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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간, 그리고 도․농 간 균형발

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방안｣이라는 과제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에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3개년 연구 결과의 최종 보고서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주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

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농촌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자료 등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를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도농 소득격차 현상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론

을 기초로 격차 발생 요인을 진단하 다. 사업 하나 하나에 대안을 제시하

기보다는 정책 수립의 기준과 큰 방향을 제시하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기본 취지에 따라 이 연구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연

구원 등 많은 외부 연구 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 다. 이들 연구진께 감

사드린다. 또한 이 연구 과정에서 도움을 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

께도 감사드린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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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으로서 제

3차 연도 연구로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현상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보고서이다. 농촌지역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현실 진

단을 바탕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접근법과 방안에 대해 

주요 지역정책 부문별로 살펴보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 단위에서 요구되

는 제도적 개선책이나 역할 등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 다.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연구 결과로 도시와 농촌(또는 농촌지역 

간)의 소득격차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내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다면 도농 소득격차 완

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외생적인 관점에서의 거시적인 국가 정책의 변화와 

내생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을 진흥시키

고, 이를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의 가능성과 전제

조건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부문에서의 노력,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공공 부문 사업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

도, 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사업 간 연계와 효율화, 낙후

지역 지원과 기초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안

하 다.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과 정책 추진의 기본 전제

   우리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는 농촌의 발전에도 중요한 

향을 줄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 대도시권으로 전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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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과 

친화성을 갖추지 않은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도

농 균형발전에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 도농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주도 지역개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

로는 지방 단위의 역량 강화가 지역발전을 위한 관건이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도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에 바탕을 둔 지방 거버넌스를 어

떤 식으로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자체와 기업 등 민간 부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휴하는 지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창의적인 능력을 축적하

고 이를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광역적 기구나 지자체 간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 내부의 특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내

생적 산업화 전략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사회개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즉 도농 소득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만

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을 모색하는 

지역정책이 중요하다. 

도농소득격차 현상과 그 요인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원동력은 지역 외부의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도시와의 거리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가장 강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제조업 발달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역소득에 실질적인 

향을 미치는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대도시 인근이나 대규모 공업단지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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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한다는 외생적 발전론이 우리나라에서 특징으

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생적인 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내부에

서의 나름대로의 성장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하려

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가 수요를 지역자원과 지역농업으로 연계하여 

농촌관광이라는 신 성장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지역 등이 그 예이다. 

   반면에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도 없이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

하거나 이를 단순 가공하여 지역 밖으로 판매하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는 농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 전체가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요컨대 도시와 농

촌의 격차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본 골격이 결정되고 내생적인 요인

에 의해서 부분적인 완화 내지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농업 주도의 농촌 산업구조에서 오는 지역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업, 향토산업 및 신상품 개발, 농촌관광개발 등을 

통해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을 기반

으로 한 농촌지역경제 해법 모색이라는 점에서 내생적 산업화라 부를 수 

있다. 

   내생적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식품 분야의 경우 농정

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세 

업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공공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내생적 산업화의 기

반이 되는 토착 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뿌리내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생적 산업화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바탕

으로 그것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널리 인식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관련 활동들이 하나로 집중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업․향토산업․어메니티 관련 산업(농촌관광) 등의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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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은 결국 농촌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이나 관련 

단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외부의 성장지역과의 기능적인 공간 통합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는 기존의 지역개발 전략과 구별된다. 즉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주민과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고 공동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과정 자체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개발

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1960년대 후반 

부업단지사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촌에서 농외소득과 고용 기회 창출에 어느 정

도 기여하 으나, 지역 내의 기존 산업과 연관 관계가 충분치 못해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으로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다. 한편 농촌지역

에서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3차 산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교통의 발달로 

주변 도시의 대형 유통 점포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농촌의 중심지 

기능이 쇠퇴하고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가트렌드에 의해 농촌지역에서의 제조업의 쇠퇴가 예견되는 상황에

서 농촌지역 제조업 육성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기업 유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 유치 실

적이 저조하여도 농촌 제조업이 지역 연계를 갖고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체를 선별하고 이를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 조성비 지원, 시설자금 지원 등 자본적 보조에서 인건

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중심 기능이 쇠퇴하는 농촌지역에서 재래시장활

성화 정책과 같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도소매업 활성화 정책은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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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토요시장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과 외지인을 수요자로 삼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 인구가 격심하게 감소한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 차원

에서 도소매업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농촌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활용

   기존에 공공 부문 일변도로 이루어지던 각종 서비스 공급을 민간단체

나 주민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농촌의 각종 공공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는 데도 관 주도 방식

을 탈피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서 시도되는 것

이 사회적 일자리라 할 수 있다.

   마을 사무장제도, 마을조사단, 에코가이드, 숲 가꾸기사업, 재가간병사

업단 등 여러 형태로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관련 사업

들은 현재 정부 지원에 의한 단순 일자리 제공 형태로서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되고 있지 않아 참여자들에

게 질 높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향후 사회적 기업 등

의 형태로 자립해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것이 향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해 가

기 위해서는 도시형에 치중하지 않고 농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촌형 사

회적 일자리 모델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지역자원

의 가치 발굴을 전제로 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도시의 귀촌 희망 인력과 도시의 기획전문가들의 ‘농촌형 사회

적 기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인적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

회적 일자리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관련 활동들의 허브가 되는 (가칭)

‘농촌형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적인 사회

적 기업 육성의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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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정립

   ‘누가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제도화하느냐’라는 

정책 추진 체계 문제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사업들 간 연계 체계를 이루는 일, 형평

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낙후지역 지원 등의 과제,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

한 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 등이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항들이다. 

   첫째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간 연계 강화가 필요

하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농촌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범

정부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보전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전제로 농촌 향평가제도

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도시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농촌의 

여건을 관련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책이다. 

   분산적인 사업 추진 체계의 극복을 위해 지방 단위에서는 주민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 일

변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식을 탈피하고 지방행정의 유연성을 높여 주

민, 기업,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요

체이다. 

   광역적인 지역 연계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단일 행정구역 범

위를 넘어 인접 지자체 간 연계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둘째로, 낙후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수단으로 지자체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즉 낙후지역의 경상적 경

비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줄여줌으

로써 가용 재원을 증대시켜 주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 서

비스 부문의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하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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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농촌의 변화상 등을 감안하여 신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

해야 한다.

   셋째로, 서비스의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서비스 공급

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민, 지역사회, 각종 민간

단체, 기업 등의 비중이 증대하리라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책적으

로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의 지역사회 

단위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

   3년차 연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종합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발전은 정책보다는 상위 개념의 국가정책과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메가트렌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농촌개발의 정책 목표

는 도시와 비교한 수치적인 성장보다는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두어야 할 

것이다. 통계 수치상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떨어지고 인구도 증가하지 않

지만, 지역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질적으로 풍요하도록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며, 지역경제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농소득격차 완화방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

로는 농촌의 지속적 발전이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란 그 지역에서 재투자가 꾸준

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농촌을 둘러싼 외부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서는 단순재생산을 통한 현상 유지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의 투자

는 지역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재투자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역자원

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내생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

개발정책은 전국적인 획일성보다는 지역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공업화 정책에서 지역산업 연관 

관계 중시이다.

   다음으로 정책은 더욱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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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오히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정책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 최근 지역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네트워크 사업, 인위적인 

클러스터 조성 정책, 마을 단위 관광정책 등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정책들

이 수행되고 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관협력형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변화도 필요하

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 

과정까지도 공공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관협력

형 사업추진 방안으로 지방 단위 거버넌스의 구축, 사회적 기업이나 NPO,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대안적 서비스 전달 모델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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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 연구가 경

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 채택된 배경, 연구 목적, 그리고 

1･2차 연도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1･2차 

연도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이 3차 연도 연구에서 수행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자들이 이 연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각 장에서 행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과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언급한다.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 정책 목표로 채택하 다. 국

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 연구사업의 일환

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이라는 과제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 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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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연구의 최종 목적은 제목 그대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

차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실질적인 목적은 농촌지역에서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통해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차 연도 연구에서는 ｢도농 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이란 부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 다. 

   1) 시․군의 소득 관련 통계가 미비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소득

을 직접 비교할 수 없어,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 비교를 통해 간접

적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 실태를 파악하 다.

   2) 인구 및 생활환경 자료를 활용한 도농 간 생활환경 격차 실태 분석

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 다. 

   3) 도시와 농촌의 경제활동기회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도농 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격차 실태를 분석하 다.

   또한 통계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도농 간 발전 격차 실태 및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 조사를 통해 정주생활 여건 인식의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하 다. 또한 비록 소수이지만 사례 지역 조사를 통하여 상공

업의 발전 실태 및 요인을 분석하고 농업 관련 산업 발달의 지역 차이 및 

요인을 분석하 다. 자세한 내용은 제1차 연도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

란다.

   제2차 연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동기회의 농

촌지역 간 차이 분석｣을 부제로 설정하 다. 이때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 

간에 경제활동기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요인이 무엇인

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 농촌지역 개발 전략 및 격차 발생에 관한 이론 및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과 연구를 진행하는 

관점을 얻고자 하 다. 

   2)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 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요인이 무

엇인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 발생 요인에 대한 계량분석으로 확인하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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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역에서 고용 활동의 지역 간 차이의 현상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3)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농촌지역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

보았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제3차 

연도 연구에 해당한다. 제3차 연도에서는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현상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연구 결과에서는 도시와 농촌(또는 농촌 각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외생적인 요인과 시장의 원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지역의 자

원을 활용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내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파악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도농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외생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국가 정책의 변화와 내생적

인 관점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제1･2차 연도 연구에서 주로 살펴본 내생적 발전은 농업 연관 산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므로 이러한 관련 산업 부문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2) 지역의 제조업과 기반산업 입지는 농촌지역경제의 활력을 근원적으

로 좌우하는 원동력이므로 산업입지정책과 농촌 입지 제조업 활성화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3) 농촌에 있는 도소매업을 비롯한 소규모 서비스업은 농촌 주민의 고

용원이자 소득원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활성화 방안을 탐구한다. 

   4) 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분야를 활

동 역으로 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활성



4  연구의 개요

화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5)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사업 추진 체계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과제,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이론과 해외 사례 연구, 국내 정책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과 해외 사례 연구는 주로 지역의 발전/저발전 요인을 이론적

으로 규명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인 도농 

간의 소득격차 문제는 이론 연구와 국외 사례를 통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정책 연구로서 도농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

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책 연구는 정부에서 이미 추진한 각종 정책에 대

한 평가와 개선 방안, 새로운 정책 대안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 이하에서

는 두 분야의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다.

2.1. 지역발전 이론과 해외 사례 연구

2.1.1. 네 가지 설명 모형

   어느 지역의 성장이나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

적 모형들이 개발되었는데, 텔루인(Terluin, 2003)은 그러한 모형들을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① 전통적 모형(traditional models), ② 집적 모형(pure agglom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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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③ 지방환경 모형(local milieu models), ④ 역혁신 모형

(territorial innovation models) 등이다.

   1) 전통적 모형은 지역의 소득(Y)에 미치는 요소로 노동(L)과 자본(K)

을 꼽는데, 이 두 요소가 가지는 이동성에 의해 지역 간 발전의 격차가 해

소되어 균형 상태에 이른다고 본다. 즉 자본은 저임금 노동이 풍부한 곳으

로 이동하고, 노동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각 지역 간 차이

가 저절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2) 집적 모형은 집적경제의 누적적 인과(cumulative causation) 효과로 

말미암아 위의 전통 모형의 이론이 그 현실적인 적합성을 잃게 된다고 비

판하 다. 즉 어느 지역에 집적된 경제활동이나 인구로 추가적인 경제활동

이 일어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낙후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 

나가 각종 기반시설이나 교육․공공시설의 질적 저하가 일어난다. 그 결과 

낙후지역의 경쟁력은 거듭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지역 격차를 벌어지

게 한다는 것이 집적 모형이다.

   3) 어느 장소에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와 환경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지

방환경 모형은 그 지방의 숙련 노동력과 기술적․조직적 노하우, 사회적․

표 1-1.  주요 지역발전이론과 농촌개발전략

구  분 이론적 바탕 생산함수* 농촌개발전략

전통모형
신고전성장이론

수출기반이론
Y = f(L, K)

집적경제

모형

누적인과모형 성장

거점이론 신경제지

리학

Y = f(AE, L, K)
외생적 전략(각종 하부구조, 서비

스 지원, 분공장 설립 등)

지방환경

모형
내생적 발전론 Y = f(LM, L, K)

내생적 전략(커뮤니티 주도의 농

촌 개발, 전통 자산 마케팅 등)

역혁신

모형

지역혁신 관련 이론

(포터, 스토퍼 등)
Y = f((I, LM, L, K)

내․외생적 접근의 절충(지역혁

신체제 등)

주: 생산함수의 약어는 다음과 같음.

    Y: 소득,  L: 노동, K: 자본, AE: 집적경제효과, LM: 지역의 제반 환경, I: 혁신

자료: Terluin(2003)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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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구조 등이 지역의 산출에 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생적 발

전론(Endogenous growth models)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며, 이는 기업 간 

두터운 연계, 중소기업의 집적 등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그 지

방의 역사적인 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4) 역혁신 모형은 앞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설명한 자본과 노동, 지방

의 환경․문화(local milieu) 이외에도 혁신의 확산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라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지역경제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자

원을 새로운 활동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달려 있다.

2.1.2. 세 가지 농촌 발전 전략

   앞에서 살펴본 지역발전 이론들은 실제 농촌개발정책과도 접한 관련

을 가지는데, 그 강조점에 따라 농촌개발의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

다(Lowe et al., 1995; Terluin, 2003). 첫째, 외생적 접근법(exogenous 

development approach), 둘째, 내생적 접근법(endogenous development 

approach), 셋째, 내․외생적 접근법의 절충적 입장인 혼합적 접근법(mixed 

exogenous/endogenous approach) 등이 그것이다.

가. 외생적 접근법

   외생적인 지역발전 전략에서 근대화란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이다. 즉 

근대화란 자본과 노동이 계속해서 도시에 모여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화 발전 과정에서 농촌이 담당하는 역할이란 도시에 식

량을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도시는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인구와 산업 활동 등이 집중되는 반면, 농촌은 앞선 기술의 시장 

지향적인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도시 중심의 

분극화된 공간들을 국가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균형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

다(Lowe et al., 1995).

   외생적 접근법은 지역 간 개발 격차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연구의 개요  7

통하여 완화된다고 하는 신고전파의 성장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발전은 성장지역인 도시로부터 노동과 자본의 이전을 통해 이

루어진다. 이는 활력 있는 중심도시나 성장 부문과 연계하여 농촌이 안고 

있는 주변성(marginality)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을 중시한다. 농촌이 주

변성을 가진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술적․사회경제적․문화

적으로도 성장 중심지인 도시로부터 거리가 있음을 뜻하므로 경제적․사회

적인 근대화의 흐름에 연결되는 것이 그러한 주변성 극복의 과제가 된다.

   그래서 외생적인 농촌발전 전략은 도시에 있던 기업체들이 농촌에 이

전토록 하거나 분공장(branch plants)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강조

한다. 이는 공업화가 낙후지역으로 외연 확대되는 누적효과(trickle-down)

를 노리는 것이다. 

   전후 유럽의 농촌개발 정책은 외생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정책 처방으로는 자본․노동의 이동성 증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고 농촌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농업생산을 근대화하여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농촌으로 이전하는 기업

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뿐 아니라 교통․통신망 개선, 산업용지 공급 등 

기반시설에 대해 주로 지원하 다(이는 프랑스․아일랜드․ 국 등이 본

보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무렵에 이르러 이러한 외생적 모델에 의한 농촌 

개발은 여러 가지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다. 농업의 집약화와 산업화 정책

의 경우, 무엇보다 국내시장의 포화로 한계에 부딪쳤고, 환경오염 등 생태

적인 한계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 경기 침체 결과 농촌

의 많은 분공장들의 폐업이 속출하는가 하면, 외부의 투자를 유치한 지역

일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심한 성쇠를 거듭하는 양상도 나타나

게 되었다.

   각종 정책 인센티브 제공에 의해 농촌에 있는 산업은 주로 저임금의 자

본집약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미미했다. 기술 이전

이나 연계효과가 미흡했고, 새로운 기업 운 관리의 노하우도 전달되지 않

았으며, 수익이 재투자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러한 외부 의존적 개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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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없는 산업화 등은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경제개발에 반

하는 것이었다(Amin, 1993; Lowe et al., 1995 재인용).

나. 내생적 접근법

   내생적 농촌발전론은 외생적 전략이 낳은 효과가 미약하고 각종 문제

가 드러나면서부터 1980년대 이후 강조되기 시작하 다. 내생적 접근법에

서는 경제개발의 효과가 농촌지역에 남아야 하고, 지방적 가치를 중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Slee, 1994). 특히 농촌경제의 다각화(diversification), 

상향식 개발,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적절한 훈련 제공 등을 강조하 다

(Lowe et al., 1995). 

   내생적 발전 전략에서는 무엇보다 그 지방의 자원(자연, 인력, 문화 등)

을 가지고 지방 스스로의 추진력에 의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

하 다. 대단위 기업이나 산업보다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 및 

수공업이 중시되었고,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 분야의 투자도 경제적 하부구

조 개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민의 교육․보건․사회복지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분야에 치중한다. 이처럼 내생적 발전전략은 경제성장이나 산

업의 발전보다 주민 소득 및 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복지 지

향적 지역개발(welfare-oriented regional development)이라고도 한다(김용

웅, 1999). 

   이러한 내생적 발전 전략은 엄 한 사회과학의 이론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등장했다기보다는 실제의 현실에서 생겨난 면이 강하다. 무엇보다 기

존의 외생적 접근법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적인 전략이 필요했

고, 인구가 늘거나 고용이 증가한 몇몇 농촌지역의 사례로 말미암아 정책

적으로 내생적 접근법을 추구할 현실적 필요성을 낳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3이탈리아(the Third Italy)’ 농촌지역의 성공 경험이

다. 제3이탈리아는 전통적 산업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던 이탈

리아 북동부 및 중부지역을 일컫는데, 이들 지역의 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화는 단순히 기존 도시지역 산업의 입지 확산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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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제3이탈리아에서는 무엇보다 도시화(인구 집중)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

에서 산업화가 일어난 점이 중요하다. 이로 말미암아 통상 도시화와 산업

화는 병행하는 현상으로 보는 전통적인 이론들의 설명력이 약화되는 결과

가 나타난 것이다. 발전과 저발전,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근대 부문과 전통 

부문,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소기업 등 전통적 설명법에서 취해 온 이분법

을 벗어난 발전 사례가 제3이탈리아의 경험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이

라 하겠다(Garofoli, 1992; Saraceno, 1994).

   이러한 제3이탈리아의 산업화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요인을 논의하게 되었다. 특히 경쟁력의 바탕으로서 지방에 뿌리를 내

리고 있는 사회․문화적․제도적 조건들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

(Amin, 1998). 지역 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학습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대면접촉을 통해 오가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경

쟁력의 기반이 되었다.1 

   자립적 지역발전을 중시하는 것도 내생적 농촌발전론에서 흔히 취하는 

입장이다. 외부 의존적인 기존의 지역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강조점

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립적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내발

적 발전론’2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고(ubiquitous) 코드화할 수 있는 지식(codified 

knowledge)과 달리 암묵적 지식은 지리적 근접성(proximity)에 기반을 두고 작

업장에서의 기술이나 실천적인 관행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2 이 연구에서는 ‘endogenous development'를 ‘내생적 발전’이라 옮기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내발적(內發的)’ 발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국내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논자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데, 원어가 동일한 데서 알 수 

있듯 양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의 내발

적 발전론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박경(2002)․지경배(2003)의 논의를 주로 요

약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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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농촌발전론과 비교할 때,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은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에 대해 더욱 강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하 다. 일본의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기로 특징지을 수 있

는데, 이 시기의 지역개발정책은 전형적인 외생적 개발정책의 성격을 띠었

다. 농업의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업구조정책이 주조를 

이루어 규모화나 효율화에 잘 대응하기 힘든 한계농가나 중산간 지역에서

는 이농과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형 개발에서 소외된 몇몇 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실천적 차원에서 자립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촌

일품운동의 모태를 이룬 오이타현 오야마의 ‘NPC 운동’ 등이 그것이다.3 

이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일촌일품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하

다. 아울러 1970년대 후반부에 시작된 ‘지역농업’의 움직임도 더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일본에서 나타난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 노

력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개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 단위의 노력에 대해 고도성장의 모순을 지방에 떠넘겨서 해결하려 한

다는 혹평을 하는가 하면, 지역농업정책 역시 기존의 농업구조 조정정책을 

수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실천적․정책적 움직임과 별도로 내발적 발전론에 대

해 이론적으로 제시한 학자들은 근대화 과정에 대해 좀더 비판적인 견지에

서 접근하 다. 1976년에 ‘내발적 발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기한 츠

루미 카즈코(鶴見和子)의 경우 내발적 발전을 서구 모델의 근대화론에 의

해 유발된 폐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회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하

 3 가난한 농촌이었던 오이타현(大分縣) 오야마정(大山町)에서 촌장의 주도로 

1961년 시작한 NPC(New Plum and Chestnut) 운동은 말 그대로 매실(plum)과 

밤(chestnut)을 심어 주민의 소득을 높여보려는 시도 다. 미곡 증산이 전형적인 

정책의 중심이던 당시에 이러한 신규 농산물 생산 노력은 획기적인 것으로, 이

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오야마정에서는 이후에 제2차 NPC(New Personality 

Combination) 운동과 제3차 NPC(New Paradise Community) 운동 등이 전개되

기도 했다(김형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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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구 근대화론의 대안으로 제기하 다. 지역개발론의 입장에서 내발적 

발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미야모토 켄이치(宮本憲一)이다. 그는 

고도경제성장 이후 신산업도시나 대규모 공업지대에 의존한 외래형 개발

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에 귀속되지 않

는 것은 물론 공해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정부의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기술․산업․문화를 토

대로 하여 지역 내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 하는 것을 내발적 발전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하 다. 아울러 자립경

제의 구축을 위해 산업개발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복잡한 산업 부

문에 걸쳐 부가가치가 일체의 단계에서 그 지방에 귀속되도록 지역산업 연

관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념적, 운동론적 배경에서 지역의 자립을 강조한 츠루미나 미

야모토의 논의와 달리 이후 키요나리 타다오(淸成忠男)나 호보 타께히꼬

(保姆武彦) 등의 내발적 발전론 논의에서는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지원 등 외생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즉 키요나

리는, 내발적 발전의 요체로서 지역산업 활용형 산업의 현대적 재생이라고 

정의하며 지역산업 진흥전략으로 이입대체, 이출대체, 이출재 재이입 저지, 

기존 산업의 활성화, 신산업 창출 등과 함께 새로운 내외 유통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자급자족 성격의 지역운동 활동을 넘어선 

것이라 하겠다.

다. 혼합적 접근법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내생적 접근이냐 외생적 접근이냐 구

분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것이 내생적 전략

과 외생적 전략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mixed exogenous/endogenous 

approach). 이러한 절충적 입장이 나타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Terluin et al., 1999). 

   1) 외생적 전략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관련된다. 즉 외생적 농촌발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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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방적인 색채가 가미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이나 기업 환경(entrepreneurial 

climate), 문화적․자연적 환경의 매력 등과 같은 내생적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어렵다.

   2) 내생적 발전 전략의 한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환경 아래에서는 농촌지역 역시 외부와 다양한 연계 관계를 갖기 마련이

며, 그러한 관계가 농촌개발에도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지

역 내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내생적 발전 전략은 시대에 동떨어진 

점이 있다. 

   3) 무엇보다 농촌개발을 여러 네트워크들이 어우러진 과정으로 보는 혼

합적 전략의 관점이 현재의 농촌 상황을 잘 반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지역 내․외의 힘이 상호 작용하면서 다양한 발전 경로가 나타나

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앞의 외생적 접근법이나 내생적 접근법에 비

해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적 접근법에서는 지방 내․외의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 작

용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분

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이 요청되는 것은 농촌개발 

역시 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바탕을 둔 세계화 조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행위자들 역시 지방

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

다. 물론 각 지역마다 경제․사회․제도적 관계, 그리고 내외적 연계는 달

리 나타나며, 농촌개발은 이러한 지방 내․외의 네트워크가 복합되어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Lowe et al., 1995; Terluin et al., 1999).

라. 혼합적 전략에 의한 유럽 농촌발전 사례

   내생적 접근법과 외생적 접근법을 혼합하여 다각도에서 농촌의 지역경

제 활성화에 대해 실증 연구한 사례로서 유럽의 ‘RUREMPLO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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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4 이는 EU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차원

에서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로서, 지역발전의 동력에 대해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내생적이냐 아니면 외생적이냐 구분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여 그것을 지역발전과 연관짓는 데 초점

을 두었다. 

   농촌의 경제활동기회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특히 농촌의 지역 간 

경제활동기회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고용 변화량을 사용하 다. 그래서 고

용이 늘어난 선도 농촌지역(leading rural region) 9곳과 감소한 낙후 농촌지

역(lagging rural region) 9곳을 사례로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표 1-2.  RUREMPLO 사업의 지역발전에 관한 SWOT 분석과 요인

분  야 주   요   내   용

강점과

약점

1) 지역입지(성장지역과의 근접성)  2) 고용을 유도할 지역자원

3) 노동자의 교육 수준            4) 저렴한 노동비

5) 개선된 물질적인 하부구조       6) 산업구조

7) 기후                           8) 어메니티의 존재

9) 대학이나 기타 연구센터의 존재 10) 지역경제의 전문성

11) 지역경제의 다양성            12) 산업부문 내 수직적 협력 관계

13) 산업부문 간 수평적 협력 관계   14) 지역 활동 주체의 능력 

15) 혁신하려는 지역 주체의 능력   16) 기업가적인 분위기

17) 내적 네트워크                18) 외적 네트워크

19) 틈새시장의 존재 20) 관광업의 존재

기회와

위협

1) 시장기회 (특정부문과의 연관성) 2) 틈새시장의 발전

3) 관광업의 발전 4) 유럽연합의 확대와 통합

5) WTO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중동부 유럽에서의 변화과정

6) 하부구조의 개선 7) 시장접근성의 개선

 4 RUREMPLO는 European Commission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된 ‘EU 농촌지

역의 농업과 고용(Agriculture and employment in the rural regions of the EU)'

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약칭이다.



14  연구의 개요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5 특히 지역 부존자원, 경제활동 양상, 노동 공급, 노

동시장 구조, 발전 전략 등 주요 부문의 12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사례 지역

의 지역발전에 관한 SWOT 분석을 실시하 다(Terluin & Post, 1999).

   사례 연구에서 고용 면에서 성장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을 비교한 내용 

중 중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성장지역이건 감소지역이건 대부분의 사례 지역에서 나름의 농촌 어메

니티가 있으며, 그것들이 지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 자원의 존재 여부 자체가 반드시 성장지역과 감소지

역을 구분 짓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보다는 지역

의 관련자들이 농촌 어메니티를 관리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노력 

여부가 농촌의 고용 증대와 관련되는 것이다. 

② 경제 중심지, 즉 도시와의 근접성이 반드시 농촌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성장지역 중에서도 도시권에서 벗어

난 외곽 지대에 위치한 곳이 있는 반면, 감소지역 중에도 도시권에 근

접한 곳이 있다.6

③ 경제구조 면에서 성장지역 중 특정 분야(예를 들어 가구․가죽의류․목

재․금속․관광 등)에 전문화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체로 여러 분

야들로 다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의 산업지구에서 이와 

같은 전문화가 농촌의 고용 성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7

 5 특히 고용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경기 침체, 실업 

증가의 여파로 고용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하 기 때문이다. 유럽 국

가들의 경우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정책 개입 역할이 축소되고, 

그것이 상위의 EU 단위 그리고 하위의 지역 단위로 이전되면서 지방이 지역

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역정책에서도 지

방 나름의 실업 문제 대응과 고용 창출의 과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장육, 2000).

 6 전통적인 도시권의 산업 중심지를 벗어난 곳에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

난 제3이탈리아의 사례에서도 이미 이 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RUREMPLO 사례의 성장지역 중 가구․가죽 등의 업종으로 전

문화 경향을 나타낸 곳도 제3이탈리아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페사로

(Pesaro) 지방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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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장지역이 감소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점으로서, 무엇보다 경제활동 

주체들이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성장지

역의 경우, 경제활동 주체들이 지역 내․외의 관련 주체들과 협력하는 

방식, 도전에 직면하여 혁신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지역의 역량과 

필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제품을 외부에 마케팅하는 방법 

등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⑤ 성장지역은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사례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서로 다른 행정계

층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행정부서와 조직 간의 네트워크, 기업가들

의 네트워크, 여러 지역 어젠다를 다루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

크 등을 들 수 있다.8  

⑥ 제3이탈리아와 같은 산업지구에서 확인된 것은 농가가 다원활동의 전

통(plural active farming system)을 지니고 있으며 자가 고용의 관행을 

갖춘 곳에서 농촌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높고 고용 증가도 높다. 그렇지

만 RUREMPLO 사례 지역 연구 결과에서 보건대, 그러한 농업부문의 

역할에만 기대어 지역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나타난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이다. 그것은 (제3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지역경제 활

성화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RUREMPLO 사례 지역 조사 결과 농가 차원의 다원활동 형태로는, 농

촌관광․농산물․임산물 가공 및 판매 등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의 일자리 분포 정도, 농가가 생산한 제품 및 농촌관광 활동에 대한 

수요의 정도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다원활동 정도는 

인근의 도시 및 시장에 향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농촌관

광활동의 경우에도 고용 성장지역이 감소지역에 비해 더욱 활발한 것으로 

 8 이탈리아 페사로 지방의 경우 비공식적인 개인 네트워크가 기업 내 또는 기업

들 사이에 지식을 확산시키거나, 상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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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 역시 농업부문 다원활동 수준은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력에 

향을 받는 결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2. 국내 연구

2.2.1. 지역 간 발전 격차 연구

   우리나라의 지역 간 발전 격차와 관련하여 지역개발 분야 및 지방행정,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김태명 

등, 1992; 최 출, 1993; 박성복, 1997; 홍준현, 1999; 홍준현, 2001 등), 지

역 격차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 방법에는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어

렵다. 

   분석 방법은, 단순히 각 지표별로 지역별 표준점수를 비교하는 방법, 

주성분분석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그 지표들을 합산한 점수들을 비교하는 

방법, 연도별 변이계수나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 주는 방법, 회귀분

석을 통해 지역 격차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는 방법 등 다양한 기

법들이 활용되었다. 

   지역별로는 시․도 광역지자체 간을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1980년대 이후에 시․도별 발전 격차가 대체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 시․도 단위 이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격차가 줄어들

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예컨대 정원식(2001)의 경우 변이계

수의 시계열별 비교를 통해 대도시 간 격차 정도보다는 오히려 지방 중․

소도시 간 지역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김 성(2001)의 

연구 역시 전남 도내 시․군 간의 격차 및 경기도 여주군 읍․면 간의 격차

가 현상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비교한 최근의 연구로는 국토연구원의 이원섭 등

(2002), 한국개발원의 김재형(2003),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김 수(2003) 등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개별 지표의 종류와 내용은 다르지만 각기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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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연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인구 

증가율과 인구 도, 소득세할 주민세, 지방재정력 등 4개 지표로 전국 234

개 시․군․구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여 하위 30% 이내(70개 시․군)를 

‘신활력 사업지역’으로 선정, 농산어촌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2․3차 

산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5도

2촌 활성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SOC 확충,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추진한 것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낙후지역의 재정력을 보완

해 주고 있다.

2.2.2. 농외소득 정책 연구

   1980년대 초 수입개방과 쌀값 지지에 의한 ‘농업소득 한계론’9이 구체

화되면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유병서 등, 1982)’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농외 소득원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이듬해 말에는 ‘농어촌소득

원개발촉진법(법률 제3689호, 1983. 12)’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 다.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

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

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부업단지와 농

산물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농공단지와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 다.

   그 후 한동안은 ‘농공지구개발의 방향과 정책 과제(최양부, 이동필, 

 9 당시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에 팽배했던 농외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살펴보

면 (i) 농가소득원의 다양화, (ii) 농업경 규모의 세성, (iii) 농업생산성 증대

의 완만, (iv) 농산물 가격지지의 어려움, 그리고 (v) 농촌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업소득을 증대하기에는 우리 농업이 가진 한

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업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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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와 ‘농촌공업과 농공지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서종혁, 이동필 

등, 1986)’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체계와 추진 방

법을 정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역의 입지 조건과 공업발전 정

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 다. 또한 ‘농어

촌 공업개발 효과 조사연구(최양부 등, 1998)’와 ‘농촌공업의 규모, 성격 

및 성장분석(이동필, 1986)’ 등을 통해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데 연구 초점이 맞추어졌다.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평가와 장단기 발전 전략(서종혁 등, 1991)’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농어촌 휴양지 개발 등 기존의 농

외소득원 개발정책에 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서 농업 관

련 산업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 으나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농어촌지역의 유형 구분과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

안(이동필, 이상문, 1996)’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농공단지 개발사업 

통합실시요령’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지역을 재조정하 으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2․3차 

산업을 개발하는 형태로 농외소득정책의 접근방식이 다양화되었는 데, 예

를 들어 ‘산림휴양지 개발방향과 휴양체계(이광원 등, 1991)’,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서종혁 등, 1992)’, ‘전통가공식품 육성방안(이동필 

등, 1993)’, ‘지역 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어명근 등, 1993)’,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실태와 개발과제(민상기 등, 1995)’,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

한 연구(정기환 등, 1996)’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4년

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농업여건 변화

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서종혁 등, 1994)’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

고, 그 후속작업으로 ‘농촌지역 제2․3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동필 등, 

1995)’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의 산업구조와 2․3차 산업의 개발 실태를 살펴보고, 전국의 농촌지역을 

공업 발전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2․3차 산업이 낙후한 원인을 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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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농촌지역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 다. 여기에는 

외부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공업 개발과 지연산업(地緣産業)의 육성, 그리

고 ‘농업의 복합산업화’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인력양성 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 다.

   유병서(2000)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① 산업적 차원에

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

록 농업투자(2015년경에 도농 간 소득균형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연평균 

6.5%로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재정투자의 2배 이상) 확대, ② 농

가소득과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지규모 확대사업을 통해 호

당 경  규모를 확대하는 이른바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통한 경 규모 확

대로 생산비 절감 필요, ③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전업농 육성에는 많은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존의 경  형태를 전제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 

등으로 농공단지 같은 외생적(外生的) 개발이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

에 따라 제조업 유치보다는 지역의 부존자원인 관광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관광 관련 연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

했다. 예를 들어 유승우․민상기(1997), 유승우 등(1998), 박시현 등(2002), 

박시현 등(2003a, 2003b)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

진 바 있으며, 이러한 농촌관광사업 추진 일환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정호 등, 2001; 전 미, 

2003; 최수명, 2003). 특히 이 분야의 연구들이 관광개발의 추진 단위로서 

농촌 마을을 주목함에 따라 자연스레 농촌관광개발과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논의가 최근 농촌개발정책에서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지역혁신체계 또는 산업클러스터와 관

련한 많은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 분야에

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상향식 개발

이나 내생적(內生的) 개발에 대한 몇몇 원론적인 수준의 제안(박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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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오현석, 2003)과 함께 고창 복분자나 전남 보성 녹차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다. 같은 맥락에

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한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친 

향(유승우 등, 2004)’,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박석두 등, 2004)’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

제의 마케팅 전략(김선기, 2003)’과 ‘향토산업의 성공 전략에 관한 연구(박

성용, 윤칠석, 2006)’ 등 일련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3. 종합적인 선행 연구와 관점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농촌지역의 발전 이론에 관한 여러 접근 방법과 

국내의 정책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농촌지역의 발

전은 성장지역인 도시로부터 노동과 자본의 이전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는 외생론적인 접근 방법과, 그 지방의 자원(자연․인력․문화 등)을 가지

고 지방 스스로의 추진력에 의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생적 접

근 방법,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바탕을 둔 세계화 

조류 속에 지역의 발전은 지방 내․외의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

해서 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혼합적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접근 방법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농촌지역의 발전 현

상 및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현상을 더욱 잘 설명해 준다고 말하기는 힘

들다. 이는 유럽의 RUREMPLO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지역의 

발전은 외생적인 요인과 내생적인 요인 그리고 지역 내․외의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론 연구는 농촌의 발전과 도농 소득격차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주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관점은 도농 격차 현상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부터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도농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외생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국가 정책의 변화, 외부의 지원과 내생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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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활용하여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여건 조성 등으로 압축

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농촌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대안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인 관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증요법적인 차원

의 개별 정책 개선 방안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농외소득 증

대 정책의 수립에 앞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외생적인 지원의 효과, 이를 

받아들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 내의 내생적인 개발 역량 등

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수단에 대

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내용

3.1. 연구 범위

도시와 농촌의 정의

   3년 동안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연구 범위 등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소득격차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

고 있는 애매함과 이를 설명하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 연

구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와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지만 일반적

으로 ‘동’ 단위를 도시, ‘읍․면’ 단위를 농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따를 경우 통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통계자료가 

읍․면․동 단위는 구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득과 관련된 통계

는 시․군 단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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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촌을 도농복합시와 군으로 설정하되, 통계자료가 ‘시’와 ‘군’으로밖

에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시’를 도시, ‘군’을 농촌으로 설정하 다. 물론 각

각의 경우에 도시와 농촌의 정의를 별도로 기술하 다.

소득격차, 경제활동, 지속적 발전 전략

   ‘도농 격차’ 또는 ‘도농 발전격차’와 ‘도농 소득격차’라는 용어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소득격차가 핵심 요소

이지만 전자는 소득 외에, 인구․생활환경․교육․복지 등 좀더 광범위한 

격차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득’이란 용어는 논의의 초점을 선명하게 해 

주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목에 어

울리는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10 또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광범

위하여 논의의 범위와 초점을 흐리게 하여 이 또한 바람직한 결론을 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논의의 초점을 도농 소득격차에 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

득외적 측면을 포함하고자 하 다. 제1차 연도에서는 발전 격차라는 광의의 

개념 속에서 소득과 생활환경 등의 격차를 살펴보았지만, 제2차 연도는 논

의를 좀더 압축하되 제목에서 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이란 용어

보다는 애매하지만, 발전이란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경제활동기회’라는 용

어를 연구 부제로 사용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농 소득격차 완화｣라는 

제목 때문에 발생하는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탈피하고 동시에 논의의 범위

를 한정하고 논지를 선명하게 하고자 하 다.

   제3차 연도 연구는 제1․2차 연도의 연구를 종합하고 정책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문제는 농촌이 도시에 비

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알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분배 및 지출 소득 자료가 없

다. 경기․강원․경남․북에서는 시․군 지역의 생산소득자료가 있지만, 이는 

그 지역의 경제활동 크기를 나타낼 뿐 지역 주민의 소득 정도를 나타내 주지

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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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3차 연도에서는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을 

연구의 부제로 설정한다.

3.2. 연구 내용

   이후의 연구는 제2장부터 제8장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은 연구의 기본 관점을 정하 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외부 여건

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균

형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전제를 정리한다.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부문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쟁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도농 소득격차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 다. 도농 격차 현상

과 원인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3차 연도에 

추가적으로 보완하 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제4장부터 전개되는 각종 정

책 대안 작성의 기본 관점이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

는데, 농업 주도의 농촌 산업구조에서 오는 지역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업, 향토산업 및 신상품 개발, 농촌관광개발 

등의 다양한 대안의 가능성과 한계, 정책적인 해법 등을 찾아보는 것이 이 

장의 주된 내용이다.

   제5장에서는 농촌지역 제2․3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농촌 공업화와 도소매업 활성화 정책을 대상으로 하 다. 이는 

농촌공업화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외소득 정책이기 

때문이고, 도소매업은 농촌지역 제3차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농촌 

중심지의 쇠퇴 현상과 재래시장 지원정책 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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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에서는 농촌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활용 방안

을 연구했다. 농촌의 사회 서비스 분야 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정책 활용 가능성과 사례를 검토하 다. 아

울러 향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체계 문제에 초점을 맞

추었는데, 우선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

위에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으로 낙후지역 차등보조 등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제와 지속적인 농촌지역 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과제를 다루었다. 또 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 

과제도 살펴보았다.

   제8장은 결론 부분으로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결론과 한계 그

리고 시사점을 다루었다. 

3.3. 연구 분담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로 추진하

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학제적인 접근방법을 동원하

여 종합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와 같이 제3차 연도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기

관과 대학이 참여하 다.11 제5장에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

련을 위해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호남 지역과 남 지역 제조업체 조

사를 위탁하 다. 또한 제5장의 도소매업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연구원에 

위탁 의뢰하 으며, 제6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은 서울시립대에 의

뢰하 다. 이들 각 기관의 조사 결과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

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집필하 다.

11 제1차 연도에는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참여하 고, 제2차 연도에는 한국

노동연구원과 호남대학교․단국대학교․전남대학교․ 양대학교가 참여하 다. 



   이 장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전체를 꿰뚫는 문제의식과 관점을 정리하고

자 한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핀 다음에 지역정

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들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짚어본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장별로 검토하게 될 주요 지역정책 부문별 이슈가 무

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1.1.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여건 전망

1.1.1. 세계화(Globalization) 진전과 지역균형발전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

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한다. 한 전망에 따르면 저개발국가도 세계화에 동

참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확대되며 중국과 인도의 고속성장으로 2020년 세계 

경제는 2000년에 비해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NIC 2005, Mapping 

the global future).

