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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과 농 지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구

와 농지의 유출이 격하 고,  시장개방이 확 되는 가운데 수입농산물

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향으로 농업과 농 은 인구의 과

소화와 고령화가 진 되는 동시에 계층간이나 지역간의 소득격차도 확

되고 있다. 

  이에 응하여 농업의 진흥과 농 지역의 활성화는 요한 과제이다. 이

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근이 필요하다. 개별경 의 노력

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도농교류 등

에 의한 지역단 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기회 확 , 이를 한 사회조

직 개선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근방법이 내

발  발 이다. 

  농 의 내발  지역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화하

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인 ․문화  자원을 발굴하되 필요시에

는 외부의 지원이나 력을 얻어서, 지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진시키기 한 지역개

발 략이다. 

  이 보고서는 문제의 양상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에서 내발  발 이라는 

에서 농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국 사례연구를 통하여 농

지역 활성화의 계기와 조건을 제시하 다. 시장개방과 인구감소라는 내외

압에 직면하고 있는 농 지역이 주민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활성화하

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2007. 8.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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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농 지역에 있어서 내발  발 론의 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동경농업 학과 한일 양국의 비교연구라는 형태로 추진

되었다.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워크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최종 

보고서는 3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3차연도 연구는 1, 2차연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서, 선행연구에 한 검

토, 사례지역에 한 추가 인 보완조사 실시, 워크  개최 등을 통하여 연

구를 완성하 다. 

  지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농 지역 활성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

역을 선정하여 실시하 다. 마을 는 지역단  농활동이나 교류활동, 

지자체 역할 등에 한 지조사를 실시하되, 지 사례조사 시에는 상호 

공동연구자의 조를 받아서 행정기 , 마을단 , 는 농가 등에 한 세

한 조사가 가능하 다. 

특히 사례조사는, 첫째, 지역의 농업문제에 응하여 지역주민으로서의 

농가의 조직 인 응으로 마을단  농활동에 의한 농업진흥 사례조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 활성화를 도모하는 표 인 활동으로서 도농교

류와 마을만들기 사업에 한 사례조사, 그리고 양자의 활동이나 효과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지역조직과 지도력 등에 한 사례조사 등 세 부

분으로 나 어서 실시하 다.

2. 개념과 분석 틀

  농 의 내발  지역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화하

고 농 의 자연 ․인 ․문화  자원을 개발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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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문화  활동을 진시키기 한 지역개발 략을 말한다.

  내발  발 론은 기존 개발방식과 경제성장에 한 부작용으로 나타나

는 문제 에 응한 개발이론이다. 농업과 농 은 고도성장에 의해 생되

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고도성장이나 시장개방의 향이 농업과 

농 에 과소화와 고령화를 래하 다. 이것이 농업과 농 의 지속 인 발

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해 지역의 주체가 객 으로 문제를 인식하여 문제해

결의 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내발  발 론의 기본이며, 지역사회를 구성

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체의 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내발  발 이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화’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

거나 해결하기 해 계획 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보완 요소로서 지역 활성화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재정 , 기술  지원’을 계획 으로 도

입하는 것을 말한다. 

  내발  발 의 5  구성 요소는 ‘주체’ ‘조직’ ‘자원’ ‘활동’ ‘외부지원’ 

등이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농업진흥을 한 마을 농 사례, 도농교

류  마을만들기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조직과 지도력에 한 사례 등 한

일 양국의 세 가지 부문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내발  발 의 계기와 조건

을 분석하 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역의 생산자  생산자그룹을 포함한 지

역 주민, 농 ,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포함한다.  

최근 다양한 도시 ․공업  경험이 풍부한 ‘겸업농’ ‘정년귀농자’ ‘귀향

자’ 등도 주체로서 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역주민의 조직화가 필요하

다. 조직화되어야만 지역자원의 생산  활용과 보 리, 그리고 문제해결

을 한 문 이고 지속 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사례 연구에서 나타나는 

조직은 마을단  지연성 생산조직으로서의 농조합법인(마을 농)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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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통  조직을 체하는 새로운 조직이 출 하여 사회  요구에 

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지역의 자연자원, 인 자원, 문화자

원 등 지역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자원을 생산 으로 활용하

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체나 조직의 능력이다.  

  한편 농 지역 활성화를 한 활동이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

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의 2차 산업활동, 농산물 유통이나 도농교류, 

농  등 3차 산업활동 등을 ‘농 지역’이 담당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농 지역을 단 로 하여 다양한 활동에 의해 농업진흥을 가져오고, 농업진

흥을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교류나  등으로 경제활

동을 다각화하여 농 지역 활성화를 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주체나 자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경우 외부 

지원을 기 할 수 있다. 내발  조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은 수동 인 입장이 되고, 사업의 비효율성을 래하여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에 한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내발  발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한 외부 지

원은 지역 이외의 앙정부나 역자치단체 혹은 NGO 등 외부로부터 지

원받는 재정 ․기술  문가 컨설  등을 포함한다. 이것이 내발  발

을 진하는 조건이 된다. 

3. 사례조사 요약  시사

  사례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지역농업의 진흥과 련

하여 마을단  농조합의 실천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

락하는 단계에서는 경 규모를 확 해도 매 액이 하락한다. 이 경우 경

주체는 규모확 를 지향하기보다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하는 복합화나 

가공․유통․교류 등으로의 다각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개별경 보

다는 다수가 참가하는 조직경 이 유리하며, 더구나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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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단지화가 수반되는 마을 농이 유리하다는 이 사례조사를 통하

여 입증되고 있다. 

  마을 농이 지속 으로 발 해 나가기 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

다. 첫째, 주체 는 리더에 한 것이다. 리더는 업농, 겸업농, 도시정년

귀농자, 비농업종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리더는 

장기 인 시 에서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활용가능한 마을자원을 조사하여 주민의 합의를 제로 로그램을 

입안한 후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생산기반에 한 요

건이다. 농지의 단지화와 기계이용에 의한 경 효율을 달성하기 해서는 

경지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 농의 장 은 농지의 효율 인 이용과 

유휴농지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농지 리에 있다. 이를 해 마을단  농

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농지이용조정’이 필수 이다. 이를 

통해 농지의 단지화를 실 할 수 있다. 넷째, 경 상의 채산성 확보가 무엇

보다도 요한 조건이다. 마을 농이 건 하게 존속하기 해서는  가격

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의 생산비 감과 동시에 약된 노동력을 활용하

기 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해결되면 마을 농은 지역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농

업자원을 보 하여 농업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유통부문이나 지역내외의 소비자와의 교류 등 확 를 통하

여 ‘농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내발  발 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속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침

체되는 농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해 마을만들기 활동  도시와

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  주민만의 힘으로는 마을만들기 활동이나 도농교

류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양국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사업의 

기단계에는 행정의 역할이 공통 으로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으로서 앙정부 지원사업이 요한 몫을 하고 있다. 모든 사례에서 

활동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정비는 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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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활동이 집결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한 인  자원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주민 참여를 어

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두되고 있다. 내발  지역활성화를 

해 농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 등의 상황은 이를 쉽지 않게 하

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경우는 ‘사무장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8년 ‘NPO법’ 

등을 근간으로 다양한 비 리조직이 농 지역에 한 지원을 진하는 제

도를 마련하 다. 

  우리나라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  개를 해 다음과 같

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민 체를 향하여 이러한 활동의 본래

 개념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도농교류  마을만들기는 국민 공동

의 재산이며, 농  자원을 보 하기 해 도시와 농  양자의 등한 입장

에 서야만 교류가 진된다. 둘째, 사업의 목표는 도시민을 농 에 유치하

여 소득향상을 기 하기보다는 농 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 의 자원, 문화 

등을 발굴․보 하고, 이것을 계기로 도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셋째, 농  주민의 과소화와 고령화, 행정의 한계 등에 응하여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해서는 앙

정부의 단 사업별 사업추진 방식보다는 지방의 자율  역량을 증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실행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활동의 핵심 주체로

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한 로그램 추진과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진하는 다양한 로그램 시행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내발  발 의 필수 인 요소가 사회조직 복원과 지도력의 

증진에 한 문제이다. 농업진흥이나 농 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은 앞에서 

언 한 내발  발 의 5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 에서 

조직이나 지도력이 가장 요한 요소이다. 농 활성화를 해서는 농 지

역 사회조직의 복원이 요하다. 

  한국의 농 지역에서 통 인 사회집단은 부분 와해되고 마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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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던 자치기구도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마을이 지니고 있던 

공동의 제례의식 약화를 비롯하여, 경제․사회․문화 집단의 해체 등이 마

을의 공동체  성격과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약화하는 요한 요인으로 지

된다. 

  농 사회의 발 을 이끌 양질의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은 내발  발 을 

해 매우 요한 요소이다. 바람직한 지도력은 마을 내부로부터 육성되는 

것이다. 마을 내부의 지도력이 취약하면 내발  발 을 기 하기도 어렵

고, 정부의 각종 정책 실시에 제약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 기반 투자와 소득창출을 한 사업투자에 

을 둔 나머지 마을단  사회집단이나 지도자 육성에는 소홀히 처해 온 

감이 있다. 농 지역의 사회집단을 활성화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농

지역 활성화의 핵심 요소이다. 

  도시근교 농 지역에서는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

여 마을 발 을 한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사회 내부로부터 지도자를 육성하기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공

무원이나 향토기업, NPO와 NGO, 학 등 외부의 문가들을 활용하여 지

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단

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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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on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This research i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poli-
cies for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From 2005 to 2007,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in the form of a comparison study with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 literature survey, case investigations, and 
workshops were conducted throughout the proceeding. The final report is 
the culmination of three years of research. 

Based on the concept of internal development which has the five 
components of ‘leadership,’ ‘organization,’ ‘resources,’ ‘action,’ and ‘external 
assistance,’ 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s and chances for internal de-
velopment through comparative case studies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rural-urban exchange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Because of the high rate of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aging of 
rural communities, traditional social organizations in Korea have become 
weak and dissolved. In the case of Japan, it is very rare that traditional 
community organizations still remain. However, social organizations in 
Japanese rural communities are well organized according to the needs of 
modern community living in the spheres of autonomous village admin-
istration, economics, religion, and culture.

The community farming group in Japan could save production cost 
and prevent the increase of idle farm land in rural community. It is also 
possible to increase income and employment in the farm sector through the 
increase of vegetable cultivation after rice and the increase of farm process-
ing and rural tourism.  

