이다. 마을 농에는 다수

의 농가가 참가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끝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

로그램의 추진과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당한 시책사업화도 필요하지만 그보

다 앞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조직화하여 분업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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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on 
Endogenous Rural Vitalization Policy
- Three Case Studies - 

This i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policy.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could be de-
fined as the subjects of a community aware the community problems and 
find the solution with the community resources through development 
activities. Endogenous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consists with 
four components: organizing subjects, building capacity of the subjects, uti-
lization and conservation of community resources, and activities for prob-
lem solving. Rural community revitalization could be realized through the 
increase of development activ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cess-
ing, specialized products, and rural tourism and rural-urban exchange,...etc. 
This study consists with three cases: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s; com-
munity farming groups; and community building through rural-urban ex-
change and rural tourism. 

1. Community Organizations and the Condition of Endogenou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Sound age Structure of population in a community is very im-
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age structure of Korean 
rural community is relatively sound compared to the age structure of 
Japanese rural community. However, the age structure of Korean rural 
community is rapidly changing, and becomes more aged than Japanese ru-
ral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Korean rural community shall face prob-
lems of scares of human resources, in particular with leaders who are 
young and succeed community leadership.  

As the heavy migration and change of age structure in Korean rural 
communities, traditional social organizations become weak and dis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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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Japan, it is very rare that the  traditional community organ-
izations still remain. However, the social organizations in Japanese rural 
communities are well organized according to the needs of modern com-
munity living in the spheres of village autonomous administration, econom-
ics, religion, and culture.  

Fostering young leaders who will be the community leaders in the 
future is so important factor for the endogenou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 community leaders must be fostered from young ages as 
participating in community activities and learn the norms and tradi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2. Community Farming Group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ve farming company(CFC) in Korea produce farm prod-

ucts individually, while sell the farm products cooperatively. Even though 
the members of a CFC know that cooperative production is better than in-
dividual production in the sense of saving production cost, it is not easy 
task for them to follow the principle, and therefor it is not realized yet. 
The individual farmer in the company is a full time farmer and has a large 
scale of farm machineries, which capacity is over to his farming scale. 
In the case of Japan, community farming groups produce agricultural prod-
ucts in the way of cooperative and participating in the processing and mar-
keting of the farm products. The group farming in Japan is the way of cost 
saving than the individual farming. 

Community farming group in Japan could save production cost and 
prevent the increase of idle farm land in rural community. It also possible 
to increase income and employment in the farm sector through the increase 
of vegetable cultivation after rice and the increase of farm processing and 
rural tourism.   

The leaders of the group farming in the case of Japan are mostly 
pat-time farmers and reentered farmers after the retirement of nonfarm 
business. The experiences learnt from the nonfarm sector becomes valuable 
for vitalizing group farming activitie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leaders of the cooperative farm-
ing company are mostly full time farmers. Therefor, reentered farmers who 
experienced from nonfarm business sector are not utilized. The leadership 
of reentered farmers must be considered for the vitalization of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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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 company in Korea. 
3. Community Building and Revitalization 
The community building between Japan and Korea are very similar 

in objectives, contents, activities, resources, and outside supports. The ways 
of endogenou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step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role play between 
community people and local government: mobilized, participatory, initiative 
and autonomous. In particular, the facilitators such as NPOs, professions, 
companies and civic organizations paly important role for each step of en-
dogenous development. 

In the case of Japan, the facilitators are well organized and devel-
oped compared to the case of Korea.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facilitators are mostly local government officers. The partnership between 
community people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leads community building 
activities in Korea. 

The activities of civic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NGOs are in-
creasing in Korea, the weaknesses of rural community activities caused by 
aged and depopulation are covered by civic organizations such as NPOs in 
Japan. It is desirable for the development of endogenou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to foster facilitators such as NPO in Japan, and de-
velop various program for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people in the 
course of endogenous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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