   반면에 세계화는 ① 세계 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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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경제정책의 제약, ③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 심화, ④ 비교열위산

업의 퇴출, ⑤ 국가․지역 및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 확대 등 부정적 측면

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하

여도 계층 간, 지역 간 세계화의 명암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로벌 경쟁

력을 갖춘 기업이 집중하는 거대 도시 지역은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가 집

중될 것이지만, 농업 및 중소기업 등 세계 경제에서 비교열위산업이 입지

한 농촌 및 원격지 지역은 경쟁력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

식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0년에 단일 국

가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국내 한계산업의 퇴출

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계산업이 입지한 낙후 농촌지역경

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1.1.2. 고령화의 진전과 도농 간 불균형 심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

족해짐에 따라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더 심

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

이 7%인 ‘고령화사회’에 도달하 으며, 2018년에는 동 비율이 14%인 ‘고

령사회’에 도달하고, 2024년에는 동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표 2-1.  농촌인구 전망
단위: 명, %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농촌인구 8,703,735 7,984,482 7,243,790 6,497,364 

    비중 (18.0) (16.2) (14.5) (13.0) 

전국인구 48,294,143 49,219,537 49,802,615 49,956,093

주: 농촌 인구를 읍․면에 거주하는 인구로 정의하여 코호트법에 의하여 전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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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지만 농촌지역은 2005년 18.1%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에 진입해 

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더해 인구마저 감소하여 성장 활력이 급속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1.1.3. 교통 발달과 수도권 중심의 단핵형 공간구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의 격자형 고속간선도로망 구축이 완료되며,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이 

완공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도 이루어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나절 생활권’의 통합은 거점도시와 연계된 배후 농촌지역이 여가공

간, 정주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

만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켜 단핵형 공간경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의미의 

수도권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도권의 

과 과 그 밖의 지역의 과소 현상이 심화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통적인 농촌지역과 수도권과의 경제

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과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야기하

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간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도는 심화(인구 1970

년 28.3%에서 2004년 47.9%, 2004년 지역총생산 48.7%, 제조업체 수 

56.7%, 금융예금 68.3%)되었으며,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수도

권 중심의 단핵형 공간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1.4.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과 산업구조 재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하드웨어적, 물리적 산업구조에서 소프트

웨어적이고 정보 활용에 바탕을 두는 산업구조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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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의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지식, 기술 등 소프트웨어로 이전함에 따

라 농림어업 부문과 제조업 분야의 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 자료에 의하면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4년 3.7%에서 2010년 2.5%, 2020년에는 1.6%로 크게 낮아질 것이다. 

또한 제조업은 2004년 28.7%에서 2010년에 27.1%로 감소하고, 2020년에

는 25.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서비스업은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

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제조업의 외주화와 경제의 서비스화로 국

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비중은 2004년 55.5%에

서 2010년 58.7%, 2020년에는 6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지식산업이 발달한 핵심 

도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경제적인 개발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농림어업과 저기술 제조업, 단순 서비스업(도소매, 음식, 숙

박업)이 입지한 농촌지역경제의 쇠퇴가 예상된다.

1.1.5. 생활방식의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고령화, 독신 세대화,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 증대는 안전, 건강, 감성 중

시의 소비 패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

대와 자연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이 확대되며, 친환경적인 상품 및 건강 상품

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특히 교토 의정서의 발효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른바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상품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 공간의 소비재로서의 가치 상승과 이와 관련한 경제 활

동 기회 증대가 예상된다. 농촌의 자연 및 문화 경관이 희소 자원으로 활

용됨에 따라 농촌관광 산업의 정착 및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버용 주

택단지, 농산어촌형 임대주택, 전원주택단지, 별장형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주거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농

촌 공간의 쾌적한 주거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비쿼터스 시

대에는 광대역 통신과 컴퓨터의 융합 기술이 기업경 , 생활 역,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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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전반에 걸쳐 일상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간 선택의 제약이 되었던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쾌적성을 중시하는 농촌 거주 선

호자가 증대할 전망이다.

1.1.6.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참여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은 당초 로드맵에 

비해 추진 속도가 느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치 않은 면도 있으나, 지방

분권 정책은 시대적인 흐름이며 방향은 올바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은 지방

분권일괄법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국가 보조금의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

하여 지역균형발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사무 이양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개발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다핵형 경제공간 구조 형성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대

로 두면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의한 단핵형 공간경제 구조가 강화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강력한 정책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 이에 따라 정책 개입에 의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부

작용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례로 참여정부에서 시도하

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정책, 기업도시 정책 등은 현실 여건을 반 하지 못

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법 개정으로 성과주의 예산 편성 방식이 확산되

며 그에 따라 균형발전이란 명분만을 앞세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

는 사업들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재정법에서는 5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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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사업을 정책 목표 중심으로 통폐합

하고 성과관리가 용이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 효과가 적은 예산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중복 추진되는 사업의 통폐

합이 촉진될 전망이다.

1.2. 지역 간 균형발전 가능성

1.2.1. 정책의 제약

   이상에서 살펴본 여건을 종합할 때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

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세계화의 진행과 교통망의 발달이 수도

권 집중을 촉진하여 수도권 중심의 단핵 공간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현재의 추세라면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04년 47.9%에서 2011년 

50%, 2020년에 52.3%까지 상승하고(국토연구원 전망), 비수도권에서는 충

청권만이 미세한 상승이 예견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1 

   산업 측면에서는 지식에 기반을 둔 대형 제조업,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

는 반면 농림수산업과 저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계속되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장 산업

이 입지하는 대도시지역과 비성장 산업이 입지하는 농촌지역의 경제력 격

차 심화도 예견된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정책 등이 추진되겠지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1 일부 전망치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인구는 2005년 18%에서 2010년 16.2%, 

2020년에는 1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박시현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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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2020년 수도권 인구를 47.5% 정도, 

비수도권의 권역별 인구를 최소한 2004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계획

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부 일각에서 다양한 농

촌개발정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인구를 2005년 수준인 18%대로 유지

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완화는 국가의 산업입지 정책과 국토 발전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농촌지역의 발전은 그 자체의 

정책보다는 더 상위의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업과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생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

이 계속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모델도 발견되겠지만, 국가 전체적

인 입장에서 도농 소득격차 완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1.2.2. 농촌지역 간 분화 

   한편 지역 간의 분화(differenciation) 현상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의 격차라는 이분법적인 비교는 점차 그 의미가 퇴색할 것이

다. 수도권에 속하거나 인접한 농촌지역은 지리적인 장점만으로도 원격지 

농촌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장점을 가질 것이다.

   원격지 농촌지역도 지역의 자원, 혁신역량 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거점도시나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

시)와의 연계를 강화시켜 지역발전을 꾀하는 지역, 소비지와의 접근성과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추구하는 지역이 출현하

며, 지역특구, 산업클러스터 등과 같이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 사업을 활용

하는 지역도 나타날 것이다. 또한 끊임없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구성원의 

혁신역량을 키워 나름대로의 성장모형을 실현해 가는 지역도 출현할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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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변화의 방

향을 살펴본다.

2.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전제

2.1. 국가 주도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과제

   지난 시기 지역개발의 실질적 주역은 전 국토를 관장하는 중앙정부

으며, 이에 따라 지역개발은 곧 국토개발이라는 등식이 성립하 다(김형

국, 1996).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시장의 힘이 대세인 상황을 만들고 있

다. 그 결과 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주도 지역개발정책은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중앙정부 정책도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우며, 설사 가

능하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충분한 성장 

동력을 지니지 못한 채 단지 공공사업과 건설업에 의지하여 도시개발 방식

으로만 진행되는 균형발전정책은 지방도시와 농촌의 제로섬 성장으로 귀결

될 뿐 국토 전체적인 균형발전에는 큰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방식의 공공투자가 인접 지역을 제외한 

배후 농촌지역의 성장과 활력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지방 중심도시와 배후 농어촌 간의 상호 작용 양상에

서 상생관계보다는 오히려 합(zero-sum)적인 관계가 두드러지는 까닭이

다(송미령․성주인, 2006). 교통 발달 등으로 개인의 이동성(mobility)이 계

속 증가함에 따라 지방 중심도시에 각종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배

후 농어촌의 인구를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결국 지방도시의 인구가 어느 

선에서 유지되는 것은 주변 농어촌에서 유입되는 인구 때문이지, 그 자체

가 성장을 지속할 만한 충분한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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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대전․충남권 주요 중심도시에 대한 충남도 내

각 시․군 전입자 증가 추이

자료: 송미령 외(2006).

   일례로 최근 대전․충남권의 시․군 인구이동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통근통학 목적지가 되는 도시들의 시간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그림 2-1>. 대전, 천안, 논산 등의 중심도시를 향해  

충남도 내 각 시․군들로부터 전입해오는 인구의 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동의 경향은 배후 농어촌 지역의 인

구 감소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지역개발정책에서 중앙정부가 과거와 동일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자연히 지방 차원의 자립적 지역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 역시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중앙정부가 지역정책에서 발휘할 역할을 포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

여정부의 경험을 보더라도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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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도 한다.2

   특히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농촌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여러 부처를 통틀어서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

게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 이러한 농촌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실현되도록 제도

적 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2.2. 주민 참여형 지방 거버넌스의 중요성 증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과거와 동일한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지방 단위의 역량 강화가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의미한

다. 그것은 곧 지자체와 주민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

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도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함을 뜻한다.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에 바탕을 둔 지방 거버넌스

(governance)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민간 부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휴하는3 지방 거버넌스 구축을 통

해 창의적인 능력을 축적하고 이를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 정해진 역할 모델은 없다. 다만 그러한 지방 거버넌

스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명운도 많이 달라질 수 있으

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떠오른다는 것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과

 2 우리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국의 경우에서도 신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지역정책의 흐름은 지역 자체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

의 지역정책이라는 논의가 있다. 즉 흔히 얘기하는 바와 달리 지역의 강조는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중앙정부 개입의 공간적 

차원이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조정되었다는 것이다(정준호, 2006).

 3 성장에 역점을 두는 지방정부와 기업 간 양자 제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의 참여를 통해 지방 내적인 역량을 기르는 삼자 제휴가 지방 거버넌스의 요

체이다(김형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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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주민, 지역사회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역할 모델 실험이 가능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의 소임에 속했던 

역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

한 대안적 방식의 지역정책 추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도 더욱 커질 것이다. 

2.3. 두 가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가. 지역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

지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쟁력 제고에 바탕을 둔 지

역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정책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이다. 둘

째는, 지역의 내재적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활동 모색과 틈

새시장(niche market) 개척, 지역사회의 지속과 통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이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엄 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념적으

로는 각기 다른 정책 원리에 입각해 있으므로 이들 각각에 대해 별도의 접

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의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는 시장 주도의 질서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상호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이며,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

이 정책적 현안이 된다. 따라서 광역적 기구 등을 통한 지자체 간 연계 도

모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떠한 성격의 정책을 어떠한 조건에서 추진할 때 

그러한 연계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의 지

역개발정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광역적 협력의 문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요

청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사업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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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한 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성 있

고 사업 능력이 있는 부문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형평성 차

원에서 특정 지역 내에 걸쳐 투자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은 이러한 경쟁력 

제고 목적에 어긋난다. 이런 면에서 전자의 정책에서 뜻하는 지역균형발전

이란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 

뒤처져 있던 낙후지역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하여 시장 경쟁 대열에 

성공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나. 지역사회의 통합과 유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후자의 경우처럼 커뮤니티 단위의 공동 활동에 초점을 두게 되면 지역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과는 그 정책의 초점이 사뭇 달

라질 수밖에 없다. 경쟁 지향의 지역개발 추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

자와 패자가 나타날 것인바, 동질적인 지역사회 단위에서 경쟁 지향의 지

역경제 흐름을 제어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사회개발정책을 펼

쳐나가는 것이 후자의 경우 더 중요한 초점이 된다.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그러한 전략은 국가

적인 차원의 성장축과의 기능적 연계와 공간 통합보다는 특정한 지리적 속

성을 공유하는 동질 지역을 단위로 추진되는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역 내적인 특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면

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특별히 내생적 산업화라 명명하고자 한

다.4 동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내생적 산업화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인지5 여부와는 별개로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

 4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부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발전을 이루자는 입

장을 김형국(2002)에서는 토적 발전(territorial developmen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대로 지역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 지역이 개방체제에 참여하여 다

른 지역과의 연계 하에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을 공간적 발전론(spatial develop-

ment)이라 할 수 있다. 

 5 물론 이처럼 지역사회 단위의 내생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이 사업상의 성공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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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의 참여 과정 자체가 주민의 결속을 높이고 향후 새로운 활동 기회

를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로 평가된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전자의 정책 접근과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농

촌지역사회의 결속을 중시한다. 따라서 그 공간적 범위 역시 대체로 마을

이나 소규모 권역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 대안을 살펴보는 과

정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염두에 두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향후 다루고자 하는 쟁점들 또한 이

와 같은 구분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쟁점

   이상에서 논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제를 바탕으로 이 연구보고서

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정책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 쟁점은 크게 

구분하여 주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관련 산업 등 몇 가지 지역개발 부

문 정책과 관련한 것(보고서 제4장∼제6장)과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한 것

(제7장)으로 이루어진다.

3.1. 주요 부문별 정책에서의 연구 쟁점

   지역균형발전과 농촌의 활성화를 목표로 이루어진 기존의 주요 정책들

이 이상과 같은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는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서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간

의 격차 발생 현상 및 그 발생 요인을 진단한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얼

마나 심각한지, 격차는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격차 발생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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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해보는 것이다. 진단 결과는 도농 간 소득

격차완화 정책 더 나아가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

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4장부터는 이처럼 기존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어떠한 요인 때문인지(단순히 정책 추진상의 여러 제약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책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

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각 분야 정책들의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

봄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큰 탐구 주제

별로 다음 쟁점들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1.1.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외부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

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원(농특산물, 전통문화, 자연, 어메니티 등)을 

발굴하여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6 이렇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

하여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꾀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또

는 향토산업을 개발하고,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활용코자 하는 활동들이 도시와 농촌

의 격차를 메우고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가 

모색해 보아야 한다. 틈새시장 공략의 차원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이끄

는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조

건에서 그러하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 향토산업(지역특화산업), 농촌관광 등 지

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내생적 산업의 시장 여건과 전망, 제약 요인 등

 6 이것이 2차 연도 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는 내생적 발전론(endogenous develop-

ment)의 기본 시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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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에 바탕을 두어 농촌의 내생적 산업화 정책이 어

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다루어 볼 

것이다. 

  한편 몇몇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들은 그 자체가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역산업정책의 일환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농촌의 유

지와 지속을 위한 공동체 활동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일

본의 이른바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활동과 연결되는 면이 있으며(유정

규, 2006), 제6장에서 살펴볼 사회적 일자리 분야와도 관련된다.

3.1.2. 농촌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농촌공업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정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농촌발전 이론에 비추어 보

면 외생적인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제조업 유치는 고용 창

출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농촌지역에 입지

하는 제조업이 지역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거나 지역의 향토산업일 경우

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더 크다. 외생적 지역정책에 의해서 

농촌공업화가 추진되었어도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생적 산업화 노

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공업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떠

한 기여를 하 는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농공단지 정책

(더 넓게는 농촌 제조업 입지정책)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저비용 요소를 

찾아 입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민의 저숙련 노동 고용을 통한 농외소득

원 정도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규 입지 공장과 그 밖의 지

역 내 경제활동이 긴 한 연계를 맺으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기대는 실현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정책수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 

농공단지 등 기존 농촌 제조업 입지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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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즉 저비용 생산요소 등을 바탕으로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주민의 농외소득원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농촌 제조업 입지정책의 목표를 둘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그게 아니라면 농촌 제조업이 지역 연계를 갖고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농공단지가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이상론에 입각

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한편 제조업 활동은 국민경제동향과 시장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다. 농촌공업화를 위한 각종 자금 지원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

도 반 하고 있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3.1.3. 농촌의 3차 산업 지원정책

   농촌 주민 소득기회 확대를 위해 제조업과 함께 3차 산업 육성의 필요

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주민의 이동성(mobility) 향상, 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들이 농촌의 3차 산업 육성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는 시장 역에서 작동하는 부문이어서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

단도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제약점들을 감안할 경우 농촌의 3

차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담아야 할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가 고민거리

로 떠오른다.

   농촌지역 3차 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업종은 도소매업으로서 그것이 집

적되어 있는 농촌 중심지의 재래시장 지원정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

다.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 활성화 정

책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나, 특히 농촌의 경우는 재래시장 육성의 제반 조건들이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 논리가 뒷받침될 경우 농촌의 3차 산업 육

성 정책 추진이 정당성을 얻을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의 도소매업 등 3차 산업 지원은 선별 육성이 필요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즉 주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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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러한 부문의 지원정책이 더욱 구체적으로 어떠

한 원칙과 조건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 농촌 주민

의 생활양식이나 농촌의 지역별 공간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3차 산업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충분한 지역 여건 조사와 주

민 생활권 분석 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 연구에서도 사례 조사를 병

행함으로써 그러한 지원 정책의 골격을 예비적인 선에서나마 잡아볼 필요

가 있겠다.

3.1.4.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정책

   앞서 지역정책 추진의 전제로서 관련 주체들 간에 새로운 역할 모델들

이 시도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의 소임에 

속했던 기초 서비스 제공에서도 대안적인 모델들을 시험할 필요가 높아지

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즉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와 지속 가능성 제

고 등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나 지역사회, 각종 단체 차원에서 

벌이는 활동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가지 사례들

도 국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7

   이러한 대안적인 모델이란 전통적인 공공 부문이나 기업 부문 양자의 

공백을 동시에 메우는 활동으로서 보건, 복지, 교육 및 보육 등의 사회 서

비스 분야 그리고 환경, 지역사회 가꾸기, 농촌 어메니티 개발 등의 역이 

포함된다. 최근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의 필요성이 노동부 지원의 사

회적 일자리 정책으로 표면화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현

행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7 이미 일본에서는 NPO 등의 활동이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유럽 등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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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농촌에서 이러한 대안적 형태의 활동이 공헌할 수 있는 역을 모

색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

연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처럼 정부와 시장 양자에서 충족 못하는 

주민의 서비스 수요를 메울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

사회 통합 역할을 하는 대안적 조직의 등장에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기여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안정적

이고 지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창출은 하지 못한 채 정부 지

원이 중단되면 좌초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 또한 폭넓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3.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관련 쟁점

   지금까지 몇 가지 부문별로 지역정책 추진 시 쟁점이 될 사항을 짚어보

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 다. 이러

한 쟁점에 이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정책의 효과

적인 추진 체계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해 반드시 부문별 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주로 요청되는 역점 사항을 두루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그동안 농촌지역개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분산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룰 것이다. 특히 지

방 차원에서는 최근 중요하게 논의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 간 연계 방안에 대해서

도 고찰할 것이다.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 인접 지자체 간 연계를 이

루는 발전 전략에 대해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는데, 그 중요성과 의의, 실천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전자가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낙후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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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수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

적인 역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역발전을 지방 자율에 맡기면 역

설적으로 지역 격차를 더욱 벌이는 상황이 되기도 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

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지역개발사업의 지방 재량 확대를 위한 차등보조 정책 도입 방안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에서 공공부문 지출이 가지는 중요

성을 감안하여 경상비 등이 아닌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향후 농촌의 변화상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 발

굴이 필요한지도 다루고자 한다. 

   셋째로, 서비스의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농촌지역개발정

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공부문의 지원에 의한 사업의 시행 부분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후의 운 관리라든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

홀히 다루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앞으로는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부문

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민, 지역사회, 각종 민간단체, 기업 등의 

비중이 증대하리라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전달 과정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토록 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안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실태를 살펴보고 그 요

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지역 간 소득격차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자료

의 부족으로 여기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소득, 통계자료가 생산되

는 일부 지역의 시군별 생산부가가치, 시군별 고용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농 간 격차를 비교해 본다. 또한 모델 분석과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격

차 발생 요인을 규명한다. 이 장의 제1절과 제2절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도농 간 소득격차 실태

1.1.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격차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말하기 위해서는 각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 소득 수준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 도시와 농

촌을 구분하는 기준인 시와 군부의 소득 통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구

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을 

비교한다. 이 둘의 비교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

겠지만 농촌의 기반산업이 농업이고, 농촌 거주인구 가운데 농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현상을 추정할 수 있을 

도농 간 소득격차와 발생 요인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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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도농 간 소득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1975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

이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농가소득을 상회한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말의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

서 두 그룹 간 평균소득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0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80.6%에서, 2002년에는 73%로 낮아져 격차가 최고조

에 달했다. 다행히 2004년에는 77.6%, 2005년에는 79.1%로 격차가 완화되

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농가소득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1  

   도시가구에 비해 농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농가

의 농외소득 기회가 증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

지하는 비중은 1985년 18.5%, 1990년 25.8%, 1995년에는 30.4%, 2000년

에는 31.5%로 2005년에는 32.4%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점차 그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농외소득 증가율이 더욱더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3차 

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경제

활동기회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도시가구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원에 의한 이전수입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2 1995년과 2000년 농가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2%, 20.6% 던 것이 2005년에는 28.9%로 증가하고 있다.

 1 1995년을 100으로 하고 비교할 때 2000년 농산물의 판매가격지수는 109.6인데 

중간투입재 구입지수는 127.5에 달하고 있다.

 2 2005년의 한 해 동안 각종 직불금으로 농가에 이전한 정부 예산은 약 1조 원

으로 추산된다. 이를 농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호당 79만 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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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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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앞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비교를 통하여 도농 소득격

차문제 현상을 파악하 다. 그러나 이는 엄 한 의미의 도시지역과 농촌지

역의 소득격차는 아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농가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

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이 농촌지역의 소득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4개 도에서는 시․군별 

지역생산소득을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격차 현상을 부분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표 3-1.  4개도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액 비교

단위: 백만원

1997년 2000년 2003년

시 2,599,149 3,313,633 4,226,144 

군 590,386 748,190 1,019,497 

농촌지역군 399,406 448,523 627,741

전체평균 1,682,105 2,142,452 2,762,240 

주1.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92개 시․군의 지역별 평균값, 경상가격

주2.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시군별 분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일치시킴

표 3-2.  4개도 시군부의 1인당 GRDP 비교

단위: 백만원, %

1997년 2000년 2003년

시(A) 9.72 11.76 14.61 

군(B) 8.71 11.49 14.88

농촌지역군 9.91 12.34 14.31

전체평균 9.26 11.64 14.73 

시군대비(A/B) 1.12 1.02 0.98

자료: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003.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97, 2003,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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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4개도의 군부 평균 지역내 생산소득(GRDP)은 약 1조원으로 

시부 평균 규모 (GRDP)의 24%에 해당하고 있다. 절대적인 경제 크기에서 

군부 지역은 시부 지역의 약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GRDP 규모에서는 1993년 시부 9억 7천만 원, 군부 8억 7천

만원으로 시부가 높았지만 2003년에는 시부가 1,461만 원, 군부가 1,488만

원으로 군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만 보면 시부와 군부의 

GRDP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거나 오히려 군부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과 경남 공업지역 주변 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으로 전국적인 특성을 반 하고 있지 못하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도의 시․군 중 농촌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강원도 

군부(철원, 월, 정선, 평창, 횡성, 인제, 홍천, 화천, 양구, 고성, 양양)와 

경북 군부(군위, 의성, 봉화, 청송, 양, 덕, 예천, 청도, 고령, 성주, 칠

곡), 경남 일부 군부(창녕, 의령, 고성, 합천, 산청, 함양, 거창, 하동, 남해) 

지역만을 대상으로 GRDP 자료와 산업구조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이를 

편의상 농촌지역 군부이라고 명명한다.

   농촌지역 군부의 평균 GRDP 규모는 2003년의 경우 6,277억 원 정도로 

군부 평균인 약 1조 원에 비해 매우 낮다. 1인당 GRDP는 1천 4백만 원으

로 시부 평균의 98%에 해당한다. 

   1인당 GRDP에서 농촌지역 군부가 시부 평균에 비해 낮지만 도시근로

자가구와 농가소득과의 격차만큼은 심하지 않은 편이다. GRDP 측면에서

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GRDP 

격차가 심하지 않은 이유는 농촌지역의 산업구조가 점차 도시형 산업구조

로 바뀌어 가면서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주력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차 상실한 것

 3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농촌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인 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농촌지역은 반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

권 농촌지역이 포함되고 전라남․북 농촌지역이 빠진 자료는 우리나라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 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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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관련이 깊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도의 농촌지역 군부

에서 농림어업의 생산소득이 전체 생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5%에서 2000년 20.6%, 2003년 15.9%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농림어업이 농촌지역 군부의 수위 산업이었는데 2003년에는 공공행정 국

방, 사회보장서비스 부문에 수위 산업 자리를 내어 주고 제조업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의 쇠퇴하고 전체 경제활동 종사

자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

의 소득격차가 그대로 지역 간의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고용활동 격차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고용 활동의 격차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히려 명확한 소득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

의 일자리 개수의 차이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알려 주는 대리 변수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별 고용활동 격차를 살펴본다.4

   2004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69.8%의 일자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안정적 일자리는 절대적으

 4 고용보험 DB는 사업체와 피보험자에 대한 가장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자료로서 사업체와 근로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보다는 넓지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65세 이상인 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가 포함되며, 공무원은 국

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 및 연금의 수혜 대상이 되므로 

적용 제외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별정우체국법에 의

한 별정우체국직원,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 또한 적용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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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4개 도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비교

단위: 백만원, %

전체 1998년 2000년 2003년 증가율

농림어업 94,236(5.8) 105,631(5.3)  102,658(4.1)  0.02 

광업 6,675(0.4)  9,789(0.5)  8,503(0.3)  0.08 

제조업 625,608(38.3)  807,154(40.2)  916,335(36.2)  0.09 

전기 가스  수도업 44,121(2.7)  59,068(2.9)  80,183(3.2)  0.13 

건설업 185,155(11.3)  186,332(9.3)  272,621(10.8) 0.07 

도소매업 59,309(3.6)  83,636(4.2)  114,632(4.5)  0.15 

숙박 및 음식점업 32,783(2.0)  49,758(2.5)  60,982(2.4)  0.15 

운수업 46,985(2.9)  57,794(2.9)  70,641(2.8)  0.09 

통신업 30,469(1.9)  34,024(1.7)  65,375(2.6)  0.15 

금융 및 보험업 58,476(3.6)  77,802(3.9)  139,419(5.5)  0.1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55,705(9.5)  197,811(9.9)  247,823(9.8)  0.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13,852(7.0)  135,716(6.8)  176,957(7.0)  0.09 

교육서비스업 83,136(5.1)  94,926(4.7)  133,088(5.3)  0.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421(2.0)  39,860(2.0)  57,194(2.3)  0.11 

기타서비스업 63,689(3.9)  67,848(3.4)  88,151(3.5)  0.06 

합계 1,633,621(100.0)  2,007,149(100.0)  2,534,561(100.0)  0.09 

시 1998년 2000년 2003년 증가율

농림어업 88,938(3.6)  104,273(3.4)  103,570(2.7)  0.04 

광업 6,539(0.3)  10,126(0.3)  9,485(0.2)  0.11 

제조업 1,021,031(40.8)  1,308,636(42.6)  1,465,391(37.9)  0.09 

전기 가스  수도업 61,888(2.5)  80,098(2.6)  97,698(2.5)  0.10 

건설업 266,215(10.6)  273,532(8.9)  396,012(10.2)  0.07 

도소매업 96,373(3.9)  135,074(4.4)  187,296(4.8)  0.15 

숙박 및 음식점업 48,455(1.9)  73,852(2.4)  93,370(2.4)  0.16 

운수업 76,293(3.1)  93,502(3.0)  114,775(3.0)  0.09 

통신업 48,322(1.9)  54,189(1.8)  105,540(2.7)  0.15 

금융 및 보험업 94,003(3.8)  125,749(4.1)  227,709(5.9)  0.1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54,084(10.2)  321,611(10.5)  400,557(10.4)  0.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53,136(6.1)  174,730(5.7)  228,528(5.9)  0.08 

교육서비스업 130,286(5.2)  149,348(4.9)  211,217(5.5)  0.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3,632(2.1)  63,900(2.1)  92,623(2.4)  0.11 

기타서비스업 101,707(4.1)  106,806(3.5)  136,222(3.5)  0.05 

합계 2,500,902(100.0) 3,075,428(100.0)  3,869,993(100.0)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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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998년 2000년 2003년 증가율

농림어업 100,542(16.7)  107,248(14.6)  101,572(10.8)  0.01 

광업 6,836(1.1)  9,387(1.3)  7,334(0.8)  0.05 

제조업 154,867(25.8)  210,151(28.6)  262,697(27.8)  0.12 

전기 가스  수도업 22,970(3.8)  34,033(4.6)  59,331(6.3)  0.21 

건설업 88,654(14.7)  82,523(11.2)  125,727(13.3)  0.06 

도소매업 15,187(2.5)  22,399(3.0)  28,127(3.0)  0.15 

숙박 및 음식점업 14,126(2.3)  21,075(2.9)  22,425(2.4)  0.12 

운수업 12,096(2.0)  15,284(2.1)  18,100(1.9)  0.09 

통신업 9,215(1.5)  10,018(1.4)  17,560(1.9)  0.12 

금융 및 보험업 16,181(2.7)  20,723(2.8)  34,313(3.6)  0.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8,587(6.4)  50,430(6.9)  65,996(7.0)  0.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67,085(11.2)  89,271(12.1)  115,563(12.2)  0.12 

교육서비스업 27,006(4.5)  30,138(4.1)  40,077(4.2)  0.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362(1.6)  11,240(1.5)  15,015(1.6)  0.10 

기타서비스업 18,429(3.1)  21,469(2.9)  30,924(3.3)  0.10 

합계 601,143(100.0)  735,389(100.0)  944,761(100.0)  0.10 

농촌지역군 1998년 2000년 2003년 증가율

농림어업 101,167(23.5)  101,422(20.6) 97,864(15.9)  -0.01 

광업 5,228(1.2)  7,725(1.6) 6,127(1.0)  0.07 

제조업 44,043(10.2)  51,043(10.4) 51,314(8.3)  0.04 

전기 가스  수도업 19,366(4.5)  28,584(5.8)  52,715(8.5)  0.22 

건설업 69,719(16.2)  60,346(12.3)  93,973(15.2)  0.04 

도소매업 11,149(2.6)  14,889(3.0)  16,731(2.7)  0.10 

숙박 및 음식점업 12,134(2.8)  17,273(3.5)  16,479(2.7)  0.09 

운수업 9,246(2.1)  10,986(2.2)  12,934(2.1)  0.07 

통신업 6,608(1.5)  7,171(1.5)  11,348(1.8)  0.10 

금융 및 보험업 14,395(3.3)  17,768(3.6)  32,394(5.3)  0.1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7,250(6.3)  32,479(6.6)  34,482(5.6)  0.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2,005(16.7)  97,058(19.7)  127,601(20.7)  0.13 

교육서비스업 20,069(4.7)  22,568(4.6)  28,301(4.6)  0.0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954(1.8)  9,200(1.9)  12,071(2.0)  0.09 

기타서비스업 10,838(2.5)  13,082(2.7)  22,355(3.6)  0.15 

합계 431,171(100.0)  491,593(100.0)  616,689(100.0)  0.07 

자료: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003.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97, 2003.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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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4

년까지 최근 3년 간 평균 일자리 창출 수로 보면 농촌지역의 일자리 수 증

가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일자리 수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업종별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은 제조업(28.95%)과 사업서비스업

(16.64%), 도소매업(12.78%)으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있는 

데 반해 농촌지역은 전체 일자리의 55.2%가 제조업이고 다음이 건설업

(8.1%), 보건사회복지사업(5.2%) 순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제조업

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고용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

다<표 3-5>. 

   다음으로 최근 4년 간(2001∼2004년 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지

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와 같이 12만 명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북 

울릉군처럼 415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3만 명 이상의 지역

은 수도권이나 경남 공업지역 주변의 시 지역이며, 1만 명 이상의 지역은 

충북 청원군, 경기 양주시, 충북 음성군 등 대부분 공단지대이거나 인근에

표 3-4.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2001년 말∼2004년 말)

단위: 명, (%)

연 도 전체 도시 농촌

2001 6,680,000 (100.00) 4,704,193 (70.42) 1,975,807 (29.58)

2002 6,869,124 (100.00) 4,828,072 (70.29) 2,041,052 (29.71)

2003 7,062,259 (100.00) 4,941,048 (69.96) 2,121,211 (30.04)

2004 7,304,051 (100.00) 5,095,549 (69.76) 2,208,502 (30.24)

자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중앙고용정보원.

 5 하지만 이는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을 비교한 것으로 질적인 수준은 충분히 고

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의 고용 여건이 나아졌다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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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가 있는 경우이다. 반면에 3천 명 미만인 경우에는 강원(화천, 철원, 

양양, 인제, 양구), 경북 북부(봉화, 덕, 양), 전남북 대부분의 군 지역

이다. 이들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한다<표 3-6>. 

표 3-5.  도농 간․업종별 피보험자 구성, 2004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   시 농   촌

농림어업 24,964  (0.34) 11,186  (0.22) 13,778  (0.62) 

광업  16,349  (0.22) 7,478  (0.15)  8,871  (0.40) 

제조업 2,694,900 (36.90) 1,475,154 (28.95) 1,219,746 (55.23)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59,379  (0.81) 44,821  (0.88) 14,558  (0.66)

건설업 513,482  (7.03) 334,612  (6.57) 178,870  (8.10) 

도매 및 소매업 760,456 (10.41) 651,245 (12.78) 109,211  (4.95) 

숙박 및 음식점업 156,165  (2.14) 125,690  (2.47) 30,475  (1.38) 

운수업  488,419  (6.69) 379,013  (7.44) 109,406  (4.95) 

통신업  42,067  (0.58) 38,241  (0.75)   3,826  (0.17) 

금융 및 보험업 353,236  (4.84) 287,399  (5.64)   65,837  (2.98) 

부동산 및 임대업 216,018  (2.96) 180,156  (3.54)   35,862  (1.62) 

사업서비스업 957,564 (13.11) 848,112 (16.64)  109,452  (4.96) 

공공행정, 국방, 사회 107,882  (1.48) 66,079  (1.30)  41,803  (1.89) 

교육서비스업 198,460  (2.72) 133,392  (2.62)   65,068  (2.95) 

보건, 사회복지사업  384,405  (5.26) 269,506  (5.29)  114,899  (5.20) 

오락, 문화, 운동관련  95,299  (1.30) 67,148  (1.32)  28,151  (1.27) 

기타공공, 수리, 개인 233,960  (3.20) 175,469  (3.44)   58,491  (2.65) 

가사서비스업     777  (0.01)    580  (0.01) 197  (0.01) 

국제 및 외국기관     269  (0.00)     268  (0.01)      1  (0.00) 

전     체 7,304,051 (100.00) 5,095,549 (100.00) 2,208,502 (10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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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최근 4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별 지역 분류

피보험자수 지     역

10만 명 이상(1) 경남 창원시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7)

경북 구미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경남 김해시

3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13)

경남 양산시, 경남 마산시, 경기 이천시, 경남 거제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경기 광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경기 파주시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30)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경북 칠곡군,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 부산 기장군, 경북 김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연기군, 경북 천시,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군, 경남 사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 충북 제천시, 경남 함안군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26)

경기 여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나주시, 전남 암군,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경남 양시, 충남 보령시, 경남 통 시, 충남 예산군, 

경북 주시, 충남 금산군,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전북 남원시, 

강원 정선군, 전남 담양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경남 고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홍성군, 경북 고령군, 전남 광군, 충남 서천군, 

전남 장성군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27)

제주 북제주군, 경남 창녕군, 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경북 성주

군, 경북 문경시, 강원 평창군, 경기 양평군, 전남 곡성군, 경기 가평

군, 전남 해남군, 강원 월군, 전남 무안군, 충북 동군, 경북 울진

군, 제주 남제주군, 경남 거창군, 인천 강화군, 경북 의성군, 충남 태

안군,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도군, 전북 부안군, 충북 증

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보은군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33)

경남 합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의령군, 전북 고창군, 충남 청양군, 

경북 군위군, 전남 함평군, 강원 철원군, 전남 완도군, 전남 보성군, 

경북 덕군, 경북 봉화군,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충남 계룡시, 전북 무주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 전남 구례군, 강원 인제군, 전남 진도군, 

전북 장수군, 경북 양군, 강원 양구군

1천명 미만(3) 강원 화천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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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제활동 격차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먼저 농가소득

과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

산물 시장개방에 향을 받아 농업소득의 증가율이 높지 않고,  농외소득 

증가율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2004년 이후 정부의 직접지불제 등으

로 인해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농

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둘째, 활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산소득

(GRDP)을 비교하면 농촌지역의 생산소득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지만 그 

격차의 폭은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계의 격차 폭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이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주력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차 상

실해 가고 있는 반면, 제조업 활동이 농촌지역에서도 이전보다 활발해지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가 1인당 지역

소득격차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셋째, 고용 창출활동 및 고용량을 비교할 때 여전히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과 수도권과 경남 

공업단지 주변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자리 

수가 적고 일자리 창출 활동도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도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경제활동 측

면에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격차가 일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7 개

별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 보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6 2003년의 경우 군부 농촌지역의 1인당 생산소득은 시부 평균의 96%이다.

 7 물론 이러한 격차 완화가 구조적인 변화를 반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

상에 불과한 것인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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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분배 소득의 도농격차는 매우 클 수 있

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4개도의 GRDP 자료에서 시부와 농촌지역 군

부의 1인당 생산소득의 격차가 96%라면 분배 소득격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소득격차는 도시 농촌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보다는 지역 간 격차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도 군부지역과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남․북과 경남 공업단지 주변의 군부 지역은 비록 농촌지역으로 분류되

지만 경제활동과 소득 측면에서 시로 분류되는 일부 지역보다 경제활동

이 활발한 편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문제보다는 공업지역과 농업

지역, 도시근교지역과 원격지역 등 지역 간의 소득격차 문제가 더욱더 크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

는 것보다는 도시지역과 일반 농업지역의 소득격차 문제로 유연하게 해

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도농 간 소득격차의 발생 요인

2.1. 모델을 통한 격차 분석

2.1.1. 지역성장 회귀식 추정 

   한 지역의 소득 총액은 지역내총생산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역내총생산량은 생산요소의 총량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간 소득의 차이는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8 그러

 8 지역 간의 성장 격차는 자본스톡, 노동력, 기술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소로우(Solow)류의 신고전학파의 성장가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공급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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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군 단위의 경우 직접적인 생산요소 특히 자본스톡에 관한 통계자료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생산함수 추정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지역생

산의 결정에는 단순히 생산요소의 총량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다. 집적경제, 사회간접자본, 금융심화 등의 전통적인 요인부터 내생적 성

장 요인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많다. 

   이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회귀식을 추

정하여 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 다. 지역소

득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지역소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첫째, 집적경제를 나타내는 변수,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금융의 심화 정도를 대변하는 변수, 지역 성장에 내생적으로 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과 지역혁신 활동을 대리하는 변수, 정주환경 요인 중 교

육환경, 복지환경 및 의료 환경 등을 대리하는 변수, 산업구조의 변화를 포

착할 수 있는 변수 등을 투입하여 어떠한 변수가 지역소득 결정에 어느 정

도 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 다. 

   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성장 요인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지역 성장에 

중요한 변수들의 유의성과 그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장 요인 분

석을 통해 각 변수들이 성장에 미친 기여도를 추정하 다. 

   실증분석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163개 시ㆍ군의 1998-2002년 동안의 

5개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 으며, 종속변수는 지역의 GRDP를 대리하는 

주민세를 투입․분석하 다.9 

에서 지역의 성장 격차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지역 간의 성장 격차

는 집계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성장방정식을 추계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9지역 소득 대리 변수로 소득할 주민세를 많이 사용하지만 자료 제약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에 인구에 균등하게 배당되는 균등할 주민세를 합한 주민세를 

소득 자료로 사용한다. 주민세 중 균등할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인구

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민세는 지역의 소득활동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실

제 GRDP와 주민세 두 변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 강원, 경남, 경

북 4개 도의 GRDP와 주민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두 변수 간 상관계

수는 1998년 0.994, 1999년 0.994, 2000년 0.993으로 나타나, 주민세를 GRDP

의 대리변수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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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은 163개 시ㆍ군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 일반시를 제외한 

138개 통합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 89개 군을 대상으로 추정한 분석, 

통합시․군 추정 모형에 기타 설명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성장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 다.10

2.1.2. 추정 결과 

   지역 성장 회귀식의 추정 결과로부터 각 변수가 지역경제소득에 미치

는 향을 요약한다. <표 3-7>은 한국 시․군의 소득 성장 요인의 연평균 

증가율과 성장기여도의 추정 결과를 일반시, 통합시, 군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3-7>에 나타난 지역별 성장 요인의 증가율 및 성장 요인을 요약하

면, 일반시의 소득 성장에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주변

표 3-7.  일반시, 통합시, 군 지역 성장 요인의 연평균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지역 주민세  
제조업
노동자  

주변
경제력

도로
연장  

은행
점포 수 

농업
비중 

여행
업체 수  

서비스
비중   

일반시 
0.134 0.351 0.317 0.256 -0.150 -0.140 0.283 0.062 

0.510 0.405 0.037 -0.218 0.068 0.198 0.000 

통합시 
0.160 0.157 0.243 0.166 -0.152 -0.091 0.243 0.044 

0.409 0.559 0.043 -0.396 0.079 0.305 0.000 

군 
0.204 0.196 0.235 0.063 -0.286 0.063 0.831 0.049 

0.390 0.411 0.012 -0.568 -0.042 0.796 0.000 

전체 
0.201 0.216 0.260 0.164 -0.232 -0.859 0.637 0.053 

0.263 0.279 0.020 -0.282 0.348 0.373 0.000 

  주:위 칸은 각 변수의 1998-2002년 연평균 증가율을, 아래 칸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냄. 

2002년 기준으로 각 시․군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 평

균치임. 군 지역의 경우 대도시 성격을 가지는 기타 지역을 제외함. 

10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제2차 연도 연구보고서 박시현 등(2005) 제3장을 참

조하기 바란다.



60  도농 간 소득격차와 발생 요인

경제력이 그 다음으로 높은 기여를 했다. 이 두 요인이 소득 증가의 90%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통합시의 경우에는 주변경제력, 제조업 비중, 여행

업체 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주변경제력이 제조업 비중보다 더 중요

하게 나타나 일반시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또한 여행업체 수가 제조업에는 

못 미치나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군 지역의 성장

에는 여행업체수, 주변 경제력, 제조업 비중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여

행업체 수가 높은 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군 지역의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이 지역의 신 성장산업

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지역에서 

농업 비중과 지역소득과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은 모형별 탄력성 추정치를 통하여 성장에의 기여도를 살펴본 

것이다. 탄력성은 해당 설명변수의 1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

의 정도를 말한다. 탄력성 추정치에서도 기여도와 비슷한 결과치가 도출되

었다. 탄력성 추정치는 주변경제력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주변 경제력의 거리의 변화가 지역의 소득 변화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주변 도시 경제력의 탄력성은 거리

의 함수로서 주변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향력은 급격히 떨어

지고 있다. 