The leaders of group farming in the case of Japan are mostly 
part-time farmers and new farmers who haven chosen farming as their live-
lihood after retirement from non-farm business. The experiences learnt from 
the non-farm sector becomes valuable for vitalizing group farm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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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leaders of cooperative farming 
companies are mostly full-time farmers. Therefore, the new farmers who 
have experience in the non-farm business sector are not utilized. The lead-
ership of new farmers must be considered for the vitalization of coopera-
tive farming companies in Korea.

The community building in Korea and Japan are very similar in ob-
jectives, contents, activities, resources, and outside supports. The ways for 
endogenou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step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role play between 
community people and local government: mobilized, participatory, initiative 
and autonomous. The facilitators such as NPOs, experts, companies and 
civ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play important roles for each step of en-
dogenous development. 

The activities of civic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NGOs are in-
creasing in Korea, and the weaknesses of rural community activities caused 
by aging and depopulation are covered by civic organizations such as 
NPOs in Japan. For the endogenou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it is desirable to foster facilitators such as NPOs in Japan and de-
velop various programs for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people in the 
course of endogenous community development.

Researchers: Kim, Tae-Gon; Chung, Ki-Whan; Song, Mi-Ryung and Heo 
Joo-Nyung

E-mail address: taeg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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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한․일 양국은 모두 고도 경제성장과 시장개방의 진  속에서 농업․농

인구가 격히 유출되어 고령화와 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

업․농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는 한․일 양국의 농 경제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농업은 세 소농의 농업구조 하에서 소득 불안정, 

 과잉문제, 식량공 능력 하, 지역격차 확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 특히, 한국은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도 확 되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응하여 그동안 가격지지정책, 형 개발사업, 국가

보조사업 등에서 직불제, 지역단 (마을단 ) 개발사업 등으로 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득격차 확 나 정책의 실효성 면에서 국민

의 비 을 받는 면도 있다. 종래의 개발은 인구 유출, 자연생태계 괴, 지

역공동체 붕괴, 지역문화 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 되고 있

다. 이에 응하여 지역이 스스로 기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의 자원과 문

화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여 농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략이 

내발  발 론이다. 

  내발  발 에 한 한일 비교 연구는 시장개방이나 과소화․고령화 등

으로 기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한․일 양국의 농업․농 의 지속  발

을 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농 지역은 출생률 하, 고령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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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소화와 지역산업 축소, 생활․생산기반 낙후 등에 의한 지역사회의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이 확 되고 있다. 이에 응하여 농 지역의 내발  

발 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요인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악,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개별경 의 노력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의 조직화와 도농교류 등에 의한 지역단 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기회 확 , 이를 한 사회조직 개선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계기와 조

건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구체 으로는 농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한․일 양국의 실

증  연구를 통하여 내발  지역활성화의 계기와 조건을 입증하고,  내

발  지역활성화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한 략 제시  정책 제언

을 하는 것이 연구목 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농 지역에 있어서 내발  발 론의 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동경농업 학과 한일 양국의 비교연구라는 형태로 추진

되었다.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사례조사, 워크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으

며, 최종 보고서는 3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3차연도 연구는 1, 2차연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서, 선행연구에 한 검

토, 사례지역에 한 추가 인 보완조사 실시, 워크  개최 등을 통하여 연

구를 완성하 다. 특히 문헌연구나 사례조사 등에 한 해석이나 연구결과

에 해서는 워크 에서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객 화를 도모함으

로써 비교연구의 의의를 살렸다. 

  지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농 지역 활성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

역을 선정하여 실시하 다. 마을 는 지역단  농활동이나 교류활동, 

지자체 역할 등에 한 지조사를 실시하되, 지 사례조사 시에는 상호 

공동연구자의 조를 받아서 행정기 , 마을단 , 는 농가 등에 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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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가 가능하 다. 

  3년간의 연구과정을 보면, 우선 1차년도의 연구는 양국 연구자 간에 내

발  발 론에 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을 두었다. 

  2차연도는 1차연도에 수행한 통계분석  문헌연구 등을 근거로 하여 

양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심으로 분석, 정리하 다. 주요 연구

내용은 마을단  는 지역단 에 있어서 사회조직, 농활동, 마을만들기 

등에 한 조사를 통하여 양국의 실태를 비교분석하 다. 

  특히 사례조사는 ① 마을단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에 향을 미치는 

‘마을의 사회조직’ 조사 ② 개별경 을 보완하는 형태의 ‘마을 농’에 한 

조사, 그리고 ③ 농 개발사업이 집행되는 단 로서 ‘도농교류’와 ‘마을만

들기 사업’에 한 조사 등 세 가지 분야로 나 어서 실시하 다. 

  3차연도는 공동연구 성과를 종합하되, 내발  발 론의 에서 양국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지역농업 진흥  농  활성화를 한 정책제언을 제시

하 다.

3. 보고서 구성과 체제

  이 보고서는 내발  발 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분석틀에 근거하여, 

양국의 농업  농 문제의 양상과 특징에 응한 정책을 정리하 다. 여

기에서 출발하여 사례조사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세 분야로 나 어서 

진행하 다. 첫째는 지역의 농업문제에 응하여 지역주민으로서의 농가의 

조직 인 응으로 마을단  농활동에 의한 농업진흥 사례조사, 지역자

원을 활용하여 농 활성화를 도모하는 표 인 활동으로서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 사업에 한 사례조사, 그리고 양자의 활동이나 효과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지역조직과 지도력 등에 한 사례조사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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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고서 구성  체제

내발적 발전론 : 등장배경ㆍ분석틀

농업ㆍ농촌 문제 및 과제

내발적 발전에 의한
농촌지역 활성화

마을영농과 농업진흥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 사회조직과 지도력

농촌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선, 2장에서는 내발  발 론에 한 문헌연구의 성과들을 제시하

다. 내발  발 론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배경, 주요 

연구 상, 그리고 이 연구의 진행과 련된 분석틀에 해 언 하 다. 

  3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농업․농 문제의 양상과 특징을 정리하 다. 

양국 모두 고도성장과 시장개방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산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역활력이 하

되는 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한 응책에 하여 비교․정리하 다.  

  4장에서는 농업문제에 한 지역주민의 조직 인 응으로서 지연성 조

직경 체인 마을단  는 지역단  농조직에 한 한․일 양국의 사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양국의 특성을 비교하 다.  

  5장에서는 최근 농 활성화를 한 요한 시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도

농교류와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서 양국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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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성화의 요인 등을 제시하 다. 여기서 양국 사업의 유사 과 차이

을 이해할 수 있다.

  6장에서는 마을단  농조합과 도농교류 등의 활동에 향을 주는 사

회조직과 지도력에 해 양국의 사례를 정리하 다. 여기서는 내발  발

론의 에서 볼 때 지역주민에 의한 건 한 사회조직의 형성과 더불어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역량을 견인하는 지도력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강조하 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4장, 5장, 6장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내발  발 을 한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 다.



내발  발 론의 배경과 분석틀  제2장

  내발  발 론(endogenous development)은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규모

로 외부 자본이 도입되어 지역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괴하며 지역의 

통 문화와 발  가능성을 말살시키는 것을 비 한다. 따라서 내발  발

론은 근 화 이론과는 달리 외부의 규모 재정  지원이나 기술 도입에 

의한 외발  발 (exogenous development)보다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

의 자원, 인력, 기술, 환경, 문화, 통 등을 활용하여 자립 이고도 자생

인 발 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내발  발 론의 등장 배경과 주요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발  발 론의 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외발  개발 략에 의해 

발생한 농업․농 문제의 실태와 농 활성화를 한 내발  발 론의 분

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론  배경

  내발  발 론은 근 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의해 국가 단 로 

추진되는 규모 공업화 심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폐해에 한 반성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근 화 이론은 제2차 세계  이후 많은 신생 독립국가와 개발 국가

들이 당면한 국가  과제인 빈곤 극복과 경제성장을 하여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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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유용한 이론으로 등장하 다. 근 화 이론은 모든 사회는 기본

으로 동일한 발 단계를 거친다는 가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가가 근 화 이론에 의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해서는 서구 자본주의 국

가가 경험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제2차  이

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성장을 하여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걸어 

온 공업화 심의 근 화의 길을 답습하 다. 

  근 화 이론에 의한 경제성장에는 규모 자본과 선진 산업기술이 소요

된다. 이와 같은 자본과 기술을 내부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가

는 외부로부터 자본 조달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근 화 이론에 

근거한 성장 주의 산업화와 도시화 략은 자원낭비에 의한 성장의 한계, 

생태 괴에 의한 환경문제, 지역간 발 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래하 다. 

이에 한 반성이 근 화 이론에 한 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로마클럽은 1972년도에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

서를 통하여 그동안 성장 주의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 인 향

을 발표하 으며, 1972년도에 개최된 스톡홀름 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s)는 하나뿐인 지구를 환경 괴로부터 보호하고 천

연자원의 고갈을 방하기 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 다. 

  이와 같은 국제 인 움직임에 즈음하여 1975년도에 UN은 제7차 UN 특

별회의를 개최하고 근 화론에 입각한 성장 주의 경제성장이 인간과 환

경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검토하고 안  방안을 마련하 다1. 이 회

의에서 일본의 사회학자 츠루미 카즈코(鶴見和子)는 서구 근 화론에 근거

한 경제발 의 폐해를 지 하고 이에 한 안으로 내발  발 론을 제시

하 다.

 1 이 회의에서 논의된 발 이란 “공업화를 기 로 한 국가 단 의 총량  성장 

발 에 의한 획일 인 가치 을 지닌 1차원  사회발 을 거부하고 종교, 역

사, 문화, 생태계 등의 차이를 존 하면서 각자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내

부의 지역 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개념화하 다(Dag Hammarskjold 

Foundation, Que Fair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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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발  발 론의 지역개발론  입장

2.1. 일본에서의 내발적 지역발전론 

  일본에서 내발  지역발 론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지역개발이 근 화 이론에 입각해서 외부의 자본과 주체에 의해 이

루어질 때 나타나는 지역자원의 황폐화와 지역 경제의 착취에 한 반작용

으로서 운동권  시각의 순수 내발  발 론(endogenous development)의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순수 내발  발 론의 한계를 지 하면서 외부 지

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정이론(neo-endogenous development), 즉 내발

 발 이 순수한 지역 내의 자원과 자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에 지역사회 내부의 힘에 의해서 개발을 주도하되 외부의 지원이나 자원을 

히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의 학자로 일본의 츠루미 카츠코(鶴見和子)를 들 수 있다. 츠루미

(1989)는 1960년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기에 나타난 정부의 개발정책과 

도시자본 등 외부자본이 농 으로 유입되면서 농  지역의 자원이 이들에

게 유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외부 자본가에게 돌아갈 뿐, 지역

경제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상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외발

 발 을 반 하고 내발  발 을 추구할 것을 구하 다. 