   다른 변수들의 경우 탄력성 즉 변수들의 향력은 제조업 고용자 수, 

은행점포 수, 도로 연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주환경과 산업구

조 변수를 추가하여 통합시･군 자료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사설

학원 수와 복지시설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의료시설이 유의하여 지역소득

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구조 변수 중 농업 비중은 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농업 비중이 증

가가 지역소득의 증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도시와의 거리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가장 강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생적 요인에 의

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둘째, 제조업 발달이 지역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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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지역 성장 모형별 탄력성 추정치의 종합

변  수

기본모형
확장모형

(모형 13∼21)

기여도
추정모형
(식 4)

시･군 모형
(모형1∼모형6)

통합시･군모형
(모형7∼모형12) 

제조업고용자수 

제조업사업체수

0.126∼0.131

0.045∼0.057

0.126∼0.130

Not-Sig.

0.113∼0.201

Not-Incl.

0.204

Not-Incl.

주변경제력/거리

주변경제력/거리2

0.518∼0.548

-0.251∼-0.264

0.498∼0.567

-0.239∼-0.259

0.421∼0.499

-0.135∼-0.24

0.714

-0.353

도로연장 0.029∼0.048 0.100∼0.156 0.065~0.105 Not-Sig.

은행점포수 0.111∼0.148 0.081∼0.113 0.069~0.207 0.204

고등학교학생수

15-64세 인구

0.080∼0.082

Not-Sig.

Not-Sig.

1.095
Not-Incl. Not-Incl.

특허출원건수 0.201∼0.231 0.210∼0.250 0.180∼0.253 Not-Incl.

사설학원수 Not-Sig.

의료시설 0.114

복지시설수 Not-Sig.

농업비중 -0.122 -0.068

농업규모 Not-Sig.

농가소득 Not-Sig.

농후계자 Not-Sig.

여행사업체수 0.054 0.098

3차 산업 비중 1.245 0.0001

1. 기본모형에서 시･군모형은 표본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63개 시ㆍ군의 추정치

이며, 통합시･군 모형은 138개 통합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임. 확장모형은 기

본모형에 정주환경과 산업구조를 대변하는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임. 그리고 

기여도 추정모형은 소득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임.

2. 탄력성 추정치의 구간 값은 각 변수 투입을 달리하면서 추정한 모형들의 결과를 모

두 포함함. 예를 들어 시․군 모형은 모형1부터 모형 6까지에서 추정된 탄력성 값을 

나타내고 있음.

3. Not-Sig은 유의하지 않음을, 그리고 Not-Incl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임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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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농촌지역으로의 기업 유치가 여전히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셋째, 관광 관련 

사업체 수의 증가가 지역 성장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경제의 

소프트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단순한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가 아니라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 

관광산업의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은 농업 비중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비중 저

하는 도시와의 거리, 제조업의 입지 등 주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

우되므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농업 비중 저하 노력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가공산업과 관광산업의 개발, 외부 

기업의 유치 등이 지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시와 농촌, 농촌과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는 도

시와의 거리, 제조업의 발달 등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 내의 특허 출원으로 대변되는 기

술 개발 노력이나 여행업체 수로 대변되는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서비스 산

업의 발달 등과 같이 지역 내의 내생적 노력도 지역 소득격차에 일정 부분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내생적 노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2. 농촌지역 간의 경제활동 차이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생적 발전이론과 혁신이론에서는 

혁신역량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내생적인 활동에 의해서 지역 간의 발전 격

차가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에서 내생적 관점에서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농촌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례 지역 조사를 실시하 다. 사례 지역으로는 전국 군 

지역 중 농업활동이 왕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평창, 당

진, 순창, 해남, 함안, 성주 지역을 선정하 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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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지역경제 현황 조사와 개별 농업인, 조직 경 체( 농조합,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기타 사업체(공공사업체, 회사법인)의 경 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조사와 심층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

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2.2.1. 내생적 경제활동의 정도

   먼저 사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농업과 지

역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농가, 작목반, 법인 등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 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내생적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내생적 경제활동의 내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근교, 공업지역과 같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 농업활동과 결합할 수 있

는 자원의 존재 여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농특산품의 유무 등이 농

업에 바탕을 둔 내생적 경제활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함안군과 같이 도시근교 또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 역시 다양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평창군과 

같이 관광자원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농업과 관광을 결합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지역 농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요 

농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선 농산물, 가공 농산물 중 어떠한 형태로 출

하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은 고품질

의 신선 농산물 생산이라는 단순 경제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순창

군은 장류 가공과 관련한 경제활동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주민의 기술 개발, 공동 마케팅, 조직화 능

력에 따라 향을 받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성주군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기술 개발 노력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

11 이 부분은 제2차 연도에서 수행한 사례 연구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자세

한 내용은 박시현 등(2005) 제5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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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지만 신선과채류라는 참외의 특성상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다

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단순한 편이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개별 경 주체의 경 능력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경 주체에 비해 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나 

마케팅 능력 등에서 뛰어난 편이다.

2.2.2. 내생적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하지만 내생적 경제활동이 지역의 기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약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모든 지역에서 내생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신규 고

용 창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과 농업 관련 분야에서

의 일자리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당진군과 함안군에서와 같이 고용 

증가는 여전히 외부에서 이주해 온 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평창군

과 같이 비록 외부 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촉매가 되었지만 이

를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농촌관광을 산업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 결과, 지역의 주력 산업이 농업에서 농촌관광을 포함하는 관광업

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내생적 발전의 성과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2.2.3. 내생적 경제 활동과 산업 연관 관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생적인 경제활동으로 지역 내에서 산업 연

관 관계가 형성되어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사례 지역 모두에서 역내 가치사슬체계(value chain system)가 작동되지 않

는 것처럼 보이며 그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대체로 지역 내 농업 관련 경

제활동 주체들 간의 거래 관계가 미약하고, 후방관련산업(이입대체), 전방

관련산업(이출대체)의 발달도 미약한 편이다. 거래 관계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발전 조건인 거래비용의 감소 현상도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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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산물(참외) 주산지의 하나인 성주군에서도 일부 

이입대체 산업이 출현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의 지역 내 집적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12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산품가공이라 할 수 있는 순

창의 고추장 제조업에서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지역 내 시현 현상이 

일부 발견되지만 거래비용의 감소, 관련자의 공동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제1차 연도의 연구에서 밝힌 금산군 인삼 산업과 같이 농업 관련 산업의 

지역 내 집적은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13

2.2.4. 지역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가능성

   농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근 농업 관련 경제

활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지역자원을 바

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의 고추장 같이 원래 그 지역에 존재하던 산업을 바탕으로 최근 수

요에 맞추어 기존 기술과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산업을 재조

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평창군의 농촌관광과 같이 지역 내 자원

이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가려는 노력이 있어, 향후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12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품목의 특성에도 연유한다.
13 인삼과 관련한 금산군의 지역경제 작동 양식은 우리나라 군 단위에서 찾아보

기 매우 힘든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산군에서는 인삼과 약초를 중심으

로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농가 및 관련 경제주체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후방관련산업이 지역 내에 집적하여 명

실상부한 산업클러스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최소의 거

래비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의 존재, 인삼 재배기술, 선별기술, 

가공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의 다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금산군의 사례에 대

해서는 제1차 연도 연구 보고서 이동필 등(200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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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혁신 노력과 내생적 경제활동

   사례 조사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이 지역 내․외적으로 왕성

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상 모임도 매우 활발

하며 관련 업체들과 함께하는 경제활동들도 다양하다. 일견 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모임 활동량에 비해 

경제활동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제

공하는 각종 모임들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 성과를 올리는 데 큰 향을 미

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내 농업인보다는 지역 밖 관련 업체, 소비자 등과의 네트워크가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성과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네트워킹은 공공기관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사업체 스

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2.6. 내생적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의 대안

   농업과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내생적 경제활동의 촉진이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있다고 결

론지을 수 있겠다. 내생적 경제활동이 지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새로

운 주력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 

소규모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대안 

전략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지역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 촉진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생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인구

를 유지시키는 힘은 농업 외 분야의 외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

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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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농 간 소득격차의 발생요인 종합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혹은 지역 간의 소득격차

가 발생하는 요인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원동력은 지역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의존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계량분석 모델의 결과에서 도시와의 거리

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가장 강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제조업 

발달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역소득에 실질적인 향을 미치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도시 인근 및 대규모 공업단지 주변 지역에서 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외생적 발전론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유효

하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외생적인 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내부에

서 나름대로의 성장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차이에 의해 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 수요를 지역자원과 지역농업으로 연계하

여 농촌관광이라는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

삼을 주제로 전후방산업이 지역 내에 입지함으로써 농산업클러스터로서 

발전해 가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비록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

선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농업 부문의 유

휴노동력을 지역 내에 유지하여 지역경제의 쇠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도 없이 타 지역과 차별성 없는 품

목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단순 가공하여 지역 밖으로 판매하는 다수

의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것이 요인이 되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 전체가 쇠퇴하는 악

순환을 겪고 있다.

   한편 내생적인 지역발전은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관계자들의 

능력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이

지만 일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창군에서 농촌관광 활동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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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도 연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기회로 삼는 혁신 주체(평창

군 농박협회)가 지역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주군이 국내 제일의 

참외 주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한 참외

농가와 관련 기관(군청, 농협, 기술센터 등)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 때문이

라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혁신 주체의 형성이 미약하고 이들의 노력

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정도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사례 조사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이 지역 내․외에 걸쳐서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에 의해서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임 활동량에 비해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행

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역 내․외의 동종업자 및 소비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조하는 개별 사업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주체들이 해당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가도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

다.



   이 장에서는 농업 주도의 농촌 산업구조에서 오는 지역경제 침체를 탈

피하기 위해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과 향토산업 및 신산업 개

발, 농촌관광개발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 정책적인 

해법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1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내생적 산업화라 이름할 수 있

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내생적 산업화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정책 대안도 찾아보고자 한다.

1. 내생적 산업화의 의의

   농촌 주민의 농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대한 다양한 처방이 있었

다. 농외소득을 올릴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이 농가경제에 무엇보다 위협이 

 1 제4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향토산업’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지연산업’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박석두․김태연, 2004). 이 양자는 대체로 동일

한 범주를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향토산업’으로 통일하

기로 한다. 참고로 농림부의 관련 정책에서는 향토산업이라는 이름이 통용되

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안 제시가 이 보고서의 목적인 만큼 정책 용어

와 통일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해서이다.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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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인식 하에2 이에 대응하여 농외소득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농업

의 복합산업화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다(이동필 외, 1995).

   그러나 새로운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농업 종사 가구만을 겨

냥한 것은 아니다. 농업 이외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주민 

역시 농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경제정책

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의 농촌 발전 전략을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내

생적 산업화’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 장에서 농촌의 내생적 산업화를 위한 산업 분야로서 주로 검토하고

자 하는 것은 농산물 가공산업, 지역의 고유 자원을 이용한 향토산업,3 어

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농촌관광 등 세 부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부문에 

대해 중점 검토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가공 또는 식품산업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발전은 농수산물에 대한 유발수요(誘發需要)의 창출과 원료농수산

물의 가격지지를 통하여 농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의 가공업체가 원료산지에 입지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유휴인력을 고

용하여 농어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향토산업 역시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다만 향토산업은 전

통산업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의 산업화 조건은 농

산물 가공산업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농촌관광 역시 내생적 산업화를 위해 중요한 위상을 부여받

고 있다. 농촌의 타 경제활동과의 연계 가능성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2 농업구조나 경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우리나라의 41.6%에 비해 매우 낮으며, 

특히 농외소득 비중은 2002년 기준 대만 79.5%, 일본 87.0, 미국 91.3(’01년)인

데 우리나라는 58.4%(2004년)로 외국의 농외소득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3 농산물 가공 분야도 향토산업의 고유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

공산업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따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농산물 가공 분

야를 제외하고 그 밖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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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농촌에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그것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만큼이

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당면한 쟁점은 내생적 산업화 전략이 농촌지

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이

다. 이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그 

가능성은 타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농촌의 내생적 산업 육성의 여건과 전망

2.1. 농산물 가공산업 부문

2.1.1. 개요

   농산물 가공산업이란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가공하는 일체의 제조업으

로 사업 형태나 입지 등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는 농림부가 전통식품이나 산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체라

는 매우 제한된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 통계청 총사업체조사(2004년 

기준)의 음식료품 제조업 실태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체 수에서 음

식료품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나타난다.4 종업원 수 5인 미

만의 세한 업체가 84.7%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회사법인은 6.7%에 불과

하고 개인업체가 무려 92.9%나 되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다수가 세한 

 4 전체 제조업체는 328,338개이며,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58,315개이다. 업종별로

는 빵류 및 곡분과자제조업(30.8%)과 곡물가공품제조업(13.1%), 동식물유지제

조업(6.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5.5%) 등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72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개인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별 업체 분포 면에서는 일반 제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음식료품 

제조업체의 전국 대비 종사자 수(19.1%) 및 매출액(24.8%) 비중 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강원도

와 충청남․북, 그리고 전라남․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음식료품 

부문 제조업은 농특산물을 바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1.2. 농산물 가공업체의 운  현황6

가. 운  실태

   논의의 초점을 음식료품 제조업 일반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한 농산

물 가공업체로 보다 좁혀서 구체적인 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5

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534개의 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업체의 84.3%가 조사 당시 가동 중인 반면, 자금 부족 및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당시 가동 업체당 평균투자비는 약 4억 6천만 원이며, 고용 면

에서는 상용직이 3,145명(47.6%), 일용직은 3,462명(52.4%)으로 고용의 안

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가공이란 계절성을 가

진 업종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투자 및 고용 규모

를 산지일반가공 사업체와 전통식품 업체로 구분하여7 비교해 보면 전자에 

 5 종사자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2004년 광업․제조업 통계조

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 다.

 6 1988∼2006년 기간 중 해마다 농산물 유통공사가 조사, 발표한 ‘농산물 가공

업체 운  실태’를 종합, 정리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7 국산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

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산지의 

일반가공산업과 구분해서 전통식품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산지가공 사업체 및 

전통식품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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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후자가 더욱 세하게 나타난다.8

표 4-1.  농산물가공업체의 투자 및 고용 실태(2005년)

단위: 백만원, 평, 명

구      분 업체수
평균 투자비 평균시설 고용인원

총노임
투자 보조비 융자비 부지 건물 계 상용 일용

전통

식품

소    계 330 280 29.8 45.3 804 215 4,132 2,022 2,109 44,016

농가공동 256 249 32.2 46.2 735 193 3,067 1,549 1,518 29,430

생산자단체  61 430 26.9 42.6 1,101 310 925 420 505 13,548

특산단지  13 190 0.0 53.0  785 187 139 53 86 1,099

산지

가공

소    계 120 962 32.3 45.1 1,918 652 12,476 1,123 1,353 45,486

생산자단체  84 1,144 38.8 39.9 2,178 718 1,910 877 1,033 34,910

일반업체  36 535 0.0 70.9 1,312 498 566 246 320 10,576

합      계 450 462 31.2 45.2 1,101 331 6,607 3,145 3,462 89,56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농산물가공업체 운  실태 조사 결과, 재정리, 2006.9

표 4-2.  농산물가공업체의 운  실태(200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업체수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수출액
평균
업손익

업
이익율(%)

가동률
(%)

전통

식품

소    계 330 296,505    898 10,130 138 15.3 62.5

농가공동 256 179,215    700  6,974 123 17.5 61.1

생산자단체  61 110,796  1,816  3,008 210 11.6 64.3

특산단지  13   6,494   500    148  92 18.4 73.0

산지

가공

소    계 120 364,238  3,035 15,802 435 14.3 70.7

생산자단체  84 289,126  3,442 11,986 453 13.2 73.9

일반업체  36  75,112  2,086  3,816 393 18.8 60.2

합      계 450 660,743  1,468 25,932 217 14.8 67.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농산물가공업체 운  실태 조사 결과, 2006.9

 8 산지일반가공사업의 평균투자비는 9억 6천만 원(생산자단체 11.4억, 일반업체 

5.4억)인데 전통식품개발은 2억 8천만 원(생산자단체 4.3억, 농가공동 2.5억, 특

산단지 1.9억)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모에서는 전통식품이 업체당 평균 12.5명

(농가공동 12, 생산자단체 15.2, 특산단지 10.7)인 데 비해 산지일반가공은 20.6

명(생산자단체 22.7, 일반업체 15.7)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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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공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4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생산

능력 기준으로 생산 실적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동률은 67.4%로 전년도

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를 사업 형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전통식품이 산

지일반가공업체에 비해 매출액이 1/3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동률도 낮지만 

업체당 수출액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구성 추이를 보면, 3억원 미만 업체의 비중이 

1998년의 61.2%에서 2002년에는 43.9%, 2004년에는 41.6%로 조금씩 줄

어들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매출액 10억 원 이상 규모 업체의 비중은 

13.3%에서 26.5%, 그리고 30.5%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5년 정부 지원 업체의 업손익을 보면 대상 업체의 87.3%인 393

개 업체가 1,067억 원의 흑자를, 57개 업체가 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976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 다.9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업이익률은 2002년의 16.3%에서 조금씩 

낮아져 2005년에는 14.8%에 머물고 있다.10 

   가공업체의 원료의 확보 방법, 즉 구입처는 자가생산과 계약재배가 각

기 19.2% 및 16.8%이고 산지에서 생산자나 조합, 수집상으로부터 구입이 

각기 31.0%, 8.7%, 11.3%로 밝혀졌으며 도매시장으로부터 구입은 8%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지생산자나 도매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조

금씩 줄어드는 데 비해 자가생산과 계약재배, 산지수집상으로부터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9 업체당 평균 업이익은 약 2억 2천만 원이며, 품목류별로는 인삼류가 7억 4

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료류(2억 6천만 원), 한과류(2억 4천만 원), 차류(2

억 2천만 원) 순이며 축산가공류는 4천 3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10 품목류별 업이익률은 주류(25.7%), 한과류(24.2%), 차류(21.3%), 인삼류

(20.2%)가 비교적 높고 축산가공(1.5%), 김치절임류(9.6%) 등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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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산물가공업체의 원료조달 방법별 구성비의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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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산물 가공산업의 시장 여건과 전망

   시장개방 확대 및 우리 농업의 취약성으로 국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이 약화되고 있지만, 건강식․편의식․기능식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생활 문화의 변화, 소득의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으로 식품 및 외식산업 부문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김

치류나 장류의 시장 수요 역시 증가세이다(이동필 등, 2001). 가구당 식품

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가공식품 및 

외식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이를 말해준다.11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식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가공 원료 농산물의 국내산 이용 비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농업과 식

11 가구당 식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80%와 1980

년의 72.6%에서 2005년에는 29.8%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

품의 비중은 각각 18%, 23.7%, 그리고 25%로 늘어났다. 외식비 비중 또한 

1970년과 1980년에는 겨우 1.9%와 3.7%에 불과하 으나 2000년에는 39.4%, 

2005년에는 45.8%로 대폭 증가했다(통계청 가계지출 자료를 이용해서 재계산

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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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산업의 연계성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12 그 결과 식품산업 발전이 농업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

이나 외식산업이 성장하면서 신선 농산물 공급을 담당해 온 국내 농업에 

오히려 위협이 되고 농가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이동필 등, 

2001).

   반면 국내 농업에 기회요인도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패턴을 보면 

점차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건강과 안전성, 자연적인 것과 고급품, 기능

성 식품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

이나 농약 등의 사용이나 유전자 변형 여부와 같은 안전성은 물론 양성

분이나 기타 품질의 표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다. 이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농산물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의 향후 발전 경로와 접히 관련되

는 요소는 원료 농산물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공급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되자면 원료 농산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당 

가공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폭넓은 지역 연계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농산

물 가공산업이 지역정책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동안 가공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이 국내 농업의 성장을 이끌지 못했

다는 것은 원료 농산물 산지에 관련 사업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의

미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공식품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료 농산물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체계를 산지에서 갖추지 못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취약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농업생산이 사전에 수요처의 요

구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일단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데 초점을 두었

기 때문이기도 하다(황수철, 2006). 

12 앞서 농산물 가공업체 운  실태에서는 자가생산이나 계약재배, 산지 수집상 

구입 등을 통해 원료를 조달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을 살펴본 바 있다. 그

러나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에 한한 조사 결과로서 그보다 훨씬 수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체 일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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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농산물 가공산업이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지역발전 효과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 가공산업 및 식품산

업 관련 정책의 초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추어야 할 것이다. 

2.2.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부문

2.2.1. 개요

   앞서 살펴본 농산물 가공산업 외에도 농촌에는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형성된 전통적이거나 고장 고유의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고유 자원들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주민 

사이에 뿌리내린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특정 지리적 공간에 집단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경우 

이를 향토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13 즉 향토산업이란 지역 원료와 자원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고유한 기술, 전통 지식, 문화를 가미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며, 지역 이미지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다.

   향토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는 의미는 지역 내 분업관계를 형성

하고 동종 또는 관련 업체간 협력 및 전후방 연계 관계를 이루어 지역 활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 간 순환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토산업은 농산물 가공산업과 함께 농촌의 내

생적 산업화를 이루는 주력으로 그 잠재력을 인정받기도 한다.

   참고로 박석두․김태연(2004)에서는 나름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연산

13 농산물 가공 분야도 향토산업의 고유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

공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따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농산물 가공 분야를 

제외하고 그 밖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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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14 범위를 정하 는데, ① 특산품․공예품․가공품으로 각 시․군에서 

소개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 수가 많은 품

목, ② 업체 수가 다수이고 생산단지가 조성된 품목이 그것이다.15 이에 따

라 분류한 전국의 지연산업 현황을 참고로 예시하면 <표 4-3>과 같다.

2.2.2. 향토산업체의 운  실태와 전망

   앞서 논의한 농산물 가공업을 제외하고 주로 공예품이나 섬유 등의 특

산물을 중심으로 향토산업 종사 업체의 운  현황이나 전망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산물 등 향토산업 관련 제품 생산 업체를 별도 대상으

표 4-3.  지연산업 분포 현황

구  분 제품 종류(분포 시․군) 업체 수

음식료

가공품

안흥찐빵(횡성), 인삼 가공(금산, 진안, 주), 구기자 가공

(청양), 장류․장아찌(순창), 한과(진안), 녹차(보성, 하동), 

작설차(광양)

287

공예품

도자기(이천, 광주, 여주, 문경, 김해, 합천), 화문석(강화), 

석공예(정선), 목공예(인제, 남원, 진주), 석제품(충주, 공

주, 보령, 남원, 익산, 칠곡, 김해, 거창), 죽세공예(담양), 

청자(강진), 한지공예(진주), 석판재(함양)

1,678

기  타

합성섬유(공주), 한산모시(서천), 섬유(금산, 군위, 칠곡), 

대나무산업(담양), 인견화섬( 주), 삼베(안동), 실크(진주), 

견․인조섬유(합천)

1,185

계 - 3,150

자료: 박석두․김태연(2004), p.28 재구성.

14 해당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연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15 박석두․김태연(2004)의 연구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제품이라도 가공업

체가 많지 않은 경우, 단순가공에 불과한 수산물 가공품, 가구 생산업체, 일반 

제조업 등은 지연산업 범위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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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는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 문헌이나 현지 면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  현황이나 시장 여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

다.16

가. 향토산업 제품의 시장 여건

   향토산업 제품들은 최근 들어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에 비할 때 가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음식료품이나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도자

기, 모시, 죽세공품, 목기, 한지 등 국내의 거의 모든 공예품 업체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서천 한산모시의 경우 세저 1필 가격은 30만 원 이상(고급품

은 50만 원에 이르기도 함)인데, 중국산 모시는 4만~7만 원 가격으로 한산

모시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산 중․고급에 속하는 중경 융창 지역 

전통 모시 1필 가격도 9만 원(세저)으로 국내 한산모시에 비해 월등히 낮

은 상황이다(서천군, 2005). 옻산업의 경우 정제옻 생산 원료인 생옻의 가

격 경쟁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산이 압도적 우위이며, 정제옻 역시 

중국 제품 가격이 국내산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지 역시 베트남이나 

중국의 싼 한지는 국내산의 약 1/4 가격에 수입되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서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제한 옻의 경우 일본도 최근에는 중국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여 현지에서 가공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17 그 결과 일

본의 품질이 우수한 정제 옻 제품 가격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품목은 오히려 우리 제품이 비싸기까지 한 상황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수한 품질로 승부할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

16 주로 원주 옻산업, 보령 머드산업, 서천 한산모시, 담양 대나무신산업, 보은의 

황토 제품 등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및 박석두․김태연(2004) 등의 연구 내용

을 바탕으로 향토산업 여건과 전망을 논의할 것이다.
17 서천군 옻 생산 관계자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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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 아니다. 현대적인 생활양식으로의 변화와 함께 제품 자체에 대한 수

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전통제품에서 유래한 향토산업 

제품들은 도자기, 제기, 모시, 옻칠, 한지, 목공예품 등 과거의 전통적 생활

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아 편리함을 추구하는 오늘의 생활양식에 어울리지 

않아 제품 자체가 틈새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제품 생산업체의 세성으로 인한 불투명한 전망

   수공예에서 유래한 향토산업 제품들은 오늘날도 공정을 기계화하여 보

다 손쉽게 생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대개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규모화가 안 되니 자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비용 절감도 힘들어진

다. 그래서 개별 업체가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것도 어렵다. 당연히 해당 

분야 업체들은 세성을 면치 못한다. 

   이처럼 향토산업 제품 생산은 대부분 수공업에 기반을 둔 까닭에 높은 

숙련도를 요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은 크지 않은 힘든 일로 여겨지게 마련

이다. 그래서 젊은 인력이 이 분야에서 일하기를 기피하다 보니 종사 인력

은 갈수록 고령화된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선 것도 젊은 인력의 생산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한산모시의 경우 생산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다. 매우 고된 노동을 해야 하지만 얻는 소득은 크지 않기 때문에18 젊은 

층은 모시 제품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한산모시 생산은 

노인들이나 소득 마련을 위해 종사하는 일로 취급되는 실정이다. 원주 옻

산업의 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채칠(採漆) 작업의 경우도 오랜 기간 숙련

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능인들이 담당하는데, 일제시대에는 한때 그 종사

자 수가 70명에 달하 다. 이에 반해 지금은 그 수가 줄어들어 원주옻 농

18 한산모시조합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가구당 한산모시 생산량이 연간 평균 

20필에도 못 미치며 대개는 10필 내외를 생산한다고 한다. 모시 1필 가격을 

30만 원으로 잡더라도 연간 소득 규모로는 크지 않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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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경우 6명만이 채칠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역시 고령화되고 있

다.19 

   이처럼 종사자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참여 기피 현상은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해당 고장에서 전통

적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오면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들이 후계 인력으

로 전승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맥이 끊겨 버리는 상황까

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의 향토산업 제품들이 중국 등 수입에 비해 그

나마 우위를 누려왔던 기술력에서도 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

게 되면 해당 향토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20

다. 지역 내 분업 및 협력 관계가 긴 하지 못한 상황

   향토산업은 개별 업체 단위로는 세한 소기업 규모에 머무를지라도 

그것이 특정 지역에 산지를 이루어 입지하며, 관련 업체들 간에 사회적 분

업체계를 이루어 긴 한 전후방 협력이 일어남으로써 존속해 가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세한 향토산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잠재력을 지

닐 수 있는 것은, 관련 생산자 간의 협력 관계로 인해 부가가치 사슬(value 

chain)이 지역 내에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창 장류산업, 남원 목기산업, 담양 죽제품산업, 주 직물산업 

등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박석두․김태연, 2004)에서는 그러한 긍정적 효

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음을 알려 준다. 공동구매나 판매 같은 협력적 

활동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각 업체들이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을 추구하지 

19 원주시에서 2000년 무렵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채칠 인력 평균 연령이 54세로 

나타났다(오현석․김정섭, 2000). 현재는 평균 연령이 더욱 높아졌으리라 추정

된다.
20 이미 모시제품의 경우를 보면, 중국산 모시의 국내 수입업자들이 품질 관리를 

위해 모시 생산 기술을 중국 기술자에게 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서

천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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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개별 업체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품 원료의 공

급과 구매 사슬도 단순한 편이라고 한다.

   원주 옻산업의 경우도 칠기공예와 목기 가공 간의 지역적 연계가 약하

고 분산되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낳는 데 한계가 있다. 한산모시의 경우

도 모시 관련 제품의 전후방 연계 산업이 서천 지역 내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품 생산과 관련한 사회적 분업체계가 지역 내에 미약하며, 협

력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향토산업에 대한 체계적

인 정책 지원의 명분을 무색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부 지

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향토산업의 전후방 연계 산업을 육성하

고 지역 내 새로운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한 시도들이 가지는 가능성과 제약점에 대해 다음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라. 향토산업의 활로 모색과 그 제약

   지자체 차원에서나 개별 업체 차원에서나 지금까지 처해 온 향토산업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름의 시도들을 하고 있다. 수공업 방식으로 진

행해 온 기존의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계화 작업은 기

존 공예품 생산에서 탈피하여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활로 모색까지 

노리고 있다. 대개는 사업 구상 단계이거나 추진 초기 단계이다.

   서천군의 경우 군청의 주도로 솜과 비슷한 재질의 모시실을 기계로 만

들어서, 이것으로 양말, 속옷 등의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시도 중이다.21 수

작업으로 만든 전통 모시 재질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지만, ‘한산모시’

라는 고장 브랜드를 바탕으로 기계 생산 모시 제품의 시장을 새로이 개척

21 충분한 시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제품을 생산할 만한 

공장을 유치하고자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모시 제품 생산을 위해

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군의 이러한 모시 관련 신제품 개발 

움직임은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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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주시에서도 원주옻 농조합 주도로 채칠과 정체 등 일련의 과정을 

기계화하여 한번의 공정을 통해 여러 제품에 활용 가능한 옻 부산물을 생

산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수공예로 이루어지던 칠기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신산업 개발 쪽으로 출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원주옻 농조합 관

계자에 의하면 옻된장, 옻술, 옻돼지, 옻떡 등 식품 개발, 옻사료 및 옷감 

염료 개발 등을 구상 중이며, 옻을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

고 있다.22

   신산업 개발 노력은 담양군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담양 죽세공

품이 중국산 공예품에 려 타격을 입자 대나무 신산업 개발로 활로를 모

색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주도하에 댓잎을 이용한 차와 한과, 국수, 

김치 등 식품 분야 및 죽초액, 숯, 수액, 죽염 관련 제품 등 주로 바이오산

업 분야에서 신상품의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상황이다(박석두․김태연, 

2004).

   이 같은 몇몇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제품 개발 노력은 대개 바이오

산업이나 식품산업 등과 관련지어 추진하고 있다. 옻칠기, 죽세공품 등의 

공예품으로 명성을 얻은 지역에서 해당 원료를 가공하여 전혀 새로운 종류

의 제품을 생산코자 하는 것이다.23

   이와 같은 향토산업과 관련되는 신제품 개발 시도가 몇몇 지역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들도 있다. 

22 제품 개발을 위해 벤처업체와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R&D)을 담당하고 있으

며, 옻나무 관련 특허만 100개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23 서천군에서도 많은 사람이 전통적으로 생산해 온 한산모시의 미래는 밝지 않

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모시차가 장래에 전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차 외에도 모시를 이용해서 떡, 한과, 국수 등을 제

품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전형적인 의미의 향토산업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황토로 지역을 특화하고자 하는 보은군에서는 황토와 지 이에서 추출한 성분

을 활용한 황토지 이팩, 황토비누, 황토목욕재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판

매하는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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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기계화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해당 지역의 자원과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향토산업 제품 고유의 품질과 격을 그대로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칫하면 신규 개발 제품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명도 있던 전통적 향토산업의 이미지마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둘째로, 신제품의 경쟁 상대는 전통적 공예품이 아니라 현대화된 설비

를 갖추고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일반 공산품이 될 수도 있다. 

취약한 마케팅 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대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정면 승

부를 하기는 힘들 것이고 해당 제품은 틈새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러나 그 틈새시장 또한 타 지역의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면치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경쟁을 벗어난 이른바 ‘블루오션’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셋째로, 특히 신제품 개발에 따라 전통적인 제품 생산 시 존재하던 지

역 내 분업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들 

간의 경쟁 구도를 더 뚜렷이 만들 수 있다. 그에 따라 전후방 연계 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향토산업의 의의가 약화될 수 있다. 그것은 

지역정책 차원에서 향토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넷째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이나 향토자원에 대한 권리

를 보호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자칫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

역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제품 정보를 외부에 노

출만 시키고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자체의 관련 주체들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다면, 결국 신제품 개발의 시도는 몇몇 능력을 갖춘 소수 업체 단위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향토산업과 관련한 시장 여건과 전망 등을 간단히 정리하자

면, 산업 내․외부적인 약점과 위협 요소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지속해 

온 향토산업 자체는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지역에

서는 해당 향토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신제품 개발 등을 비롯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들을 안고 

있다. 전통적인 수공업품 생산의 단계를 벗어나 지역 활성화의 견인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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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을지 시험무대에 서 있는 향토산업의 미래는 이상의 난관들

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적인 노력도 이에 집중해야 할 것

이다.

2.3. 농촌관광산업 

2.3.1. 개요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어메니티를 활용하는 농촌개발 전략이 새

로운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공간이 

식량이나 인적 자원 같은 생산요소를 도시에 공급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자체가 ‘소비 대상’으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 및 문화경관과 같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들이 점점 희소해짐에 따라 

그 소비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24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경제활동이 농촌관광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농촌관광을 농촌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EU는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기둥(second pillar)’인 농촌개발 

정책 분야 안에 농촌관광 등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하는 지역 내 소규모 비

즈니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다운 농촌 

풍경 보전(계단식 논, 전통 가옥, 삼림 및 마을 풍경, 신사 등)과 이를 활용

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

한 농촌관광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관광은 대규모 리조트에서의 휴양과 대중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이 

아닌 농촌다움(rurality)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관광이다. 따라서 농촌

24 농촌 어메니티란, 농촌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재로서 그

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일정한 효용을 제

공하기 때문에, 즉 가치(valu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개

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OEC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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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주된 자원은 인공적인 시설보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환경,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에 토대를 두고 있다. 

  농촌관광은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과 농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으로,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환원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농촌관광 활성화는 내생적인 농촌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이 가

지고 있는 자연자원, 전통, 생활, 문화, 산업, 지역축제, 이벤트 등의 유기적

인 결합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을 살리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2.3.2. 우리나라 농촌관광 현황

가. 농촌관광 수요 현황

   농촌관광 수요에 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관광행태 변화, 고령화, 여

가시간, 그리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농촌관광 시장 규모는 IMF가 끝난 2000년 이후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MF 이후 소득 증가, 유흥 및 오락 중심의 관광여행에서 자연명

승지․풍경 관람, 체험활동 등으로 관광패턴 변화, 가족을 동반한 여가 문

화 정착 등이 농촌관광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여가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실내 중심의 단순 여가활

동에서 야외 중심의 동적인 여가 행태가 크게 증가하 으며 이는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많은 향을 주었다.

   농촌관광 시장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통계자료는 없지

만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국내 관광 총량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9.4%에서 최소 1.7%로 추정된다(송미령･성주인, 

2004a).25 

25 국내 관광 총량 중 자연휴양림, 펜션 등 농촌의 각종 휴양시설 방문, 농촌지

역 축제 참가 등이 포괄된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에 포함될 수 있는 관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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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관광 참가자들의 가장 보편적 형태는 가

족을 동반한 중간 소득계층 가구이다. 특히 중년층 이상일수록 농촌관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농촌관광 참가자들은 농촌체험 그 자체보다

는 전원감상 및 자연탐방을 선호한다.26 

   농촌관광의 주목적이 전원감상과 자연탐방인 만큼 좋은 자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농촌관광의 목적지로서 선호된다. 더불어 주거지로부터 

접근성 역시 도시민의 농촌관광 방문지 선정에 중요 요인으로 작동한다. 

또한 농촌관광에서는 숙박을 하는 경우가 당일 여행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27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농촌관광 수요를 현재 농가 단위에서는 충분

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8 가장 큰 이유로 농촌관광 숙박시설

이 미비한 것을 들 수 있다.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도시

민에게 질문한 결과, 화장실 불결(17.5%), 샤워시설 부족(13%), 방 청결 상

태와 방충시설(12%), 교통 불편(12%) 등을 지적한 경우가 많으며, 여행정

보 문제나 체험 프로그램 부족을 답한 경우는 많지 않다(농림부․국정홍보

비중은 9.4%이지만(박시현 등, 2003), 2004년 농림부와 국정홍보처가 추산한 

농촌관광마을 방문, 농촌 체험활동 참가 등에 국한한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 

비중은 1.7%로 추정된다. 농촌관광 추정치가 이처럼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것

은 수요 조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저마다 다르고 명확치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26 농촌관광 참여 도시민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체험(6.5%)과 농산

물 구입(4%)보다는 전원감상(39%), 자연탐방(18%)이 농촌관광의 주 목적으로 

나타났다(박시현 등, 2003). 도시민의 향후 농촌관광 의향 조사 결과에서도 농

촌 방문의 주 목적은 전원감상(22%), 일행과 친목 도모(21%), 자연탐방(1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선한 먹거리 구입(7.5%), 농촌생활 체험(6%) 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다(농림부․국정홍보처, 2004).
27 농림부․국정홍보처(2004) 조사에서 농촌관광 기간은 1박 2일(35%), 2박 3일

(30%), 당일(24.5%) 순서로 집계되었다. 향후 희망하는 농촌관광 기간에 대한 

조사(조록환, 2004)에서도 1박 2일(48%), 2박 3일(26%), 당일(17%) 순서로 나

타나고 있다.
28 농촌관광 참여자 중 숙박을 할 때 농가민박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4%에 

머물고 있다(박시현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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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2004).

   농촌관광 시장 규모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농가민박

을 비롯한 농촌관광 공급 부문의 시설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른 좋

은 자연 여건 향유나 체험 활동은 관광마을에서 제공하고 숙박 수요는 다

른 경쟁 부문에서 흡수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대중

적 인기를 얻고 있는 민간 펜션 등과 같이 관광마을의 숙박시설에 비해 경

쟁력 높은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다

(송미령․성주인. 2005).

나. 농촌관광 공급 현황

   우리나라에서 농촌관광 공급은 정부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이후 농림부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한 관광농원, 

민박마을 등의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농촌관광의 주요한 공급 시설로서 역

할하고 있다. 특히 관광농원은 200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93개가 운  

중에 있다.29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은 농촌관광 여건 미성숙, IMF로 인한 

경  부실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 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촌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 다고 평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농촌관광 수요 증대에 힘입어 정부의 농촌관광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부터 시작된 농촌관광마을 

지정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농촌진

흥청 등에 의해서 지정된 농촌관광마을이 2006년 현재 380개 마을에 달하

고 있다. 농촌관광마을 정책은 공급만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관광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 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 수요를 유발하

고 유발된 수요에 힘입어 다시 공급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농촌

관광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9 관광농원은 근 10년 동안의 정책 지원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491개소까지 지정

되었으나 지나친 초기 시설 투자, 경  노하우 부족 등으로 IMF 등을 거치면

서  상당수가 부실해지고 휴․폐업하는 등 운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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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1999년부터 농협에서 지정한 팜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농협은 도시근교 지역을 중심

으로 주말농장, 주말과수원, 주말목장도 함께 운  중이다. 한편 2000년 이

후 민간에서 급격히 성장한 펜션 등도 농촌관광 공급 부문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다. 특히 펜션은 2000년 이후 관광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제주, 강원, 경기 지역을 중심으

로 급성장하 다. 

   <표 4-4>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관광 공급 시설 현황을 종합한 것이

다. 표에서 농어가 민박 11,659개소는 2005년 11월부터 실시한 ‘농어가민

박 지정제도’에 의해 등록된 농어가 민박 수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관광 공급은 양적으로 매우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농촌마을 지정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

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관광마을과 농어가 민

박은 경쟁 상태에 돌입하 다고 할 수 있다. 시장규모 확대와 수요자가 원

하는 상품 제공 등이 향후 농촌관광정책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2.4. 내생적 산업화의 전제 조건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농촌의 내생적 산업화를 이루는 데 전

제가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농산물 가공이나 향토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대개 세한 소기업으로서 아무런 정책

적 지원이 없이 단독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들 업체

들은 대개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아이디

표 4-4.  농촌관광시설 현황(2005년 말 기준)

시설명 관광농원 농어가민박 정부지정관광마을

개수 393 11,659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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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제품화하기까지도 자금이나 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다. 그

리고 적절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많다. 

   둘째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 및 식품 분야, 향토산업 제품 분야를 막론하고 저가의 수입품에 맞서 

승부해야 하는 동시에 국내 경쟁 지역 제품 나아가 대기업 제품과도 경쟁

을 벌여야 한다. 틈새시장이라 할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제품 등의 분야라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라서 획기적인 신산업 개발이 아니면 파고

들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30 내생적 산업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틈새시

장을 노리게 마련이지만, 이미 그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을 감당해야 할 ‘레드오션’인 것이다.31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유통의 중심

이 되고 있는 도시의 대형 소매점과 거래망을 확보하는 데는 근본적인 어

려움이 있다.

   셋째로,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할 때 산업화를 이룰 만한 잠재력을 갖춘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각각에 맞는 정책 지원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별 사업자가 책임질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 지자

체 등 공공 부문에서 지역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해 줄 사항이 무엇인지 모

색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약한 후자의 사업들의 경우 산업화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력 경제활동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적으로 정책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주력 산업 분야와의 전후방 

30 예를 들어 담양에서 개발한 댓잎차나 서천의 모시차 등의 신제품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차 제품들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이다. 결국 새로운 파이

를 창출하기보다는 정해진 차 시장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다.
31 치열한 경쟁을 감당해야 하기는 농촌관광 시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전

국 각지에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농촌관광개발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관광 여건이 좋은 곳은 민간 부문에서도 펜션, 민박 등의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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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분야로서 농촌관광 활동들을 들 수 있겠다.32 

단독으로 활로를 찾는 데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으나, 지역의 이미지

를 대표하고 있는 전통 공예나 수공업 분야 역시 이에 해당한다.

   넷째로, 내생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가 관건이

다.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그렇고, 해당 지역 자체의 외부 판촉(place 

marketing)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러한 차별화를 이루는 데 지역정책 차원에

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사항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내생적 산업화 노력은 커뮤니티 단위의 공동 활동의 활성화

와 결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 온 지역

의 문화, 전통 지식과 기술 등이 내생적 산업의 밑바탕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끌어갈 만한 

주체의 형성이 내생적 산업 발전의 성패와 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3.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3.1. 관련 정책 현황

3.1.1. 농산물 가공산업 및 향토산업

   농산물 가공산업과 향토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몇몇 정책들의 추

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농산물 가공 부문과 공예품 생산 부문

이 다소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어 앞 절에서는 두 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하 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서는 농특산물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특별

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하에서도 이를 함께 다루고자 한

32 물론 관광 여건이 좋아 농촌관광 자체에서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

역의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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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정책화한 것은 1967년 시작한 부업단지육성사업(1991년 농촌특산단지로 

변경)과 1973년 시작한 새마을공장건설사업, 그리고 1983년 제정된 ｢농어

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한 ‘산지복합가공공장건설사업’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농산물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하 는데, 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로 ｢농수

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93), ②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제도 도입, ③ 전통식

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전통식품의 명인제도 실시, 

④ 농어민 등의 주류제조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의 

추천 제도 도입 등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농산물 가공 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 <표 4-5>에 요약되어 있다. 

   그동안 농산물가공사업에 대한 지원 실적은 1989∼2000년에 전통식품 

796개와 산지일반가공공장 285개 등 총 1,081개 업체에 대해 약 2,77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 기간 중에는 연간 100여 개 업체에 대해 이루어

지던 지원 대상은 2001년부터 연간 5∼6개 업체로 대폭 감소하 으며, 

2005년에는 3개 업체(전통식품 1, 산지일반가공 2)에 대해 약 11억 원(업

체당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정부 지원 농산물 가공사업체

는 1998년까지는 정책 수요가 많았으나 보조지원을 전액 융자로 전환한 

이후 지원 폭이 크게 줄어들어 최근에는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33 다만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우 지역 특산품 성격이 강한 전통식품 및 향토식품 

가공 부문과 더불어 더 넓은 의미의 농산물 가공 부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반드시 고장 특산품 육성에 한정되지 않고 농산물 가공업 일반

을 육성하는 목적의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것이다. 즉 향토산업 성격의 

농산물 가공 부문 정책과 일반적인 농산물 가공 부문 정책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논의할 것이며, 필요시에만 양자를 구별해가며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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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농산물 가공산업과 더불어 농촌의 특산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

해 도입한 것이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이다. 1967년 시작한 농촌부업단지

를 모태로 하여 1991년부터 조성이 시작된 농촌특산단지 사업은 1998년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공산업과 마찬가지로 신규 지정이 줄어들기 

표 4-5.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사업대상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공통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1993.6.11)

  - 산지가공산업 육성지원의 근거 및 추진 체계 확립

  -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및 홍보지원

  - 정부지원 농수산가공업체 운  실태 조사 및 경 활성화 지원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연리 3%, 일반업체 및 비지정업체 4%)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가공식품 표준화(KS)제도 도입

  - [산업표준화법] 개정(1986)으로 가공식품표준화는 농림부담당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산업기능요원(병역요원) 채용제도

∙[제조물책임법] 제정(2002년 7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전통식품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기능인의 명예를 위한 명인제도 실시

  - 전통식품명인 20명(주류부문 15, 일반식품 5) 지정 

∙전통식품의 표준규격화(포장규격, 등급규격, Codex규격 등)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물레방아마크)제 실시

  - 46개 품목 59개 업체에 대한 품질인증

∙시설개보수 및 운 자금 지원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지원(농협, 업체당 50억 원)

농민주 및 

민속주

∙농민주 및 민속주제조에 대한 장관의 면허추천제 도입(1993)

∙시설개보수 및 운 자금 지원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공사, 3,000백만 원)

산지농산물

가공

∙시설개보수 및 운 자금 지원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공사, 업체당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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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특산단지 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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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신규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상태이다.34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4-2>에 나타난 특산단지 운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에 지원이 이

루어진 특산품 관련 사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운 을 중단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 통해 (1) 원료생산 

34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특산단지 지원, 산지농산물가공사업 등의 사업이 융자사

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신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이나 산업자원

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등 보조 지원이 많은 부처 사업으로 대부분 정

책 수요가 전환하 다. 그리고 지금은 협동조합과에서 운 하는 ‘농업종합자

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30억 원의 범위(업체당 3억 원 융자) 내에서 시

설 개보수 및 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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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농방식에서 직접 가공․판매하는 방향으로 전환, (2) 농업 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의 반복에서 오는 유휴노동력을 경제활동에 

연결, (3) 자가 또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지역 내 부존자원의 가

공․판매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농촌일감갖기사업’ 창업 및 상품화 지원,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및 홈페이지 운  지원, 품질향상과 정보교류를 위

한 품목별 연구회 구성, 소비자 및 생산자를 위한 정보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향토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세제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박석두․김태

연, 2004).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융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구

조개선 자금, 중소․벤처 창업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  개선자금, 중

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자금, 중소

기업 협동화 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을 들 수 있다. 세제 지원으

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 및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있다.

표 4-6.  연도별 농산물가공사업체에 대한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연     도
전통식품개발 산지일반가공 계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1989∼2000 796 101,274 285 175,970 1,081 277,244

2001 6 3,965 2 1,665 8 5,630

2002 5 2,721 2 1,122 7 3,843

2003 3 3,673 1 541 4 4,214

2004 5 1,000 0 665 5 1,665

2005 1 500 2 383 3 883

합    계 816 112,963 292 180,681 883 293,644

주: 전통식품에는 1968∼1993년에 지원한 특산단지(식품) 241개를 포함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및 농산물 유통국 식품산업과 내부 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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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촌관광

   지금과 같은 농촌관광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DDA 협상, 한․칠레 FTA 추진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

력이 증대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외소득의 증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그 방안으로 농촌관

광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2001년 5월 농림부는 ｢농외소득증대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관광을 향후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 다. 대표적인 농촌관광정책이 2001년부터 시작한 

관광마을 육성 정책이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

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이 정부에 의해서 관광마을로 지

정되었다. 그 밖에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

을사업, 문화관광부의 문화역사마을사업 등도 지정되고 있다. 

   농촌관광마을은 컨테스트 방식에 의해 대상 마을 선정하고 선정된 마

을에 대해서는 농촌관광 기반시설에 공동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권장

하며 개별 경 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사업비를 일괄 보조(포괄 보조)하고 주민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업에

서도 마을 단위 농촌관광이 추진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3-4개의 

법정리로 구성된 1개 권역별(인구 약 450명)로 소득기반, 생활환경정비,  

경관보전 등의 폭넓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농촌관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표 4-7.  정부 지원으로 육성된 관광마을 현황(2006년 현재)

아름마을
(’01-’02)

녹색농촌마을
(’02-’06)

전통테마마을
(’02-’06)

산촌개발마을
(’95-’04)

어촌체험마을
(’02-’06)

문화역사마을
(-’06)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23개 190개 97개 133개 58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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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말 현재 추진하고 있는 76개 권역 계획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21.4%가 농촌관광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다. 주로 숙박시설, 야생

화 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판, 간이 천문대, 캠프장, 관광 안내소, 농촌 

체험 시설, 생태 학습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5% 정도를 마을 리더의 교육 훈련비에 투자

(마을 단위 농촌관광경  도농교류 활동 관련 교육이 대부분)하고 있다.

   관광마을조성사업 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책이 추진되었다. 매년 농

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마을을 선발하여 홍보하고, ‘1道1

村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지역거점마을로 육성하고 있다. 농산어촌 체험활

동 중 사고 발생에 대비, 보험 상품 개발․보급(2006. 6월 현재 65개 마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사1촌 운동(1개 회사와 1개 마을 간의 자

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다. 2006년 11월 현재 1사 1촌 운동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건수는 13,022개에 해당한다<표 4-8>. 

   각종 홍보 및 마케팅 활동도 전개되고 있는데 농산어촌체험박람회 개

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및 시상,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초등교사․학생 농촌체험행사, 

도농생활체험캠프, 농촌체험관광 우수여행사 포상 등도 추진되었다. 신

문․TV 등 기획연재 홍보,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체

험․휴양 정보 제공 및 그린맵 제작․배포, 금융상품(전원생활자금대출) 

전국적인 홍보, 경관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등을 통해 도시민의 제2주택 갖

기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관광을 주도할 인력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 육성 전문 교

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2005년 4월)되었으며 지역

표 4-8.  1사 1촌 운동 추진 현황(2006년 11월 현재)

합계 기업체 소비자단체
사회/

종교단체
관공서등 농협등 학교 기타

13,022 5,777 1,007 735 1,750 1,417 6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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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의 전문교육이 실시(2005년 10월 말

까지 1,332명)되고 있다.

   한편 농촌관광을 제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법령 정비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농어촌민박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농

어촌지역의 무분별한 펜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농어촌민박 사업을 육

성하기 위함이다(2005, 11.5 법시행). 이 법에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의 정의

를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는 경

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150㎡

(45평) 미만으로 변경, 화재 예방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

지기를 각 1조 이상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민박을 경 하

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민박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

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2005년 11월 5

일 이전에 지어진 농가숙박업은 45평을 초과하여도 경 주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5월 현재 지정된 농어가 민박사

업자 수는 11,659가구에 달한다. 그중 11,147가구는 법이 시행된 2005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민박업체이다. 따라서 이들 민박 사업자에는 대규모의 

펜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 60평을 초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

이 높다. 강원도의 경우 60평을 초과하는 민박사업자 수가 982건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의 펜션 붐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

었으며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부처가 추진한 시

범사업의 추진, 매스컴에서의 시범마을 소개, 각종 세미나 등은 농촌관광

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 다.35 

   또한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민박, 음식물 판매, 농산물 판매 

35 국민의 85.9%가 1사1촌 자매결연이 농촌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농림부 PCRM 

설문조사, 2004.12∼2005.1)이며 1사1촌 운동에 참여한 기업체 설문결과, 49%

가 도농교류사업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켰다고 대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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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농외 부수입을 얻고 있다(경기, 강원 일대에서는 농가의 농촌관광

수입이 농업생산수입을 웃도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마을 단위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농촌봉사활동 등 이루어지며 1사1촌 운동, 

1교1촌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마을에서는 체험활동, 농산물 판매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 경험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보

고서에 의하면 농촌관광 경험자가 1996년 기준으로 7.4% 는데(한국관광

공사, 1996), 2003년에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는 9.4%(2001

년 기준)로 늘어났고(박시현 등, 2003a), 2004년 총리실 조사에서는 10.6% 

(2002년, 2003년 기준)로 나타났다.

표 4-9.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 현황(2005.11.5∼2006.5.10현재)

지
자
체

전체
지정
건수

2005.11.5
이후
신규
사업자
지정건수

2005.11.5이전 기존사업자 지정건수

소  계

주택규모 및 유형별

150㎡(45평)
미만

150㎡(45평)
이상∼200㎡
(60평)미만

200㎡(60평)
이상∼300㎡
(90평)미만

300㎡(90평)
이상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계 11,659 512 11,147 5,499 190 2,569 130 1,318 121 1,227 93

대구 1 0 1 0 0 0 0 0 0 1 0

인천 600 4 596 288 11 144 9 68 4 68 4

경기 1,073 26 1,047 328 44 298 40 165 29 129 14

강원 3,374 132 3,242 1,372 45 807 36 477 34 430 41

충북 541 19 522 344 7 115 0 34 3 17 2

충남 1,065 23 1,042 356 7 437 2 129 1 110 0

전북 450 29 421 226 17 79 14 37 20 23 5

전남 1,377 108 1,269 962 0 172 5 78 7 36 9

경북 996 52 944 558 31 170 13 86 15 61 10

경남 1,402 92 1,310 884 28 226 11 99 8 46 8

제주 780 27 753 181 0 121 0 145 0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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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 지원 정책 평가

3.2.1. 내생적 산업화의 주요 쟁점별 정책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향토산업, 농촌관광 

등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 

고유한 목표와 대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성과 역시 개별 시행 사례에 따

라 다를 것이다. 또한 제품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도 달라질 것이

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내

생적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앞서 논의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36

가. 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세 사업체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향토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자금력 면에

서 취약할 뿐 아니라 제품 개발, 시장 개척, 마케팅, 품질관리 등의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사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제품화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피드

백 면에서 미약한 경우가 많다.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이루어진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테스트마켓(test market) 검증을 거쳐 시

장 판매를 해나가자면 거쳐야 할 과정과 시행착오가 많은데, 이런 면에서 

기술 지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36 이 장에서는 특정 정책을 한정하고 그 추진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감안하여 평

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만큼 정치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

이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개괄적인 선에서 정책 추진 경향

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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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37 연구개발 담당 기관과 실제 사업체 간에 긴 한 상호 연계를 이룰 

여건이 안 되어 있으며, 사업체의 현장 지식이 연구소 등으로 재적용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하다.

   둘째로, 제품 개발 지원만으로는 세 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 물론 

최종적으로 시장 검증을 거쳐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일은 개별 사업체의 

몫이지만, 이들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함을 감안하여 시장 개척 과정에서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로서 

경쟁 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 틈새를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 부문에서 이러한 마케팅 방면에 별다른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지 못하여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38 그래서 농특산물 가공 관련 활동들을 지원

하는 신활력사업이나 지역농업 클러스터 등의 정책에서도 마케팅 관련 사

업을 통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9 특히 식품, 

특산품 등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유통 부문에서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대형 소매점과의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 부분

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책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37 예를 들어 담양의 죽초액 가공품 같은 신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자면 단순히 건강에 효능이 있다는 정도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체적으로 어떠한 성분이 어떠한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 주도록 임상실

험 등으로 검증되어야 제품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이러한 작업

은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실험과 연구개발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데, 현실

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38 실질적인 제품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 내용이 이벤트 등을 

통한 제품 홍보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와 공공 부

문(지자체) 간에 보다 긴 한 상호 교류와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할 것이다.
39 반면 정부나 공공 부문 제품 조달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틈새 제품의 판로 확

보에 도움을 주는 사례들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령시의 머드비

누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경찰청에 일정 수량을 꾸준히 납품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공공기관의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하여 효과를 얻고 있다. 

보령 머드비누가 지자체 주도로 개발한 제품이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그

러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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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각종 규제 등의 적용을 완화해서 관련 업체가 활로를 모색토록 

하는 제도적 측면의 지원책이다. 그동안 가공산업이나 향토산업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의 세제나 금융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신산업 개발을 통해 활로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규제 개선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현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 규제를 

완화 적용토록 하는 정책이 실시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음식료품과 관련하여 규제 위주 행정에 대한 지적

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40

나. 관련 활동 간 전후방 연계 관계 형성

   내생적 산업화에서 중요한 관건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여러 경제활

동들 간에 전후방 연계가 맺어져서 가치사슬(value chain)이 지역 내에서 형

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협력 및 분업 관계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기회를 만들뿐더러 지역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역농업 클러스터나 신활력지역 지원 정책 등에서 농특산물 

가공 관련 사업들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지역 내 가치사슬 형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개 

초기 단계이며, 공공 부문 주도로 어떠한 활동들을 육성해 가는 단계여서 

폭넓은 전후방 연계 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보다 엄

한 사업 평가는 지역에서 주력 산업 분야가 두드러진 이후 그것을 중심

으로 관련 전후방 활동들의 연계 상황을 보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내 경제활동 연계 관계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하게 지

적하고자 하는 바는 앞서 설명했듯이 식품산업 부문과 원료 농산물 생산 

간에 연계 부족 문제이다. 농업 기반 내생적 산업화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

40 예를 들어 원주의 옻 농조합에서 개발한 옻 활용 음식료품의 경우 식약청의 

허가 문제로 제품 개발 후에도 이를 시장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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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음식료품업과 농림부의 농산물가공사업의 관계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체

(58,315개)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식료품제조업체

(8,051개)

농림부 농산물가공사업

(469개)

전통식품

(348개)

되는 노르웨이 농식품클러스터(Agrofood Cluster)와 같이 식품산업과 농업

의 긴 한 연계 관계가 형성될 만한 제도적 기반이 우리의 경우에는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는 그간 지원한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으로 운  실태를 파악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산업 중 극히 일부

분에 해당되는 업체일 뿐이다. <그림 4-3>에서 보듯이 이들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단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규

제를 받거나 통계청의 실태 파악 조사 외에는 그 운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식품 관련 업체들은 이처럼 규제의 대상으로 머무를 뿐 농정정책 대상

으로나 농촌지역개발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적

실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우며, 지역 농산물과의 연계하에 내생

적 산업화를 이루도록 정책 접근을 해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농촌관광 관련 정책에서도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 성과는 사업 대상

지마다 각기 달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관광개발 자

체에 주로 집중한 까닭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1 더구나 대개의 농촌관광개발

41 일례로 농촌 마을 20군데의 주민을 사례로 마을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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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마을 단위 사업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그것의 지역 내 연계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다. 지역 특성을 살린 자원의 발굴과 상품화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다른 곳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여부도 내생적 산업화

를 위해 중요한 정책 평가 사항이다. 제도상으로 이러한 사업은 전통식품 

인증, 지리적 표시제 등의 품질인증제도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다.

   우선 어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결부된 제품의 명성을 지적재산권화

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의 경우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그 지역의 제

품 생산자에게 해당 지역 명칭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

하고 단지 품질 인증 성격의 제도로서만 운 되었던 것이다(김수석, 2004). 

2005년 7월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도입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이 등록된 제품에 대해 배타적인 상표 사용 권한이 부여되면서 형식적인 

품질 인증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요건이 불투명하고 사후관

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대상 품목 지정을 남발

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여전히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전통식품업체 품질인증 및 명인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유

명무실한 지정에 그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해당 제품 생산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42 국산 가공식품의 차

결과에 의하면, 민박 및 음식점 등의 방문객이 늘었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난 

반면 농특산물 판매 수입이 늘었다는 답변 비율은 33%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송미령․성주인, 2004b).
42 명인제도 역시 그 취지는 좋지만 비록 명인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화재관리청이 

운 하는 식품부문 무형문화재의 경우 인간문화재라는 명예 외에도 일정액의 

전수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도가 존속되고 있었다. 반면 전통식품 명인은 

말 그대로 이름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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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극히 낮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43

   아울러 전국에 산재한 향토음식과 같이 지방이나 가정마다 제각기 고

유한 방식으로 농산물을 가공하는 전통식품의 특성상 육성 정책의 일환으

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 규격 기준의 설정이나 품질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가

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같은 한과라도 강릉과 봉화, 예산 

등 지역마다 각기 사용 원료와 만드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준규격으로 획일화하여 지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44

라. 다양한 지역사회 단위 활동을 위한 주체 형성 지원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해갈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내생적 산업화의 성공에 밑거름이 된다. 이런 면

에서 볼 때 현재 각종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에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

으나, 사업을 통해 역량있는 주체 형성을 이끌어 낸 사례들은 그리 흔치 

않은 실정이다. 

   농촌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마을 단위 공동 시설 조성에 지원이 집중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설의 운 을 위해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주민 

참여를 중요하게 내세운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인력 양

성 문제는 소홀히 다루며 사업은 결국 한두 사람이 떠맡는 양상으로 흐르

곤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에 나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43 일례로 2001년도에 전통식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통식품인증제도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4.9%에, 불과

하고 들어는 보았다는 사람이 38.8%,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예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동필 등, 2001)으로 나타났다. 2006년 유사한 질문에서도 겨

우 3%의 응답자만이 전통식품품질인증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이계임 등, 2006).
44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무슨 품질을, 어떻게 확

인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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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단지 마을 일이라 함께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역량 형성이 가능

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만한 동력은 추가

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투자되는 경우에야 만들어지는 현상도 나타난

다.45 이런 경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요컨대 단순히 공동 활동이라고 해서 사업 전망이나 추진 주체의 역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경우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마

을 단위 농촌관광사업에서도 농촌관광 관련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

선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체계 구축을 하는 데는 미흡하다. 농촌관광정책이 

마을 단위 공급시설의 확충에 비중을 둠으로써 품질관리, 관련 당사자의 

네트워킹, 조직적인 홍보, 자율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 등은 상대적으로 소

홀하다. 

3.2.2. 현행 정책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내생적 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특징을 종합하자

면 공급자에 치중하여 시장의 수요를 반 하는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식품산업과 농산물 생산이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최종적인 시장의 상황에 맞도록 농산물을 생산하여 관련 

산업 부문에 공급하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

요자 요구에 맞추어 팔리는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

는 데 역점을 두는 상황이다(황수철, 2006). 원료 농산물의 잠재적 수요처

인 식품산업 분야는 농정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농림부가 지원하는 가공

산업은 단지 농산물 유통 개선이나 농가소득원 증대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

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관광 부문 역시 공급 본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45 각 마을개발사업 단계별 주민 활동 정도를 주민 참여 지수로 계량화하여 분석

한 송미령․성주인(2004b)의 연구에 의하면 복수의 사업이 실시되고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마을일수록 주민 참여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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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차 농촌관광 수요가 늘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의 농

촌관광개발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름대로 설정한 

정책 목표에 따라 공공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 까닭에 소비자에게 매력적

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전국 어디를 가나 유사한 체험 프로그램이 

만연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 사업을 책임성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지 공동의 활동이라 해서 정부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성을 갖

춘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공공의 지원이 비효율을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관광 부문 사업의 경우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관

광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경제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그것이 독립된 산업으로 자

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46 이 점이 현행 정책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4. 농촌지역 내생적 산업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4.1. 정책의 기본 방향

가. 관련 업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의 발전 모색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공업체나 향토산업 업체들이 세하다는 점을 감

안하여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 지원에 기대기

에 앞서 개별 업체 차원의 내부적인 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6 경제학 사전에 ｢산업이란 동일한 재화(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의 집합｣이

라고 정의되어 있다(신태환 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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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신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 생산 및 판매 방식 개선 등의 노력은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 실천할 사항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산업 동향, 시장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수

집과 마케팅 등을 벌이는 데 개별 업체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 지자체 주도 연구소 설립, 외부 기술 의뢰 등의 지원이 중시

되었으나, 향후 정부 지원은 이처럼 업체 간 협력 관계를 이루고 품질 관

리, 업체 간 학습 등의 공동 활동을 벌이는 데 지원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체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 활동

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 공동의 품질 관리와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공동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

어야 한다.47 특정 지리적 장소 내에 있는 업체끼리 상호 작용을 통해 자

연스레 공유되는 암묵적 지식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역 경쟁력의 동력으

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향토산업 지원의 명분도 있는 것이다. 공공 부

문의 지원도 이러한 공동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체 특성에 따라 지원 목표와 내용 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산업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지역의 전통 보전 차원에서 유지

가 필요한 업체들은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산

모시, 칠기산업 등 여러 전통공예품들이 시장 여건 변화와 생산자의 세

성 등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들 전통산업은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이들 제품에 담겨 있는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발판으로 삼아 

연관 제품을 개발할 경우 고급품이자 문화상품으로서 전통 제품의 차별화

된 품격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는 것이 성공의 관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47 향토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후계 인력 양성 등의 문제에도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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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산업과의 연계 발전

   그리고 식품산업이 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가공산업이 농산물의 핵심 

수요처 역할을 하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

물 가공산업 정책의 방향은 이제까지와 같이 단순한 농수산업의 보호육성

이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농가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국민 식생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한 식료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정책의 기본이념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식품원료 농산물의 공급․유통․가공․품질 등을 포괄하

는 소위 ‘한국형 푸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 일환으

로 통합된 식품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해야 한다. 

   한편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우 국가적으로는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향에서 그 정책 골격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지자체 차

원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지역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그 품목 특성이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원료 공급을 광

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 시․군 지자체를 아우르는 광역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48 

   예를 들어 태백, 월,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을 묶는 공동의 사업 

추진 체계로 출발한 ｢백두대간농업포럼｣의 경우는 농림부 지역농업 클러

스터 사업 추진을 계기로 권역 내 농협들을 포괄하여 연합사업을 벌이기 

48 예를 들어 과거 단위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지가공업체 지원의 경우

도 점차 광역화하여 산지거점유통센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장수

군에서는 새로 건립되는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원활한 운 을 위해 장수, 무주, 

진안, 남원 등 인접 4개 시․군이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등의 행정 협약을 체

결한 바 있다.



110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위해 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하 다. 이러한 공동조직 구성 이후 농협의 광역

적인 경제사업이 가능해지면서 가공공장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되는 

등의 효과를 얻기도 했다.49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시․군 지자체의 경

우 그러한 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충분

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지역 브랜드 관리를 통한 차별성 확보

   농특산물과 향토산업 등 농촌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내생적 산업

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체는 결국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향토산업 그 자체만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충

분히 거두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산업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 브랜

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을 대표

하는 어떠한 제품을 중심 테마로 하여 관련 활동들을 연계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로 관광, 축제 등과 연계하거나 장소 가꾸기의 소재로 

삼는 방안이다. 이는 농촌 어메니티 개발과도 직접 연관되는 과제이다.

   <그림 4-4>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 브랜드화는 어느 중심 

테마를 기반으로 관련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

한 네트워킹이야말로 공공 부문의 정책을 통해 유도해갈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타 활동 분야와의 성공적인 네트워킹은 다시 해당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미 보성군 녹차산업의 경우처럼 관광객들의 다원 방문이 녹차 본고

장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것이 다시금 보성산 녹차의 브랜드 가

치를 높이는 연쇄효과를 낳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례이다(성주인, 2006).

49 예를 들어 월의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범 전에는 가공 

규모가 연간 40억 원으로 가동률이 48%에 불과하 다. 그러나 공동사업법인 

출범 후 이러한 가동률을 이전보다 10% 높여 주는 대가로 그 늘어난 물량만

큼은 회원조합의 생산품을 쓰도록 회원 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다른 지역 농협에서 고춧가루 가공공장 신설을 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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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지역 브랜드 전략에서 관련 활동들의 연계와 통합

개별 활동들 지역 내 개별
활동들의 통합

적절한 역할 부여와
네트워크 완결

지역을 상징하는
의미 제시다른 분야의

네트워크와 연결

지역의 이미지
강화

자료: 성주인(2006)

갯벌흙을 이용한 비누, 샴푸, 화장품 등 머드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보령시의 경우도 매년 여름 개최되는 머드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머드 제품

의 홍보 효과를 올리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50

   이와 같이 지역의 농특산품을 바탕으로 한 장소 가꾸기 노력을 벌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전통적인 자원, 기술, 지식, 노하우 등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춘천막국수․이동

갈비․초당두부․현풍할매곰탕․충무김밥․순창고추장․남원추어탕 등 많

50 보령 머드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사업 시작 초기인 1998년 이전에는 5억~6억 

원 규모를 기록하다가 머드축제가 1998년 개최된 후부터 매출이 10억 원 이상

으로 크게 상승하 다. 아울러 연중 상설적으로 머드 체험을 할 수 있는 머드

체험관이 건립된 이후인 2006년부터는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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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토음식들이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이들 식품

에 대한 제조방법의 표준화가 미비하고, 음식명에 대해 ｢상표법｣이나 ｢특

허법｣ 상의 보호가 미흡하여 제조 및 판매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방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 단위에서뿐 아니라 경쟁력 확

보에 유리한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 지적재산권 관리를 

담당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제 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도 그 일

환이 될 것이다.

라. 산업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농촌지역 내생적 산업화의 최종 목적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산업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를 최종 목

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

화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부

분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품의 생산자,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 이 물건이 사고 팔리는 시장, 그리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이다. 다

시 말하면 자기 책임 아래 경 을 하는 다수의 개별 경 자의 존재, 이들

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상품, 그 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

는 여건, 그리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의 존재가 중

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정책적인 노력보다는 경  주체와 그들이 만든 조

직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같은 조건이라면 정책적인 노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산업화 속도가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 

   농촌관광을 예로 들자면 농촌관광의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

저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개별 경 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촌관광 경 자는 반드시 농가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본력과 경  능력을 가지는 도시로부터의 은퇴자, 농촌에 거주

하는 비농가, 이들로 구성된 조직체 등에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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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농가가 아닌 다른 농촌관광 경 자에게도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

공해야 한다. 정부 지원에 의한 농촌관광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는 농촌관광 마을에서 선발된다. 마을리더, 관련 

공무원 등이다. 교육 대상을 농가 혹은 관광 마을에 한정하지 말고 농촌관

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 경 자 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부러 경 자 조직을 육성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만 당사자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양한 형태의 경 자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들

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때 농촌관광의 수요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상품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며, 상품

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경 자가 양질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 기능의 형성을 위해서는 농촌관광 정보 전달체계의 구축과 거래

비용의 절감 방안이 요망된다. 정보의 전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촉진된

다.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농촌관광안내책자, 인터넷상

의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여행사의 여행상품 카탈로그, 매스컴에서의 홍보, 

경험자의 입소문 등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더욱 바람

직한 것은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보전달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박

시현, 2004).51

   정보 제공 활동과 함께 농촌관광 상품 거래 비용의 절감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관광정보를 입수하며, 예약 등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 역시 더욱 낮은 가격으로 자기 상품을 선전하

51 농촌관광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유럽의 경우 보통 공급자 조직에서 이를 담당

하는 경우가 많다. 공급자 조직은 농촌관광 상품 정보를 수요자에게 다양한 매

체를 동원하여 전달하며 수요자의 수요 동향을 조직에 가입한 공급자에게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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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관광이 산업

화되면 될수록 거래비용은 낮아지고 반대로 낮은 거래비용은 농촌관광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활

한 정보유통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대금 결제방식, 예약 및 환불 시스템

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경 자가 농촌관광 상품의 질을 높이고자 할 때 활용

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촌관광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가가 숙박시설을 꾸미고자 할 때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농촌관광정책은 마을 단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농촌 어메니티가 개선되고 공동주차장, 마

을공동화장실과 같이 농촌관광 기반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러나 마을 단위 농촌관광정책은 필요 이상으로 공동 운 시설의 농촌 마을 

내 입지를 유도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공동 시설운

으로 인한 소득 증대보다는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오히려 많

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숙박시설, 체험시설의 설치는 농촌관광 경 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

이다.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얼마나 설치하는 것은 경  전략상 매우 중요

한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개별 경

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의 수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단에 책임을 지는 다수의 경 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경  시설 지원은 

가급적 개별 경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박시현, 2004).

4.2. 농촌의 내생적 산업화를 위한 추진 과제

가. 중앙 및 지방 단위 추진 체계 정비 

   먼저 농촌정책의 일부분으로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 및 농산물가공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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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농정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 조정 및 체계적인 산업 육성 노력을 벌여

야 한다. 식품산업과 국내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식품

산업체와 원료농산물의 계약재배를 촉진하거나 원료농산물의 주산지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업체 육성, 특정 지역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소비를 하나의 ‘푸드시스템(food system)’이란 차원에서 연결 고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의 촉진, 그리고 국산 식재료의 단체급식 확대 등

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한 안전 식품의 안정적 조

달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농림부에 이를 전담하는 ‘식품산업정책국(가칭)’을 설치하고 식품산

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식품의 안정적 수급과 식품산업의 경

쟁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식품산업정책 추진, 식품산업과 국내농업의 연

계 강화, 건전한 식생활문화의 정착과 환경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부 내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되는 양곡가공(양곡관리법), 

축산물가공 및 HACCP 관리(축산물가공처리법), 과일가공, 인삼가공(인삼

산업법) 등 그 밖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농산물가공산업지원(FTA특별법)과 

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농산물가공산업육성

법)의 관계를 통합, 조정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농특산물 가공 관련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를 높이자면 지자체 간의 광역적인 연계를 이루는 추진 단위

가 필요할 수 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백두대간농업포럼의 경우 중국 

농산물의 위협에 맞서서 배추, 감자, 고추 등 고랭지농업 위기 극복 노력이 

요구되면서 태백, 월,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 하에 결성된 것이다. 이후 농업포럼에서는 4개 시․군의 행정 업무

를 통합해서 하고, 실제 사업 추진은 관내 15개 농협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을 중심으로 운 하도록 하 다. 법적 근거를 갖춘 추진기구를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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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농산물가공 주요 관련 제도 및 정책

해당
부서

관련제도 정 책 내 용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지역특구지정

행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활력사업(행자부)

지역산업기술혁신사업(산자부)

지역 특화산업육성(산자부, 중기청)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전통식품품질인증

전통식품명인제도

주류제도면허추천제도(주세법)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법)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제도

농산물가공식품원산지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 관리

농업농촌기본법

농공단지조성(특화단지)

지역특화산업

향토산업육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양곡관리법 양곡가공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

축산물에 대한 HACCP 관리

인삼산업법 인삼류가공

보건

복지부

식품위생법
일반식품업체에 대한 허가, 표시 및 위생관리

일반식품에 대한 HACCP 관리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허가 및 위생관리

산업

자원부

산업표준화법 가공식품 표준화(KS)제도

제조물책임법 가공품에 대한 제품, 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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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속적인 사업 운 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이러한 사업 추진 체계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것이 모범답안이라 할 수도 없다. 다만 지방 단위에서 주민, 

지자체, 기업, 농협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 역할모델을 지속

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다시금 다루기로 한다.

나. 관련 규제의 개선

   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지나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민간부문

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식품을 제조

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가

공시설의 종류와 규격, 자본금 규모를 설정한다거나 원료의 종류와 제조방

법을 규정하는 것, 그리고 효능표시나 광고 및 홍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이나 식품의 위생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향

토음식이나 지역 특산품의 제조허가에 필요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존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토착 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오랜 기간 지역 내에서 축적된 전통 지식, 기술, 노하우 등과 지역 고유

의 자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우선 향

토자원 중 지역 특산품의 경우는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단체표장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농특산물이 지니는 차별적 속성과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 간

의 인과 관계에 대한 면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리적 표시 등록

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결과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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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해당 제품의 차별적인 품질에 대한 인증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것이 곧바로 제품 브랜드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무형의 전통 지식에 대해서도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김수석(2004)은 전통 지식을 발명에 활용하는 

경우 발명가가 그 출처를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52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전통 지식 DB를 구축하고 이를 특허청에서 통합하여 발명의 선

행기술로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라. 공공 주도 사업의 성공적인 운 을 위한 여건 마련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특히 신규 사업 개발 등이 추진될 경우 

이는 불가피하게 공공 주도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특산물 가

공 및 향토산업 업체들의 경  여건이 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 주

도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업의 성패는 시장에서 소비자들

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주도로 사업단 등을 운 하더라도 경  능력과 시장에 

대한 감각을 갖춘 전문 경 인을 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순환근무로 긴 안목에서 책임 경 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공공 주도 사업이라도 민간 부문 전문가의 참여는 중요한 과

제이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공공의 지원이 필요 없어질 경우

는 다양한 형태로 독립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53 지방공기업 

52 또한 업 비 (trade secret) 형태로 그 권리를 보호하거나 토착 유전자원의 권

리 보호와 유사하게 ‘토착자원’의 유출을 막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김수석, 2004).
53 물론 섣부른 독립은 경계할 점도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사업을 운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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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라든지, 민간 위탁 운 , 나아가 법인으로 독립하는 등 여러 방식이 가

능할 것이다. 참고로 보령 머드산업의 경우 시에서 직 을 하면서 몇몇 제

품은 대기업과 연계하여 주문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

며, 장수군의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공공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

는 주민 주도 추진기구로 현재 운 되고 있는데, 장차 법인 형태로 독립할 

계획인 조직이다.

마.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1)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2) 국산 원료농산물의 소비 촉진

을 통한 수요창출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3) 농가 또는 지역에서의 가공

사업 참여를 통해 수요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4) 

향토음식이나 전통식품 등 고유한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은 제조방법과 사업주체, 그리고 국산원료농산물의 사

용 여부에 따라 <표 4-8>과 같이 4가지 사업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업체의 유형별로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Ⅰ유형)의 경우 사

업주체나 입지는 비록 농업인과 농촌지역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관광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등을 육성하는 

것은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통문화의 재현이나 우

리 몸에 맞는 식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이에 비해 사업주체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인 (Ⅱ유형)의 경우 농업

인이 직간접적으로 가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산농산물의 소비 촉진은 

경상비는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며, 민간에서 제품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지역 브랜드 자체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운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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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공 및 유통과정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

외소득(겸업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Ⅲ유형)의 경우 비록 농촌에 입지하지 않은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라도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역시 농산물의 

수요창출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농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Ⅳ유형)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국내 농업과는 오히

려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먹거리인 식품을 공

급한다는 점에서 식품으로써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형별 사업 목적과 대상에 따라 농산물가공업체의 

유형별 육성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통식품과 향토음식(Ⅰ유형)은 

기준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축소하여 보다 엄격하게 대상 품목과 품질을 관

리하고, 그 일환으로 전통식품 명인지정 및 지리적 표시 등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아가야 한다. 농가 및 농민단체 등이 운 하는 가공

업체(Ⅱ유형)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및 경 지도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체 음식료품 제조 및 유통업체(Ⅲ유형+유통,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수요창출이란 차원에서 계약재배, 원료구입

자금 지원 등의 새로운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표 4-11.  농산물가공업체의 유형 구분

전통 제조방법 사업주체(농가) 국산원료사용

Ⅰ 유형 ○ × ○

Ⅱ 유형 × ○ ○

Ⅲ 유형 × × ○

Ⅳ 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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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의 하나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

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은 물론 

(Ⅳ유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성 관리와 함께 수급정책 차원

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소결

   농산물 가공업, 향토산업, 어메니티 관련 산업(농촌관광) 등의 육성을 

위한 노력은 결국 농촌의 내생적 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겨냥한 것

이다. 이러한 내생적 산업발전 정책의 성패는 농촌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주민이나 관련 주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모

으고 이들 간에 협력을 이끌어내느냐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의 내

생적 산업화 전략은 외부의 성장지역과의 기능적인 공간통합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는 기존의 지역개발전략과 구별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생적 전략 역시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갈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주민과 지역 내 여

러 주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고 공동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이 강

화되도록 하는 과정 자체를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내

생적 전략은 지역사회개발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이런 방향에서 볼 때 향토산업 자체의 산업화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의 수익성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차라리 지역사회 단

위에서 주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유정규, 2006) 정도

의 위상을 모색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시․군 지자체라는 공간적 단

위는 외생적인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분극 형성(polarization)의 힘을 근본

적으로 거스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보다는 지역사회의 유지와 통합 등

을 위한 구성원들의 공동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보다 적합한 단위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지역사회 단위 활동들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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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제6장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부분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바

로 이러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을 위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시

도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 NPO 

등의 대안적 활동 가능성을 살펴보는 논의가 될 것이다. 

   내생적 산업화 전략은 이러한 지역사회 단위의 대안적 활동들과 긴

히 연계를 이루며 추진되는 것이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점

을 이 장의 말미에서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을 지역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표면적인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

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3차 산업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을 대

상으로 다양한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농촌 공업화와 도

소매업 활성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공업화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대표적인 농외소득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고, 도소매

업은 농촌지역 3차 산업에서 주류를 이루고 농촌 중심지의 쇠퇴 현상과 재

래시장 지원정책 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도농 소득격차 완화와 농촌지역 2․3차 산업

   농촌지역의 고용 창출이 어느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두 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산업별 종사자 수이다. 이는 통

계청의 ‘시군구별 주요통계자료’에서 작성한 사업체 종사자 수이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는 사업체 종사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나타낸다. 

   <표 5-1>은 통계청의 ‘시군구별 주요 통계자료’로부터 작성한 지역

별․업종별 종사자 수이다. 여기에서는 농촌지역을 통합시와 군으로 분류

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농촌지역에서는 제조업(31.7%), 도

소매업(14.08%), 음식 및 숙박업(12.36%)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다. 이들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  제5장



124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

세 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31.7%로 도시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 19.0%보다 훨씬 높은 편

이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이 제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

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1.  지역별․업종별 종사자 수 구성(2003년)

단위: 명, %

전국 도시 농촌

전체 14,729,166 100.00 9,905,781 100.00 4,823,385 100.00

농업 및 임업 27,723 0.19 3,823 0.04 23,900 0.50

어업   7,481 0.05 4,295 0.04 3,186 0.07

광업 20,537 0.14 4,378 0.04 16,159 0.34

제조업 3,411,003 23.16 1,884,521 19.02 1,526,482 31.65

전기․가스․수도사업 62,312 0.42 33,420 0.34 28,892 0.60

건설업 713,775 4.85 502,601 5.07 211,174 4.38

도소매업 2,539,189 17.24 1,859,851 18.78 679,338 14.08

숙박 및 음식점업 1,738,724 11.80 1,142,788 11.54 595,936 12.36

운수업 858,018 5.83 635,346 6.41 222,672 4.62

통신업 139,273 0.95 99,769 1.01 39,504 0.82

금융 및 보험업 600,173 4.07 446,125 4.50 154,048 3.19

부동산 및 임대업 395,880 2.69 314,647 3.18 81,233 1.68

사업 서비스업 926,229 6.29 795,183 8.03 131,046 2.72

공공행정, 국방, 사회 508,032 3.45 313,186 3.16 194,846 4.04

교육 서비스업 1,079,364 7.33 704,031 7.11 375,333 7.78

보건 및 사회복지 559,258 3.80 391,831 3.96 167,427 3.47

오락, 문화 및 운동 354,974 2.41 251,947 2.54 103,027 2.14

기타 공공, 사회, 개인 787,221 5.34 518,039 5.23 269,182 5.58

자료: KOSIS(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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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노동부의 고용보험 DB에 나타난 근로자 수를 살펴본다. 고용

보험 DB는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양질의 고용

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122

만 명으로 농촌지역 전체 피보험자 수의 55.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5.0%와 1.4%로 상당히 낮다. 오히려 

건설업(8.1%)이 도소매업보다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다. 