  그녀에 의하면 정부나 외부자본에 의해서 주도되는 외발  발 이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분 하에 그 지역의 자원을 황폐시키고 환경과 다양한 

통문화, 개발의 잠재력 등을 말살한다. 따라서 농 지역의 통과 다양

한 문화를 보 하면서 독자 인 발 을 추구하는 내발  발 이 요하다

고 주장한다. 즉 그녀는 내발  발 과정은 지역문제의 발생, 지역문제에 

한 주민의 의식 공유, 문제 해결을 한 자체 인 체제 구축, 자발  해

결 방안의 착수라고 주장하면서 내발  발 을 한 동기의 형성, 주체의 

형성, 이를 해결하기 한 주민 활동이 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녀는 지역개발을 해 내발  모델을 용할 경우 사회운동  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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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과 정책으로서의 내발  발 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자의 로 

오이타 (大分県)의 일 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을 들고 있다. 이 경우 지

역 주민의 내발성과 정책의 강제성과의 긴장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

성이 내재된 정책에 의한 내발  발 은 장기간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주장

한다(1989). 

  따라서 보다 건 한 내발  발 을 해서는 경제  권력이나 정치  권

력 쟁취를 지향하는 정책에 의한 내발  발 보다는 이와 같은 권력의 쟁

취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운동이 되어야 개인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변 하고  지역의 구조를 재창조해 나가게 되는 자율 인 내발  발 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츠루미 카츠코가 주장하는 내발  발 론이 서구형 근 화 모델의 비

에서 시작한 것과는 달리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 1989)의 내발  발

론은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이 지역의 토착 인 요소를 무시한 외래형 개발

이라는 비 에서 출발한다. 즉, 일본의 지역개발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비롯한 외부의 자본과 기술 도입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지역개

발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 인 지역의 발 보다는 개발로 인한 폐해가 더 

컸다고 주장한다. 미야모토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규모 개발이나 외부 

자본에 의한 외래형 발 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 하고 있다. 

⑴ 외부에서 도입된 자본은 인구가 집 된 도시권으로 집 될 뿐 인

구가 은 지역으로는 투입되지 않는다. 

⑵ 지자체가 도시의 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세  감면, 보조  지  등

의 사회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므로 지역 주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⑶ 지역개발이란 지역의 경제․문화․사회 제분야의 균형 잡힌 발 을 

의미하지만 투입 자본이 외래형인 지역개발은 주도권이 외부의 자본

가에게 돌아가고 지역은 기업의 식민지가 될 뿐이다.  

⑷ 외래형 지역개발은 진출한 기업의 이윤추구가 주 목 이기 때문에 

환경보 이나 공해방지 계획 등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환경 괴는 고스란히 국가나 지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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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몫이 되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하된다. 

  따라서 미야모토가 주장하는 내발  발 이란 “지역의 기업이나 조합 

등의 단체나 개인이 자발 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

경을 지속 으로 보 하고 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하며 지역의 문화  토

 에서 지역발 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내발  발 론에서 가장 시되는 것은 ‘주체 형성’이다. 즉, 주민 

참가와 자치, 그리고 주체 형성을 한 학습이다. 그는 농 지역에서 내발

 발 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조직으로서의 

농 , 그리고 기타 경제조직이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다. 츠루미가 내발  발 의 주체로서 개인의 지도력을 시한 반면, 미야

모토는 조직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특이하다. 즉, 미야모토는 

내발  발 에서 사회자본론에 가까운 주체 형성론을 강조하고 있다.

  미야모토는 내발  발 의 목표는 지역 개발을 이끌어 갈 주체의 형성과 

함께 자연환경 보 과 쾌 성(amenities)의 증진, 인권 확립, 자립경제의 구

축 등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내발  발 이 쾌 한 자연환경과 문화  

복지 증진, 지역 주민의 인권 존 ,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의 자립  

경제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따라서 그는 오이타

의 일 일품운동은 잘못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 하고 지역이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일 일품운동이 아니라 일 다품목운

동(一村多品目運動)을 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요나리 다다오(淸成忠男, 1998) 등은 순수한 지역주의  내발  발

이 한계가 있음을 지 하고, 지역의 주체 인 에서 외부의 지원을 

시한다. 이들은 내발  발 이 성공하기 해서는 내부의 자조  노력과 

외부의 지원이 결합되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은 

순수 내발  발 론의 보완  수정주의  내발  발 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이 발 하기 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수 이라는 

을 강조한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내부의 

자원과 기술, 주민 조직 등을 활용하여 내발  발  략을 추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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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주장한다.  

  1990년  이후 호보 다 히코(保姆武彦) 등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자조 노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부의 지원을 자주 으로 

활용하는, 즉 농 ․도시 연  등과 같은 략이 요하며 농산 의 유지

를 해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국가 재정을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기요나리와 호보의 주장은 지역의 자주  노력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

과 도시와의 연 , 그리고 국가 재정을 통한 농산 지역에 한 지원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앞에서 언 한 내발  발 론의 수정이

론(neo-endogenous development)과 유사하다. 

2.2. 유럽에서의 내발적 지역발전론 

  유럽 지역에서도 외발  발 의 폐해에 한 비 으로부터 내발  발

론이 출발한다. 유럽지역의 내발  지역발 은 특히 1970년  이후의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농 지역의 경기가 격히 축되는 상이 외부로

의 자본 이탈, 도시로부터의 수요 감, 고용 감퇴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이 밝 지면서, 외부의 경기 침체와 자본 이동 등에 향을 받지 않는 

지역자본과 기술 주의 지역발  모형으로서의 내발  지역개발의 요

성이 강조되어 왔다. 

  로우 등(Lowe, Murdoch and Ward, 1995)은 외발  발 이 정부나 기

업 등의 자본이나 기술에 의한 로부터의 근(top down approach)이었음

에 비해 지역의 자원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 의해서 주도되는 

내발  발 은 으로부터 근(bottom-up approach)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우 등(1995)에 의하면 유럽지역에서의 내발  지역발 은 지역(local)

의 인 ․자연 ․문화  자원이 그 지역의 지속 인 발 을 한 동력으

로 개발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농 지역의 다양성 창출, 주민이 지역의 



내발  발 론의 배경과 분석틀 13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으로부터의 개발 등 내발  발  략이 요하다

고 보고, 이러한 내발  지역발  략은 랑스의 오지지역,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구릉지역, 웨일즈의 농 지역, 이탈리아의 산간지역 등지에

서 유효하고도 합한 개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피치(Picchi, 1994)에 의하면 내발  개발이란 ‘지역 자원과 힘(impulses)

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개발(local development)’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내발  개발이 가능하기 해서는 비농업부문의 발

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건 한 농업부문이 존재해야 

하고 새로운 경제활동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이 함양될 수 있어

야 하며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려고 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소기업

간의 네트워킹과 경제부문간에 상호의존하는 계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로우와 김태연(2004)은 유럽의 내발  발 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

인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980년 를 통하여 나타났던 불경기 

시 에 지역 고유의 기술과 자원을 지니고 있던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불

경기와는 계없이 지속 인 성장을 이룩했다는 에서 외부의 자본에 의

존하는 외발  발 보다는 내발  발 의 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이다. 

  둘째, 랑스와 국 등 지역에서 지역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

장된 바와 같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발 을 추구하려는 운동에서 내

발  발 론이 출발하고 있다는 이다. 이들은 농 지역의 다양성을 창출하

고 지역에 내재하는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을 개발하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

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략을 추구한다. 

  셋째, 농 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하여 내발  개발을 추구한다는 입

장이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궁극 으로 환경과 경제의 토 가 되는 지역

과 공동체들의 지속성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은 사회 으로 지속

이어야 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지역의 자립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가능한 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은 지역 내에서 생산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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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자원을 생산에 활용해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그 지

역에 남겨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발  발 론이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을 두고 있으며 지역발 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각 지역의 

사회 , 경제 , 문화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을 두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내발  발 의 요성과 유효성은 유럽의 작은 농 지역에서 

고용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입증되고 있다. 1976～1981년 이탈

리아에서는 국가 체 고용의 63%가 농 지역에서 창출되었으며 랑스

에서는 1976～1985년 농 지역의 고용이 체 고용의 52%로서 농 지역

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OECD, 1988).  

  이와 같이 농 지역에서의 고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

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⑴ 농 지역의 임 이 도시지역의 임 에 비해 비교  싸고 노조운동이 

다. 

⑵ 도시지역의 생산 기, 근성 악화 등으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감

소하는 동시에 농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⑶ 농 지역에서 소규모 기업이 창출되어 기업가 정신의 용이 확 된다.

⑷ 정보통신 명과 수송수단 발달에 의하여 농 지역에 한 근성 

향상으로 농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향상되고 있다. 

⑸ BT/IT 기업의 상호 의존성이 향상되고 있다.  

⑹ 농  가치에 한 선호도가 집 되고 있다.

2.3. 국내에서의 내발적 지역발전론

  국내에서의 내발  지역발 에 한 연구는 일천한 편이다. 더욱이 내발

 지역발 에 한 한․일 비교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농  

지역의 내발  발 (endogenous rural development)2에 한 국내 연구 성

 2 이 연구에서 내생  지역개발과 내발  지역개발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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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부분 이론과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

고 있다. 

  양 철(1990)은 내생  지역개발에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하여 국

가의 가용 자원을 일부 특정부문에 집 으로 투입한 결과 도시의 이상 

비  상과 특정 지역  산업의 불균형 성장이 래되었다고 비 하고 

제주도의 개발사례를 통하여 내생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내생  발  략으로 외생 세력과 내생 세력간의 한 역할 배

분과 수행, 개발 재원의 확보  개발주체 육성 방안을 제시하 다. 그는 

외생세력으로서 앙정부의 한 융  재정 지원과 제도  지원을, 

내생세력인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확립과 문성 향상, 지역 주민과의 유

를 주문하고 개발재원 확보를 한 세원의 한 배분, 개발주체 육성 

방안으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조직의 육성을 

들고 있다. 