표 5-2.  지역별․업종별 피보험자 구성(2004년)

단위: 명, %

전체 도시 농촌

명 % 명 % 명 %

농림어업 24,964 0.34 11,186 0.22 13,778 0.62 

광업  16,349 0.22 7,478 0.15  8,871 0.40 

제조업 2,694,900 36.90 1,475,154 28.95 1,219,746 55.23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59,379 0.81 44,821 0.88 14,558 0.66 

건설업 513,482 7.03 334,612 6.57 178,870 8.10 

도매 및 소매업 760,456 10.41 651,245 12.78 109,211 4.95 

숙박 및 음식점업 156,165 2.14 125,690 2.47 30,475 1.38 

운수업  488,419 6.69 379,013 7.44 109,406 4.95 

통신업  42,067 0.58 38,241 0.75   3,826 0.17 

금융 및 보험업 353,236 4.84 287,399 5.64  65,837 2.98 

부동산 및 임대업 216,018 2.96 180,156 3.54  35,862 1.62 

사업서비스업 957,564 13.11 848,112 16.64 109,452 4.96 

공공행정, 국방, 사회 107,882 1.48 66,079 1.30  41,803 1.89 

교육서비스업 198,460 2.72 133,392 2.62   65,068 2.95 

보건, 사회복지사업 384,405 5.26 269,506 5.29 114,899 5.20 

오락, 문화, 운동관련  95,299 1.30 67,148 1.32  28,151 1.27 

기타공공, 수리, 개인 233,960 3.20 175,469 3.44  58,491 2.65 

가사서비스업     777 0.01    580 0.01 197 0.01 

국제 및 외국기관     269 0.00     268 0.01      1 0.00 

전체 7,304,051 100.00 5,095,549 100.00 2,208,502 100.00 

자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중앙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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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농촌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

식 숙박업이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농촌지역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세 자 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지속적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농촌 입지

가 중요하다. 제조업의 농촌 입지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용창출 뿐만 아

니라 지역자원 활용, 지역 내 기존 산업과의 연관관계 형성, 이윤의 지역 

내 재투자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체 종사

자 수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농촌지

역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2. 농촌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2.1. 정책의 개요 

   농촌지역의 공업화 정책은 1960년대 후반 시작된 부업단지사업부터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촌의 광범위한 잠재실업과 그로 인한 

절대빈곤에 대응하여 농가의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소득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조성된 부업단지에는 농업

의 부산물을 활용한 농산자재나 생활필수품을 제작하는 가내공업 형태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유휴지를 활용한 과수와 약초 재배, 양봉이나 

토끼 등 중소가축의 사육과 같은 농축산 부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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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본격적으로 농촌 공업화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72년부터인데 농

공병진의 이념에 따라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이 추진

되었다. 1983년까지 총 1,357개의 공장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었

는데, 지역에서 원료를 조달하거나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인 업

종을 주 대상으로 하 다. 이 사업은 농촌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상황

에서 농촌의 고용 증대와 수출 진흥, 농외소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이루어져 농촌지역 

산업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현재와 같은 농외소득정책의 틀이 마련된 것은 1983년의 ｢농어촌소득

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이다. 이 법은 1970년대 말부터 제기된 개방농정

론과 농업소득 한계론에 대한 대응으로 농촌 공업화와 관광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핵심정책으로서 

‘농공지구’ 사업을 제시하 다.

2.2. 농공단지 조성 정책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중소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업체에 대해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을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업 유

치를 촉진하는 시책이다. 이 시책은 과거 부분적인 지원으로 개별 또는 분

산적인 농촌공업개발을 추진해 온 ‘새마을공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입안

되었다.

   초기에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시장․군수

가 도지사를 거쳐 지정 신청을 하면 “중앙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 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 추진으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권, 실

시계획 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있으며, 지정 승인권만 시․도지사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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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기능은 정책 추진상의 애로를 타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

되는 사업들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 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정리하여 지

자체의 자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공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과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농공단지 개발 시에는 단지 조성비와 공동 

이용 건축물 철거비 및 폐수처리장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

지 개발시에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면

제하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지원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이 있다. 이 외에 입주 기업

들에 인력 확보 지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인력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다.1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은 주로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재정자

립도, 공업 집적도, 공장 면적을 종합평가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

촌, 우선지원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평당 각 3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차

등 지원한다.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이 외에 환경부는 환경 기준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농어촌지역 중

에서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 지역으로 하고 있다.2 다만 시․도지사

가 인력 수급, 기반시설 등 입주 기업의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읍과 연접하지 않은 면 지역에도 지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조성 실적을 보면 2006년 2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344개의 농공단지 

48,051㎡가 지정․조성되었다. 시기별로 보면 1990년까지는 매년 40-50개 

정도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나 1995~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5개 미만

 1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정책과 관련한 최근 자료로 ｢농공단지 사업의 평가 및 

운 개선 방안 연구｣(농림부, 2005)가 있다.

 2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중소도시와 공업개발

과 지역(공업단지 100만 평 이상 보유 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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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며, 2002년 이후 다시 11-12개 수준의 농공단지

가 지정․조성되고 있다. 지역 유형별로는 일반 지역에 119개(37.8%), 추

가지원지역에 107개(34.0%), 우선지원지역에 78개(24.8%), 전문단지는 9

개(2.9%)가 지정․조성되어 있다. 

   농공단지의 2006년 2분기 현재 분양률은 98.2%로 국가산업단지나 지

방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

기, 충북 등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은 100% 분양 완료되었으나, 전남(97.3%), 

강원(93.4%)등에서는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5-3. 시 도별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천㎡, %

구분 단지수 조성면적
분양현황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합 계 344 48,051 38,130 37,444 686 98.2 

부 산 1 259 189 189 - 100.0 

대 구 2 353 284 284 - 100.0 

광 주 1 324 269 269 - 100.0 

울 산 4 597 457 457 - 100.0 

경 기 1 117 96 96 - 100.0 

강 원 29 3,889 3,060 2,857 203 93.4 

충 북 40 4,868 4,135 4,135 - 100.0 

충 남 72 10,488 7,924 7,883 41 99.5 

전 북 38 4,972 4,113 4,012 101 97.5 

전 남 42 6,242 5,034 4,896 138 97.3 

경 북 54 8,944 6,896 6,803 93 98.7 

경 남 57 6,686 5,434 5,324 110 98.0 

제 주 3 312 239 239 - 100.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6.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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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현상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또는 대규모 공

업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인근 교통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접근성 및 물류비용이 과다한 곳이라 할 수 있다(농림부, 2005).

   농공단지별 규모 한도는 10만 평이지만 평균 약 43,839평으로 나타나

고 있다. 평균 분양가는 분양 당시 가격으로 평당 약 11만 5천 원이다. 업

체당 평균 분양 면적은 3,012평(9,958㎡) 정도이다.

   2006년 2분기 기준 입주계약업체는 4,900개이며, 그 중 공장설립을 완

료한 업체는 4,542개, 가동률은 평균 92.2% 수준이다. 가동률 면에서 국가

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로는 대도시지역이나 수도권에서 가동률이 높으며, 제주, 전남, 전북은 가

동률이 낮다.

표 5-4.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가동률 현황

단위: 개, %

구분 단지수 입주계약
공장설립완료

소계 가동 휴폐업 가동률

합 계 344 4,900 4,542 4,182 360 92.1

부 산 1 21 21 21 - 100

대 구 2 61 61 61 - 100

광 주 1 56 56 53 3 94.6

울 산 4 109 108 105 3 97.2

경 기 1 4 4 4 - 100

강 원 29 603 549 519 30 94.5

충 북 40 390 375 353 22 94.1

충 남 72 778 701 657 44 93.7

전 북 38 528 479 405 74 84.6

전 남 42 781 717 633 84 88.3

경 북 54 846 797 736 61 92.3

경 남 57 672 625 591 34 94.6

제 주 3 51 49 44 5 89.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6.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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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소기업지원 정책

   농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세 중소기업은 농촌

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의 성공은 농촌지역에서의 

지속적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자금 지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개발

원에서 파악한 자료(한국개발연구원․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에 의하

면 2003년 중소기업 관련 자금의 총 규모는 약 103,040억 원으로 농림예산

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77%인 7조 9,672

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은 14개 부처가 232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 2004년, 2005년 

중소기업시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사업 개선 등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도 비슷한 개수의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수출 및 판로지원, 경  안정, 인력지원,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균형, 

정보화의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 및 특징

은 다음과 같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과 경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체질

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기업의 설비 개보수를 지원한다. 기금에 의한 

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와 상품화를 지원하고 애로기술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다. 이 사업은 기술 혁신, 기술 인프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출연 보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 창업자와 중소․벤

처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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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벤처 

인프라, 창업 인프라, 창업지원, 벤처출자 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며 

기금에 의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은 수출 가능성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

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판로․정보․홍보 등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시 수출 역량 강화, 해외 마케팅으로 

분류되어 지원된다. 수출 역량 강화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

록 금융 및 행정, 인증, 수출 대행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은 전시회 

개최 및 참가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경  안정 지원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판매․기술개발활동을 적

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원․부자재 구입 및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 국내․외 판로개척 자금, 

기업 경 활동에 필요한 자금, 거래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

금난 발생시 회생자금(특별경 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경  안정 관련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연수지원, 입지지원, 지도 및 컨설팅 사업으로 분류

되어 추진된다. 

   인력 지원은 현장 근무 기피현상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난을 해소하

고 첨단업종으로의 다각화에 따른 고급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의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양적․질

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균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균

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보화는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규모별

로 정보화 수준에 맞는 사내 IT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보화 관련 전문 인

력 양성,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산업 전반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로 DB, 통계자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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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보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 구축으로 구분된다.

2.4. 농촌공업화 정책 평가

   정부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 사업 등은 농촌지역의 공업

화를 앞당기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

에서 제조업이 생산액 규모에서나 종사자 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3 제조업의 농촌지역 입지는 농가의 농외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역

할도 수행하고 있다. 제2장의 농가의 소득구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농가의 

농외소득 중 사업외소득이 1985년 14.7%에서 2005년 24.1%로 증가한 것

은 농촌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통계적인 수치 변화는 정부의 농촌지역 공업화 정책이 전반적

으로 성공하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와 기업경 자의 입지 선택이 서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지만, 정부의 산업

입지정책과 경 지원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 다고 말할 수 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국한할 경우 농공단지에 고용된 인원은 2004년 

말 현재 11만 3천 명에 달하는데 그 중 농업인이 28%인 2만 2천 명을 차

지하며, 현지인은 8만 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총 임금 규모는 2조 794억 원을 상회하며, 1인당 임금 수준도 

1,9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림부, 2005). 농공단지가 입

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소득이 증가하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고용보험 DB상에서는 제조업의 종사자가 지역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충북 진천군(79.5%)과 전남 함평군(78.5%) 등 총 45개 지역에서 50%가 

넘고 있다. 전체 140개 시․군 가운데 총 104개 지역의 경우에 전체 고용인원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4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촌공업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농촌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으로서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그 기

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 관계가 지역 내에 형성되어 산업클러스터 혹은 

단지로 발전하게 되고, 유치 기업의 직원들이 지역 내에 이주해 옴으로써 

지역의 인구를 늘리며, 이러한 효과가 서로 작용하여 지역이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효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업이 입지함으로써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고용 창출 효과이다. 앞

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촌공업화에 의해 현지인의 고용기회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현지인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불안한 계약고용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기

업의 핵심인물, 경 주 등은 외부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를 통해서 남과 호남 지역 100개 기업의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호남의 100개 기업체에서 현지에서의 

인력 채용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지

역 모두 인력의 6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업체의 비율이 절반 가

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인력 확보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지

역은 2.34로 다른 항목에 비해 인력 확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호남 

지역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높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만족도가 2.65

로 비교적 낮다.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제

조업체들이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업체들이 당장 어쩔 수 

없이 현지 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특히 전문 인력을 확보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치로 표현되지 않지만 기

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일수록 현지에서 원하는 노동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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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지역 내에서의 인력 확보 비율
단위: %

지역 구분 0-10% 11-30% 31-60% 61-80% 81-100%

호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4.6 21.0 18.7 16.3 39.6 

단독 입주업체 5.9 35.3 17.7 11.8 29.4 

계 5.0 25.0 18.3 15.0 36.7 

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23.8 23.8 19.0 11.9 21.4 

단독 입주업체 0.0 10.0 10.0 15.0 65.0 

계 16.1 19.4 16.1 12.9 35.5 

합계

농공단지 입주업체 14.1 22.4 18.8 14.1 30.6 

단독 입주업체 2.8 22.2 13.9 13.9 47.2 

계 10.7 22.3 17.4 14.0 35.5 

자료: 호남 지역의 경우 응답한 설문지 69부 중, 농공단지는 48부, 단독입주업체는 21부임. 

남 지역의 경우 응답한 설문지 62부 중, 농공단지는 42부, 단독입주업체는 20부임.

표 5-6.  기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

지역 구분
지역 
입지

도로 
등의 
인프라

물류 
비용

인력
확보

원료 
조달

종업원 
생활
여건

금융, 
세제, 
법률

호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1.37 1.38 2.75 2.88 2.38 2.83 2.58 

단독 입주업체 1.95 1.38 3.10 2.43 2.43 2.95 2.71 

계 1.66 1.38 2.93 2.66 2.41 2.89 2.65 

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3.24 3.26 2.64 2.12 3.14 3.10 2.76 

단독 입주업체 3.05 3.25 2.90 2.80 3.35 2.95 2.65 

계 3.18 3.26 2.73 2.34 3.21 3.05 2.73 

합계

농공단지 입주업체 2.31 2.32 2.70 2.50 2.76 2.97 2.67 

단독 입주업체 2.50 1.38 3.10 2.43 2.43 2.95 2.71 

계 2.42 2.32 2.83 2.50 2.81 2.97 2.69 

  주: 리커트 척도에 의해 매우 만족 5점, 대체로 만족 4점, …… , 매우 불만족 1점 등으

로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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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촌에 입주하는 기업이 현지 산업 연관 관계는 높지 않은 편이

다. 원료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업체와의 

거래 관계도 미약하다. 호남과 남 지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뚜

렷하게 나타난다. <표 5-7>에서 전체 조사 대상 기업체 중 해당 지역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체는 31%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기업체 중 48.6%는 해당 지역에서 아무런 원료를 조달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지역과의 원료 거

래 관계가 낮은 편이 다. 

   이처럼 농촌지역 입주 기업이 해당 지역과 거래 관계가 미약한 것은 그 

지역에서 특화된 생산요소(원료, 노동력)나 또 다른 장소적 자원에 이끌려

서(pulling)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지가나 노동력을 쫒아 소위 려서

(pushing) 입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과 남 지역 기업체의 입지 요인 중

에서 pulling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생산물의 원료 사용’이 7.0%, ‘소비

지 시장과의 접근성’이 12.8% 이다. 반면에 ‘땅값이 저렴해서’, ‘저렴한 노

동력을 구해서’ 등 pushing 요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7.  지역 내에서의 원료조달 비율

단위: %

지역 구분 0% 0∼10%이하 10%초과

호남

농공단지입주업체 36.4 21.3 42.4

단독입주업체 14.3 21.4 64.2

계 29.8 21.2 48.9

남

농공단지입주업체 69 14.3 16.7

단독입주업체 50 25 25

계 62.9 17.7 19.3

합계

농공단지입주업체 54.7 17.3 28.0 

단독입주업체 35.3 23.5 41.2 

계 48.6 19.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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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사 결과는 농촌지역에 있는 기업은 지역과의 연관 관계가 매

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농촌에 공장유치를 최우선

으로 하고 유치 기업의 원활한 운 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 현행 농촌공

업화 정책에도 그 일단의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유사 사업의 난립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은 14개 

부처가 232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4 

표 5-8.  지역에 입지하게 된 요인

단위: %

지역 구분
땅값이 
저렴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저렴한 
노동력

소비시장
과의 
접근성

지역생산
물을 
원료로 
사용

기업주의 
출신지

지가상승
기대

기타

호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34.9 12.8 5.8 17.4 4.7 12.8 0.0 11.6 

단독입주업체 30.8 2.6 12.8 10.3 17.9 15.4 2.6 7.7 

계 33.6 9.6 8.0 15.2 8.8 13.6 0.8 10.4 

남

농공단지

입주업체
64.3 7.1 0.0 11.9 0.0 4.8 0.0 11.9 

단독입주업체 40.0 5.0 20.0 0.0 10.0 20.0 0.0 5.0 

계 56.5 6.5 6.5 8.1 3.2 9.7 0.0 9.7 

합계

농공단지

입주업체
44.5 10.9 3.9 15.6 3.1 10.2 0.0 11.7 

단독입주업체 33.9 3.4 15.3 6.8 15.3 16.9 1.7 6.8 

계 41.2 8.6 7.5 12.8 7.0 12.3 0.5 10.2 

 4 예를 들면 환경 개선자금(환경부)과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산업자원부),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산업자원부)과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사업(중소기업청), 

구조고도화컨설팅사업(중소기업청)과 생산구조고도화종합컨설팅사업(중소기업

청) 등이 대표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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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사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건이 부처별, 부처 내, 자금별, 용도

별로 매우 다양하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은 주로 각 부처

의 지원 기능과 분야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데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유

사․중복성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 기능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일관

성 있는 통합․조정의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융자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정부 재정의 제약 등으로 

정부에 의한 재정 융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호남과 남의 농촌 

소재 입주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50% 정도의 업체만이 정부의 시설 및 

운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체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은행 등 시장금융이 중소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채권시장 활성

화 여건을 조성하고, 신용정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

태의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다. 농촌지역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도로 상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편의 제공, 경  및 기

술지원, 생산품의 판매대행, 홈페이지 구축 등의 홍보활동, 정책 및 시장동

향 소개, 강연회 개최 등 기술 개발 활동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활동

의 혜택을 본 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한 기업체 비율이 높다. <표 

5-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  및 기술지원, 생산품의 판매 대행, 홈

페이지 구축 등 홍보활동, 정책 및 시장동향 소개 등에 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체의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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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농촌 공업 활성화 정책의 지원 수혜 여부

단위: %

구분 지원 유 지원 무

금융지원/단지조성비지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35.2 64.8 

단독 입주업체 27.8 72.2 

계 33.1 66.9 

시설 및 운  자금 지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53.3 46.7 

단독 입주업체 47.2 52.8 

계 51.6 48.4 

지방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44.3 55.7 

단독 입주업체 24.2 75.8 

계 38.8 61.2 

도로, 상하수도/기반시설 설치

농공단지 입주업체 26.4 73.6 

단독 입주업체 36.1 63.9 

계 29.3 70.7 

행정 편의 제공

농공단지 입주업체 19.5 80.5 

단독 입주업체 29.7 70.3 

계 22.6 77.4 

경  및 기술 지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13.5 86.5 

단독 입주업체 11.1 88.9 

계 12.8 87.2 

생산품의 판매 대행

농공단지 입주업체 7.9 92.1 

단독 입주업체 2.7 97.3 

계 6.3 93.7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 활동

농공단지 입주업체 22.5 77.5 

단독 입주업체 18.4 81.6 

계 21.3 78.7 

정책 및 시장 동향 소개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9.0 91.0 

단독 입주업체 26.3 73.7 

계 14.2 85.8 

강연회 개최 등 기술 개발 활동

농공단지 입주업체 22.7 77.3 

단독 입주업체 36.1 63.9 

계 26.6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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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책 개선 방안

   먼저 농촌공업화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모색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발전은 그 자체의 정책보다는 상위 개념의 

국가정책과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메가 트렌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기업 유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여도 농촌 제조업이 지역 연계를 

갖고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체를 선별하고 이를 집중 지원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바람직하기로는 입주해 있는 해당 지역의 향토자원과 연계성을 강화하

여 활용도를 높이고 입주업체와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도 높여 지역 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각종 정책 지원이 

많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오히려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 더욱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제고 노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들에 대해 더욱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원 방법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단지 조

성비 지원, 시설자금 지원 등 자본적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인

건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남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약 3/4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기업 경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인건비 지원에 대한 간접적인 요구를 표시하고 있

다. 다만 정부의 보조로 인한 시장기능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

조건적인 인건비 보조보다는 앞서 강조된 지역경제에의 기여도(연관성), 

지역인력의 활용을 고려한 조건부 지원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업체들이 행정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이나 

비현실적인 법규의 무리한 적용 등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이

나 위생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촌의 현실에 맞고 농촌 소재 

업체의 상대적 세성에 맞도록 관련 법규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농촌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시책과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수혜 대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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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은 각종 시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원책의 제도와 의도와는 달리 상당수의 업체들이 시책 방향에서 

소외되어 왔거나 충분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오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혜택을 전

달하는 과정과 그 혜택을 받는 과정이 다소 획일적이고,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며, 복잡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정책의 혜택을 전달

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하게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혜택

의 기준이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관성, 지역경제와의 직접적 관련성, 지역 

주민의 평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즉, 서류상의 검토를 중심으로 수혜 업

체를 선정하는 것은 업체 대다수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농촌지역에 있는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충분한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 정책 방향에 맞는 필요한 서류나 계획서 등

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업체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 입지 제조업체들

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나 정책들을 입안․시행하되, 업체의 업종, 

농공단지 입주 여부, 업체의 규모, 도시지역 인접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차별화, 기업맞춤화(customization)하

는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은 일반 금융시장을 통해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가용성의 보완과 재원 조

달비용의 차이에 기반한 양호한 지원 조건이 그 특성 내지 이점으로 작용

하 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지속됨으로써 시장 금융과 

비교되는 정책자금의 이점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본래 

목적은 금융 가용성의 보완에 있지 시장 금융에 대한 금리상의 우위에 있

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 

2004) 지원 조건의 우대는 특별한 정책 우선순위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국

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자금은 시장 금융의 실패적 요소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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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금융과 명확히 차별화해 나가며 중소기업이 시장금융을 활용하여 용

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5

3. 농촌지역 도매․소매업 활성화 방안

3.1 농촌지역 도소매업 현황

3.1.1. 도소매업의 도시 집중화

   국가 전체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87만 8천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대 이래로 전

체적으로 평균 0.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 수도 2004년 기준 

24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 최근

에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소매업의 매출액은 2004년 기준으로 447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업

체당 매출액의 경우 2004년 기준 약 5억 9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도소매업은 2004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수도권

인 경기 지역에 68.3%, 종사자 수는 73.7%, 그리고 매출액은 무려 81.9%

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 중소도시에도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도소매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유통업체의 할인점 진출의 결과, 업태 도입 이후 

10년만인 2003년부터 할인점은 백화점을 제치고 국내 대표 소매업태가 되

 5 예를 들면 장기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정부

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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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할인점의 성장은 농촌지역의 전통 소매 업태인 재래시장의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더욱 둔화시키고 소매업태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

킨 것으로 분석된다.

   할인점의 성장 배경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소비 행태의 변화, 둘째, 할인점이 포지셔닝할 

수 있는 공간 존재, 셋째, 소비자의 원거리 및 주말쇼핑 확산, 넷째,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6

   즉, 소비자의 소비 지향적인 패턴이 IMF 이후 생존 유지형 소비 패턴

으로 변했고 그 후 계획 구매와 합리적 소비 행태로 변화하 으며, 재래시

장과 백화점이란 양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소매 유통업의 업태 

믹스를 고려할 때 할인점의 포지셔닝은 두 업태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존 

시장을 크게 잠식하 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자동차, 대형 냉장고 보급의 

확산으로 원거리 및 주말 쇼핑이 확산되었으며, 신도시와 부도심의 개발과  

표 5-10.  도소매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사업체수 906,926 875,413 909,205 916,685 898,874 894,410 878,294

종사자수 2,341,284 2,197,458 2,345,671 2,493,217 2,615,733 2,539,189 2,481,215

자료 :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각년호

표 5-11.  도소매업의 매출액 및 업체당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 250,361,233 236,809,348 336,232,118 369,665,150 441,980,127 431,604,387 447,375,790

업체당

매출액
276.1 270.5 369.8 403.3 491.7 482.6 509.4

자료: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각년호

6 산업연구원. 2006. ｢유통시장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 변화와 업태별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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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등 저가 지향형 점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 속에서 할인점

이 입지할 수 있는 대형 부지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등 할인점의 성장 

배경은 매우 공고하 다.

   <표 5-12>에서와 같이 대형 할인점의 전국적 분포는 2006년 8월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수도권인 경기 지역에 75.9%로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지방 중소도시에도 대형 할인점의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표 

5-13>에서와 같이 할인점 점포당 적정 인구 수는 평균적으로 11만 명이 

되어야 하므로 인구구조상 농촌지역보다는 주변 중소도시로 진출이 이루

어지고 있다. 

표 5-12.  대형 할인점 점포현황(2006년 8월 현재)

단위: 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 울 41 46 48 53 54

부 산 24 27 28 27 31

대 구 16 16 18 18 18

인 천 17 17 16 18 17

광 주 11 10 13 12 13

대 전 12 13 14 14 14

울 산 8 10 10 9 11

경 기 54 59 67 81 82

강 원 3 4 5 7 8

충 북 7 7 8 8 9

충 남 6 7 7 6 6

전 북 6 6 7 8 8

전 남 6 6 7 10 11

경 북 7 7 9 12 13

경 남 10 11 14 15 17

제 주 2 2 2 2 4

전 국 230 248 273 300 316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6. ｢할인점 지역별, 연도별 점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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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기관별 할인점 포화 시점 예측 비교

구    분 적정인구수 포화시점 포화점포수 예측시기

신 세 계 10만명 2008∼2009년 470개 03. 5월

대한상공회의소 8만명 2008∼2010년 598개 03. 2월

삼성경제연구소 15만명 2002 성장둔화 275개 01.11월

자료: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2003. ｢국내 할인점 성장 전망 및 적정 점포 수 분석｣.

3.1.2. 농촌지역 재래시장의 전근대적 경

   농촌지역의 도소매업은 대부분 업체가 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점포에 비해 규모의 경제, 취약한 물류환경에 의해 아

직까지 제조업의 유통 지배 현상이 심하고, 도소매기능의 혼재, 그리고 자

본력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현대적인 경  시스템이 대부분 도입되지 못하

고 있다. 경 자의 서비스마인드도 상당히 전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도소매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이하에서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도소매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가. 재래시장의 현황

   2006년 5월 말 기준 전국 재래시장 현황은 다음 <표 5-14>와 같다. 농

촌 소재 즉, 군 단위 행정구역 내에 속한 재래시장은 총 363개로 전남 지

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 중 점포 100개 미만의 시장이 

61.9%이며, 임차 점포가 59.1%를 차지하는 등 재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시

장 규모가 세하다. 

   타 세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은 2004년 35조 4천억 원에서 2005년 32조 7천억 원

으로 줄어 평균 매출은 2004년에 비해 8.7% 감소하 다. 업 부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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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대도시 31.9%, 중소도시 23.8%인 반면, 농촌지역인 읍․면은 

61.5%로 나타나 농촌지역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4년에 비해 2005년은 일평균 기준 시장당 매출액 

9.4%, 점포당 매출액 8.9%,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2006) 조사와 매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산업연구원

(2006)과 안승호(2005)의 연구에 의하면 2003년 기준 재래시장의 점포당 

매출액은 1명으로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또한 1998년 

20조 6천억 원→1999년 15조 9천억 원→2000년 14조 9천억 원→2001년

표 5-14.  시도별 재래시장 현황
단위: 개

구  분 지역별
등록여부 농촌소재 

재래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시장 합  계

특별․
광역시

서울특별시 153 22 87 262 -

부산광역시 146 19 27 192 -

대구광역시 86 6 15 107 -

인천광역시 21 10 19 50 -

광주광역시 20 2 5 27 -

대전광역시 10 8 19 37 -

울산광역시 28 8 9 45 -

소  계 464 75 181 720 -

광역도

경 기 도 29 42 82 153 29

강 원 도 39 4 26 69 29

충청북도 5 30 23 58 34

충청남도 52 6 19 77 43

전라북도 52 10 7 69 31

전라남도 81 14 30 125 82

경상북도 128 10 54 192 55

경상남도 149 11 17 177 53

제 주 도 15 3 2 20 7

소  계 550 130 260 940 363

합    계 1014 205 441 1660 363

주: 농촌소재 재래시장은 읍, 면 단위 소재시장으로 분류함.

자료: 시장경 지원센터 내부 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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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9천억 원→2002년 14조 2천억 원→2003년 13조 5천억 원으로 그 감

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2003년 말 백화점 17조 3천억 원, 할인점은 

19조 5천억 원).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시장 내에 입점

한 상인들이 점포 경 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9월 말 현재 재래시장 내의 공점포율은 17.7%로, 

상업 집적시설로서의 매력이 상실되고 집객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7

나. 열악한 환경 및 시장운 의 비효율성

   대부분의 농촌 재래시장은 그 규모가 협소하고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유통점포의 현대적인 시설에 비하여 매장이나 주차시설,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시설이 청결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부대 서비

스시설이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재래시장의 시설낙후와 

열악한 환경은 타 유통 업태에 비해 시장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와 혼잡한 환경은 통행의 불편으로 인한 쇼핑 애로와 

화재발생 등 안전상의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시장 개설자가 임대하는 임대시장과 분양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임대시장은 시장 개설자와 다수의 세한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시장은 다시 분양자가 직 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가 공존한다.  

시장 개설자는 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여 시설 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대상인은 업상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상거래를 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일관되고 효율적

인 시장 운 이 어렵게 된다. 특히 급변하는 유통 환경 하에서 재건축, 재

개발 등 시설 현대화나 시장 차원에서의 마케팅 투자 등이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으로 어렵게 된다. 

 7 산업연구원. 2006. ｢유통시장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 변화와 업태별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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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장 개설자의 경우 대부분 시장 설계 시 균형 있는 매장 기능보

다는 가능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시장 공간의 계

획성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이후에는 업

종 구성이나 배치 운  방법, 그리고 입점상인과 종업원에 대한 자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등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재래시장들은 법인 형태나 번 회 같은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단순히 시장의 관리 차원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판매전략, 경 전략, 상거래질서 등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적 접근에

는 미흡한 상황이다.8

   사례 지역으로 연구한 경북 울진, 강원 양구, 충남 부여 내 대부분의 재

래시장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편의성 부족, 환불․교환․A/S 등 사후

처리 체계의 미흡, 소비자 불만 및 고충처리 조직 미존재 등 관리 및 운

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다수 존재하 다.  

다. 자본의 세성과 마케팅능력 부족

   재래시장은 세한 자본력과 생업 위주의 경 방식으로 시설 및 시장 

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를 기대하기 어렵

다. 또한 점포당 규모가 적어 점포당 점포 매출액이 저조하고 불필요한 경

쟁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상품 진열이나 과학적인 상품관리의 미비로 소

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재고관리, 매출관

리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그 효율성이 매우 낮다. 

   시장경 지원센터의 1,660개의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5년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은 47만 원으로 매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또한 2004년 51만 원에서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성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취

 8 김성우, 2006,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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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농촌지역의 읍․면 재래시장의 경우 이 세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통질서의 문란, 정찰가격제의 미정착, 무자료거래 관행의 존

재 등이 재래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호객 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점포선택권 침해, 자유로운 상거래질서 저해, 반품서비스 미흡, 신용카드 

사용 회피 또는 불편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은 상품 공급을 지역도매상으로부터 조달하고 있

다.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거래를 통한 공급으

로 공급가를 인하하는 데 비하여 공급단가를 증가시키게 되는 요인이 된

다. 유통단계의 확대는 유통과정마다 추가적인 마진 발생으로 가격을 상승

시키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친절한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 편리한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젊은 고객들이 대형 

유통업체나 편의점 등을 선호하여 재래시장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재래시장이 소규모 상인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결집된 마케

팅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도시의 대형 유통점포들이 막

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반면, 농촌의 

재래시장은 이를 실행할 조직이나 인력, 자금,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전근대성은 1996년 유통개방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매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규모

가 작고 세한 농촌지역 도소매업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3.1.3. 농촌지역 도소매업 쇠퇴요인

가.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와 중심지 기능 약화

   농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은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농촌지역 산

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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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인구의 감소는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서비스 수요를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이용자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중심지 기능 약화도 농촌지역의 도소매업의 쇠퇴에 향을 

미치고 있다. 군청 소재지인 읍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이며 지역 주민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인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 는데, 외곽도로의 확충 

등 교통의 발달로 군청 소재지인 읍으로 이동하는 데에 드는 소요시간과 

물리적 거리와 근접 주변도시로의 이동 소요시간과 물리적 거리가 크게 차

이나지 않게 됨으로써 중심지로서의 커뮤니티 역할이 축소되고 그와 함께 

제품 구매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최홍석, 1998). 교통의 발달로 인해 제품

구매 공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중심지 역할이 고객 편의시

설, 휴게시설, 여가시설 등의 기능을 강화시켜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변 대형 유통점포를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 

나.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

   소비자 구매 행태는 제품 디자인, 가격, 점포의 선택, 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직접 구입 품목을 

선택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구입을 하게 되었지만, 최근의 소비자

들은 많은 제품 정보와 의식․소득 수준의 향상, 그리고 소비 형태의 변화 

등으로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도시

의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포 등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런 소비 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색에 

맞는 디자인이나 진열, 가격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을 유인

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유통점포가 도시 주변에 진입함으로써 농촌의 소비자들도 

대도시 대형 유통점포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쇼핑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제품 구색 등의 

쇼핑의 실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점포 내에서의 원스톱 쇼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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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쾌락적 측면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9 

   하지만 재래시장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만큼의 판매서비스(친절성)를 제

공하지 못하며, 부대 편의시설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 지원 하에 재래시장

의 부대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개선하 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준

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 수단 및 거리에 대한 만

족도(접근성)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차시설이 충분히 완비되

어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S 및 반품 

용이성과 업태별 제품의 신뢰성도 전반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재래시장

보다 높은 만족도와 신뢰성을 가진다(이동수, 2006). 

3.2. 농촌지역 도소매업 지원 사업 평가

3.2.1. 지원 사업 현황

   농촌지역 도소매업 지원사업은 크게 소상공인지원과 재래시장 지원사

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 산하기

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1999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각 지역별로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현재 

 9 이동수(2006)는 도시의 소매업을 대표하는 대형 유통점과 농촌의 재래시장 등 

유통업태간 소비자들이 점포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 는

데 유통업태별 소비자 선택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재래시장보다 가격이나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편의시설, 접근성, A/S 및 반품 용이성, 제품의 신뢰성, 가족 단위 

쇼핑 적합성 등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를 선택한다고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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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중소기업지원센터 또는 지

역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 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중앙센터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Think-Tank 기능을 갖고 지역센터(59개)는 상담, 자금추천 등 소

상공인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창업아이템, 입지선정, 사업계획 수립, 마케

팅 등 상담지도와 창업교육, 지역․업종별 상권분석 및 DB구축 등 정보 

제공, 정책자금의 상담․안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2006년 3월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별도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하여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 

개발은 물론 전문 인력 육성, 창업, 구조고도화 촉진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소상공인 점포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 연구개발, 실태 

조사 및 소상공인 각종 통계 DB구축, 전문 인력 양성, 업종별 비즈니스모

델개발, 정보화 협력사업,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

원 등이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2004년 10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

정되어 이 법에 근거하여 시장경 지원센터를 2005년에 개소하 다. 시장

경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자문 및 용역, 경

표 5-15.  전국 소상공지원센터 설치수 및 인력현황

지  역 합계 중앙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센  터 60 1 7 5 6 6 9

인원수 317 13 35 26 31 30 47

지  역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대전
충남

센  터 4 3 4 4 4 1 6

인원수 20 16 21 21 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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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거래 현대화․정보화 등 선진유통기법 교육․상담, 시장경 개선을 

위한 자문․상담 및 지도,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재래시장활성

화 지원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 경 혁신지원사업, 시장정비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도읍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자체 생

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도읍 육성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등이 정비되고 있다.

3.2.3. 지원사업의 평가

   농촌지역의 중심지 기능 및 도소매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

인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사업, 상권정보분석 제공, 컨설팅지원사업, 자금 

및 보증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 경 혁신지원사업, 지역상점가특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다.10 

표 5-16.  시설종합개선지원 시장과 미실시 시장 매출․고객증감 비교 

구     분 종합개선 부분개선 미실시

매출증가점포비율(%) 19.3  7.0  2.7

매출감소점포비율(%) 23.7 25.8 82.0

고객증가점포비율(%) 23.0  8.7  2.3

고객감소점포비율(%) 21.3 22.2 80.7

매출증가시장 증가율(%) 11.1  2.3   0

매출감소시장 감소율(%)  7.2  8.8 37.6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10 재래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시장경 지원센터를 통해 2002년 75개 시장에 대

해 227.4억 원, 2003년 182개 시장 815.5억 원, 2004년 263개 시장 1,608.2억 원, 

그리고 2005년에 169개 시장에 대해 1,068.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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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민간 조사기관과 시장경 지원

센터에서 시설 종합개선 20개, 부분개선 10개 시장의 성과를 사업이 실시

되지 않은 15개 시장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액의 경우 시설개선 실시 시

장은 미실시 시장에 비해 매출 증가 점포는 7.1배가 많고, 매출 감소 점포

는 약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개선한 30개 시장 중 매출이 증

가한 시장은 10곳, 매출 증가율은 평균 8.0%로 나타났다. 시설 미개선 15

개 시장 중에는 매출 증가 시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37.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사업은 매출․고객 감소 비율을 낮추어(시설 현대

화 사업 전후 매출증감 미실시시장 -37.6%, 실시시장 -1.9%) 급격한 업 

위축 방지에 기여하 으나,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 부분개선 혹은 종합개선 

시장이라 할지라도 매출․고객 감소 점포 비율이 증가 점포 비율보다 대부

분 높아 아직은 정책과 지원사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 특히 지원의 비중이 농촌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보다는 도시지

역에 편중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도소매업이 활성화되어 중

심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5-17>.

  이렇듯 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첫째, 농촌지

역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사회복지 측면의 정책으로서 막대한 

표 5-17.  정부지원사업 도시․농촌 비교

지원사업내용 년도 계 도시 농촌

소상공인컨설팅(건)
2005 1,122 1,030(92%) 92(8%)

2006 426 359(84%) 67(16%)

소상공인정책자금(건) 2005 17,052 14,589(86%) 2,463(14%)

시설현대화사업(시장수) 2006 267 201(75%) 66(25%)

시설현대화사업금액(백만원) 2006 211,933 158,368(75%) 53,565(25%)

  주: 2006년도는 9월까지의 지원내용임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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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소비자 선택 등 통제하기 힘든 외

부환경에 의해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둘째, IMF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이 외국 기업 및 대기업 중심의 도시지역 활성화 위주

로 진행됨에 따라 농촌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 및 운  과정에서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상인들의 매

출액 노출 기피에 따른 카드 거래 지양과 업종․규모․입지․상인조직 등 

시장의 특성, 경쟁력 수준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하드웨어

측면의 획일적인 시설 개선 지원, 경  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3.3. 농촌지역 재래시장 정책 방향

3.3.1.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례분석

   재래시장이 처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군데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인접 도시로의 수요 유출 규모를 파악하

고, 지역 내 소매업체간 유통경쟁 현황을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인접 도시로의 수요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해 Converse 제2법칙을 사용

하 는데, Converse 제2법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매물에 있어서 중

소도시에서 소비되는 부분과 외부 대도시로 유출되는 부분의 관계에 대하

여 설명한 모델이다.11

11 Converse 제2법칙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B b=
1

(
P a

H b
)(
4
d
) 2+1

Bb: 중소도시 B에 잔류하는 부분

Pa: 외부대도시 A의 인구

Hb: 중소도시 B(Home Town)의 인구

d: A, B두도시간의 거리(mile)

4: 관성인자론(4miles = 6km) 적용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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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역 내 소매업체간 유통경쟁 현황파악을 위해 Huff 모델을 이용

하 는데, Huff 모델은 소매인력모델(Gravity model)을 소매상권의 개별 

단위(상업시설)로 전환하여 전개한 모델로서 사례 지역 내 유통업체 간 경

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 다.12 

   사례 지역은 농촌지역의 도소매업의 실태를 잘 반 한 지역으로 생활

권 변화와 함께 과거에 비해 최근 농촌중심지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체 수, 월평균종사자 수, 부가가치 등의 산업정보와 인구, 농가 수, 농

가인구 등 인구통계정보를 비교하여 경북 울진군, 충남 부여군, 강원 양구군 

등 3군데를 선정하 다. 

   선정된 사례 지역의 소매유통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농촌지역 소매업 

현황은 크게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Converse 제2법칙으로 산출된 사례 지역의 근접도시 수요 유출은 

평균 8.43%로 나타났다. 둘째, Huff 모델로 산출된 사례 지역 내 주요 유

통시설의 고객선택확률은 <표 5-18>과 같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 많은 재

래시장이 그 수적 비중에 비해 지역 내 고객에게 소매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Huff 모델은 매장의 고객 유치능력과 고객 접근성을 고려하여 고객의 매장 선

택확률을 구하는 공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Huff 모델의 주요 고려사항을 바탕

으로 연구의 특성에 맞는 변형된 Huff 모델을 사용하 다. 변형된 Huff 모델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C j=
P jW 1+D jW 2+T jW 3+S jW 4

∑
n

j=1
P jW 1+D jW 2+T jW 3+S jW 4

Cj: 고객의 j매장 선택확률

Pj: j매장의 주차시설 평가점수(고객 접근성)

Dj: j매장의 상품구색 평가점수(고객 유치능력)

Tj: j매장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평가점수(고객 접근성)

Sj: j매장의 면적(고객 유치능력)

W: 각 변수들의 가중치(전문가집단 평가점수 평균치)
n: 지역 내 매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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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통점(New-Mart)은 울진 4.6곳, 부여 4.5곳, 양구 1.2곳 등 쇠

퇴해 가는 재래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므로 울진, 

부여와 같이 지역 내 다수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문화적ㆍ상징적 가치가 부

족한 재래시장은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13 양구와 같이 현대식 

유통점포와 경쟁 가능한 구조의 재래시장은 지역 내 재래시장이 가지는 가

치, 건전한 유통업태 간 경쟁 유도, 새로운 유통점의 독점 방지 등의 차원

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2. 농촌지역 도소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지속적인 농촌지역 도소매업 및 유

통산업의 쇠퇴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

나 쇠퇴를 억제시키기 힘들다고 농촌지역의 도소매업 및 유통산업을 포기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농촌지역의 유통산업, 특히 재래시장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

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적 기능으로는 지역 내의 생필품이나 특

산지로부터 유입되는 특산품, 또는 도시 공산품이 거래되는 등 지역 주민

이나 상인들이 제품을 사고파는 종합 교환 거래공간의 기능을 들 수 있다.