  한표환(1997)은 ‘내생  지역활성화의 요건과 략형성’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내생  지역활성화의 의의와 구성요소, 요건과 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내생  지역활성화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지역의 내생세력이 주도 으로 발굴․개발하여 지역 체의 상향  변화

를 창출하는 과정 혹은 수단으로 정의하고, 지역자원, 지역자원을 활용하

여 구체 으로 시되는 지역활동, 지역자원과 지역활동을 연결하는 계기 

창출 등 3가지를 내생  지역활성화를 구성하는 3  요소로 삼고 있다. 

  박경(2002)은 일본 농산 의 내생  발 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에서 

내발  발 에 성공한 다섯 지역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사례지역의 성

공 요인과 지역개발 략을 분석하고 내생  발 과정으로서 지역 주민의 

동기 형성과 문제 해결체제의 구축을 요한 요인으로 제시하 다.  

  그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성공 인 지역활성화 사례지역의 공통 은 지

역에 한 장기비 의 제시와 이벤트의 창출이 주민의 통합과 자발성을 환

기시키고 주민 결집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제 해결 체제를 

구축하기 하여 지역자원의 재발견과 이용, 리더  주체 형성의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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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 다. 한편 그는 지역산업의 성공요인으로 지역개발의 종합성, 

경 의 다각화와 안정화, 지속 인 신, 자주  산업구조의 확립과 외부

자본의 이용, 정부의 지원과 외지와의 교류 등을 들었다.

  박경은 일본의 내생  지역발  정책이 1960년 의 기본법 농정 이후 

나타나고 있으나 1960년 와 1970년  반까지는 정부 주도의 외생  지

역개발에 한 반발  안으로서의 내생  농 지역 발 론이, 1970년  

반 이후 1980년  반까지는 지방화의 도래와 함께 정부 지원 하의 내

생  농 지역발 론이 개되다가 1980년  반 이후 1990년 에는 시

장개방의 충격으로 다시 정부 주도의 농 지역개발로 회귀하 으며, 1999

년 신농업기본법 이후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농 지역의 내생  발

의 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밖의 연구로 윤원근(1999), 임경수(2001), 송미령․박시 (2002), 정

기환(2002), 이재 ․이상문(2003) 등의 연구가 있다. 정기환은 1970년

의 새마을운동은 비록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었지만 지역 단 에서는 활발

한 주민 참여에 의해서 주민 주도로 지역개발이 추진되었으며, 1980년  

반 이후에는 주민조직과 지도자 육성 등이 간과되고 농 지역정책이 실

종된 채 UR 상과 WTO 체제에 응하기 한 농산업 심의 정부정책

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농 지역의 활성화를 해서는 개

발주체로서 주민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자원의 이용, 지역 활성화를 한 지

방정부와 주민 간의 약을 통한 트 십 강화 등 주민 참여형 농 개발

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 ․이상문(2003)의 연구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마을

지도자 선도와 주민의 극 인 참여, 마을 자원의 개발을 통한 소득증 , 

장단기 비 을 담은 마을계획,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심 등 네 가지를 들

고 있다. 윤원근(1999), 임경수(2001), 송미령․박시 (2002) 등은 마을 정

비 과정에서의 계획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확 방안을 강화하

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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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 연구에서의 입장 

  내발  발 론은 외부의 지원에 의한 개발이 주민 참여의 결여, 지역 자

원의 고갈 등 환경 문제 발생, 지속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내발  발 론은 일본의 쓰루미(鶴見)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 화론이나 정부 주도의 개발론에 항하는 순수 내발  발 론으

로는 농 지역 활성화를 이룩하기 어렵다고 단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주 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발  발 론의 수정이론을 지지하는 것이 이 연

구의 입장이다.  

  내발  발 론은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다양한 경제활동과 성장이 가능

한 도시근교지역보다는 외부의 지원이 어려운 산간지역이나 낙후된 농

지역에 합한 개발모델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발  농 개발이 성공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원

을 개발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련 주체간에 네트워킹을 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필수 이라는 입

장을 취한다. 

  한국의 농 개발은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아직도 정부가 주도 으로 정

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로부터의 개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로부터 개발에 의한 농 지역 활성화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주

민들이 사후 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참

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연결되기 어려워 내발  농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의 나비축제나 평 메 꽃 축제와 같이 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 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축제형 지역활성화 사례가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지역 축제가 부분 지방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주민 참여 방안에 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 이와 

같은 지역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해 체계 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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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지역의 개발사업은 앙 정부가 필요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발  발 론은  지역개발론에서 주장하는 참여  개발, 주

민의 능력개발, 임 워먼트, 지속  개발을 실 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농 지역 활성화를 해서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물  

기반조성, 환경정비  보조  지  등은 정책으로서 비효율 이며 개발의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시 에서, 농 의 내발  활성화 략은 최소한의 

재정으로 최 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한 미래형 농 개발 략으로 평

가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이 

주체 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의 주

민조직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략을 

추진해 갈 경우 외부의 재정 ․기술  지원은 농 의 내발  발 을 활성

화시키고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발  농 지역 활성화의 목 은 지역개발의 주체 형성과 함께 자

연환경 보 과 통문화의 유지, 농  생활의 쾌 성 증진, 농 지역의 생

활문화에 한 가치 증진과 이에 따른 농 주민의 정체성 확립,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등 농 지역사회의 쾌 성 증진과 농 생활의 가치 증진

에 두어야 한다. 농 주민들이 농 생활의 가치에 만족하지 못하면 농 지

역에서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무리 소득이 높다고 해도 농 지역을 떠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따

라서 소득개발은 농 지역 활성화의 목 이 아니라 농 지역의 쾌 성 증

진과 농 생활의 가치증진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한 하나의 수단이 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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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시각: 개념  분석 틀 

3.1. 농업․농촌 문제를 보는 분석 시각 

3.1.1. 외발  개발 모델 

  한․일 양국의 농업․농  문제는 기본 으로 공업화 심의 수출 주도

형 산업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과 함께 

한․일 양국이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세계시장의 일원이 되면서 농

업․농  부문에 격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농 문제가 가속화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림 2-1.  외발  농 개발 모형  

무역 부문 

비농업부문 

농업부문 
인구 과잉

생산성 

자본

기술

인력 

제품 생산 

높은 생산성

높은 소득

국내 시장  세계 시장 

분

배

(인력과 자본 이동) (농자재 공 )

( 통 인 농업) (근 화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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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경제개발 략은 형 인 외발  개발 모델

(exogenous development model)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공업화를 한 자

본과 기술, 기술인력이 부족한 국가가 시작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략은 

형 인 외발  개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외국의 자본과 기슬을 도입하

여 농업부문으로부터 이동한 인력을 바탕으로 공산품을 생산하고 국내외 

시장에 매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를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에 분배

하면 근 화된 선진 사회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을 기본 인 발  틀로 활

용하고 있다. 

  농업과 농 부문에서 보면 농업부문에 체된 과잉 인력을 도시 부문에 

이동시키면서 농업부문 1인당 경지면 을 늘리고 도시 공업부문으로부터 

공 받은 농업생산 자재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근 인 농업

부문이 생산성 높은 근  농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가정을 지니고 있다.

3.1.2. 외발  개발모델에 의한 농업․농  문제 발생 

  공업화 과정에서 농 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농 인구의 과소화 

상이 발생하고 은 인구의 집 인 도시이동으로 농 인구가 노령화

되어 농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축된다. 한 농 인구의 과

소화로 농  지역사회의 사회조직이 약화되거나 와해된다. 농 인구의 도

시 이동은 필연 으로 농  자본의 도시 이동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결

과로 농 지역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리더십이 취약해지며 농  경제가 

축된다.

  수출주도형 공업화 주의 산업화는 필연 으로 국내 시장의 세계시장 

편입을 추구하게 되고 세계화 략에 동참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진다. 그 결과 세한 한․일 양국의 농업은 가격하락, 국

내 농산물 과잉, 그리고 이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 

노령 농가를 심으로 개별 으로 경 되어 오던 가족농 경 체제가 와해 

혹은 축소되고 법인격을 지닌 새로운 경 체가 농의 심  경 체로 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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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외발  개발 모델의 의한 농업․농  문제와 응

공업화 심의 산업화

농 인구/자본

의 도시 이동 

농업문제

농  문제 

○  농산물 가격

○ 농업생산 축소

○ 농업생산조직 변화

○ 식량자 률 하락

○ 농업소득 감소 

농업구조 
조정정책

○ 농 인구의 노령화

○ 농 인구 과소화

○ 농 사회조직 와해

○ 농 경제활동 약화

○ 리더십 약화 

농 지역
활성화정책

세계시장 진입/국내시장 개방

(농 인구의 농 정착  경제 활성화) 

도모)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문제 해결을 한 정부의 노력은 ‘농업구조정책’

과 ‘농 지역활성화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의 농업구조정책은 한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서 경 규모 확 를 추구하는 

업농육성정책으로 표되고 농 지역활성화 정책은 인구정착 기반 확충

을 한 사회간 자본 확충과 공공서비스 확충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주민 참여에 의한, 주민이 주도하

는 내발  농  지역발 은 그 기반이 약화되거나 상실된다.

  더욱이 경쟁력 강화를 한 업농 육성과 생산  유통 인 라 구축을 

한 농업 구조조정 정책이 개별 농가를 심으로 시행되면서 농업구조정

책과 농 지역활성화정책은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유리되는 결과를 래

하게 된다. 

  한편, 농 지역활성화정책도 막 한 산을 확보하여 농  주민의 복지 

서비스 확충, 농 지역 종합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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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여 추진할 농  조직이 와해되고 지도력이 약화되어 정책이 효율

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정부 주도의 농 지역활성화

정책이 농 지역의 내발  발 을 이끌어 갈 주체의 형성과 주민 조직을 

바탕으로 하지 못할 경우 농 지역 활성화 정책은 그 효율성이 낮을 수밖

에 없게 된다.

  따라서 내발  농 지역활성화를 해서는 정부의 물  지원과 함께 지

역의 개발주체 육성, 주민 조직화, 지역의 자연 ․인 ․문화  자원 개

발, 리더십을 육성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창출하고 지속 인 지역사

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구조조정정책도 개별농가의 경쟁력 강화 일변도로 추진될 것이 아

니라 농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생산조직의 재정비,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네트워킹 강화,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역의 공동 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

역농업개발을 추진해야 농업과 농  지역사회가 보다 지속성을 갖고 내발

 발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2. 내발적 발전론의 개념 및 분석 틀 

3.2.1. 농 지역에서 내발  발 의 개념

  농 의 내발  지역활성화란 농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힘이 농  지

역사회 내부에서 형성되어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화하고 농

의 자연 , 인 , 문화  자원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활동을 진시키기 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내발  조건이 충분히 형성된 조건 하에서 외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활성화를 진시킬 수 있지만 내발  조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은 수동 인 입장이 되고, 추진 사업의 비효율성

의 래와 함께 지원의 효율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지원에 한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내발  발  조건을 충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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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필수 이다. 우리나라 농 개발정책의 특징은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고, 이러한 경우 지역주민은 정부

가 추진하는 정책에 사후 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농 개발은 

지역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

책효과가 지속 으로 나타나기 곤란하다. 

  이상 인 지역 활성화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필요로 추진되기보다는 주

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농 개

발사업이 주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경우 주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둘

째, 주민이 주도 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주민의 계획  리 능력이 배

양되고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개발사업에 

해서 책임 경 을 할 수 있다. 그 지 않는 경우 계속 으로 정부 지원

을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발  발 론은 주민 자율의 참여  개발, 주민의 능력 개발, 지속  개

발의 실 을 시한다. 지역 활성화를 해서 국가 주도로 추진해 온 물  

기반조성, 환경정비  보조  지  등은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지 되고 

있다. 따라서 내발  발 은 농 활성화의 새로운 략이 될 수 있다.   

그림 2-3.  내발  발 의 구성요소

주체
(지도자,구성원)

활동
(문제 예방,해결)

자원
(생산화)

조직
(역량 강화)

지역

외부 지원

(국가,NGO 등의
자본,아이디어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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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내발  발 이란, 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②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화’하고 ③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을 인식

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해 계획 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④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⑤ 보완 요소로서 지역 

활성화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재정 , 기술  

지원’을 계획 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내발  발 의 5  구성 요소

는 ‘주체’ ‘조직’ ‘자원’ ‘활동’ ‘외부지원’ 등이다. 

3.2.2. 내발  발 의 분석틀

⑴ 주체

  내발  발 론은 기존 개발방식과 경제성장에 한 부작용으로 나타나

는 문제 에 응한 개발이론이다. 농업과 농 은 고도성장에 의해 생되

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고도성장이나 시장개방의 향이 농업과 

농 에 과소화와 고령화를 래하 다. 이것이 농업과 농 의 지속 인 발

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해 지역의 주체가 객 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내발  발 론의 기본이며,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

민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체의 발  변

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역의 생산자  생산자그룹을 포함한 지

역 주민, 농 ,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포함한다.  

최근 다양한 도시 ․공업  경험을 가진 ‘겸업농’ ‘정년귀농자’ ‘귀향자’ 

등도 주체로서 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다. 

⑵ 조직화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조직화되



내발  발 론의 배경과 분석틀 25

어야만 지역자원의 생산  활용과 보 리, 그리고 문제해결을 한 문

이고 지속 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사례 연구에서 나타나는 조직은 마을단  지연성 생산조직으로서

의 농조합법인(마을 농)을 비롯하여, 통  조직을 체하는 새로운 

조직이 출 하여 사회  요구에 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⑶ 지역자원 활용

  자원이란 지역의 자연자원, 인 자원, 문화  자원 등 지역이 지니고 있

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이 기본이다.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 으로 활용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체나 조직의 능력(capability)이다.  

  농 지역은 형 농기계, 농업생산자재 구입 등으로 지역외부로 자 이 

유출된다. 지역경제 순환을 해서는 어도 동액의 자 이 유입되어야 하

고, 이를 한 외부와의 한 교환 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내발  농  활성화를 해서는 정부의 물  지원과 함께 지역의 개발주

체의 육성, 주민 조직화, 지역의 자연 , 인 , 문화  자원 개발 등에 지원

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창출하고 지속 인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⑷ 지역활성화를 한 활동

  농 지역 활성화란 농 지역의 주민이 지역진흥을 해 주민을 조직화

하거나, 자연 ․물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소득

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행 를 말한다. 

  여기서 내발  발 에 근거한 농 지역 활성화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의 2차 산업활동, 농산물 유통이나 

도농교류, 농  등 3차 산업활동 등을 ‘농 지역’이 담당함으로써 가

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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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체에 의해 농업진흥을 가져오고, 농업진흥을 바탕으로 가공이

나 특산품 개발, 교류나  등으로 다각화하여 농 지역 활성화를 실

할 수 있다. 농 지역 활성화는 농업․농 이 가진 다원  기능을 농  내

외에 확산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농 지역 활성화이다.

⑸ 외부의 지원

  지역 내의 주체나 자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경우 외부의 지원을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발  조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은 수동 인 입장이 되고, 추진 사업의 비효율성을 래

하여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에 한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내발  발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한 외부 지원은 지역 이외의 앙정부나 역자치

단체 혹은 NGO 등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기술  문가 컨설  

등을 포함하며, 이것이 내발  발 을 진하는 조건이 된다.  

  이상과 같은 과 분석틀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의 사례조사를 실시하

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발  양상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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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의 농업․농  문제는 기본 으로 공업화 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로부터 시작된다. 수출주도형 공업화 주의 산업화는 국내 시장의 

개방을 래하고, 그 결과 수입 농산물에 의한 가격하락 등으로 농업소득

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도농간․계층간 소득격차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로 두되고 있다. 농업인구의 격한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농업과 

농 의 기반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고령농가 심의 가

족농 경 체제가 와해 는 축소되고 반면에, 새로운 경 체(법인 등)가 

농의 심  경 체로 출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 지역의 내발  발 은 주체, 주체가 만들어내는 활동, 지역의 

자원과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실 된다. 그 에서도 주체

의 역할이 농 지역의 내발  발 을 실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양국 모두 농업정책에 비해서 농 정책의 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체로서의 지역주민, 지역의 자원과 외부의 지원, 정

주환경 개선  지역진흥 활동을 주요 요소로 삼는다는 에서 내발  발

으로의 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일 양국에 있어 농업농 정책의 개와 특징 등을 비교 분

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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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일 농업문제의 상과 비교

1.1. 농가소득 구조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 원에서 2005년 3,050만 원으로 

약 40% 증가하 으며, 2005년 농업소득은 1,182만 원이고, 농외소득은 

체 농가소득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농가 부채는 

1995년 916만 원에서 2005년 2,721만 원으로 약 3배 증가하 고, 농가소

득 비 농가부채 비율은 1995년 42%에서 2005년 89%로 증하는 등 소

득문제가 농업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농가총소득은 1995년 892만 엔에서 2003년 771만 엔으

로 감소하고 있다. 2003년 농외소득은 체 농가소득에서 약 56%를 차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 된 1995년 이후 농가교역조건 등의 

악화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도시근로자 소득 비 농가소득

의 비 은 1990년 95.9%, 2000년 80.6%, 그리고 2005년 78.2%로 격차가 

확 되고 있다. 

표 3-1.  농가소득  부채 변화

단 : 천 원, 천 엔, %

구 분
한국 일본

1995 2000 2005 1995 2000 2003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외소득비율

21,803 

10,649 

6,931 

31.8 

23,072 

10,897 

7,432 

32.2 

30,503 

11,815 

9,884 

32.4 

8,917 

1,442 

5,453 

61.2 

8,280 

1,084 

4,975 

60.1 

7,712 

1,103 

4,323 

56.1 

농가부채

농가부채비율

9,163 

42.0 

20,207 

87.6 

26,892 

89.2 

2,884 

32.3 

3,302 

39.9 

2,862 

37.1

자료: 한국: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림통계연보, 2006. 

      일본: 농림수산성통계부, 농림수산통계, 농업경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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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의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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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배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일본의 농가총소득이 하락하고 있듯이, 도시근로자 소득도 2000년 673

만 엔에서 2003년 약 630만 엔으로 하락하 다. 농가총소득 비 도시근로

자소득의 비 은 2000년 81.3%, 2003년 81.6%로 격차는 큰 변화가 없고, 

농가총소득이 농외소득에 의해 도시근로자 소득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한편 한국의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를 살펴보면, 상 계층(5분  계층)과 

하 계층(1분  계층)간 소득격차는 2000년 7.6배에서 2005년 9.3배로 확

되고 있다. 2000년 5분  계층의 평균 소득은 4,577만 원이고 1분  계

층은 약 600만 원으로 7.6배의 차이가 있으며, 2005년 5분  계층의 평균 

소득은 7,229만 원으로 1분  계층 776만 원의 약 9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 되고 있다.

  일본 농가의 소득계층간 소득구성을 보면 매농가 2,205천 호(2003년)

의 평균 소득 771만 엔에서 농외소득의 비 은 56%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업농가는 766만 엔의 소득에서 농외소득이 11.1%(85만 엔)를 차지하고, 

주업농가는 846만 엔  농외소득은 65.8%(557만 엔), 부업 농가의 농

외소득은 63.5%(477만)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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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95년 485만 명에서 2005년 343만 명으로 약 

29% 감소하 으며, 체인구 비 농가인구 비  한 10.9%(1995년)에서 

7.1%(2005년)로 감소하 다. 

  연령별 농가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5년 79만 명에서 2005년 

약 100만 명으로 27.3% 증가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고령화

율은 1995년 16.2%에서 2005년 29.1%로 증가하 으며, 2000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 다.

  일본의 농가인구는 1995년 1,204만 명에서 2005년 837만 명으로 약 

31% 감소하 으며, 체인구에 한 농가인구 비  한 9.6%(1995년)에

서 6.6%(2005년)로 감소하고 있다. 한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1995년 

24.1%에서 2005년 31.6%로 증가하 으며, 1995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 다. 양국은 농가인구의 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

화율의 증가 속도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빠르다. 