표 5-18.  사례 지역의 업태별 고객선택확률

사례지역 재래시장수 중소유통점수
선택확률(합계)

상설시장 5일장 중소유통점 신규 유통점

경북 울진군 7(5일) 2 0% 33.6% 44.3% 22.2%

충남 부여군 7(상설1, 5일6) 1 22.4% 21.2% 28.2% 28.2%

강원 양구군 2(상설1, 5일1) 3 15.2% 4.2% 57.3% 23.2%

13 실제 울진군청의 지역경제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울진군 내 7개의 재래시장 

중 Huff 모델 결과 고객선택확률이 떨어지는 2개의 재래시장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전망을 들었다. 즉, 이 연구의 고객선택확률과 지자체 정책 

시행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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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기능으로는 농촌과 도시의 교류, 정보 제공, 사교, 오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지진호․임화순, 2000). 그리고 관광적 기능으

로는 재래시장이 지역축제, 드라마나 화의 세트장, 명승지 등과 연계되

어 관광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14 

   둘째, 농촌지역 도소매업 및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포기할 

경우 근접 도시의 대형 유통업체로의 수요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건전한 유통업태 간 경쟁체제가 무너질 염려가 있다. 실

제로 시설 현대화 지원 후 종합개선시장의 경우 고객 증가 점포 비율

(23.0%)이 고객 감소 점포 비율(21.3%)보다 높아 대대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포들은 지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개선 실시 시장은 미

실시 시장에 비해 고객 만족도가 14.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객 차원

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9.  시설종합개선지원 시장과 미실시 시장 고객만족도 비교

단위: %

구     분 종합개선 부분개선 미실시

고객 만족도 76.2 63.7  5.3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표 5-20.  시설종합개선지원 시장과 미실시 시장 빈점포율 비교

단위: %

구      분 종합개선 부분개선 미실시

개선전 빈점포율 11.4 12.5 17.3

개선후 빈점포율  9.0  4.3 17.5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14 실제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 지원센터에서는 2005년 재래시장 Love Tour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5년 강원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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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빈점포율의 경우 부분 개선을 포함한 시설 개선 실시 시장의 빈점

포율은 개선 전 12.0%에서 6.7%로 감소하 으며, 미실시 시장은 17.3%에

서 17.5%로 다소 증가함을 보여 시설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 지원은 빈

점포와 같은 시설 자체의 개선 효과에 직접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에서 도소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촌지역 도소매업 활성화 정책은 농촌정주체계 정책과 접하게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중심 기능이 쇠퇴하는 농촌지역에서의 재래시

장활성화 정책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은 가

급적 지양해야 한다. 농촌의 도소매업 활성화는 농촌중심도시의 크기와 중

심도시를 이용하는 배후 농어촌의 공간계층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

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당수 면 단위 농촌중심지의 기능은 갈수

록 약화될 것이다. 특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고령 계층이 농촌 인구의 대다

수를 점하게 됨으로써, 종래에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들은 그 수가 

줄게 될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 중심지(읍 소재지와 일부 면 소재지) 

외곽에 중대형 상점들이 출현하여 그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지역들에서 종래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

울 것이다. 상위 중심지의 도소매업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길일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소매업 활성화 정책은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개

발정책과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

원을 도소매업 활성화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관

광지로 성장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보다는 외부인을 상대로 도소매업

이 활성화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재래

시장을 토요시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소비행위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기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도소매업 활성화정책

은 여타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시행됨으로서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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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도소매업 기능이 수행되어

야 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시장은 

물론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포도 줄어드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기능과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던 생활 필

수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여 공공 서비스 아웃렛 기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에서의 연금 생활자 수가 증가하면서 우체국은 체신 

업무와 더불어 금융업무와 소매 업무를 겸하는 통합 창구를 정책적으로 지

원할 필요성도 대두할 것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도소매업 정책은 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

하여도 지역 내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

체, 지원기관, 도소매 및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상인조직, 그리고 지역 주민

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과 여러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최근 정부 지원으로 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행 농촌 사회적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실

태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농촌지역사회개발에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가 농촌에 필요한 여러 가

지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고 농촌의 잠재적인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

화하는 데 지니는 잠재력을 모색해 볼 것이다.

1.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의의

1.1. 농촌에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가지는 의의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토록 하는 시도로

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 외 산

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공공 부문에 의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활용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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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서비스 공급 방식도 아니며,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도 아닌 중간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농촌지역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

에서이다. 

   첫째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을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단위의 사업을 추진할 

인적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둘째로, 기존의 사회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운 체계와 소득재분배라

는 두 축으로 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는 중앙정부의 단독 추진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소득재분배만으로는 형성

될 수 없는 구조이며 기존의 사회정책은 분명 한계에 직면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정책구조를 

‘지역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행정, 주민, 민간기업, 

NPO 등이 어우러진 공동체 차원의 활동 역을 가꾸는 작업을 사회적 일

자리 제공을 통해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농촌의 지역사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은 보건, 의료, 교

육, 육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

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공급되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에서는 인적 자원

이 부족한 까닭에 이들 활동이 지역 가꾸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된

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리더가 이러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는 작업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 

   넷째로, 농촌에서도 정부 지원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보다 발전

시켜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로 진화하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단위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토록 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기업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삶의 질

(QOL)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에 상응하는 활동들이 지자체 단

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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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의의 쟁점

   사회적 일자리가 농촌지역에서 가지는 의의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

당 정책이 농촌에서 추진된 경험은 일천하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그 범위가 주로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분야도 보건․복지․노동․교육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다. 농촌지역에도 활용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모델이 있겠지만, 그것

을 찾는 작업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특성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명하여 지역불균형의 

해소와 농촌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데 그것이 지니는 가능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최근 노동과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

진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분석을 실

시하여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와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과 필요성

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농촌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분산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 활성

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

종적으로는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이

루기 위한 정책적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

적 기업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 분석 및 국내외 실증분석을 통해 농촌 살리

기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와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립하고자 하 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회적 일자리 사업 중 농촌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관계자 인

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진단함으로써1 국내 농촌지역의 사회적 

 1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조사 대상으로는 농림부의 마을 사무장제도와 지자체

(진안군)의 마을간사제도, 마을조사단(생명의숲), 에코가이드(국립공원관리공

단), 숲 가꾸기 및 숲 해설 관련 사업(산림청), 재가간병사업(안성의료생협) 등

의 사례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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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향후 농촌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 다.

2.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및 농촌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 정립에 앞서 

일반적인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사회적 일자리

   국내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1997년 IMF 실업대책방

안으로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이 추진되었을 때부터이다(김성중 등, 

2005). 현재 통용되는 ‘사회적 일자리’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으나, 민간위

탁 방식으로 운 된 고용정책이란 점에서 Carlo Borzaga et al(2001)2나 노

동부(2004)가 제시한 ‘비 리기관이 고용의 주체로서 사회적 유용성을 가

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

라서 국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도입된 시기를 1997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참여정부는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

으며 사회 서비스적 일자리에 대한 국내의 개념 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매우 포괄적 의미이며, 엄

 2 노대명. 2005. 사회 서비스부분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5(2): 37-81 ; Carlo Borzaga et al. 2001. 

Social Enterprise and New Employment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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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로 구분된다. 사회 서

비스란 ‘개인․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3로 다음 표와 같이 한국표준사업 분류에 명시되어 있는 

N, O, P, R을 의미한다<표 6-1 참조>.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정부, 민간, 

제3섹터 등이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로 사회 

서비스 분야 외에 Q, S, M 산업도 일부 포함된 일자리를 의미한다.4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달리 제3섹터를 통해서만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기업 연계를 통해 자립해 나아가는 것으

로 사회적 기업화를 전제로 한다.5

표 6-1.  사회 서비스업의 분류

표준산업분류 사회 서비스 해당직종(예시)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사법 및 공공지설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

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사
회
서
비
스

O.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유아, 초중등,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의료 (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 (노인, 아동 

등)

R.기타공공, 수리, 개인서비

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개인 간병인 등 일

부
포
함

Q.오락, 문화, 운동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사적지, 식물원, 동물원 등

S.가사서비스업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M.사업서비스업 고용알선, 경비, 사업장 청소, 사무지원 등

자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2006b.

 3 관계부처합동(2006). 

 4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2006a).

 5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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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적 기업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고 있는 반면, 국외에서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개념을 중심으

로 고용정책 및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1970년대 말 유럽은 

경제성장 감소와 장기실업에 따라 정부의 공공 부문 재정이 급격히 감소

하게 된다. 반면에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사회정책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공서

비스의 가격제와 민 화를 도입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이러한 적극

적인 노동․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OECD(1999)는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형태로서, 기업적 방식으로 일반 활동과 공익활동을 병행하여 

이윤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이윤은 시장원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경

제․사회적 목적과 재화․용역의 생산, 사회적 배제, 실업문제에 해결책

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덧붙여 국 통

상사업부(DTI, 2002)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생되는 기업의 잉

여금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 그 사업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해야한다고 

규정하 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정립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은 국내

에서도 유사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 리조직과 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자체적 수익구조를 갖춰 재화

와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조직이며,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되는 수익은 사회적 목적에 의해 지역사회 및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노동부,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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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가.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보건․복지․

노동․여성 분야로서 중앙정부에서 기획되어 단일 프로그램으로 제공․진

행되고 있다. 사회적 개념의 일자리가 보다 의미 있고 발전적으로 추진되

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총체적으로 계획되고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단일 부처 단위 프로그램 방식을 취하고 있

는 것이다.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은 농촌지역의 요구에 다양한 해

답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는다.6 보건, 복지, 교육, 문화서비스 그리고 소

득 창출이 그것이다. 한 예로 복지 분야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7 의료환경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농촌 주민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역의 고령화와 관련된 것으로 농촌지역의 공통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이라는 공간 내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 연구에서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와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는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공간 단위에서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위적 일자리로 고용 기

회 제공과 지역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다른 사회

적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학습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가 전제가 되어

 6 송미령 등 2006.

 7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복지 역 : ‘병원 및 의료환경’ 36.95, ‘노인부양 및 복지’ 

28.6%, ‘농촌문화/여가시설’ 21.4%, ‘청소년 복지 및 교육’ 4.8%, ‘ 유아 자녀

교육’ 3.0%, ‘여성복지’ 2.7%, ‘장애인 복지’ 1.5%, ‘기타’ 1.0% (농업과학기술

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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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농촌형 사회적 기업’은 농촌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활동하거나 지역 고유의 유형․무

형의 자원을 복합적․순환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으로서 민간과 공공 역을 대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립한 기업을 

일컬는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직접적, 자주적인 고용 창출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복지형 사회적 일자리와 혁신형 사회적 일자리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활동 역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되는 바, 

첫째는 생활환경의 기반이 되는 지역 서비스(보건,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등)를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농촌에서 가장 취

약하고 필수적인 역이기도 하다. 둘째는 소득창출과 연계된 지역산업으

로 잠재된 지역자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지

역의 자체적 고용 창출 및 소득 발생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농촌은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보건 부문의 공적 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커뮤니티’의 존립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1차

로 농촌지역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복지형 사회적 일자리’의 투입 및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8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이 형성되면 2차로 지역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혁신형 사회적 일자

리’를 형성함으로써9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8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의료, 보건, 교육, 문화 교통 등)를 제공해 

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를 ‘복지형 사회적 일자리’라 

명명한다. 

 9 농촌에 잠재하는 지역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창출된 가치를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이․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나 농촌 내의 제조업, 상업, 농림업과

는 다른 개념의 일자리이므로 ‘혁신형 사회적 일자리’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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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발생 시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에 의한 농촌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지역 내 거주자의 정착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게 된다.

3. 국내 사회적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현재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농촌지역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

는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 다.

3.1. 정부 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정책 추진 현황

   ‘사회적 일자리’의 정의 부분에서 언급하 듯이 1997년 실업대책방안

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도입되

었다. 2000년부터는 복지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일

자리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이 시행되었다. 두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의 수적 증가를 이루어냈으나10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안정

성의 미흡으로 생계보호형 임시 일자리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11 자

활사업, 취로사업 개념에 머물 던 일자리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적 일자리’로 전환하고자 시도하 다.

10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1,474명의 고용(2000

년 기준)이 이루어지고,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11,303명(2003년 3월 기준)의 고

용이 발생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11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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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자료: OECD. 2006. 

▲농촌의 악순환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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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구조가 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집중되고 제조업의 경우 

한계에 다다르자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사회 서비스 부분의 확충12 및 사회적 일자리를 연계한 정책을 정

부는 채택하고자 하 다. 2003년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2003-2004년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을 노동부가 추진하여, 2년에 걸쳐 총 

5천 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내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시범사업을 

계기로 2004년부터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 아래 교육부, 여성부, 보건복지

부, 산림청, 환경부, 노동부, 문화관광부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 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산발․분절적으로 추진된다는 지

적과 정책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 2006년 관련 10개 부처의 공무원들

이 구성된 ‘사회서비스 향상 기획단’을 조직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추진

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13

   부처별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표 6-2 참조>, 농림부

표 6-2.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부처별 사회 서비스 공급 목표 

부처 06년(A) 07년(B) 증감(B-A) 비고

보건복지부 14,478 67,682 53,204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도우미

교육인적자원부 4,154 20,815 16,661
방과후 학교교사

특수교육교사 보조원
여성가족부 71,419 81,959 10,540 보육시설 교사
노동부 6,000 15,000 9,000 사회적 기업

문화관광부 3,725 6,051 2,326
문화시설 야간근무요원

취약 계층 문화예술강사
행정자치부 - 1,048 1,048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환경부 490 728 238 생태우수지역 해설요원
농림부 - 180 180 농어촌 다문화 가정상담원
산림청 10,450 17,335 6,885 숲 가꾸기, 숲해설가
문화재청 - 416 416 문화재 관리요원
청소년위원회 900 1,300 4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강사
합계 111,616 212,514 100,898

주: 관계부처합동. 2006. 

12 김혜원 등(2006).
13 사회 서비스 향상기획단. 2006. ｢사회 서비스 향상기획단 출범 의미｣.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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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06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사무장제도’를 운  중

에 있으나 사회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일자리로 2007년부터 ‘농어촌 다문화 

가정상담원’ 창출을 계획 중에 있다. 직업군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농촌지

역 내에 가사간병 도우미나 노인돌보미 도우미, 방과 후 학교교사, 보육시

설교사, 취약 계층 문화예술강사, 생태우수지역 해설요원, 숲 가꾸기, 숲해

설가, 문화재 관리요원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얼

마나 농촌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수용 가능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2.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 실태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어떠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이 운 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 중 농촌지역

과 연계되고 각 부처, NGO, 지자체 등 사업 운  주체가 다른 사업을 중

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 다. 대상 사업은 사무장제도(농림부), 마을간

사제도(진안군), 마을조사단(생명의숲), 에코가이드(국립공원관리공단), 재

가간병사업단(안성의료생협), 산림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숲가꾸기사업, 

숲생태전문가,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단, 수목원코디네이터, 숲길조사원) 

총 11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현황을 파

악하 다. 주요 조사 내용은 <표 6-3>과 같다.

3.2.1 사업 운  현황

   각 사업별로 사업을 운 하는 주체 및 현장운 기관, 사업비지원기관은 

<표 6-4>와 같다. 사업의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생활협

동조합으로 다양하 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다. 대부분 

사업 기간이 당년 또는 최대 3년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추진 주체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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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추진 실태 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내용

인터뷰

․사업에 대한 소개 및 설명

․사업추진 배경, 목적

․사업운 의 애로사항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사업추진: 사업준비 및 시행기간

․사업대상지역과의 연계성

․선발방식, 교육훈련, 근로조건

․사업참여자의 중도탈락

․사업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표 6-4.  사회적 일자리 사업 운 기관 현황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업운 기관
예산지원

담당기관 현장운 기관 분류

사무장제도 농림부 농촌진흥과 시, 군 및 마을 정부기관 농림부
정부

기관

마을간사제도 진안군 정책개발팀 지자체
신활력

사업

지역

개발비

마을조사단 생명의숲 NGO
유한

킴벌리
기업

에코가이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팀
지방사무소

정부기관

환경부

정부

기관

숲가꾸기사업

산

림

청

숲가꾸기팀
국유림관리소, 

시․군

산림청

숲생태전문가 산림휴양

정책팀
휴양림관리소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단 도시숲정책팀 시․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환경

보호팀

국립수목원,

지방․사립수

목원

숲길조사원 등산정책팀 국유림관리소

재가간병사업단 안성의료생협 NGO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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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지역성을 충분히 반 하여 기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준비 기간이 약 6.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이라는 총체적 시각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었는

가를 질문한 결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마을간사제도는 약 16개

월 동안 사업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반면 산림청 

사업의 경우는 지역 중심보다는 산림, 숲을 거점으로 한 운 이 중심이어

서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지역계획의 연계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역계획을 염두한 사업구상 정도 점수

사무장제도 그렇다 4

마을간사제도 매우 그렇다 5

마을조사단 그렇다 4

에코가이드 그렇다 4

숲가꾸기사업 그렇다 4

숲생태전문가 그렇지 않다 2

숲해설가 그렇지 않다 2

도시녹지관리단 그저 그렇다 3

수목원코디네이터 그렇다 4

숲길조사원 그렇다 4

재가간병사업단 그저 그렇다 3

평균 3.54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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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은 1~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청의 일자리 사업(6개 

사업)은 매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사업 기

간을 가지며,14 사무장제도와 마을조사단, 에코가이드는 시범사업의 성격

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여 향후 지속적인 일자

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2.2 교육 현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학습형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즉 적절하고 적

합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림청의 도시녹

지관리단과 수목원코디네이터를 제외한 9개의 사업은 모두 사업 참여자15

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리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사업비 중 교육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

용되며 마을조사단만이 사업비의 10%를 교육비로 사용하 고, 대부분은 

5% 이내 다.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비만을 가지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전체를 판

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지 방문 및 참여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그

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사회적 일자리 프로

그램의 경우는 전혀 참여자나 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추진 주체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14 대부분 공모방식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1년 단위의 지원 방식으로 최대 4년 기

간을 두고 있다. 사업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씩 재계약의 형태를 다

시 지속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15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된 자를 사업 참여자라고 명시한다. 관

리자의 경우 사업 참여자를 관리하는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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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사업비 구성비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업비구성비(%)

인건비 교육비 기타

사무장제도 100.0 0.0 0.0

마을간사제도 88.8 4.8 6.4

마을조사단 52.0 10.0 38.0

에코가이드 99.3 0.0 0.7

숲가꾸기사업 86.0 3.0 11.0

숲생태전문가 100.0 0.0 0.0

숲해설가 100.0 0.0 0.0

도시녹지관리단 100.0 0.0 0.0

수목원코디네이터 100.0 0.0 0.0

숲길조사원 92.0 4.0 4.0

재가간병사업단 93.7 0.4 5.9

3.2.3 근로 및 고용 현황

   조사 대상 일자리 사업의 분야는 크게 자연환경(생태지역, 산림환경, 수

목원, 숲길, 도시녹지)과 생활환경(마을운 , 마을문화, 보건)으로 구분된

다. 일자리 사업 분야별 고용 계층을 분류해 보면 산림청 분야의 경우 취

업 취약 계층(실업자, 저소득층, 노숙자 등), 에코가이드는 고학력의 청년

층 중심, 마을간사제도는 귀농 희망자, 재가간병사업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사업들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임금이 지급되며,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에코가이드’ 및 ‘수목원 코디네이터’의 경우 다른 일자리

에 비해 월 인건비의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림청에서 시행되는 사

업들의 대부분 일일 인건비의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숲 

가꾸기사업의 경우 1년에 10개월, 1개월에 25일 근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근로를 요구하는 사업 참여자에게는 제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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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월 단위의 인건비의 형식으로 나타났지만, 연 

단위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1년에서 3년이라는 한시적 계약 기간을 지니

고 있으므로 직업의 지속적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6-7.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분야별/고용 계층별 분류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침기준
고용
계층

분야

사무장제도
19세 이상

장년층
마을운

보조

겸직불가, 마을대표직계자손제외

마을간사

제도

19세 이상 
귀농희망자

진안 외 거주자로 거주필수, 귀농교육자

마을조사단
귀농의지 및 관련교육이수, 지역 내 상근, 관련 

분야 전공자, 문화컨텐츠 활용 농촌창업기획자
청장년층

마을문화정

보DB화

에코가이드
33세이하  관련전공자, 지역 내 거주자

청년층 생태교육
45세이하 양성과정이수

숲가꾸기

사업

18-60세

취업취약계층 산림관리저소득층, 청년실업자, 일용근로자, 노숙자, 산림

분야 자격소지자

숲생태

전문가

전직산림공무원10년 이상, 숲해설교육이수자, 숲

해설가로 1년 이상 활동, 산림학전공 교사, 교수, 

인근 거주로 업무가능자

-
휴양림 관리 

및 생태교육
숲해설가

도시녹지

관리단

18-60세

취업취약계층
도시녹지

관리
산림분야 유경험자, 정기소득 없는 자

(휴학생, 야간대학생) 실업자, 저소득층

수목원

코디네이터

조경, 원예, 식물학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자, 

전문가교육과정이수자

수목원

관리

숲길조사원
산림분야 유경험자, 정기소득 없는 자

(휴학생, 야간대학생) 실업자,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숲길정보

DB화

재가간병

사업단

60세 이하
여성

(주부)
보건남성은 차량 및 목욕업무보조, 보건복지 관련 전

공희망 저소득가정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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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사업들 중 직접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사업은 ‘재가간병사

업단’이며,16 수익은 사업 참여자에게 별도의 인건비로 지급되거나 활동비, 

유류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을조사단과 에코가이드의 경우에는 활동비, 

표 6-8.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근로조건 현황

사회적 일자리사업
근로조건

임금 급여조건 근무시간 기타

사무장제도 100만원/월
마을별 추가급여 

지원가능
- -

마을간사제도 90만원/월

유급휴일 1일(주5일 

근무시)제공, 4대 

보험별도제공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정착을 위한 마을

별 제공 협조

마을조사단 100만원/월 4대보험별도제공
식대, 팀별활동비 

제공

에코가이드 130만원/월 정액여비포함 - -

숲가꾸기사업
45,000/일,

50,000/일
-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1개월 25일, 

총10개월 근무

4대보험 가입

숲생태전문가
41,000/일

유급휴일 1일 

(주5일근무시)제공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단
40,000/일,

45,000/일

4대보험 및 

기술수당 별도제공
1일 8시간

기술수당은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소지자

수목원코디네이터 110만원/월 - - -

숲길조사원 41,000/일 4대보험료지급 1일 8시간, 일

주일 40시간

-

재가간병사업단 70만원/월 수익발생시별도지급 4대보험 포함

16 재가간병사업단은 무료간병과 유료간병을 병행하고 있어, 유료간병을 통해 수

익이 발생된다. 유료간병의 경우 간병비용은 기본간병료 3,500원(1시간), 목욕 

3,000~5,000원, 교통비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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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여비가 제공되고 있다. 마을조사단은 조사팀별로 교통․활동비가 제

공되며 에코가이드는 임금에 정액여비가 포함되어 지급된다. 마을간사제

도의 경우에는 마을간사라는 일자리를 통하여 진안군에 귀농하는 것을 목

표로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사업 참여자들이 거주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이나 농경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업별 2006년을 기준으로 중도 탈락 비율은 10~20% 내외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탈락 이유로는 ‘적은 급여(33.3%)’, ‘업무 부담(25.0%)’, ‘기타

(25.0%)’ 등의 사유를 사업 담당자들이 답하 다<표 6-10 참고>.

표 6-9.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고용 현황

사회적 일자리사업
실 고용인원 최대고용

가능인원
중도탈락
비율(2006)2004년 2005년 2006년

사무장제도 - - 100 무응답 10%미만

마을간사제도 - - 12 20  16.7%

마을조사단 - - 10 5,000 10%

에코가이드 313 287 295 600 무응답

숲가꾸기사업 - 2,096 3,012 - 20%

숲생태전문가 - - 155 200 10%

숲해설가 - - 100 200 10%

도시녹지관리단 - - 85 13,000 무응답

수목원코디네이터 - - 35 60 20%

숲길조사원 - - 55 400  5%

재가간병사업단 11 8 14 15 22%

표 6-10.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중도 탈락 원인

중도탈락원인(중복체크) 빈도 비율(%)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급여)이 적기 때문 4 33.3

일자리사업 실운 기관과의 마찰로 인해 0  0.0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2 16.7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3 25.0

기타 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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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사업의 효과 및 지속성

   각각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사업 효과에 대해 5점 척

도로 질문한 결과 다음 <표 6-11>과 같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여도’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11개의 일자리 사업들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특히 고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직의 고급 인력을 요하는 일자

리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저소득층 및 소

외계층’에 집중되기보다는 ‘불특정다수’, ‘산림관리를 통한 공익효과 창

출’, ‘지역’ 등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6-12> 사업담당자들은 ‘사업 참여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4.50)라고 답하

다. 더불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지역’ 및 사업을 통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도 두 번째로 혜택을 받은 집단(4.10)이라고 평가하

다. 반면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이나 

상점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입는 정도가 여러 항목 중 가장 낮게 측정되었

다(2.63).

표 6-11.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효과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사업을 통해 근로기회제공효과 4.40 0.699

공익적 효과발생 4.80 0.422

사회통합적효과 3.90 0.994

지역사회발전기여도 4.10 0.876

지역 내 도시전문인력의 유입가능성 3.80 1.229

지역 내 대졸청년실업의 유입가능성 3.80 1.135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여도 3.50 1.179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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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농촌지역 내의 일자리 사업들은 공급자, 참여자, 수요자 중심의 

직접적이고 단편적인 1차적 연계만이 존재하며, 관련 기업이나 도소매점, 

또 해당사업지의 지자체 등과의 다양한 관계 설정을 통한 2차적 서비스 효

과의 발생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독립적

인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을 토대로 한 네트워

크 방식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의 사회적 일

자리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로 추진되는 11개 사업은 정부 부처나 기업 등의 예산 지

원을 받아 운 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직업군으로서의 일자리 사업을 지속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 다. 그 결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지될 

경우 사업의 유지 가능성은 2.22로 매우 낮았고, 예산 지원이 감소될 경우

에는 유지 가능성이 평균 3.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현행

처럼 정부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자립적인 사

회적 기업의 성장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

다. 향후 어떠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표 6-1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사업대상지역 4.10 0.994

사업대상지역의 지자체 3.70 0.949

지역주민 4.10 0.994

사업의 실운 기관 3.90 0.738

사업참여자 4.50 0.527

사업담당 정부부처 3.89 0.601

사업 분야와 관련된 지역 내 기업이나 상점 2.63 1.302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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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현재 일자리 사업들을 ‘사회적 기

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사업 담당자들에게 제시하고 발전 가능성에 대

해 질문한 결과 평균 3.22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 성격에 따라 응

답 내용이 다름을 감안하면 자립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

는 분야도 있는 반면,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분야도 있다고 판단

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여건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제시한 항목들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학습 부문(4.38)과 재정 부문(4.38)을 중요시했으며 상대적으

로 전문 경 진(3.38)이나 업무의 부분적 아웃소싱(3.38)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하 다. 

표 6-13.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혀 없을 경우 사업의 유지 2.22 1.202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하 을 경우 사업을 유

지시킬 의향
3.67 1.225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

표 6-14.  사회적 일자리 사업 유지를 위한 방향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현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개

선 필요성 정도
3.90 0.876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 ‘사회

적 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정도
3.22 1.202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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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전문 경 진 필요 3.38 0.518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체계적인 학습, 교육훈련 필요 4.38 0.744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4.38 0.518

일자리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 3.75 0.886

NGO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인정해야 됨 3.75 0.707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 분석 필요 4.00 0.535

사업 대상 지역의 지역서비스 수요분석 4.00 0.535

정부 기관 업무의 부분적 아웃소싱 필요 3.38 1.061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

3.3.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이상의 조사 대상 11개 사업들은 저마다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산림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한 결

과를 일반화하여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현재 농촌형 일

자리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합평가를 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조사 내용과 사업 담당

자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행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① 고용 창출 측

면과 ② 사업 추진 방식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고용 기회 제공에 한계

   고용 기회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 진단하자면, 첫째로,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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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이 대부분 정부

의 인건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자체 수익모델을 갖

추고 있는 경우는 재가간병사업 정도밖에는 없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의

지를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단기 사업

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둘째로, 사정이 이러하니 당연히 일자리로서 질도 높을 수 없다. 예컨

대 사례조사를 실시한 11개의 농촌 분야 일자리 사업들의 대부분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이며,17 일부는 일일 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

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1∼3년의 사업 기간이 지난 후의 고용 

승계도 문제이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로,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

여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고용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키워가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학습형 일자리’로 사회적 일자리가 자리

잡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예컨대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 일

자리 지침에서는 최대 1개월의 고용훈련 기간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 훈련 프로그램의 지

원이 사실상 어렵다.18 

   요약하자면, 현행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과 향

후 전망 등 여러 측면에서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고용 창출 

수단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7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2003년 월 58만 원(사회보험분담

금 미지원)에서 2006년 월 70만 원(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인건비의 급여 기준

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이것도 충분한 수준의 임금이라 보기는 어렵다.
18 한국노동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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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 가꾸기를 위한 지방 주도적 사업 추진 미흡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면, 첫

째로, 농촌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사업이 그리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 부처별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

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지만, 농촌의 여

건을 감안하여 별도로 설계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2006년 노

동부가 지원한 440여 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농촌지역과 직접 관련된 

일자리 사업은 20여 개 정도이며,19 2006년 9월 ‘사회서비스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서 제시한 2006-2007년 사회 서비스 확충 관련 고용 

현황에서도 직접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007년 ‘농어촌 다문화 가

정상담원’뿐이다. 

   둘째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역사회 단위에서 요구되

는 활동 역에 대응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자율성을 갖고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대개 중앙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서 지방 단위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에서 내

려온 사업지침을 그대로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며, 사업비를 

운 하는 데도 지자체나 참여 단체의 재량이 거의 없다.20

   이는 현행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이 대개 정부 부처별 업무 역을 토대

로 개별적으로 기획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농촌지역사회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와 활동 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을 연계하는 지역 나름의 추진체계가 구축될 필요

가 있는데, 그것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지방 자율적 사업 추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기

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간사제도 등은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

19 노동부. 2006b.
20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이나 여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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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성 의료생협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운 하는 재가간병사업도 예외적

인 경우인데, 이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안

성 의료생협에서 진행해 온 지역복지사업 경험이 원활한 사업 운 의 밑거

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1

다. 고용정책보다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상에서 종합한 바와 같이 현행 농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정

부 지원이 없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 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고용 창출 면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명백히 한계를 가

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명명된 까닭에 고용정책으로

서의 의미가 지나치게 부각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용 창출이

라는 측면만 강조할 경우 그 성과가 계속해서 높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

할 명분과 동력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농촌의 현지 

주민 또는 농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한

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일련의 사업들은 대개 공공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비해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주민을 비롯한 민간 부문

과 계약을 맺어 이들이 사업 운 을 담당토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

는다. 따라서 기존의 공공 부문 주도의 농촌개발사업 추진 방식과 비교할 

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민간 참여 방식을 활용할 경우 얼마나 효율

적이면서 창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의 중

21 안성 의료생협은 1994년에 공식 출범하 지만 이미 1980년대부터 안성 고삼

면에서 의대‧간호대 학생들이 농민회와 연계하여 벌여온 주말진료 활동이 모

태가 되었다. 출범 이후 진료활동만이 아니라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안성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다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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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고용 효과 측면에 과도하게 주목

하는 것은 제한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향후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새로운 역할 분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란 어떠한 정책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22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투자 효율화도 꾀할 수 있도록 공공 일변도를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여러 성공 사례들을 통해 실증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다음 절부터는 이

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4.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

4.1.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의 방향과 구조

4.1.1.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의 방향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의 핵심 요소는 지역의 인재와 자원이다. 사회

적 일자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인재 및 자

원의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교육과 기술, 혹은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발굴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23 요컨대 지역의 인재와 자원

을 지역 만들기의 핵심요소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

22 특히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자 한다.
23 總合硏究開發機構&植田和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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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의 방향

하겠다.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그림 6-2>와 같이 지역자원을 

호순환의 범위 내에서 경 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움직이

는 핵심은 바로 인재이다. 지역 단위에서 자연․자원․경 ․인프라․인

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지역 만들기가 추진되어

야 하며 각 역별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총체

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중앙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의 농촌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체적으로 가치화하고 경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무엇보다도 인적 토대의 마련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교토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가꾸기 단계를 뛰어넘

어 지역 단위에서 자립성을 가지는 “삶의 질(QOL) 산업”을 기획하고 적용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지역 살리기는 이탈리아

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삶의 질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고유 자원과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춘 인

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의 추진과 지원시스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활용  189

의 확립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농촌이 가지는 공공재적 가치를 발현하고 농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를 지향하는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는 농촌의 복합자원화

를 위한 인적 토대 마련과 농촌지역의 경제활동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지

역 내에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을 함께 취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 비해 

다양한 역의 활동 및 다기능의 능력을 요구하는 농촌에서 ‘농촌형 사회

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은 농촌지역의 요구에 다양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4.2.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4.2.1.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첫째,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발굴해야 한다. 

특히 지역자원의 가치 발굴과 활용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역을 유지할 수 있

는 사회적 기업의 형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의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에 의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 단위의 사업

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중앙 정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을 

지역 단위에서 수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산

림청의 숲 가꾸기를 비롯한 여러 사업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에코가이

드사업은 지역과의 연계성을 그다지 갖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자

원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사

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의 추진에 의한 지역자원의 가치발견을 

이루어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농촌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

적 일자리 사업은 대체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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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는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

는 학습형 일자리가 아니라 기능훈련 중심의 교육이다. 국립공원의 에코가

이드의 경우는 배치지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있어 전체적인 

교육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사무장, 마을간사, 마을조사단의 경우 

참여자의 수준과 활동 여건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핵

심 인재의 육성 및 확보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내 공무원 조직이 사

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을 기획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의 귀촌희망 인력과 도시의 계획

전문가들의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켜 다

양한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인적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  

   넷째, 적극적인 지역사회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LOHAS

적 수요를 적극 수용한다. LOHAS 시장의 범주는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24 이러한 시장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사회적 일자리

가 나름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표 6-16.  LOHAS 시장 범주의 구분

∙지속 가능한 경제: 재생에너지, 지폐지활(地廢地活), 지산지소(地産地消)25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안전하면서 맛있는 식재료, 천연제품

∙대안적 건강 관리: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질병예방

∙자기 실현․잠재능력 개발: 심신, 감성, 능력을 높이는 서비스

∙환경을 배려한 생활방식: 환경을 배려한 제품의 구입  

24 교토부. 2005.
25 지역의 폐기물을 지역에서 재활용하며, 지역 농산물 등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는 순환형 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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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 서비스 수요 대응, 주민 통합 등을 이루기 위

해서는 기존의 공공 부문 주도 지역개발정책에서 주민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LOHAS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이 요구된다.

4.2.2. 정책 과제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향후 보다 지속성 있고 자립적인 사회적 기업 형

태의 사업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단계적 변화를 위한 과제

를 <표 6-17>에서 제안하 다. 그리고 <표 6-18>에서는 이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6-17.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육성의 단계별 전략

핵심리더 중심의 

지역통합

∙강력한 리더십 중심의 마을 발전 추진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의 추진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이를 수행할 젊은 지역리더 발굴 및 도농교류 활성화

1단계 중점정책: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 보급     
리더십의 분산 및 

네트워크의 형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병행된 공공 공간 만들기

∙지역가치에 대한 인식 및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리더십의 분산 및 네트워크

   2단계 중점정책: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만들기

∙도농 간의 교류확대 및 안정화

∙지역 내부 또는 외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형성

   3단계 중점정책: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형성     
지속 가능한 

지역만들기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환경의 지속성 유지

∙지역의 자립과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속 가능한 사회의 주체인 인적 자본에 대한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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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육성 단계별 세부 추진 전략

제
1
단
계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운 자와 참여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핵심인력 육성 및 새로운 가치발견

∙다양한 정부부처 역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및 평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틀 마련

제
2
단
계

가칭)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역량강화

(사회적 일자리)

제

3

단

계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회적 기업)

3-1

단계

지역자원의 재평가

 1) 지역과제 찾기(무엇이 벽인가?)

 2) 필드 찾기(어디에서 전개가 가능할 것인가?)

 3) 인재 찾기(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가?)

3-2

단계

프로젝트 테마 만들기

 1) 어떠한 스킬이라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2) 참가 가능한 주체는 누구인가?

 3) 외부로부터 어떤 기술․인재를 유치해야 할 것인가?

3-3

단계

추진주체와 지원기구 만들기

 1) 추진주체의 조직화, 출자, 참가자 편성

 2) 지원기구로서 TF팀 구성

 3) 외부자원 유입

3-4

단계

지역 외부에 파급, 판로  개척

 1) 시범사업에 의한 업촉진

 2)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계획제안

 3) 참여 기업의 그룹화와 지역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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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육성의 추진 체계 

   현재 농촌에서는 지역의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 리더의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의 능력에 따라 정부 정책사업이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핵심 리더의 역량이 뒷받침된 몇몇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고 있다. 양적․질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새로운 활동 역이 형성되고 지역의 자산, 

가치를 공동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 과정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반

이 마련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가칭)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곳을 축으로 지역 간, 필요한 부문간의 네

트워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지원센터’는 지자체, 지역단체, 전문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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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제3섹터 방식의 지원센터이다. 지역이 자율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

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해 주고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교육 등 

지역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

기능 및 평가, 자문을 하게 된다. 

   그것은 지역 단위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참여하여 컨소시

엄 형태로 운 한다.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다양

한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의 교육 및 

훈련 실시, 3)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 및 DB화, 4) 정부의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그램 연계, 5) 사업 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6) 지역 단위의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기획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3단계에서는 지역의 내부 또는 외부,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역(전문가, 지자체, 기업, NGO 등)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형성을 이루어 낸다. 그러므로 기업형성을 위해 <표 

6-18>의 3단계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적 단계(3-1, 3-2, 3-3, 3-4)와 같이 밟

아나감으로써 지역의 뿌리를 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부문별로 지역정책 추진 시 쟁점이 될 사항을 짚어보

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농

촌지역개발정책의 추진 체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효율적

이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의 연계 등 추진 방

식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진 방식 효율화와 관련

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

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농 균형발전 기반조성이라는 형평성 달성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및 농촌의 기초서비스 여건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적 지원 사항에 대해 살펴볼 것이

다. 아울러 농촌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농촌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

계 면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1.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쟁점

1.1. 정책 추진 체계 정립 필요성과 관점

가. 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 필요성

   지금까지 도농 간 또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온 데는 성장 부문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정립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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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진행된 그동안의 국가 경제정책의 향이 크다. 총량적인 성장에 

우위를 두는 정책 패러다임 하에서는 도농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

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제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화의 진전, 대

도시 중심의 공간 통합 등은 향후에도 균형발전정책이 성과를 얻는 데 제

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약 요인과는 별도로 ‘누가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

식으로 진행하도록 제도화하느냐’라는 정책 추진 체계에 내재해 있는 문제

들도 균형발전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범

주로 문제를 압축할 수 있겠다. 

   첫째로, 현행 정책 추진 체계에서 효율성(efficiency) 달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제약점이다. 어떠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경제적인 효율이 높은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적으로도 입지적 능률성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곳이 투자 대상지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효율성 기준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

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균형발전정책이란 총량적인 성장 위주의 국가 경제정책으로 말

미암아 나타나는 공간적 발전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따

라서 앞의 효율성 기준과 달리 형평성(equity) 달성이 중요한 정책 목표이

다.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도농 간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데는 정책 추진 체계 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떠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균형발전 효과를 얻으려면 정책사

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효율적인 운 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원인으

로 이러한 운 관리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던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특히 

정책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충분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상과 같은 추진 체계에 얽힌 세 가지 범주의 문제들을 집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정립  197

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책 추

진의 제도적인 틀에 대한 것으로서, 앞의 장들에서 주로 다룬 지역정책 부

문별 과제(농촌의 내생적 산업 육성,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등)와는 

구분되기에 별도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쟁점 

   정책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한마디로 투자 액수 대비 성과가 기

대에 미치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적 제약 요인과 관련된다. 그동안 농촌지

역개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비효율성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대표적

인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어떠한 사업을 마을이나 소규모 권역 단위에서 나눠 먹기 식으

로 배분하여 진행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1 그 결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단일 

사업지구에 지나친 과잉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2 

특정 마을 또는 사업지구에 여러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되거나 과다한 사업

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3 

   이상의 두 가지 지적은 약간 그 각도를 달리하고 있다. 전자는 사업이 

소규모로 분산 추진되어 통합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한 곳에 여러 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투자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다. 후자의 경우 일견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한 지적으

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 간 연계가 가능토록 하는 보다 효율적인 추진 

 1 박경‧구자인(2006), 송미령‧박주 (2004), 윤원근 등(2005) 등의 연구에서 유사

한 맥락의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2 대표적으로 강종원(2006) 및 이성우(2006)의 연구에서 농촌개발사업의 과잉투

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 이처럼 단일 지구에 복수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사업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

에서 비롯한 현상인데, 그것이 ‘선택과 집중’인지 ‘중복과 낭비’인지 가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강종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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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었다면 이보다 더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이 양자에서는 공

통적으로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서 보다 높은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효율성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문과 입지를 선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그 파급효과

(spread effect)가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경우에 따라 어떠한 단위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가 다소 크다 

할지라도 주변에 기대하는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투자 규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욱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다. 또한 여러 정책사업들 간에 효과적인 연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다. 도농 간 형평성 달성을 위한 쟁점

   위의 효율성 기준을 모든 농촌지역개발사업 부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업 기반이나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좁혀지기보다 점점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이라는 가치 하에 이러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인

위적으로 시정하려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낙후지역에 대한 소

득 재분배 시도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도농 간 및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데 근본

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시장 질서와의 상호작용

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한다면 지역 간 격차 발생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또 이를 완화할 만한 정책수단

을 마련하는 데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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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발전 격차를 인위적으로 완화하

려는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초 서비스 등 필요한 최소의 분야에 대

해서는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 특히 이러한 기초 서비스 부문 사업은 

반드시 효율성 기준에 입각하여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시설 특성에 따라서는 소규모 분산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

는 것이다.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 분야 투자사업과 달리 형평

성 기준을 보다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5

   결국 이들 분야에 대해 우선 국가적인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그것을 달

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들 간에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

엇보다 농촌 주민의 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반 한 사업 추진 여부가 중요

하다. 특히 고령화가 대세인 농촌의 여건을 반 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

업이 무엇인지 면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정책 서비스의 전달체계 관련 쟁점

   사업 시행 이후 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

한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의 운 관리 문제에 대해 사전에 치

한 계획 없이 투자가 이루어진 탓이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한 시설을 유

지관리하자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6 이것

 4 국민의 기초적 수요를 전국 어디서나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국가 최소서

비스기준(national minimum)이라 지칭한다(이동필 등. 2006).