표 3-2.  농가인구  고령화율

단 : 천 명, %

구 분
한국 일본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농가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 비 비율

4,851 

2,373 

2,478 

10.9 

4,032 

1,972 

2,060 

8.5 

3,434 

1,677 

1,757 

7.1 

12,037 

5,880 

6,158 

9.6 

10,467 

5,129 

5,338 

8.3 

8,370 

4,115 

4,255 

6.6 

0-14세

15-64세

65세 이상

680 

3,386 

785 

459 

2,696 

876 

335 

2,099 

999 

1,816 

7,317 

2,904 

1,390 

6,141 

2,936 

900 

4,824 

2,646 

고령화율 16.2 21.7 29.1 24.1 28.0 31.6 

  주: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농림통계연보,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 홈페이지.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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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경영 구조

  양국은 1995년 이후 농가의 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 

가구 비 농가의 비 은 2005년 한국은 8.0%, 일본은 5.7%로 격히 변

화하고 있다. 양국의 겸업별 농가 구성을 보면 한국은 업농 심인 반면

에 일본은 겸업농 심이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농가는 한국이 2005년 63%로 일본의 23%보다 높고, 겸업농

가는 일본이 2005년 77%로 한국의 37%보다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가  농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1995년 20만 호에

서 2005년 5만 호로 약 77%나 감소하고 있다. 농승계자가 없는 농가는 

2005년 123만 호로 약 97%를 차지한다. 일본의 농가  농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1994년 157만 호에서 2005년 114만 호로 약 27% 감소하 으며, 

농승계자가 없는 농가는 2005년 102만 호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농가에서 농승계자 유무의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2005년 

체 농가에서 약 3.5%만이 승계자가 있는 반면 일본은 53%(2004년)로 양

국간 농승계자의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3-3.  한ㆍ일 양국의 농승계자 유무

단 : 천 호, %

구 분
한국 일본

1995 2000 2005 1994 2000 2004

농가

   있음

   없음

1,501 

13.2 

86.8 

1,383 

10.9 

89.1 

1,273 

3.5

96.5 

2,787 

56.2 

43.8 

2,337 

57.3

42.7 

2,161 

52.9 

47.1 

자료: 농 경제연구소, ｢한일 농업구조 비교와 시사 ｣(2006)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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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일 농업정책의 개와 내발  발

  우리나라는 1967년 ｢농업기본법｣ 제정 후 자립농 육성  업농 장려

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년 까지 농업경 체 육성에 한 정책은 미비

한 편이었다. 1990년  농업구조개선 책을 심으로 업농 육성과 구조

개선사업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와 련하여 1997년 경 이양직

지불제가 도입되었다.

  2000년 에 들어와 농업경 체 지원 정책이 확충되고, ｢삶의 질 향상 특

별법｣이 제정되었고, 농업벤처 육성사업 착수와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

립하 으며, 농업법인 경 체의 활성화 책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소득

보 직불제 등 직불제 확 와 농 복지 향상을 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경 체 육성에 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정은 생산  소득증 , 시장개방 응, 환경과 소비

자 주권 시 등의 방향으로 농업 정책이 환되고 있고, 농업의 기능이 

식량공 에서 환경  식품안 과 농 지역개발 등으로 확 되고 있기에 

농업정책 한 변화된 여건을 반 하고 있다.

표 3-4.  한ㆍ일 양국의 주요 농업정책

구 분 한국 일본

1960～1970년

농업기본법 제정

 - 증산 유도  주곡 수매제도

 - 이 곡가제

농업기본법 제정

 - 자립경 농가 육성

 - 농공단지 육성

1980～1990년  

반

 - 농업구조 조정정책 논의

 - 복합 농정책, 농외소득 확

 - 기업  경  정책

 - 고령화 정책, 농 정책

1990년  반～

 농업ㆍ농 기본법 제정

 -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개방)

 - 농어 구조개선사업

 - 친환경농업육성

 -  직불제 등 도입

 - 농 복지 정책

식료ㆍ농업ㆍ농  기본법 제정

 - 농업의 지속  발  정책

 - 농 진흥, 농업의 다원

   기능 실

 - 품목횡단  직불

 - 자원, 환경 직불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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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61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자립경 농가 육성에 집 하 지

만, 육성이 한계에 착하면서 1970년부터 핵농가, 기업  경  등을 주

요 정책 상으로 수정하 다. 그리고 1990년  개방화에 맞추어 신농정을 

마련하여  농업경 체 육성을 강화하 고, 산간지역문제, 농지 유

휴화 등에 한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2000년의 식품ㆍ농업ㆍ농 기본계획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자 률 목표 

리와 농가단  직불제의 면 도입,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

포하고 있다. 일본의 농정은 가격지지에서 품목별 농가단  직불과 다원  

기능의 농업자원보 을 한 지역 심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3. 한․일 농 정책의 개와 내발  발

3.1. 한국의 농촌정책의 전개와 특징

  한국의 농 지역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에서 읍과 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읍과 면에 해당하는 농 지역이 국토 에서 차지하는 면

 비율은 90.0%에 달한다. 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 체 국

민의 72.0%에서 2005년 재는 18.5%로 감소하여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

는 상태이다. 농가인구 비 이 7.0%임을 감안하면 농 지역 주민 에서

도 비농민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은 셈이다.

  농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농업

의 비 이 약화되고 농 의 가치에 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이 구체화되

는 등 최근의 농 과 농 정책의 여건은 변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

어와 국가균형발 에 한 국가 정책  강조는 농 정책에도 향을 미쳐

서 소 트웨어 사업, 인웨어 육성, 주민참여와 지역역량 강화 등을 강

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 정책의 연원은 1950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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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지역사회개발 정책을 시작으로 1960년 를 농 정책의 출발기, 1970

년 를 농 정책의 확산기, 1980년 를 농 정책의 제도화기, 1990년  농

정책의 양  팽창기, 그리고 2000년 를 농 정책의 신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정기환 외, 2005, 송미령 외, 2004). 

  최근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지역 자율성’ 등 농 정책에서 강조되

는 키워드의 정책  뿌리는 이미 1950년  후반부터 내재해 있었으나 

2000년  들어와 새로운 으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농 개발사업은 지역주체로서의 주민의 참여를 매우 강

조하고 마을이 가진 자원의 보 과 활용을 통한 소득창출 모델을 형성하고

자 하려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를 들어, 녹색농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

통테마마을사업, 어 체험마을사업 등과 같은 농   도농교류를 

주요 목 으로 하는 마을 단  사업,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산 종합개발

사업, 어 종합개발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정주기반 형성을 다양한 각도에

서 진하기 한 사업,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신활력사업 등과 같이 지역

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과 주민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유도하

는 사업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형성된 이러한 사업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사업의 내용으로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조화를 강

조하며, 사업의 추진체계 속에 지역, 주민, 문가 등의 역할과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그간의 농 개발사업이 앙정부가 심이 되어 지역에 

부족한 하드웨어를 정비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 의 

인구 과소화, 경제  활력 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기

인한다. 더욱이 앙정부의 하달식 정책집행으로 인하여 지방의 기획역량

이나 주민의 참여 등과 같은 측면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과거의 농

개발정책보다 퇴보한 것이라는 비 도 있었다.

  한편, 2000년  이후 새로운 시각에서 도입된 정책사업들을 내발  발

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정책 사업에 한 기획, 집행 과정

에 지역과 주민의 참여기회가 넓어지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소 트웨어



농업ㆍ농 의 상과 정책 개 35

구분 연 주요 내용 추진 주체 추진 방식

출발기:

지역사회개발

1950

～

1960

주민 조직화

지도력 배양

자원 조성  소득 증 활동

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지도

원,

주민

상향식 개발

‘마을만들기’ 

맹아

확산기:

농

새마을운동

1970

새마을지도자 육성

주민 조직화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정비

자원 조성과 소득 증 활동

정부, 

새마을지도자, 

주민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과 

혼합형)

제도화기:

농 지역

종합개발

1980

도‧농통합 개발

심도시 육성

배후마을 개발

지역산업 개발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개발

환경 개발

지자체, 주민 주민의견 수렴

팽창기:

정주생활권개발
1990

심마을 개발

주택  도로 개발

상하수도 개발

환경개발

마을 공공  편의시설 개발

지자체, 

주민 행기
주민의견 수렴

신기:

마을만들기
2000

각종 마을 단  사업

<참여정부의 정책>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한 

제도

낙후 농 지역 

개발(신활력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주민, 지자체, 

지역 내외부의 

조직

상향식 개발 

‘마을만들기’ 

본격화

표 3-5.  농 지역개발정책의 개과정

자료: 정기환 외(2002)와 송미령 외(2004)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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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이 강화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 로그램 자체의 

기획은 여 히 앙정부의 몫이고, 지역은 주어진 메뉴를 선택하는 체계이

다. 더욱이 지역간 경쟁에 의한 상지 선택 방식이 지배 이며 지역 스스

로의 기획에 의해 특정 사업을 추진할 기회는 흔하지 않다. 즉, 권한의 지

방이양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의 지방이양은 지체되고 있다. 한 

주민참여의 방식과 내용 역시 재는 스스로 기획․집행하기보다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특정 사업에 주민들이 동원되는 정도이다. 더욱이 사

업내용에서 소 트웨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여 히 사업 상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사업들은 하드웨어가 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 농 정책은 내발  발 을 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는 있으

나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3.2. 일본의 농촌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의 농 개발정책의 개과정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45 

～1950년  반)는 후 복구에 을 두고 주로 식량생산에 주력해 온 

시기이다. 제2기(1950년  반～1970년  후반)는 후 복구가 끝나고 고

도경제성장정책을 본격 으로 추진한 시기로서 도시와 농  간의 격차 시

정보다는 일본 체의 경제 인 번 을 하여 노력하 던 시기이다. 제3

기(1970년  후반～1990년  후반)는 1970년  후반 이후 국종합개발계

획이 종래의 성장거 이론에서 도시와 농 의 균형성장 이론으로 바 는 

시기이다. 특히 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농 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의 요성과 그 역할이 상을 확보해가는 시기로서 재 한국에

서의 정책 흐름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제4기(1990년  후반～ 재)는 

2000년을 후한 시기로서 국토정책, 농림수산성의 정책사업, 지방정부의 

기능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 이론 으로 내발  발 론이 등장한 것은 바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농 개발정책의 제3기부터이다. 이때 등장한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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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성 정책사업을 보면, 주로 주민참여에 의한 자연과 경 , 어메니티

(amenity) 등 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것들로서, 한국의 2000년  이후 상황

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

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 다.