 5 도시 접근성과 교통 여건이 불리하고 산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낙후지역에 대

한 지원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조사 결과가 송미령․성주인(2004b)의 연구에 나

타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마을개발사업이 실시된 농촌 마을 20곳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주민 참여 정도와 사업 성과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마을별 주민 참여지수와 사업 성과지수로 지표화하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마을일수록 주민 참여지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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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중복투자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는 공공 부문

의 몫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 의 묘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과 민간 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균형발

전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진행된 공공 

주도의 사업 시행과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초래된 바도 크기 때문이다.

1.2. 정책 추진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문제들을 바탕으로 삼아 지역개발 추진 체계와 관

련하여 제7장에서 논의할 주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과제들이 제기되는바, 첫째로,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 간 연계

를 이루고 통합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것, 둘째로, 낙후한 농촌지역을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제, 셋째로,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이다. 이들 각각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과제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정책 추진 체계 효율화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 소규모 사업들의 분산 추진 및 과잉투자 문제

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추자면 몇 가지 차원의 정책 과

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로, 중앙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

게 나타났다. 주민 참여지수에는 시설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수준이 

반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의 유지관리 수준과 사업 투자 규모 양자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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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다. 그동안 농촌지역개발정책 관련 중앙부처의 분산 다기화 문제가 

주로 지적된 바 있다(강현수, 2006; 김현호․한표환, 2005; 박경․구자인, 

2006; 박진도 등, 2004; 송미령․박주 , 2004). 그렇다면 부처별 여러 지

역개발사업의 통합과 연계 추진이 가능토록 하자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

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로, 이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농촌정책 추진의 제도

적 틀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 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지방 단위의 추진 방식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중앙부처에서 

기획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시행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 추진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

는 것이 사업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지 논의할 것이다.

   넷째로, 사업의 지역 간 연계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도 다루어야 할 과

제이다. 광역적인 파급효과를 얻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

   도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경우 중앙정

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없이는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등적인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서 보조금의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차등보

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낙후지역의 재정 여건과 차등보

조율 도입 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 과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에 비해 서비스 여건이 뒤떨어지는 농촌에서 일정한 서

비스 수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신규 사

업 수요의 발굴 등 향후 농촌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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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책 모색

   신규 시설의 조성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는 기존에 조성한 시설을 효율적

으로 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으로 그치고 이후의 운 관

리 문제에 대해 소홀했던 기존의 정책 추진 관행을 극복하고 시설의 효율적

인 활용이 가능토록 하자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농촌의 각종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은 유지

하더라도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달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공 일변도를 탈피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 부문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다

양한 방식의 서비스 전달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능성

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각종 문화․복지․지역 가꾸기 관련 사업이나 주민 

소득 및 경제활동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의 추진 단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통합을 위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의 지역사

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는 의의와 잠

재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업의 연계를 통한 정책 추진 체계 효율화

   균형발전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

도록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 

간 적절한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중앙부처 차

원에서 정책들의 연계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또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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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부처의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 체계 정비

2.1.1. 중앙부처 단위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 기반 마련

   그동안 효율적인 농촌정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부처별 농촌개발사업

의 분산 추진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왔다. 내용상 유사하고 차별성이 크지 

않은 농촌개발 관련 사업들이 농림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표 7-1 참조>. 또한 사업

마다 시․도-시․군 등 지방행정 단위까지 각기 별도의 추진 체계를 통해 

시행되는 까닭에 사업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되곤 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농촌지역개발사업 분산 추진 문제로 말미암아 자연

스레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 추진 단위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동필 등, 2006). 즉 중복성과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별로 난립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중앙부처에서 총괄하는 농

촌지역개발정책 일원화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

개발 추진 체계 개선 대안을 도출하고자 이루어진 이동필 등(2006)의 연구

에서 실시된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각종 사업을 한 부처에서 

전담토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가지는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개발 관련 정책을 어느 한 부처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부처 간 사업들을 조정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

회 등의 총괄기구 기능 강화가 현실론으로 제기되곤 한다. 각 부처별 각종 

정책 사업이 농촌의 장기적인 비전과 충돌되지 않도록 그러한 조정기구에

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 단위에

서도 그러한 정책 목표가 잘 구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

성되어 있는 ‘삶의 질 향상위원회’는 제도적으로는 통합․조정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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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부처별 주요 농촌지역개발정책 현황

주관
부서

사업 기간 특성 비고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2004-

2009

3∼5년간에 걸쳐 마을규모에 따라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1990-

2013

면 정주권 개발계획이 수립된 770개 면을 대

상. 지원 규모<보조 : 면당 30억 범위 내

전원마을조성사업
2004-

2014
시군당 1, 2개소의 전원마을 정비 목표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2002-

2013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 협정을 체결. 2013

년까지 농촌체험마을 1,000개 조성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

2006-

2013

농촌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도시민 정주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990-
면 단위이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의 기초생활시설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행자부

로부터 

이관

신활력사업
2005-

2007

70개 낙후 시군에 2007년까지 8,198억원을 투

입해 성장기반과 활력 제공

행자부

로부터 

이관

행정

자치부
소도읍육성사업 1972-

지역에 있는 자원을 테마로 개발. 배후 농어촌

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거점지역 육성

정보화마을조성
2001-

2014

소규모형(50∼100가구), 중규모형(100∼300가

구) 마을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2003 

중단

도시 및 농어촌 등 정보소외 지역에 정보접근 

기회를 높여 다양한 정보제공

문화

관광부
문화역사마을사업

2004-

2009

2004∼2009년 총 255억원 투입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 각 1개 시범마을 조성

생활친화적문화공

간조성

2004-

2009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조성

농촌

진흥청

전통테마마을육성

사업

2002-

2009

전통문화와 생활풍습,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도시인에게 휴식과 문화체험 마을 개발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2005-

2010

산림 및 휴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도시

인에게 휴양공간을 제공. 산촌 진흥

해양

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1994-

2013

낙후된 어촌의 생산기반 확충. 어업소득원을 

개발.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2001-
생태계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거나 자원순환형 

생활양식의 자연친화적 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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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추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

단위: %

구       분 계
담당 분야

지역개발 농업농촌 주민복지

한 부처에서 전담토록 일원화 53.2 56.1 60.7 34.4

부처전문성에 맞게 이관․조정 39.0 37.9 33.9 50.0

현행 사업 추진방식 유지 0.0 0.0 0.0 0.0

지자체 차원의 통합 관리 7.8 6.1 5.4 15.6

자료: 이동필 등(2006) 재구성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조정기구의 역할 강화를 당

위론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농촌의 비전에 대한 비교적 일치되는 상(像)이 범정

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까닭에 어떠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농촌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을 조

정하고 통합해가기도 힘든 것이다. 따라서 농촌개발사업 부처 일원화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농촌 발전 비전과 정책 

목표를 정립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범정부적으로 표명하는 작

업이다. 

   또한 이러한 농촌의 비전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7 이를 위해서는 나름의 합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촌의 미래에 향을 미칠 여러 변수들을 찾아낸 후, 향후 다양한 

대안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위의 변수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통제해갈 것인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의 경우 농촌의 미래상을 전망하면서 사회․경제적 가치나 

 7 우리의 경우 농업계 내부에서도 여러 관련 이해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비교

적 일치된 견해를 도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부처를 통틀어 

어떠한 일관된 방향으로 농촌정책을 추진해 가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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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가치 중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에 따라 농촌의 미래상이 달리 나타날 것임을 주장하며, 몇 가지 시나리오

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가 마련되는 것은 합의

된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된다.

   이러한 범정부적 조정기구의 역할 강화는 농촌정책 주무부처로서 농촌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농림부의 위상 정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의 개편을 통해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정부조

직법｣ 제36조에서는 농림부 임무를 “농산, 식량, 농지, 수리, 축산 및 농산

물 유통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농촌지역개발과 식품 등

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과 지역개발로서 농촌정책의 

통합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부서의 명칭도 “농업식품부”나 “농업농촌식품

부”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농촌 관련 정책 통합 및 조

정이 더욱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도 있다. 바

로 농촌 향평가제도이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참고> 국 농촌의 미래 전망--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20>

○ 국 농촌청(Coutryside Agency)에서 2003년 작성한 농촌의 미래 전망 보

고서로 장차 누가 농촌에 살며, 농촌 주민은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위할 것인지, 몇 가지 농촌 유형(교외 통근지역, 농촌 중심지, 전통적 

농업지역, 구산업지대 등)에 따라 장차 어떠한 과제들이 쟁점으로 부각

될 것인지 등을 살펴봄.

○ 농촌의 변화를 추동할 경제적 요인 및 기타 제도적 요인 제시

  - 세계화,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 고객 지향 제품 생산, 정보통신 

기술이 추동하는 노동의 변화 등의 거시적인 요인

  - 그리고 계층 간 역학 관계, 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 관계,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등 국 나름의 특수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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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장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 농촌의 인구 및 일자리 증가는 향후 농촌의 물리적인 여건 변화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 중 어떠한 것에 우선순

위를 두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농촌의 미래상이 각기 다

른 양상을 나타낼 것임을 강조하며 몇 가지 시나리오 제시

○ 농촌의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

  - 농촌의 미래상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농촌의 변화를 이끌

어갈 추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에 따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있음.

  - 농촌의 변화를 더 넓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진단하고, 다양한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 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조사, 인터뷰 등이 광범위

하게 바탕이 되어 진행됨.

2.1.2. 장기 과제로 농촌 향평가제도 도입8

가. 농촌 향평가제도 개요

   농촌의 보전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전제

로 장기적으로는 농촌 향평가제도(Rural Proofing)9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촌 향평가제도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때 정책 입안단계부

터 농촌지역과 주민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를 농촌의 입장에서 고

려하는 제도이다. 정부 정책이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지역과 주민에게 불리

하게 적용되지는 않는지, 정책을 통해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의 

훼손은 없는지 등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개발, 실행,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

 8 농촌 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하 내용은 마상진․박대식(2006), 송미령 등(2006)

을 주로 참고로 하여 정리하 다.

 9 농촌 향평가제도는 정부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주로 개별 사업

을 대상으로 그 향을 파악하는 그 밖의 향평가제도와 구별하여 이를 ‘농

촌인지적정책 향평가제도’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송미령 등, 2006). 그러나 

여기서는 ‘농촌 향평가제도’라 명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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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검토한다. 그 결과 농촌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 되도록 검증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취지로 한다. 

   이미 국,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농촌의 경우 서비스 전달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보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을 정책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의 Rural Proofing, 캐나다의 Rural Lens, 미국 뉴욕주의 Rural Area 

Flexibility Analysis 등이 그것이다.

나. 도입 필요성

   농촌 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농

촌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때문이다. 농촌

은 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취약하고 서비스 접근성도 떨어진다. 지역경제 

기반 역시 취약하다. 고령화된 인구 특성상 도시와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

가 요구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다원적 가치, 전통성 등을 지니는 농촌 자

원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내용의 정책 개입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가 쉽

다. 즉 정책이 도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집행될 경우 당초 의도하지 않았

으나 도농 간에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설계되고 개발되는 과정 상에서 정책 담당자들로 하여금 농촌의 특수성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이후 정책 실행 및 결과 단계

에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는 것

이다.

   둘째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촌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삶의질향상위원회’ 등

과 같은 범정부적인 농촌정책 조정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농촌 향평가제도 같은 수단이 도입될 

경우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들을 농촌의 장기 비전에 맞도록 조율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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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농촌 향평가의 개념 모형

정책단계

정책주체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중앙
행정기관

정책내용
광역
지자체

농촌의 특수성

인프라 농촌경제
농촌

지역사회
농촌자원

도시와의 형평성 유지

자료: 마상진․박대식(2006).

정이 한결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

진 체계의 효율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책들 간에 중복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다. 농촌 향평가제도의 내용과 도입을 위한 과제

   농촌 향평가제도는 도시와 농촌에 차별적인 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도시와 농촌에 따라 수혜 정도

의 편차가 큰 정책, 그리고 농촌의 경관 및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향이 

큰 정책이 우선적인 평가 대상이 된다. 나아가 중앙부처 정책만이 아니라 

농촌에 광범위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의 정책까지 

향평가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농촌 향평가에서 검증할 핵심적인 사항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발

이 되며, 그에 포함될 항목을 크게 구분해서 예시하자면, 첫째, 도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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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조건으로 정책이 추진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의 여건에 대한 내용이다.10 둘째,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항으

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의 기능이다. 셋

째, 삶의 질 향상계획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의 

농촌 향평가제도(Rural Proofing)에서 평가하고 있는 항목들을 다음의 상

자 에서 예시하고 있다. 

   농촌 향평가의 추진을 위해서는 (가칭)농촌 향평가위원회 구성이 필

요하다. 범정부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므로 기구의 위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를 둔 삶의질향상

위원회 산하 기구로 하든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산하 기구로 

하는 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여러 대안들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1

   농촌 향평가제도 운 을 위해서는 평가 점검지표 개발과 더불어 도시 

대 농촌으로 구분된 통계자료의 생산 또한 선결과제이다. 도시와 비교한 

농촌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

가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

을 설정하여 그것을 목표치로 삼아 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있겠지만, 성공적인 제도 도입과 운

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농촌 향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의 특수한 여건을 감

안하여 정부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정책 담당

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폭넓게 자리 잡아야 하는 

10 세부 내용은, 취약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비용이 높은 점, 서비스 수혜 대상이 지리적으로 분산

되어 있다는 점, 지역 역량이 제한되어 있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어렵

다는 점 등이다.
11 농촌 향평가제도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이나 

｢삶의질향상특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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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 위주의 그 밖의 향평가제도와 유사한 별

도 규제가 추가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제도 운 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다.

<참고> 주요 정책 평가 항목 예시( 국 Rural Proofing의 경우)12

① 정책이 농촌주민의 공공, 민간 서비스 가용성(availability)에 향을 주는가? 

② 정책 서비스가 학교, 은행, 병원 등과 같은 현재의 서비스 창구를 통해

서 제공되는가? (서비스창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 여부)

③ 고객이 분산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더 

많은 서비스 전달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④ 정책이 농촌 주민의 이동 필요성 또는 이동 비용, 이동 편이성에 향

을 주는가? 

⑤ 정책이 농촌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창구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

고 있는가?

⑥ 정책이 민간분야 혹은 민관협력을 통해 제공되는가? (민간 부문 유치 

가능성, 농촌지역 민간 부문의 서비스 전달 능력 여부)

⑦ 정책은 관련 인프라(정보통신망, 도로, 시설)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전달

하는가? (취약한 농촌의 인프라 고려 여부)

⑧ 정책이 자 업을 포함한 모든 농촌의 사업체(소기업이나 농촌지역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가지는 부문)에 향을 주는가?

⑨ 정책이 토지기반 산업에 특별한 향을 주고, 농촌경제와 환경에도 

향을 주는가?

⑩ 정책이 농촌의 저임금이나 파트타임, 계절제 고용인에게 향을 주는

가?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 위주의 농촌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주민

의 접근 가능성에 미치는 향)

⑪ 정책은 농촌의 사회적 약자(disadvantaged)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⑫ 정책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역 기관들을 활용하는가? (민간․공공 및 

자발적 부문 조직들이 규모도 작고 파트너십 형성 능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도 효과적인지 여부)

⑬ 정책이 새로운 건물이나 특정 개발지역에 의존하는가?

⑭ 정책이 농촌의 경관(자연적/인위적)에 향을 미치는가?

⑮ 정책이 농촌을 휴양과 여가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향

을 주는가? 

12 마상진․박대식(2006)의 국 사례를 바탕으로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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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 단위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 체계 구축

가. 지방 단위의 통합적 사업 추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 개선 노력은 농촌지역의 사업 역량 강

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지방 단위의 몫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

방 단위에서 사업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며 통합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유사 목적의 소규모 사업을 분산 추진하

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조정과 통합 기능

을 발휘하면서 대처해 왔다. 

   충남 금산군의 종합 문화․복지시설인 다락원(多樂苑) 건립 과정이 이

를 잘 보여 준다. 다락원은 지자체가 주민의 문화 및 복지 요구 충족을 위

해 각종 서비스들을 하나의 대규모 시설로 집중시켜 조성한 시설이다. 문

예회관, 보건소, 복지회관, 공연장 등 기존에 여러 곳에서 분산 투자되던 

여러 부처별 소규모 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지역 주민의 구심 역할을 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기에 따라

서는 중앙정부 사업 추진 체계의 분산에서 오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이다.13

   요컨대 중앙정부 단위의 지역개발 추진 체계 정비도 필요하지만, 지자

체 단위에서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통합 추진할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단기적인 사업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운 관리까지 감안한 사

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3 중앙부처 단위의 사업 추진 체계가 분산 다기화되어 있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

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활용하기에 따라 사

업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음을 금산군 다락원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지자체 입장

에서는 오히려 농촌개발 관련 중앙부처가 일원화되면 관련 사업 예산이 줄어

들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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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충남 금산군의 다락원 건립 사례14

○ 금산군의 다락원(多樂苑)은 지자체가 주민의 문화 및 복지 요구 충족을 

위해 각종 서비스들을 하나의 대규모 시설에 집중시킨 것임.

  - 건축 면적 2천 평 규모 건물로 생명의 집(문예회관), 건강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평생학습센터),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청소년의 집 등 다

양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 역할을 발

휘

  - 2000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3년 반만에 준공했으며, 건축 비용은 약 

256억 원

○ 다락원은 사례는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면 중앙부처 분산

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사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줌

  -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보조금 사업들과 금산군 예산을 통합하여 건립에 필요

한 자금을 확보

○ 시설 이용률도 높아 지역 주민의 구심 역할을 함. 특히 ‘평생학습 프로그

램’ 등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의 효과도 얻음

<다락원 건립에 투입된 부처 및 산하기관 보조금 사업 내역>

구  분 보조금 사업명

중앙정부

부처

문화관광부
* 문예회관 건립
* 문화원 건립 
* 야외공연장 건립

보건복지부

* 보건소 건립
* 노인복지회관 건립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농림부 * 농업경 인회관 건립 

농촌진흥청 *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건립 

행정자치부 *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정부

출연기관

마사회 *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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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금산 다락원 전경

자료: 금산다락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ragwon.net/)

나. 주민과 민간 부문 참여에 기초한 지방 거버넌스 구축

   지방 단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추는 것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관건이 된다. 그러한 체

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구축’ 작업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지만, 한 마디로 사회의 

공통적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그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 던 구 거버넌스(old governance)에 대비하여 정부와 사

회 간의 파트너십 및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신 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의미가 강조된다(Pierre and Peters, 1998; 배유일, 2003 재

인용). 

   지방 거버넌스란 바로 이러한 관련 주체간 협력 및 파트너십이 그 지역 

공동의 이해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조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에 맞도록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

14 금산군 다락원에 대한 상자  내용은 김정섭(2006)을 바탕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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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그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

여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 거버넌스에서는 공공 일변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식을 탈피하

고 지방행정의 유연성을 높여 주민, 기업,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

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요체이다. 민간의 창의력을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이 일회적인 공공투자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참여 폭을 확대하

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의견 교환, 정보 공유, 기술전

수,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혁신 

창출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역의 실태 파악과 비전 및 계획 수립,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 목표와 

수단 도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 공공 주도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주

도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는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전북 진안, 장수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부서에서 관여하는 

전략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공무원 조직 외에 별도로 전담 기

획기구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입하여 운 하고 있다. 장수군의 농촌

발전기획단, 진안군의 정책 개발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장수군 농촌발전

기획단에서는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순환농업이라는 지역 

비전을 이끌어 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굵직한 정책사업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상자  참조). 

   또한 장수군에서는 지역에 유치한 정책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고 갈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조직이 사업을 독

립적으로 운 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정부 지원사

업의 추진을 위해 구성된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사과사업단, 한우사업단 

등으로 구성)의 경우가 그 예이며, 장기적으로 법인화시켜 독립토록 할 계

획이다. 백두대간 농업포럼의 주도로 설립된 강원도 4개 시․군 조합 공동

사업법인 역시 지속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립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방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원래부

터 거주하 고 농업 등 생업에 종사해 온 전통적인 농촌 주민만이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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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의 통합추진 기획을 위한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 사례

○ 전북 장수군에서는 2003년 4월 외부의 전문가를 입한 기획 담당 기구

인 농촌발전기획단을 출범시켜 지역발전 비전과 로드맵을 끌어냄

  - 농촌발전기획단은 군 농업소득과에 속해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 얽매이

지 않고 군의 농촌발전전략과 새로운 시책 개발 등 기획 업무를 담당

  - 이러한 별도 기획 조직에 중책을 맡긴 것은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진행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부서 간에 가로놓일 수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지역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추진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

록 하기 위함

○ 농촌발전기획단은 발족 후 먼저 관내 6천 3백여 농가를 대상으로 치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작목, 자산, 부채 현황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

를 수집함. 이를 ‘장수군 차별화시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순환농

업이라는 비전을 제시

  - 지역순환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땅과 작물의 상태

를 고려한 맞춤비료를 사용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목

표를 둠. 그래서 좋은 퇴비를 원하는 경종․과수 농가들과 양질의 조사

료를 원하는 한우 사육 농가들을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여주는 것임

○ 최근 2∼3년 동안 장수군은 지역순환농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굵직

한 정책사업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함

  - 한우신활력사업(행자부), 사과클러스터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

립사업, FTA과수지원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이상 농림부), 가축 분뇨자원화 통합관리센터사업(환경부) 등

  -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순환농업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농촌발전

기획단에서 충실한 로드맵을 마련해두고 있었기 때문임. 될 만한 곳을 

지원해준다는 선택과 집중의 중앙정부 농정 기조를 읽어 내고 이에 효

과적으로 대응한 결과임

○ 또한 정부의 여러 정책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별도 전담

기구로서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을 설립하고 주민의 네트워킹을 이끌

어내는 구심으로 작동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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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역에 연고를 갖지 않는 신규 

유입 가구나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들이 오히려 객관적인 눈으로 지역을 평가할 수 있고 외부와의 네트

워킹을 원활히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지역의 사사로운 이해

관계에 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는 데 아주 적격일 수 있다(성주인․송미령, 2006).15

2.3.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농촌개발사업 추진

   각종 농촌지역개발 분야 사업의 지자체 간 연계 추진을 통해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높

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때 단일 지자체 

범위를 넘어서 지역 간 협력을 이루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었다. 주로 상․

하수나 쓰레기 처리 등 공급처리시설이나 교량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일

부 관광개발사업 등이 그러한 지자체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 다.16 

   반면 농업․농촌 부문 사업에서 단일 시․군을 넘어서 광역적인 연계

를 이루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여전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마을 등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농촌개발 분야에서도 그러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농산물 유통․가공 부문의 경우 주산지 단위로 

원료 농산물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모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이다. 농산물 가공시설의 경우 인접한 시․군들이 제각기 적자를 감수하며 

15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이나 강원도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백두대간농업포럼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입한 전문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에 별다른 연고를 지니고 있지 않은 점이 오히려 과감한 사

업 추진에 유리한 면도 있다.
16 다양한 종류의 지자체 간 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이원섭 등(2005)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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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시설을 운 하기보다는 한 곳의 거점시설만 가동시키고 나머지는 일

정량의 원료 농산물 공급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도록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인접 지역 내에서 중복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

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이 동반 하락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의 4개 시․군(태백, 

월, 평창, 정선)으로 구성되는 백두대간농업포럼에서 회원 농협의 공동

사업법인을 설립하여 광역적인 경제사업을 벌이는 사례에서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다(상자  참조). 특히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

로 재편되는 시장 질서에서는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데 이

는 개별 시․군 단위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과제이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

해 일정한 공급 물량 확보가 가능토록 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성을 높

임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높일 수 있는 것

이다.

   장수군에서도 산지거점유통센터(APC) 건립 시 전북 내륙지역의 지자

체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장수군은 시장 변화

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자 

APC 설립을 주요 군정 시책으로 추진하 는데, 무주, 진안 등 이른바 무

진장 일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 물량의 50%를 새로 건립될 APC에서 취

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004년에는 정부의 과수

산업 지원 대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장수과 무주, 진안, 남원 등 4

개 시․군이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행정 협약

을 체결한 바 있다. 시설이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지역 농산물의 규모화를 

이루고 시장교섭력을 높여 산지 유통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리라고 장수군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농촌개발 분야의 지자체 간 연계사업 모델은 이상에서 예를 든 것과 같

은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

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이러한 협력의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등 전남․북 내륙

의 4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른바 ‘장수벨트’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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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백두대간농업포럼과 조합공동사업법인

○ 백두대간농업포럼은 강원도 평창, 월, 정선, 태백 등 백두대간 일대 4개 

시․군의 농민 대표, 농협, 공무원, 전문가, 정치인 등이 어려운 지역 농업

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모여서 2004년 결성한 협의체임.

  - 4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백두대간농업포럼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포

럼의 상임대표는 과거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이 맡고 있음.

○ 백두대간농업포럼이 주도하여 지역에 유치한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

터 사업 추진을 계기로 권역 내 농협들을 포괄하여 연합사업을 벌이려는 

목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범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의 연합판매사업이 지역 농협 합병을 통해 이루

어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법적 지위를 갖고 공동사업을 하

도록 만들어진 것

  - 이는 관내 15개 농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합 자회사 성격을 가짐.

○ 공동사업법인 출범 이후의 시설 이용의 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

제적 파급효과 증대 등의 이득을 얻음.

  - 단위 농협 차원에서 운 될 때보다 가공 설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

며, 농협 간 과도하고 출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효과. 4개 

시․군의 농산물을 규모화할 수 있으므로 연중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

음. 4개 지역 물량으로 거래처의 수요를 채울 수 없을 경우 농협중앙회나 

농협 강원 지역 본부 등과 공급 연계를 맺어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

능토록 하고 있음.

  - 공동사업법인은 4개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적인 지역에서 지자체, 농협 

등 여러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고자 하는 모델로서 의의를 가짐.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

고자 지역 내외의 실제 경제활동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례

로서도 의미가 있음.

려는 구상을 세우고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결성하고 장수벨트지역 공동

사업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는 등의 시도를 한 바 있다.

   경관 관리 등 지역 가꾸기 사업 역시 광역 단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

업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2004년부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을 벌이면서 그 일환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동고속도로 벨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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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강원도 홍천-설악권벨트 광역경관계획 사례

자료: 강원도청 내부 자료

홍천~설악권 벨트 등 광역적인 권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상세계획을 수립

하는 등 다양한 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하 다(성주인, 2005). 특정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권역의 경우 이러한 강원도 사례와 

같이 인접 지자체를 묶어서 지역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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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2절에서 다루었던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농촌지역개

발사업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효율성을 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이상의 정책 과제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가치로 두고 추진할 정책 과제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취약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등보조 방안과 농촌

의 열악한 기초 서비스 부문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3.1.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

가. 균형발전에서 재정 부분의 중요성

   지역경제의 성장에 향을 주는 변수들 중 노동력, 자본, 산업구조, 기

술, 수출 등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지방재정지출과 중앙정부 경제정책이 지역경제(특히 농촌지역

경제)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향력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1998년에 공공서비스부문이 약 720억 원으로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7%, 2000년에는 약 971억 원으로 19.7%, 2003년에는 약 1,276억 원으

로 2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중 면에서도 금액 면에서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증가를 보 다.17 이는 농촌지역

17 GRDP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4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대

상으로 GRDP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고, 농촌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중 경기도에 속한 군과 경상남북도

중 대도시 인접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을 농촌지역으로 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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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해 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자체에서 조달하는 재원과 중앙정

부에서 지원받는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나. 지역 간 재정 격차 실태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제도와 같은 지방재

정조정제도가 작동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먼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면에서 상위 3개 

군(기장군, 울주군, 칠곡군: 이하 상위지역)과 하위 3개 군(보은군, 강진군, 

신안군: 이하 하위지역)을 비교하여 보자. 

표 7-3.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의 재정구조 비교(2004년도 기준)

단위: %

구   분 상위지역 하위지역

재정자립도 41.6 7.9 

자체수입 비중 56.6 32.7 

일반재원/세입계 69.0 58.7 

경상적 경비/일반재원 21.7 29.4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가능 불가능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4, 재구성

행정자치부, 지방차지단체 예산개요, 200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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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 수준이 높은 상위지역의 재정자립도는 

41.6%로 도농통합시(평균 30.6%)보다 높고 일반시(평균 44.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낙후지역인 하위지역의 경우 7.9%에 불과하여 재

정적 낙후성이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하위 지역의 경우 자체재원만 가지

고는 도저히 재정운 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존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재원과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적인 재정운 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용도 지정 없이 쓸 수 있는 

일반재원과 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 재원이 차지하

는 비중 또한 요소라 하겠다. 일반재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탄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상위지역은 69%이고 하위지역은 58.7%로 나타

나 상위지역이 하위지역보다 재정적 탄력성이 높다. 또한 경상적 경비가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운 상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인데, 상위지역 21.7%, 하위지역 29.4%로 상위지역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또한 상위지역이 하위지역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차등보조율제도의 도입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

세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운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교부

세 제도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 되고 있고 이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

세와 지방세율의 조정 등과 같이 중앙과 지방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조정을 통한 지역 간의 재

정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 간의 차등

보조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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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과 같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제도 아래

서는 재정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잘사는 지역은 국고보조

금을 받아 더욱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 못사는 지역은 국고보조금

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역에서 하고 싶

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가용재원을 비교해 본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용재원은 보통 일반재원에서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 그리고 국

고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이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자체사

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측정될 수 있다. 이 재

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내생적 활동)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7-4.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가용재원 비교(2004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상위지역 하위지역

가용재원 가용재원

일반재원 195,867 145,276 

인건비 20,065 175,802 19,759 125,517 

경상적 경비 20,951 154,851 21,440 104,077 

지방채 상환 1,440 153,411 1,471 102,606 

예비비 6,699 146,712 6,230 96,376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35,328 111,384 40,767 55,609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비중 18.0 28.1 

가용재원 비중 54.5 31.5 

  주1. 가용재원 = 일반재원-인건비-경상적 경비-지방채 상환-예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

비 부담

  주2.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비중 =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일반재원)×100

  주3. 가용재원 비중 = (가용재원/세출계)×100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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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4>에서 살펴보면, 상위지역의 경우 가용재원이 약 1,114억 원이

고 하위지역의 경우는 약 556억 원이다.18 상위지역과 하위지역간에 약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다. 세출에서 차지하는 가용재원의 비중은 상위

지역 54.5%, 하위지역 31.5%이다. 또한 일반재원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군

비부담 비중을 보면 상위지역은 18%이고 하위지역의 경우는 28.1%이다. 

이는 상위지역이 하위지역에 비해 재정적 여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지역발

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실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못사는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군비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운 의 탄력성은 떨어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에 보조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율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차등보조율을 도입하여 낙후

지역에 대해서 군비부담률을 경감시켜준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표 7-2>의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하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은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담률을 

기준으로 하위지역에 대하여 군비부담률을 5%, 10%, 15% 경감시켜 낙후

표 7-5.  하위지역에 대한 군비부담률 경감(차등보조율 적용시)

단위: 백만원

구   분 군비부담액 가용재원 증가액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5% 경감 35,934 60,441 4,833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10% 경감 31,105 65,271 9,662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15% 경감 26,275 70,101 14,492 

18 기초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의 경우 군비부담액이 중요한데 군비부담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가용재원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가용재원은 이 연구에서 추정한 것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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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부담률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때, 즉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군비부담률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5% 경감시켜 주었을 때 군비부담액은 48억 원 감소한 359억 원이고 가용

재원은 604억 원으로 증가하고, 10% 경감시 군비부담액은 97억 원 감소한 

311억 원으로 감소하고 가용재원은 653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15% 경

감시 군비부담액은 145억 원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용재원은 70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해 차등보조율이 낙후지역의 가용재원 확보에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현행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중앙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에 차감하

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관리 및 예

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

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

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는 차등보조율이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모두 포함하

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국고보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유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재정력이 약한 낙후지역의 자치

단체에 대하여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차등보조율

의 도입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실행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잘사는 지

역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하와 함께 못사는 지역에 대한 인상률 적용(지방

비 부담률 경감)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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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초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과 신규 수요 발굴

가. 농촌의 기초 서비스 부문 실태

   농촌의 지역사회 기능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기초 서비스 부문

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동안 농촌의 기초 서비스 확충

을 위한 사업들이 꾸준히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도시에 비해 농촌의 정주 

여건은 열악하고 보완할 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동필 등(2006)의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에서 지금까지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시행

되었으나 주민에게 필요한 기초 수요를 충분한 수준으로 만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6 참조>. 

   농림부(2004)의 조사 결과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확

인할 수 있다.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정주 여건 실태와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은 문화․여가 시설, 교

육서비스․복지․보건의료 등에 대해 도시 주민에 비해 전체적으로 불만

족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그림 7-4 참조>. 

표 7-6.  농촌 생활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문제점

단위: 명,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농촌주민의 기초수요를 충

분한 수준으로 만족시키지

는 못함

33

(27.0)

71

(58.2)

12

(9.8)

5

(4.1)

1

(0.8)

122

(100.0)

단위사업들의 소관부처가 

달라 효과적 사업 추진에 

한계

24

(19.8)

65

(53.7)

17

(14.0)

14

(11.6)

1

(0.8)

121

(100.0)

실적을 올리는 데 치중하여

신규 정책수요 발굴이 미흡

19

(15.6)

76

(62.3)

13

(10.7)

13

(10.7)

1

(0.8)

122

(100.0)

자료: 이동필 등(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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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도시와 농촌의 정주여건 만족도 비교

자료: 농림부(2004)

   기초 서비스 분야의 신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해 효과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분야

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 가

고 있는 경관이나 환경 등을 고려한 신규 정책 수요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

응하고 있지 못하다. <표 7-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 상하수도 등 눈에 

보이는 물적 하부구조(physical infrastructure)의 실적을 올리는 데 치중하

여 이러한 새로운 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미흡했다(이동필 등, 2006).

   농촌의 서비스 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

인이다. 대개의 통계지표가 시․도나 시․군 단위로만 구분되어 발간되고 

있어 읍․면부로 구성되는 농촌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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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엄 한 실태 분석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서비스 개선의 목표치를 정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나. 농촌지역 기초 서비스 부문의 면 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 투자

   기초 서비스 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을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정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농촌의 서비스 수준 변화 추이

를 파악하여 연차적인 목표치 달성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

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에서는 농촌 주민에게 요구되는 몇몇 필수적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기준(service standard)을 마련하고 그 충족 여부를 파악하고자 

면 한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촌청(Countryside Agency)에서 그러한 

기준 달성 정도를 파악코자 매년 ｢The state of the countryside｣라는 보고

서를 발간하고 있다. 

표 7-7.  국의 농촌 정주 유형별 서비스 접근성 조사 사례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19 엄 히 따질 경우 읍․면부로 구분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농촌의 정주 여건

을 정확히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읍․면을 농촌으로 보는 것도 행정구역

을 기준으로 삼은 편의상의 구분일 뿐이다. 보다 정 한 분석을 위해서는 토지

이용, 인구 도, 정주 분포 등을 복합적으로 따지는 GIS 도면 분석을 통해 농

촌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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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 농촌청의 ｢농촌의 실태(The State of Countryside)｣ 발간

○ 국 농촌청이 1999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The State of the Countryside｣는, 

국 농촌의 인구 특성 등 일반 현황과 주거 및 각종 서비스 여건, 지역

사회 특성, 경제와 산업, 토지이용과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방대한 지표들

을 망라하여 조사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임

○ 매우 다양한 항목들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정주 여건 특성을 비교하는 

한편, 농촌지역 유형별로도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음. 또한 매년 조사 

결과가 집계되므로 시계열적인 농촌 변화상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음

○ 농촌의 기초 정주단위별 세 한 분석도 가능함. 2005년 보고서부터는 새

롭게 개발한 도시와 농어촌 구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형

태에 따라 전국의 정주단위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음 → ① urban(인구 

10만 명 이상), ② town and fringe, ③ village, ④ hamlet and isolated dwellings

○ 이와 같은 기초 정주단위 수준에서 집계하여 비교하는 데 제약이 있는 지

표들의 경우 기초 지자체(District) 수준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 경우에도 

각 지자체 유형을 도시형(urban), 농어촌형(rural), 혼합형(mixed) 등으로 구

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비교․분석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

음

○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

공이 가능토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 것임

다. 농촌 미래상을 반 한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과 사업 개발

   한편 농촌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은 현재의 농촌 모습에

만 기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농촌의 변화상을 염두에 두

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그다지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만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개발정책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 분야는 무엇

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 차원의 필요와 수요를 감안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

운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공동화, 이러한 공동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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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지역사회 붕괴, 공동체 해체, 마을 해체 등의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어떤 정책들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새

로운 개념의 지역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20

  우선 공동화 진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 방안으로 이들 농촌지역에 

대해 농촌 공간구조를 감안하여 몇몇 면 중심지를 선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이동필 등(2006)에서 농촌 중심지 개발에서 

역점을 둘 사업 내용에 대해 공무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의료․문화 

등의 거점시설 설치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21 금산군의 다락원과 같은 

시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생활․복지․문화 

차원의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농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7-8.  읍․면 소재지 육성을 위한 중점 사업

단위: %

구      분 계

담당부서 근무지역

지역
개발

농업
농촌

도 복합시 군

도로 등 인프라 정비  9.9 9.2 10.7  8.2 16.7  6.1

소득개발을 위한 거점시설조성  25.6 30.0 20.5 28.6 21.8 27.0

경관정비 및 쾌적한 환경조성 15.7 12.3 19.6 10.2 16.7 17.4

복지․의료․문화․여가생활거점시설 34.7 33.1 36.6 40.8 29.5 35.7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지원  7.9 10.0  5.4 8.2  6.4  8.7

도소매기능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5.4  3.8  7.1  2.0  9.0 4.3

기타 0.8 1.5 0.0 2.0 0.0 0.9

자료: 이동필 등(2006)

20 전라남도에서 2006년 들어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이러한 맥락

에서 진행되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라 하겠다.
21 주민의 일상적인 복지와 면 중심지 개발사업과 재래시장 선별 육성 등의 시책

을 연계하여 추진해 가는 것도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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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농촌의 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상을 감안

하여 신규로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무엇일지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22 농업인과 기존 농촌 주민뿐 아니라 유입 인구나 도시

민 등 다른 다양한 구성원까지 염두에 둔 사업 메뉴 개발 필요성도 장차 

커질 것이다.

4. 효율적․창의적인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제3절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농촌의 기초 서비스 부문 개선

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그러나 도농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 공공 부문에서 예산 지원 등 지속적인 역할을 담

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 서비스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를 

탈피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창의

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전달체계 개선 과정이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볼 것이다.

22 참고로 국의 경우에는 농촌의 고령 유입 인구 증가, 개인의 기동성 증대와 

신기술 전파, 문화적 변화, 정부 정책 변화 등의 요인으로 농촌에서 다음과 같

은 부문의 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송미령․김정섭․박경

철, 2006).

․보건의료(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활동적인 노인 대상 레저 및 교육 활동

․수요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

․고품질 서비스(예: 특산물 상점, 고급 음식점 등)

․지역사회 치안 및 개인 보안

․기타 대체로 소득 탄력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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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어떠한 시설을 유지할 만한 임

계 규모(threshold population)를 확보하고 있는 중심지 또한 줄어들고 있

다. 반면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농촌 주민의 기동성도 향상되면서 공공 

서비스 시설을 농촌 구석구석까지 입지시킬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시설들을 조성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시설을 조성할 경우는 주민의 선호도가 높

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규모화하여 소수의 농촌 중

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대신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순회 교통편을 마련한다거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시설 공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운  방식의 묘

를 살려서 대응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금산군의 다락원 사례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화․보건복지․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복합

시설인 다락원은 금산군 전 지역 주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접근

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다락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금산읍 주민이 주

요 이용자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산읍과 떨어진 곳에 살면서 승용

차 같은 교통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주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들의 경우 다락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화관’ 같은 이동 서비스를 통해 다락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

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24 

23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시․군 지자체당 2∼3개 미만의 중심지가 

그러한 시설 입지 대상지로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24 ‘찾아가는 화관’ 같은 경우 담당 직원이 마을을 순회하는 횟수는 주당 2~3

일 정도이다(김정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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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 아니라 다락원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등 지역 문화활동의 거점

으로도 활용된다. 다락원에서 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상당 부

분 ‘지역사회 주민 평생학습’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발전

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을 꾀할 수도 있다.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 활용도를 가능한 한 높이는 것이 사업의 효율화와 효과 증대

에 보탬이 되는 길인 것이다.

4.2.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가. 사회 서비스 부문의 민간 참여 전달체계 모색

   농촌지역에서도 점차 서비스 공급자로서 공공 부문이 지니는 역할 비

중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에 공공 부문은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촉진하

며 조정 및 위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이나 민간 부문이 점차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게 될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공 부문에서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는 데는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한계가 있다. 개개인의 서비스 수요도 분화되고 있어 일률적인 방

식으로 제공되는 공공 부문 서비스로는 이러한 수요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역이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기업

에 의해 충족될 수도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 단위를 활동 무대로 하는 제3

의 조직 형태를 갖춘 단체 등이 활동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둘째로, 민간 부문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공공 부문 서비스의 공백을 메

우면서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공 독점으로 이루어지던 종전 서비스 공급 방식에 경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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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서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보다 큰 만족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민간기업(사

회적 기업) 등에서 보건․복지․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의 역

할을 담당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 살펴본 대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도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분야보다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리라 예상되는 분야에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자체적인 지속

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유지해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그러한 발전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서는 지역 내 여러 지역사회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서

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 사회복

지 관련 단체들로 이루어진 지역복지협의회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복지 서

비스를 제공토록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협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대안적 서비스 전달 방식과 관련하여 안성의료생협의 활

동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농촌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자율적으로 만들어

진 안성의료생협에서는 지역 내의 주민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재가간병 

및 방문의료 서비스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재가간병 등의 분야

에서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꾸려가

고 있으나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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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성의료생협의 대안적 서비스 전달 사례25

○ 안성의료생협은 주민이 농어촌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코자 스스로의 힘으

로 만든 협동조합 조직임.

  - 1980년대 의대․간호대 학생들이 안성 고삼면에서 벌인 주말진료 활동

이 모태가 되어 1994년 출범하 으며, 2006년 기준으로 조합원이 약 

2,000가구에 이름.

  - 현재 농민의원, 농민한의원, 생협치과의원, 우리생협의원 등을 개설하여 

운

○ 의료기관의 진료활동 외에도 조합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전개

  - 보건위원회, 지역복지위원회 등 운 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와 복지 분

야 사업 진행

  - 2002년부터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소하여 방문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4년 6월부터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재가간병

사업단을 출범시킴. 중증환자, 치매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지역복지활동 벌임.

  -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건강마을 가꾸기 등의 활동에도 적

극 참여함. 

○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 안성의료생협의 ‘찾아가는 진료활동’과 재가간병사업단에서 벌이는 재

가간병 활동 등은 우리나라에서 맹아 단계인 사회적 기업의 실험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료생협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임. 농민회 활동이 지역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오랫동안 친환경농업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음.

25 안성의료생협 사례는 성주인․송미령(2006)을 기초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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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사업 기회 창출

   보건․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가치, 어메니티 자원을 가꾸고 이를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일에 지역사회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

은 공공 부문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적극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

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편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

써 주민이 학습 기회를 얻게 될 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지

역사회 단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일본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가 일본 교토에서 이른바 ‘QOL(Quality of Life) 산업’을 육

성을 내걸고 이루어진 사례 등이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다. 이들 사례

들은 공공 부문과의 파트너십 하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토에서 ‘마을주민회사’ 설립

을 통해 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든지 주민이 ‘지역진흥회’를 구성

하여 지자체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까지 대행하는 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상자  참조). 이는 지역사회 주도의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시

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모색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이러한 지역사회 차원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약

한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이들 역에서도 새로운 활동 사례들을 축적하

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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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 교토의 QOL(Quality Of Life)산업 사례26

○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로서 교토의 QOL산업

  - 일본 교토府에서는 농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복지․건강 등 지

역과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QOL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 이는 단순히 물건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

여 개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응하는 가치와 지역의 환경가

치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또 이를 통해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시키

며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일맥상통한다.

○ 마을 주민회사 운 을 통한 지역 문제 대응

  - QOL산업의 한 예로 교토府 난탄시(南丹市)의 ‘마을주민회사’가 있다. 행

정조직 합병 등의 향으로 기존의 농촌 중심 기능이 공동화하자 지역

의 마을들은 “시골가게”를 주민출자 방식으로 설립하 다. 이 가게에서

는 마을 주민이 필요한 생필품을 스스로 파악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발

생하는 수익금은 마을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 더불어 지역 특산품 판매, 그린투어리즘 운 , 농촌주택 건설 등 제3섹

터방식의 주민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립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지역자원

을 이용하여 주민 스스로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 자치적인 지역진흥회를 활용한 공공사업 수행

  - 또한 교토에서는 시․정․촌 합병으로 기존 마을 조직의 재활성화를 위

해 ‘지역진흥회’를 구상하게 된다. 이는 마을 내에서 기능을 상실했던 

청년회, 부인회, 소방단 등의 기존 주민 조직을 교토의 행정직 공무원과 

결합하며 취락단위의 자치로 형성한 형태이다. 

  - 지역진흥회는 마을 내의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주민 대상의 자체적인 

교육활동도 진행한다. 지역진흥회가 맡는 사업활동은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토목 발주 및 도로 건설 등의 정부사업까지도 직접 받아 주민이 

소유한 기계를 이용하여 실행하기도 한다.

26 일본의 QOL산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고할 것.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접근과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

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언급하

다.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제3차 연

도 연구로서,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현상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종합보고서이다. 농촌지역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접근법과 방안에 대해 주

요 지역정책 부문별로 살펴보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 단위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나 역할 등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 다.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연구의 결과에서는 도시와 농촌(또는 농촌

지역 간)의 소득격차는 외생적인 요인과 시장의 원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

지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내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다

면 도농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외생적인 관점에서의 거시적인 

국가 정책의 변화와 내생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

요약 및 결론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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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도농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의 가능성과 전제

조건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부분에서의 노력,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공공 부문 사업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

도, 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사업 간 연계와 효율화, 낙후

지역 지원과 기초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안

하 다. 

1.1.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과 정책 추진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통합 가속화는 농촌의 발전에도 중요한 향을 

줄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 대도시권으로 전국이 통합

되면서 정책에 의한 국토균형발전은 기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

다. 또한 시장과 친화성을 갖지 않은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도농 균형발전에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등 도농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시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짚

어보자.

   1) 국가 주도 지역개발정책으로 과거와 같은 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는 지방 단위의 역량 강화가 지역발전을 위한 포인트가 된

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도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하

다. 특히 여건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부처를 통틀어서 관

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 이러한 

농촌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실현

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2)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에 바탕을 둔 지방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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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형성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자체와 기업 등 민간 부문 그

리고 지역사회가 제휴하는 지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창의적인 능력을 축

적하고 이를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추

진 과정에서 주민,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역할 모델 실험이 가능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지역 경쟁력을 높일 지역경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광역적 기구나 지자체 간 연계도 모색해야 한

다. 시장 주도의 질서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상호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문

제이며, 사업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투자한 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성있고 사업 능력이 있

는 부문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4) 지역적인 특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내생적 산업화 전략이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동질적인 지역사회 

단위에서 경쟁 지향의 지역경제 흐름을 제어하고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한 사회개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연구해야 한다. 즉 도농

소득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커뮤니

티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정책 또한 지역정

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2. 도농 소득격차 현상과 그 요인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원동력은 지역 자체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해 크

게 의존하고 있다. 도시와의 거리가 농촌의 경제발전에 가장 강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제조업 발달이 지역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역

소득에 실질적인 향을 미치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도시 인근과 대규모 공

업단지 주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

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한다는 외생적 발전

론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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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외생적인 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내부에

서의 나름대로의 성장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가 수요를 지역자원과 지역농업으로 

연계하여 ‘농촌관광’이라는 신(新)성장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지역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반면에 지역을 대표하는 이렇다 할 특화작목도 없이 타 

지역과 차별화되지 않는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다수의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여전히 줄

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 전체가 쇠퇴하는 악

순환을 겪고 있다. 요컨대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본 골격이 결정되고, 내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분적인 완화 내지 확대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농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산업화 

   농업 주도의 농촌 산업구조에서 오는 지역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업과 향토산업 육성, 신상품 개발, 농촌관광개발 

등을 통해 활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경제 해법 모색이라는 점에서 내생적 산업화라 부를 수 있다. 

   1) 이들 분야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 가공업의 경우 식

품산업이나 외식산업 시장이 갈수록 성장하고는 있으나 국내 농산물과 식

품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식품산업 발전이 국내 농업 

부문 발전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2)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공예 위주의 제품 생산

은 더 이상 성장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대신에 바이오산업, 기능성 제품 등 

신산업 개발로 활로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

며, 시장 전망 역시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다.

   3) 농촌관광 부문의 경우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 확대, 국민적인 관심 

등으로 인해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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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급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어 차별화된 농촌관광 상품

을 제공하거나 경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다.

   향후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식품 등 분야의 경우 농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세 업체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공공에서 

구축해야 하고, 내생적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토착 자원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생적 

산업화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바탕으로 그것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로 연계되어

야 한다.

   한편 농산물 가공업, 향토산업, 어메니티 관련 산업(농촌관광) 등의 육

성을 위한 노력은 결국 농촌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이나 

관련 주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 모으고 이들 간에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외부의 성장지역과의 기능적인 공간통합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는 기존의 지역개발전략과 구별된다. 즉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주민과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고 공동체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과정 자체를 매우 중시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1.4. 농촌지역 2․3차 산업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에서 고용 창출(일자리 만들기)은 제조업․도소매업․음식이

나 숙박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

전이라는 개념과 관련지어 농촌지역자원과의 연계, 지역 내 산업연관 관계 

형성이나 제조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의 지역 내 재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조업의 농촌입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소매업, 음식

이나 숙박업을 비롯한 제3차 산업 역시 제1․2차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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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1960년대 후반 

부업단지사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공단지 조성, 농촌지역에 위치한 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이 있었다. 이들 사업들로 인해 농

촌의 농외소득을 창출하 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과의 긴 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

력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촌지역에서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제3차 산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교통의 발달로 주변 도시의 대형 유통 점포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농촌의 중심지 기능이 쇠퇴하고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가트렌드에 의해 농촌지역에서의 제조업의 쇠퇴가 예견되는 상황에

서 농촌지역 제조업 육성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기업유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 유치 실

적이 저조하여도 농촌 제조업이 지역 연계를 갖고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체를 선별하고 이를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 조성비 지원, 시설자금 지원 등 자본적 보조에서 인건

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중심 기능이 쇠퇴하는 농촌지역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같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소

매업 활성화 정책은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마케

팅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을 토요시장으로 전환하

여 지역주민과 외지인을 수요자로 삼는 것 등이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서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도소매업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발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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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촌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활용

   기존에 공공 부문 쪽으로만 치우쳐 있던 여러가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

단체나 주민 등을 통해 하도록 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각종 공공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는 데도 관 주도 방식을 벗

어나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서 실행하는 것이 곧 

‘사회적 일자리’라 할 수 있다.

   마을 사무장제도, 마을조사단, 에코가이드, 숲가꾸기사업, 재가간병사업

단 등 여러 형태의 농촌 사회적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현재 정부 지원에 

의한 단순 일자리 형태로서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에 고용

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참여자들에게 질 높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향후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로 자립해 나아가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것이 향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해 가

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고용정책 차원에서 접근하

기보다는 농촌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활용하

여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꾀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형에 치중하지 않고 농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모델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농촌의 지역 자원의 가치 발굴을 전제로 한 일자리 프로그

램 개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의 추진에 의한 지역

자원의 가치 발견을 이루어내야 한다. 

   더불어 도시의 귀촌희망 인력과 도시의 기획전문가들의 ‘농촌형 사회

적 기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켜 다양한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인적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

회적 일자리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관련 활동들의 허브가 되는 (가칭)

‘농촌형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적인 사회

적 기업 육성의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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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정립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책 부문별 정책 과제와 더불어 ‘누가 어떠

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제도화하느냐’라는 정책 추진 체계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사업들 

간 연계 체계를 이루는 일, 형평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낙후지역 지원 등

의 과제,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 등이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항이다. 

   1)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연계와 통합을 위해 분명한 농촌정책 비전

을 설정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농촌정책 추진 방향에 입각하여 향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점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농촌개발이나 식품산업 분야 등이 농정의 한 

부문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의 보전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전제로 농촌 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검

토해야 한다. 이는 도시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농촌의 여건을 관련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책

이다. 

   분산적인 사업 추진 체계의 극복은 무엇보다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져

야 할 과제이다. 그것은 주민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공공 일변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식을 탈피하고 지방행정의 유연성을 높여 주민․기업․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적인 지역 연계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단일 행정구역 범

위를 넘어 인접 지자체 간 연계를 이루는 발전 전략에 대해 농업․농촌 분

야에서도 적극 연구해야 하며,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발굴해

야 한다. 

   2) 낙후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수단에 대해서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의 경우 공공 부문의 재정이 지역경제에서 차



요약 및 결론  247

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제도의 도입이 요

청된다. 즉 낙후지역의 경상적 경비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줄여줌으로써 가용재원을 증대시켜 주는 방안이 그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 서

비스 부문의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

다. 또한 향후 농촌의 변화상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 발굴이 필요한지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대

응해야 한다. 

   3) 서비스의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촌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공 부문의 지원에 의한 사업의 시행 부분에 초점을 두

었으며, 사후의 운 관리라든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

히 다루었던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

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민․지역사회․각종 민간단체․기업 등의 비중

이 증대하리라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종합 및 정책 건의

2.1. 도농 균형발전 한계와 정책 목표의 수정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촌 발전

의 원동력은 지역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계량분석 모델의 

결과에서 도시와의 거리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조업 발달이 여전히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고용데이터상에

서도 도시 인근 및 대규모 공업단지 주변 지역에서 고용 창출이 높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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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성장은 지역 내의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외생적인 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향후 외생적인 여건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완화에 긍정적

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교통이 발달함에 따

라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식에 기반을 둔 

대형 제조업,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농림수산업과 저기술 제조업 분야에

서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산업이 

입지하는 대도시지역과 비성장산업이 입지하는 농촌지역과의 경제력 격차 

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개발정책의 한계와 정책 목표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농촌지역의 발전은 그 자체의 정책보다는 상위 개념의 국가

정책과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메가 트렌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상위 개념에 역행하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완화는 정책 목표가 올바르

다고 해도 그 실천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경제활동 격차

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책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촌개발의 정책 목표는 도시와 비교한 수치적인 성장보다는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두어야 한다. 통계 수치상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떨어지고 

인구도 증가하지 않지만, 지역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풍요롭

도록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며, 지역경제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쪽으로 바뀌

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농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보다는 농촌의 지속

적 발전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2.2. 내생적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란 매년 그 지역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

는 상황을 말한다. 재투자에 의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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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은 현상유지를 초래하고 확대재생산은 고용과 인구를 증가시키며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도 발전한다. 반면에 축소재생산은 취업기회를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까지 감소시킨다. 지역의 지속적 발전은 지

역 내 재생산의 유지․확대를 의미한다. 확대 재생산 전략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농촌을 둘러싼 외부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단순재생산을 통

한 현상 유지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 내의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는 지역 내의 내

생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 자원의 활용, 물건을 

만드는 기술, 지역을 마케팅하는 능력 등이다.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기간 투자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더라도 이후의 지속적인 재투자가 자동으로 보장되

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재투자는 지역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투자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역자원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내생적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지역의 재투자를 촉진하는, 다시 말하면 내생적 

활동을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응용이 

가능하고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등의 산

업입지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은 조성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고 운 비 일부

를 융자․지원하는 식의 전국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정책이

다. 기업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원료나 부품조달의 지역 내 산업과의 관계, 

그로 인한 재투자의 확대는 정책의 관심 밖이라 할 수 있다. 재래시장 활

성화 정책도 활성화 가능성과 활성화 방법에 따라 차별되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나 농촌에 관계없이 전국 일률적으로 시설물을 근대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의 재투자력과의 관계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하고 지역 내에서 폭넓

은 응용이 가능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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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책의 시장 친화성 제고

   도농 균형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은 더욱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정책은 지역

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

기 위한 각종 네트워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연도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에 의해서 주도되는 기술 개발 노력과 각

종 모임 등은 그 활동 정도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

려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장원리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으로 지역 

내․외의 동종업자와 소비자와의 긴 한 교류를 통해 혁신을 창조하는 노

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혁신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주체들이 해당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체계 

구축은 지금처럼 행정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만들기가 아니라 기업가 정

신을 갖춘 경 자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이 주

도하는 혁신체계 구축은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정책의 예는 또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마을 단

위 농촌관광 정책도 시장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이 활

성화는 자기책임 아래 경 을 하는 몇몇 전문 경 인에 의해 운 되고 있

다. 따라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전문 경 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책의 몫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관광정책은 마을 단위 경 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경  능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비스업종에 공동운 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친화적이라 할 수 없다.

   농산업클러스터 조성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제2차 연도의 지역 사례 연

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다양

하지 못하며, 지역 내에 연관 산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금산 인삼과 같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전후방 관련 산업의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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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관련 산업들이 집중되어 거래비

용이 절약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확대 

재생산되고 발전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발전의 기

본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농업클러스

터를 육성하고자 한다. 클러스터의 형성 가능성은 인위적인 정책으로 만들

어지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

는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 존재하고 그것이 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에 관한 것보다는 클러스터로서 성장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품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2.4. 민․관협력형 사업 추진과 공공 부문 역할의 변화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촌지역개발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도 

형평성 원리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범정부적인 농촌 비전과 농촌

정책 목표에 따라 개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책과 사업이 일관

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 과정까지도 공공 주도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지역개발정책이 비효율과 중복,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 던 것

은 바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탓이 

컸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개 표준적이고 일률적인 시설 조성과 

서비스 공급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 결과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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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충분히 담는 데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수요자 지향적이지 못했

다는 것이다. 

   농업․농촌정책에서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수요자 지향적으로 바뀌어

야 할 필요성은 특히 기초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도 높아지고 있다. 농촌 

주민은 고령화에 따라 복지부문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주민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복지․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차별적인 서

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도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공급 부문에서도 주민 개개인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

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참여하여 담당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수요자 지

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민간 부문이 우월

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민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지방 단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는 이런 배경도 들 수 있다. 특히 민간 기업 부문이 취약

한 농촌지역에서 그러한 협력의 모델은 주민 참여형 지방 거버넌스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단위의 참여와 다양한 활동 전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NPO,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대안적 서비스 전달 모

델이 일찍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유럽․일본 등의 경우에 비하면 우리는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사업 추진 경험이 아직까지 일천한 실정이다. 향

후 정부 정책은 이러한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

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여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차별적인 서비스 공급을 해야 하고 동시에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곧 지역사회 활성화 움직임으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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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제3차 연도에 걸쳐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기 때문

에 각 참여 기관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계획․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

하며, 참여 기관 간의 연구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한 작업이었다. 또한 전체 연구 보고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

했다. 이 때문에 연구 설계, 조사, 조사 결과의 분석 과정에서 각 부분의 

내용이 전체 연구 목적과 일치될 수 있도록 연구 협의, 공동조사 등의 노

력을 기울 지만, 당초 목적한 데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드러났다. 이 점 

전적으로 주관 연구기관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 둔다. 먼저 용어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구 범위의 한

계이다. 이 연구의 제목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방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용어 자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논의를 압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농촌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를 

전개하 다. 이 과정에서 국토개발정책, 산업입지정책 등 국가적인 차원의 

균형정책은 다루지 못하 다. 이 점 역시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수행한 각종 분석은 통계자료 미비로 인해 분석 

결과의 유용성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도농 소득격차

를 나타내는 정확한 통계자료 미비로 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어

려웠다. 또한 도농 성장격차 요인 분석에서 생산요소 중 가장 중요한 시․

군의 민간 자본은 관련 자료 미비로 지역 소득 결정식 추정에 투입할 수 

없었다. 통계상의 미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의 원용, 관련자 설문

조사, 현장 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가급적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현상과 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 다.

   포괄하는 주제가 방대한 탓에 제3차 연도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개별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깊은 수준까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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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도 밝히고자 한다.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

부 주제들 각각이 별도의 연구보고서로 발간되어야 할 만큼 이 연구에서 

포괄했던 정책 사안이 방대했던 까닭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정

보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서, 그 자체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서 제2차 연도의 보고서에 수록한 시․군별 고용보험데이터는 농촌지역

의 경제활동격차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군 자료를 활용한 지역 성장회귀식에서 도출한 결과는 지금까지 막연

하게 생각하 던 시․군 간 소득격차 발생 요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3개 연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던 점도 성과라 할 수 있겠

다. 지역발전의 한 접근법으로서 외생적 발전론과 구분하여 내생적 지역발

전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제3차 연도 연구에서

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여러 가지 차원의 가치를 담고 있는 까닭에 복합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보았다. 전체적으로 개별 정책에 관한 세

세한 대안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여건 및 추진 체계 등을 

정립하고자 하 다. 이 점 향후 정책 대안을 작성하는 기본 관점으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록  255

부록 1

국외사례

일본의 ‘삶의 질’ 관련 농촌지역의 사회적 기업화 

   금년부터 국내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대

책’과 관련하여 일본 교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QOL’산업을 벤치

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단위보다 더 협소한 마을단위에서 이루어

지는 지역산업인 QOL산업은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시키는 방안으로 

농촌마을의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일맥상통한다. ‘QOL’산업에 대한 시

찰을 통해 ‘삶의 질’과 관련한 국내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및 기업 창출기

반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1. 교토府의 QOL(Quality Of Life)산업

   교토府는 지난 20세기까지의 산업으로는 더 이상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환경․복지․건강 등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

을 향상시켜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다. 대량

생산규모에서 제공할 수 없는 가치들을 농산촌지역에서 창출해 낼 수 있도

록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QOL산업이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개개인

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관련되는 가치와 지역의 환경가치를 창조하

는 것을 의미한다.

   QOL산업이 지역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 지역자원을 충분히 

조사한 후, 2) 지역의 순환성을 목표로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지폐지활(地

廢地活)의 원칙에 따라 지역산업을 도모한다. 3) 지역과 주민, 기업이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소규모의 지역산업을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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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 기술과 주변 역량과의 연계성을 가져 지역 내에서 충분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업과 물질적 가치창출을 지양하고 

농산촌 지역에 적합한 소규모의 산업구조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의 환경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표 1.  일반 대중산업과 QOL산업의 비교

지금까지의 산업(20세기형) QOL산업(21세기형)

사업 역

(대응하고

자 하는 

수요)

[획일화, 표준화]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의  

실현

∙보다 좋은 것을 보다 싼값에

 * 전문특화형(분야별로 특화)

 ※ 상품 (소유)

[개별화, 다양화]

∙사회의 성숙화에 대응한 산업(환

경․복지․건강 등 지역의 과제

해결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스스로가 제공해 가는 

시스템구축)

∙인간으로서 보다 잘 살아가는 것

을 실현하기 위한 제품․서비스

 * 가치집약형(QOL에 관한 총합형)

 ※것 (즐거움, 움직임) 

규모

․

스타일

[대규모․장치가 우위성을 만듦]

∙시스템의 일부로서 로드의 안정

공급이 사명

∙마켓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스피드 중시(사람들의 QOL과의 

괴리가 있었음)

[지역에 있어 순환성의 중시]

∙농산촌지역에 있어서 지산지소와 

지폐지활의 순환프로세스를 만들

어 감

∙작은 규모로 높은 질을 만들어 

내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코스트에 

대한 입장

∙경쟁우위성을 갖기 위한 철저한 

비용절감

∙가장 싼가격의 조달처(해외에 자

원의존)→국내 균형붕괴, 공동화

∙생산기술우선

∙코스트를 고용창출, 순환성창출

의 기회로 받아들임

∙경제․사회․환경의 3가지 지속

성의 균형을 중시

∙생활기술개발

기업과 

지역․사

람과의 

관계성

[하청․의존]

∙큰 생산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

[자율과 융합]

∙중핵이 되는 기술과 그것으로부

터 파생․전개하는 작은 기술을 

연계하여 주변기술을 집적해 가

는 가운데 지역과 주민과 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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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트릭스 작성

   실제 교토에서 QOL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 진행되는 지역의 자

원조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진다. 

   1) 지역자원에 대한 전체조사와 지역 특성에 걸맞은 테마를 검토하여 

매트릭스(matrix)를 작성한다. 2) 이렇게 작성한 조사표를 토대로 자원의 

순환이 가능한 틀을 개발하면 대학이나 지역중소기업, 농가와 외부전문가 

등 인재들이 TF팀을 형성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3) 이어 지역의 핵심

테마를 설정하고 공유해나가면서 지역의 QOL산업을 이끌어낸다. 

   <표 2>는 지역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교토부 난탄지역의 QOL산

업․자원 매트릭스의 예시이다. 이와 같이 매트릭스 내에 분야별 핵심 과

제들을 결정하여 그것에 대한 현존기술, 필요기술, 창출할 기술, 필요 인재 

등 관련 내용들을 모두 조사, 작성함으로써 지역이 공유해야 할 테마를 검

토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지역의 총체적인 프로세스 디자인이 이

루어지게 된다.

   실제로 어떻게 지역 내에서 QOL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이끌어내

는지 알아보기 위해여 <표 2>에 제시된 ‘유휴농지의 활용’ 과제를 가지고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교토에서 제시하는 QOL산업은 대규모 산업이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

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기술과 사업을 통해 지역에 맞는 가치창출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토부를 중심으로 府 단위에서 지역디자인이 이루어지며, 기

업 연계와 함께 마을 내부에서는 제3섹터 방식의 마을주민회사와 마을 사

업을 직접 운 하는 주민조직이 함께 구성되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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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난탄지역의 QOL산업․자원 매트릭스 - <국토방재․환경․산림농지보전을 담당하는 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지향한 경제>

과제 현재 보유 기술 필요한 기술 창출해야될 기술 필요한 인재 자금의 조달방법 지역 내 
활용가능자원

관련단체․기업 현행 정책 필요한 정책 소비시장 외부자원 특기사항

Co₂삭감 저연비, 
하이브리드화

배출량 삭감기술, 
대기중 Co₂고정
기술

탄화에 의한 탄소
마이너스

탄화에 의한 산물
을 농축임업에 활
용․순환시키는 
인재

오니처리비 등 바
이오매스 처리비
의 전화

오니, 축산분요, 
목질폐재, 식품폐
기물

행정(분뇨처리),
환경보전공사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목표
에 기여하는 대응
관련 경제적 조치
의 제도화

브랜드 농축산물
의 소비자

大辛테크
신기술도입에 따
른 현행 폐기물업
자와의 조정

바이오
매스
활용

가축분뇨의 퇴비
화, 메탄가스발전

설치비용 절감 기
술․시스템

액비처리․활용
을 보다 효과․효
율적으로 수행할 
기술

지역 내 바이오매
스활용의 최적화
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인재

폐기처리비용의 
전화, 정부 및 관
련단체의 보조

오니, 축산분료, 
목질폐재, 식품폐
기물

야기바이오에코
로지센터,
간포리사이클플
라자(주)

신기술에 대한 지
원

적정폐기에 기여
하는 대응 관련 
경제적조치의 제
도화

농축산업자 大辛테크
신기술도입에 따
른 현행 폐기물업
자와의 조정

자연
에너지 활용

공공시설 및 가정
에서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설치비용 절감 기
술․시스템

보다 효과․효율
적으로 에너지전
환 할 수 있는 기
술

지역 내 자연에너
지 활용의 최적화
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인재

전력회사와의 계
약관계를 개선하
고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보조

태양광, 수력
NEDD, 

간사이 전력

가정용 태양광 발
전 설치에 대한 
지원

에너지자급율의 
향상을 위한 인센
티브부여

환경에 대한 관심
이 있는 생활자

태양광 발전의 저
보급율

산림의 
유지관리

(간벌촉진 등)

① 방치된 간벌재
의 유효이용, 
② 토모이끼 삼나
무, 
③ 통나무집과 공
공공사의 활용

① 간벌재 유효이
용으로 전환,
② 산에서 지불되
는 경비와 장래 
관리비용을 절감
하는 기술

① 잡균방지기술
(장기안정화는 곤
란)
② 보다 고품질의 
가공․건축기술

① 간벌재활용기
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인재 
② 임업가․제재
소․건축업의 연
대시스템을 개량
실천하는 인재

① 정부의 간벌촉
진사업(보조사업)
과 간벌재 수집 
보장금제도 
②소비자, 녹색공
공사업(긴급고용
보조)

산림, 
임업인의 지혜

① 瑞穗농림(주) 
마이즈루합판회
사
② 미야마나무의
집 네트워크

교토부 풍요로운 
숲을지키는 조례
(안)
① 반출용작업로 
신설에 대한 지원
② 미야마정이 사
무국기능

② 소재로부터 주
택만들기의 시스
템 구축까지 인
증․브랜드화, 기
술인력 육성

② 대량생산의 균
일한 것에 염증이 
난 생활자

① 다카라AGRI

② 미야마 나무의
집을 오사카에서 
개최하고 판로를 
모색중

동물피해대책 그물과 전류편책 
설치

동물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는 산림
의 재생기술, 농
지에 못들어가게 
하는 기술

기피효과가 있는 
소재와 전파 등의 
기술

동물피해대책의 
신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

행정에서 지원 사슴, 멧돼지고기
의 가공

히요시정내 구제
조수사체는 소각
처분(연간8톤 이
상)

산림재생, 기피대
책의 종합적 추진 

유휴농지의 
활용

건강식품의 생산, 
검정콩, 팥, 메 , 
참깨 등 재배

토지에 적합한 전
작작물의 질적 향
상을 위한 기술

석유대체에너지
가 되고 열악한 
토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는 기술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기
업가

교토부
야마다제유

유휴농지의 활용
⇒신귀취농을 받
아들여 참깨재배

기업의 참가 규제
의 완화

도시주민의 참가 
I턴(전입 희망자)
도회지에 살고 있
는 집단세대

쓰레기․분요처
리

일부는 유기비료, 
쓰레기로부터 메
탄가스발전 활용

오니처리에 있어 
재이용화 기술

오니를 탄화하여 
토양개량제로 전
환하는 기술

오니의 재자원화
를 실천하는 인재

행정에 의한 보조
금

행정(분요처리). 
환경보전공사

하수시설 오니처
리비용 연간 1000
만엔

오니 재이용화의 
촉진

大辛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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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산업육성 프로세스 사례 “유휴농지의 활용”

  <표 2>에서 ‘유휴농지의 활용’과제의 관련기업으로 표시된 야마다기업

은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난탄지역의 고마(胡麻)1마을에 “고마(ご

ま)”라는 이름의 참기름 공장을 설립하 다. 이 고마공장에서는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참깨 재배 방법을 교육시키고 참깨 및 참기름을 이용한 이탈

리안 요리강좌를 매주 목요일마다 운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농가 중 17가구가 유휴농지를 활용하거나 본인의 밭

에서 참깨를 생산하여 납품함으로써 참기름이 생산된다. 생산판로는 야마

다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고민이 덜어지며 고마공

장 내에 지역청년이 2-3명 정도 고용되고 있다. 참기름 외에도 참깨를 활

용한 비누나 과자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휴농지의 활용방안”으로 ‘필요한 인재’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는 ‘야마다기업’을 뜻하며, 참깨생산기업을 지역에 

제휴함으로써 17농가의 간접적 고용 및 2-3명의 직접고용, 주민 대상의 지

속적인 참깨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1.2. 마을주민회사의 형성

   교토府의 행정조직 합병과 함께 지역 내의 농협지점들도 합병이 이루

어져 농촌을 떠나게 되면서 난탄지역의 마을들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는 “시골가게”를 주민출자 방식으로 설립하 다. 이 가게에서는 마을 주민

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스스로 파악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마을공

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그린투어리

즘 운 , 농촌주택 건설 등의 제3섹터 방식의 주민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립

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주민 스스로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1 참깨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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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미야마정(美山町)의 마을주민회사2

  미야마정(美山町)은 물을 지역상품화하여 미야마 명수 주식회사를 설립

하 다. 이는 주민출자의 제3섹터 방식의 회사로 상품의 판매를 위해 “안

테나숍”도 함께 설립하 다. 이 안테나숍은 도시민과의 교류 및 도시민의 

지역방문을 유도하는 가게로, 이를 통해 도시민 방문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가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녹색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운 은 지역 내의 주민들로 구

성된 “지역진흥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도시민의 귀촌을 유도

하기 위해 귀촌주택을 건축하는 미야마후루사토 주식회사 등을 설립함으

로써, 추가적인 지역 내의 자발적 고용창출 및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시

도하고 있다.  

  미야마정의 농촌인구 수는 이농현상 및 지역양극화에 따라 약 10,000명

에서 5,000명까지 감소하 지만, 지역 내 삶의질 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진흥회에 의한 지역운 으로 총 방문객 수는 60,000명을 넘었다.3  

1.3. 지역진흥회

   교토의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마을조직의 역할 및 기능이 약해지자 이

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주민회사와 더불어 ‘지역진흥회’를 구

상하게 된다. 지역진흥회는 마을 내에서 기능을 상실했던 청년회, 부인회, 

소방단 등의 (구)주민조직을 교토의 행정직 공무원과 결합하며 취락 단위

의 자치 조직으로 형성한 형태이다. 지역진흥회는 마을 내의 사업 활동을 

기획, 추진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주민 대상의 자체적인 생애학습부와 사

회교육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진흥회가 맡는 사업 활동은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토목 발주 및 도로 건설 등의 정부 사업까지도 

직접 받아 주민들이 소유한 기계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2 京都府. 2005. 住民 加のまちづくり探訪 ③ : 自らの地域は自らの手で、美

山町 ｢地域振興 ｣.

 3 京都府. 2005. 村おこしの取組みと課題 (京都府美山町 パンフレ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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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지역진흥회를 기획하고 운 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교토부의 공무원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계하는 공무원들 간의 긴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시사점

   교토府의 QOL산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QOL산업이 창출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이들을 축으로 마을을 운 할 수 있는 마

을조직(지역진흥회)의 구성과 마을주민회사 설립의 지원, 산업화를 위한 

충분한 지역조사를 이루어낸 것이 특징이다.

   1) 농촌 공간에 적합한 ‘삶의 질’ 산업을 추구한다. 농촌지역에서 경

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은 ‘농촌지역’에 맞는 산업이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수용 가능한 소규모의 가치 생산적 구조를 띤 ‘삶의 질 산업’ 육성

이 농촌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다. 

   2) 지역 단위의 움직임; 지자체 단위의 움직임을 가진다. 전체적으로 

QOL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된 모든 요소를 움직이는 메카는 “교토

府”이다. 지역산업의 측면에서 QOL산업에 대한 기획이나 매트릭스 작성

을 위한 요인조사, 마을의 조직구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자체’ 단위에

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 비중이 크며 그만큼 공무원의 역량 또한 높다.

   3) 충분한 지역조사 및 적절한 매트릭스 작성을 통해, 산업으로 실

천시 발생될 수 있는 과오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지역에서 QOL산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수용해내고 창출시켜낼 수 있는 QOL

의 소재 발견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조사를 통한 마을별 정보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QOL산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을 기획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4) 제3섹터 형태의 마을주민회사: QOL산업 / 지역산업 /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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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개념을 모두 갖고 있다. QOL산업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큰 의미의 ‘지역산업’에 포함되지만 기업과 연계

해서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주민회사’적 측면에

서는 마을 단위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존재한다. 공동출자를 통해 형성

된 마을주민회사의 발생수익은 지역의 공동체로 재투자되므로 수익 운  

및 사회적 목표 추구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과 일맥상통한다.   

   5) 독자적 사업운 이 가능한 지역진흥회. 지역진흥회는 지역개발사

업이나 정부사업을 발주받아 직접 운 이 가능하다. 지자체 공무원이 구성

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정부사업 등을 운 할 때 방

향 설정이나 전문적 지식 제공 등을 지원해주어 시행착오나 운 적 측면에

서 발생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생애학습팀과 사회교육부를 두어 

구성원의 지속적 교육이 가능하므로 독자적 사업 운  역량을 강화시켜준

다. 지역진흥회 또한 사업을 통해 지역고용을 발생시키고 발생되는 수익은 

지역공동체의 몫이 되므로 ‘마을주민회사’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공동체 조직 단위에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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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농촌 분야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응답자 일반 현황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 70.0

여 3 30.0

연령

20대 2 20.0

30대 4 40.0

40대 4 40.0

합계 10 100.0

항목 평균 최저 최고

사업담당 개월수 14.1개월 3개월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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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소개 및 해결과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 (농림부)

∙사무장제도는 농산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함으로써 관광사업에 

대한 마을대표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마을단위의 체험관광사업을 원

활히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해결과제

  - 3년 단위 사업으로 인한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 불확실. 저임금에 대한 

고민, ‘농산어촌 마을’에서의 ‘사무장’이라는 직업의 역할규명에 대한 

불분명성 및 사업참여자별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

마을간사제도 (지자체: 진안군)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개발 및 마을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외부에서 입하는 방안을 진안군은 

마련하 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형 외부인재를 “마을간사”로 채용함

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이 일자리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이와 함께 차별화된 귀농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해결과제

  - 사업은 3년 단위이지만, 고용의 경우 6개월마다 재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참여자의 사업에 대한 불안함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참여자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후 

‘마을간사’ 직업을 그만두고 나서의 안정적인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마을조사단 (NGO: 생명의 숲)

∙농산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사라져가는 우리고유의 문화자원을 

조사 및 DB로 구축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

는 지역 내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고자 한다.

∙귀농희망자들에게 이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터반을 닦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제천시 백운면과 진안군 백운면에 5

명씩 1팀을 이뤄 활동을 하고 있다.

∙해결과제

  -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 지속성의 문제와 팀별활동 및 

팀별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 발생되는 불화가 문제가 업무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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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가이드(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객의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국립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생태자원을 소재로 탐방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진행함으로써 국

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가치 인식을 높이며 실천적 보호의식을 함양

하고자 한다.

∙해결과제

  - 이 사업은 200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당시 내년부터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승계문제에 직면해있다. 또한 사업참여자의 학력 및 

지식수준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매우 상위권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산림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4

∙숲가꾸기사업: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더불

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함께 가져온다.

∙숲생태전문가, 숲해설가: 고학력자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며 휴양림 탐방

객을 대상으로한 생태교육 및 휴양림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녹지관리단: 도시 내 숲을 관리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도 

함께 진행함

∙수목원코디네이터: 국립, 사립 수목원 내의 품종양성 및 관리, 탐방프로그

램들을 설계하여 수목원의 질적 관리 및 탐방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숲길조사원: 훼손되는 숲길의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숲길 

조사

∙해결과제

  - 숲생태전문가나 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를 제외한 산림관리를 하

는 일자리사업들의 경우에는 노동 강도가 크기 때문에 공공근로적 성

격이 강한 사업으로 취로사업적 특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급일자리

의 발굴 등 대안이 필요하다. 

재가간병사업단(안성의료생협)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질환, 만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방치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 노인요양제도의 법제화에 맞춰 유․무료 간병서비

스를 보건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고용도 창출하고자 함

∙해결과제

  - 간병 분야의 노동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문제, 사업비지원

시스템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따른 활동비, 

운 비의 부담으로 사업 활동의 제약

4 인터뷰 때에는 산림청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와 인터뷰

를 했으며, 설문은 각 사업별 맡고 있는 조직 내 담당자에게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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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s Rural 
Economy

This is the third year report of the three-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Mitigation of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is or-
ganized by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five parts: 1) development of 
agribusiness including food processing, local resource-based industry and 
agro-tourism in rural areas for the endogenous development of rural com-
munities, 2) creation of social job opportunities in rural areas related to 
non-market attributes, public values and alternative public services of rural 
Korea, 3)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rural areas, 4) vital-
ization of traditional rural markets, and 5)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ince Korea’s rural economy depends largely on agriculture, agri-
business including food processing and agro-tourism is important in 
enhancing the rural income as it can increase the demand for raw 
materials and extend value-added processes. However, these sectors 
have faced difficulties in recent years due to disorganized promotion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 rural economy, the following sug-
gestions are made; include the ‘food and agro-tourism sector’ as part 
of an agricultural policy, enhance the relationships among food in-
dustry, tourism and agricultural sector, and develop industries like lo-
cal food processing based on r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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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programs by the char-
acteristics of businesses (governing body, technology, raw materials, etc.) 
and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are also suggested as policy 
alternatives. Agribusinesses such as food industry and green tourism must 
absorb loc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attribut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eek for local char-
acteristics and link them to a local resource-based industry as an endoge-
nous industry. 

  2) The promotion of rural industrial clusters including the major re-
gion-based industries can also be an alternative to increase job oppor-
tunities for rural residents including farmers. Since agricultural re-
sources like land are very limited in Korea,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to find jobs in non-agricultural sectors.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Rural Industrial Estate, the selection of business 
items that have strong relations with local areas is foun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 Firms located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were surveyed in this section in order 
to analyze how manufacturing industries in rural areas are operated 
and what kinds of polices they need.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t first should try to develop items 
related to local resources, to impro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strategic in-
dustries and to achieve agglomeration effects.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a diversified support system and the transferring of infrastructure incentives 
to wage subsidies are also recommended. Finally, many firms should ask 
the government to ease various regulations on their management. 

  3) This section investigated the crisis which service industries in rural 
areas have faced and the causes of their decline. We also examined 
the theoretical and realistic adaptability of problems derived from 
government policies. The micro enterprises which play a central role 
in service industries of rural areas and the policies for the revital-
ization of conventional markets have been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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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talization of the traditional rural market is another alternativ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Normally, the rural mar-
ket performs very important functions for the sustainment of local areas, 
such as buying daily commodities and selling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most traditional rural markets have disappeared because of low 
rural population density, improved road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nd 
the rapid spread of modern supermarket chains in rural areas. Specialized 
programs for the rural market are proposed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rural markets based on a ‘choose and focus’ strategy.

  4) The initiatives for job creation focus on social values of rural 
communities. The creation of various social job opportunities in rural 
areas is another suggestion to raise rural income because rural areas 
still have a large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The directions of commensurate strategies are as follows: i) various 
social work programs for rural areas are to be developed for job creation. 
ii) the initiatives of the programs should be taken by local governments in-
st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iii) the initiatives for job cre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which may be pur-
sued by a key planner who can learn to create social values in rural 
communities. iv) more emphasis should be given on regional social policies 
rather than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good durable 
jobs in rural communities. 

The important thing in developing various social job programs is 
that the jobs should be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be strongly attached 
to rural socie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uggestion, an 
area specific education project of a local government that sufficiently re-
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 local area is more important than a central 
government policy. Especially, considering the demand in the market seg-
ment of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through the para-
digm shift from 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a regional social policy 
is very important to this program.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Social Job Creation Center is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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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
ernments is needed to operate efficiently policies related to rural 
economies and commun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dopt graduated national fiscal aid 
programs to undeveloped rural areas, consolidate various programs that are 
managed at several departments on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avoid overlapping policies and improve efficiency, and find new policies 
that reflect the features and visions of future rural communities. 

The graduated national fiscal aid programs that apply to lower allot-
ment rates on local governments’ shares of matching funds for less devel-
oped areas are recommended as an alternative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economy.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analysis, the fiscal soundness of a 
local government affects strongly variou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providing more financial support for the less developed areas 
through a graduated national fiscal aid system is reasonable in term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for local governments, a harmonious system for policy promo-
tion, first,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rol well various programs and funds 
that come from various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ly, 
the local specific governance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needed to develop local character-
istics and creativeness. Thirdly, a local area should advance its relationship 
with other local areas and sometimes integrate with others for the sake of 
economies of scale and bargaining power. The cooperation among regions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is also important to promote the effective rural 
development. Finally, the loc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rural resi-
dent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Researchers: Shi-Hyun Park, Dong-Phil Lee, Yong-Lyoul Kim, Joo-In 
Seong, Eun-Jung Shin, Kyung-Eun Choi, In-Woo Jun, 
Bong-Ho Shin, Yong-Ki Jung, Han-Sung Lee

Research period: 2006. 1 - 2006. 11.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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