  최근 일본의 농 개발정책에는 내발  발 의 에서 상당히 의미 있

는 변화가 찰되고 있다. 2005년 새로운 ‘식료․농업․농 기본계획’에서 

농 진흥에 한 4가지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지역자원의 보 리시

책 구축, 농 경제 활성화, 도시와 농 의 공생․ 류, 쾌 하고 안 한 농

 삶의 실  등이다. 한 2001년 행정조직개편에서 농 개발정책을 농

림수산성 농 진흥국으로 통합하고, 2004년 정부 산 편성에서 정책군 방

식을 도입하며, 2005년과 2006년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 개 을 단행하

다. 즉, 비공공사업 부문의 보조 을 지방 재원화하 고, 보조 은 통합교

부 화함으로써 지방의 재량이 확 되었다. 

3.3. 양국의 농촌정책 비교

  한․일 양국의 농 정책 개과정이나 최근의 경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주민이나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스스로 사업을 기획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해 앙정부가 명시 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의 경우는 2000년  이후인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1980

년 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한국의 농 정책에서는 주민 참여, 지역역량 강화, 사업내용의 소

트웨어 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내용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기획부터 집

행까지의 과정을 주민이나 지역이 주도하기보다는 앙정부가 기획해놓은 

틀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셋째, 일본의 농 정책은 갖가지 제도  정비를 통해 산과 권한의 지

방 이양이 상당한 수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도 특정 농 지역의 내

발  발 을 진하기 한 정책 ․제도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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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것이 우리나라에 비해 한걸음 나아가 있는 상태이다. 다만, 실제 장

에서 정책이 구 되는 과정이나 특징은 다양한 측면을 보일 것이라고 단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련 정책 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도농교류에 한 심이나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이 한국

보다 20년 정도 먼  시작했다는 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농 개발정책의 

을 농 의 물리  근 화, 즉 하드웨어 인 것에 맞추고 있었던 사이

에 일본에서는 농 개발정책의 이 주민 참여, 지역 특성, 도농교류 등

과 같은 소 트웨어 인 것에 맞추어졌다. 그에 따라 도농교류에 련되는 

정책 사업의 수나 규모 역시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방 하다.

  둘째, 도농교류에 하여 한국은 도시가 농 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

는 측면이 강하고, 그에 따라 도시민들을 농 에 유치하기 해 각종의 시

설정비 등에 주력하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일본은 도시와 농

간의 등한 치를 강조하면서 농 지역 내부의 자원정비, 농 에 한 

정  이미지의 발신 등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가장 요한 차이는 일본의 기 자치단체인 시․정․ 이 지역에 

합한 계획을 스스로 구상하고, 필요한 산은 교부 이나 앙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함으로써, 자율 으로 계획을 실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기 자치단체인 시․

군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앙정부의 단 사업별로 주어진 사업

을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것을 실 하기 

한 조건이 상 으로 취약한 편이다.



마을단  농조합과 농업진흥  제4장

  농업의 구조개선이란 일반 으로 농업경 의 규모화와 조직화라는 두 가

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경 체는 규모화가 방향이

며, 세한 경 체는 조직화를 통해 효율 인 경 체로 발 해 나갈 수 있

다. 구조개선의 결과로서 농업경 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경 수지가 개선

되고, 이것이 지역농업 발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규모확 를 실 하기 어려운 세하고 고령화된 농가나 규모확 의 요

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조직화를 통해 효율 인 농지 이용과 노

동력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향하는 구

조개선이 ‘마을단  농조합’(마을 농)이다. 마을 농은 일종의 지연성 

조직경 체란 에서 기존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는 차이 이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연성 조직경 인 마을 농을 상으로 하여 한․일 양국

의 실태, 정책, 효과 등을 심으로 살펴본다. 마을 농은 실태면이나 정책

면에서 일본이 선행하고 있다. 단지 한국에서는 마을 농과 유사한 활동이 

최근 등장하기 시작하 다. 그래서 일본의 실태나 정책을 심으로 하여 

마을 농이 가지는 농업․농정상의 의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

역농업의 진흥을 한 지연성 조직경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업경 의 

발 방향을 제시한다. 양국 사례를 통하여 마을단  농조합이 등장하게 

된 배경, 주요 활동, 경 성과 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마을 농이 지속

으로 발 하기 한 과제  존립조건을 제시한다.



마을단  농조합과 농업진흥40

1. 마을 농의 등장배경과 의의

1.1. 개념

  일본에서 마을 농은 평균 으로 말하면 마을을 단 로 농지의 소유권

은 그 로 두고, 농지를 공동 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등 보

인 조직에서부터 마을 체의 농업을 하나의 농장형태로 경 하는 ‘마을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마을 농의 공간  범 는 한개 

마을 는 몇 개 마을을 범 로 하되, 마을주민의 합의를 제로 하여 설

립된다. 조직의 형태는 유연한 조직에서부터 법인화된 조직도 있다. 

  마을 농은 발 단계에 따라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작업 수 탁’에 

한정한 단순한 유형에서 ‘ 업경 ’형이나 ‘1마을 1농장’형 등 발 된 유

형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농기계 임 , 농작업 수 탁,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소비자와의 교류, 직거래 등과 같이 1차 산업 인 역에서 2

차, 3차 산업 인 역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가장 일반 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마을농업의 장래에 

해 기감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우선 농조합을 만들고, 마을내 

참가자는 농지를 농조합에 임 한다. 농지를 임 한 농가에게는 여유 노

동력과 농기계가 발생한다. 여유 노동력은 농조합에 취업할 수 있고, 농

기계도 마을 체 농업경 에 필요한 것은 농조합에 맡기고 나머지는 처

분한다. 

  마을 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마을 농을 운 하고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리더’( 표), 농기계를 운 하는 ‘오퍼 이터’, 단순 농작업에 참

여하는 ‘보조작업자’ 등이다. 보조작업자는 농지를 임 한 고령자나 여성 

등이며, 정식 직원이라는 신분보다는 농작업에 해 일당이나 시 으로 

여를 받는 일종의 비정규직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마을 농은 일반 농조합과는 달리 마을 내 체 농가가 참가하

는 경우 농지를 단지화할 수 있는 지연성 조직경 이기 때문에 규모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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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지의 분산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 기계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거나 노동투입시간을 폭 여 생산비를 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그리고 여유 노동력은 채소나 축산 등 노동집약부문에 투입하여 마을 

체의 소득증 도 기 할 수 있다. 조직경 이기 때문에 개별경 이 실

하기 어려운 가공부문이나 도농교류, 농 체험, 직거래 등 서비스부문까지 

다각 인 경 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 마을 농이 가지는 장 이다. 

그림 4-1.  마을 농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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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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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작업자

1.2. 등장배경

  마을 농이 실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개별경 의 규모화의 지체이다. 한․일 양국은 축산업이나 시설형 농업은 

규모확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토지이용형 농업은 규모화의 속도가 

매우 늦은 편이다. 그래서 토지이용형 농업에 있어서 규모확 를 도모하

되, 농지의 집단화를 실 할 수 있는 것이 마을 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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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시장개방의 흐름 속에서 이에 응하기 하여 개별경 이 규모확

를 달성해도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경 수지가 악화된다. 

그래서 개별경 은 규모확 보다는 복합화나 가공․유통 등 다각화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복합화나 다각화는 개별경 보다는 다수의 구성원이 

참가하는 ‘조직경 ’이 유리하다. 더구나 농지필지가 분산되어 있는 일본 

농업에서는 농지를 마을단 로 단지화하는 것이 실 이고 거래비용도 

어든다. 마을 농은 이에 응하는 가장 합리 인 토지이용이며 경 형

태라는 것이다(田代, 2006).

  셋째, 지역농업이 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즉, 

농업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여 향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하면 개별

농가로서는 자기 완결  농업이 불가능해지고, 농가가 생산에서 후퇴하게 

됨에 따라 농업자원이 황폐화할 험성이 있어 결과 으로 지역농업이 쇠

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마을 농에 근하게 된 것

이다. 

1.3. 효과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마을단  농조합으로부터 개

별경 이 실 하기 어려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개별경 은 세 분산 필지의 농업구조 하에서는 규모확 가 어려

울 뿐 아니라 규모확 를 하여도 농지가 필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 인 

경 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해 마을 농은 마을단 로 농지의 

단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규모화의 효과가 직 으로 나타나는 효

과가 있다. 이 이 마을 농이 가지는 농업경 상의 요한 의미이다. 

  둘째, 개별경 으로 규모확 를 하는 경우 개별경 에 포함되지 않는 농

지는 경작포기지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작포기지가 발생하는 등 지역

단 의 농지의 보 과 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마을

농의 경우 지역의 농지를 단지화하여 리하기 때문에 경작포기지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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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는 등 지역의 농지를 보 ․ 리하는 데 효과 이라는 이 인정되

고 있다.

  셋째, 경 규모가 세한 지역에서는 일반 으로 업농이 감소하거나 

고령화하여 개별경 의 규모확 만으로는 지역단 의 후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세한 농가가 공동으로 조직화하여 

수도작을 심으로 농업의 지속이 합의가 된다면 단기 으로는 농업생산

이 유지되어 경작포기지 발생이 방지되는 등의 소극 인 목 이 달성되고, 

장기 으로는 지역후계자 확보 책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넷째, 소규모의 개별경 은 일반 으로 농지의 분산과 세성에 의한 노

동효율 감소와 농기계 비용 등의 과 화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마을 농은 농지의 단지화와 기계의 공동이용이 가능하여 비용을 폭 

감할 수 있고, 더욱이 법인화하면 추가 으로 효율  경 이 가능해진다.

  마을 농의 비용 감효과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자. 첫째, 마을

농에 있어서 생산비의 폭 인 감이 가능한 것은 농지가 마을 내에서 

단지화되어 있어 노동투입시간이 폭 어드는 동시에, 기계이용의 효율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를 들면 <그림 4-2>에서 개별경 은 평균 

0.8ha(벼 48a, 두 32a)의 경지면 을 가진 37호(총 면  30ha)가 각각 개

별경 을 한 경우의 부락 체 비용이며, 마을 농은 개별경  37호가 마을

농을 설립하여 경 을 한 경우의 비용합계이다. 마을 농은 개별경 의 

47% 수 으로 비용이 감된다. 특히 감소 폭이 큰 것이 농기계 감가상각

비이다. 이 이 마을 농의 생산비 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 농은 농지의 효율 인 이용과 농업생산의 안정성 등의 면

에서 개별경 에 비해 유리한 이 인정되고 있다(김태곤 외,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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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별경 과 마을 농간의 생산비 비교(마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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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⑴ 개별경 은 평균 0.8ha(벼 48a, 두 32a)의 경지면 을 가진 37호(총 면  30ha)

가 각각 개별경 을 한 경우의 부락 체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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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합계임. 

2. 마을 농과 내발  발

2.1. 마을영농과 내발적 발전과의 관계

  마을 농은 지역농업 진흥의 기반이며 다양한 효과가 기 되고 있다. 이

와 같은 마을 농과 내발  발 론과는 어떠한 계가 있는가. 첫째, 내발

 발 론은 주체의 역할을 시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 사회에는 인

구유출 등에 의한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라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발  발 론은 지역에서의 주체의 역할이나 과제를 검토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둘째, 내발  발 론은 경제성장의 부정 인 측면, 즉 고도 성장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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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되는 농 경제 쇠퇴문제 등을 분석 상으로 한다. 농 지역의 활성

화에 있어서 마을 농의 역할을 시하는 것은 내발  발 론의 이론과 정

합성이 높다. 특히 내발  발 론은 외래형 개발정책이 지역경제나 농 사

회에 가져온 문제에 응하고자 내발  발 론의 방법론이 용되어 왔던 

것이다(김태곤 외, 2006.11).

  따라서 마을 농에 한 내발  발 론이 가지는 과제는, 우선 당해 지

역의 주체가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를 인식하

고, 그 기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하여 당해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악

하여 활동범 를 확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지역과의 교류․ 력․네

트워크 등을 형성하는 것도 요하게 고려된다.3

  이러한 에서 가장 일반 인 마을 농은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

다. 먼 ,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마을 내지 지역의 농업이 안고 

있는 취약성에 해 마을 주민이 스스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한 해결책 

강구에 해 합의한다. 다음으로, 고령화와 경지분산 등의 제약요인을 극

 3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학’(일본어로는 ‘地元學’)이 있다. 이것은 국 획일 이 

아니라 지역 독자의 자연이나 풍토, 통, 역사, 문화 등에 뿌리를 내린 지역활

성화를 시하여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한 조사연구에서 지역 특유

의 생활문화를 신 으로 창조해가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본에서 1990년

  이후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국에 확산되고 있다. 지역

학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역에 해 지역 주민이 잘 모르면서 상품을 생산한

다든가, 지역활성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데서 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의 이나 손을 빌리면서 스스로의 

과 발과 귀로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생각하여 일상 인 ‘생활문화의 창조’

를 실행하는 행 를 지역학이라 한다. 지역자원의 조사주체는 지역의 주민  

농림어업 사업자(장인), 행정기 , 문가(NPO 등) 등이다. 생활문화의 창조란 

생활자에 의한 내발  지역활성화를 비롯하여, 상품 생산이나 생활 형성 등을 

의미한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문화시설 등에 특화해 온 지역활성화 방식을 

수정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산활동, 지역의 생활을 즐기는 의

미에서의 생활활동과 문화활동의 역도 매우 시하고 있다( 林 子, 

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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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다각경 이 가능한 조직경 체로서 마을 농을 설립한다. 마을

농은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고,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마을 농에 

임 하고 지 (임 료)를 수취하며, 농기계 소유자도 기계를 임 하고 사

용료를 받는다. 이로 인해 남는 노동력은 마을 농에 임시 는 상시 취업

하여 노임을 수취한다. 그리고 마을 농은 표자 는 조합장을 심으로 

하는 리더, 기간  농작업을 담당하거나 농기계를 운 하는 오퍼 이터, 

그리고 마을의 농지임 자나 고령자․여성들에 의한 보조작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유기 인 조직체가 형성되며 최종 으로는 법인화에 이른다. 

2.2. 마을영농과 농업진흥

  내발  발 론에 근거한 분석틀에 해 <제2장>에서는 ① 주체 ② 조직

화 ③ 지역자원 ④ 생산활동 ⑤ 외부지원 등을 5  요소로 설정하 다.  

즉 주체의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주민, 지자체, NPO 등)의 

조직화, 지역자원의 생산  활용과 보 리, 그리고 문제해결을 한 

문 이고 지속 인 활동 등이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지역의 자율

성과 자립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인 ․재정  지원은 보완 

요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방법이라고 제시하 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역의 농업생산자  생산자그룹을 포함

한 지역 주민이나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농 ,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

한 이익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개발의 주체는 이러한 다양한 주

체를 포 하는 개념이다. 한 외부 지원은 지역 이외의 앙정부나 역

자치단체 혹은 지역 외의 단체나 NGO 등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 기

술 , 문가 컨설  등으로서 내발  발 을 진하는 지원조건으로 볼 

수 있다.  

  농  활성화란 이러한 주체에 의한 외부지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의해 실 된다. 즉 농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 등이 지역

진흥을 해 주민을 조직화하거나, 자연 ․물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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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 창출과 소득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다. 농 지역은 농업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의 진흥을 기본으로 한 

지역활성화가 불가피하다. 농업진흥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의 2차 산업활동, 나아가 농산물 유통이나 직거래, 

도농교류 등 3차 산업활동 등을 마을단  는 농 지역 내부에서 담당하

여 고부가 가치화와 고용 창출 등에 의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효과 인 근거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장개방과 고

령화․과소화 등의 요인으로 규모확  자체가 실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규모확 를 실 한다고 경 채산성이 호 되지 않는 실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 의 다각화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발  발

론에 근거한 농 지역 활성화로 연계된다<그림 4-3>. 

그림 4-3.  지역농업 진흥의 방향

2.3. 마을단위 영농조합의 대한 정책

  한국과 일본에서 지연성 조직경 체로서의 마을 농은 그 실태나 정책 

양면에서 많은 차이 이 있다. 우선 실태면에서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한국에서는 아직 보 인 단계이다. 최근 개별경 으로는 한계가 있다

는 을 인식하여 농조합법인을 심으로 마을단 로 응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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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있다. 

  정책면에서는 1990년  이후 련 법률에 근거하여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 체에 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조치를 강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의 농가가 참가하는 조직경 체에 한 

심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연성’에 의미를 둔 마을 농에 한 고려는 

아니었다. 그래서 단순한 가족경 을 체하는 경 체로서의 의미를 가지

지만 지역농업 는 마을농업의 진흥이나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에 한 고

려는 없었다. 이러한 에서 지연성 조직경 으로서의 마을 농에 한 정

책  고려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마을 농의 역사는 깊다. 재의 마을 농 개념과는 다

소 차이는 있지만 1970년  이후 1980년  반까지는 마을 내에 농가가 

많이 남아 있던 시기로서 농기계의 효율 인 이용이나  생산조정과 련

한 작(轉作)을 하게 실천하기 해 마을단 의 농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자연발생 으로 마을 농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4 

  그리고 1980년  후반 이후 후계자 부족과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 가

격하락 등의 요인으로 경 수지 악화와 농지 유휴화 등 지역농업 자체의 

유지․보 에 한 불안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마을

농에 한 심과 기 도 한 높아졌다. 정책 으로 마을 농의 설립을 

지도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마을 농에 해서는 구

조정책의 상으로 인정하여 품목횡단  경 안정 책5 등 정부 지원이나 

시책을 집 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 마을 농 수는 2007년 2월 재 1만 2,095개 조합, 참가

농가수는 48만 9,918호, 수탁면 을 포함한 농지면 은 43만 6,312ha에 달

한다.6 특히, 2007년부터 실시되는 품목횡단  경 안정 책의 상으로 

 4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조합법인을 심으로 마을단  농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5 품목횡단  경 안정 책이란 농가단  직 지불제를 말한다. 

 6 1개 마을 농당 평균 참가농가수는 41호, 평균 농지면 은 36ha이다(농림수산

성(2007. 3) ｢集落営農実態調査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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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그 수가 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림 4-4>

  마을 농의 주요 활동에 하여 살펴보자. 우선 마을 내에 , 채소 등 

재배작물을 단지화하는 토지이용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60.7%로서 가장 일

반 이다(복수응답). 이어서 농기계를 공동 소유하여 참가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49.7%, 오퍼 이터를 두어 이용하는 것이 40.9%로 활발한 

편이다. 농가가 노동력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농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38.2%에 달한다. 그리고 마을내의 농업경 을 일 으로 실시하는 마을

단  농업경 도 24.8%를 차지한다. 마을내의 비교  규모가 큰 인정농업

자나 농업생산법인으로 부터 농지를 임 하여 마을단 로 농을 실시하

는 경 형태도 21.7%로 최근 늘어나고 있다<표 4-1>. 

  재 부분의 마을 농은 이상과 같은 농업생산활동이나 농업경 뿐 

아니라, 농산물가공, 도농교류 등으로 활동범 를 넓  나가고 있는 등 지

역농업 진흥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요한 치에 있다.

그림 4-4.  일본의 마을 농수 추이, 2000～2007년 

9,961 10,063 10,481

12,095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2000 2005.5 2006.5 2007.2

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集落営農実態調査結果｣,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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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비율(%)

농기계 공동소유

   참가농가가 공동이용

   오퍼 이터 조직이 이용

 마을 내 농을 일  리․운

인정농업자․생산법인에 농지제공, 마을단 로 토지이용․ 농 실시

농가 노력제공으로 공동농작업(기계이용 이외) 실시

재배작물 단지화 등 마을 내 토지이용조정

-

49.7

40.9

24.8

21.7

38.2

60.7

계(12,095개 조직) 100.0

자료: 농림수산성(2007. 3), ｢集落営農実態調査結果｣(2007. 2. 1 재)

  주: 이 조사에서 마을 농이란 마을을 단 로 주민합의 하에 농업생산과정의 일부 

는 부를 공동화하여 실시하는 농을 말한다. 단지 농기계 소유만을 공동으로 

하는 조직이나 재배 정이나 용배수 리만을 실시하는 조직은 제외한다. 

표 4-1  마을 농의 주요 활동(복수회답), 2007년 2월 

3. 한․일 마을 농 사례조사 결과

3.1. 조사개요

  마을 농은 내발  발 과의 련성에서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효과는 

인정되고 있다. 마을 농에 의한 경  개선과 지역농업 진흥이라는 에

서 한․일 양국에 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 다. 조사지역은 한국 5개 지

역, 일본 4개 지역이며7, 이 지역에 해 내발  발 론의 분석틀에 근거한 

 7 사례조사지역은, ① 북 김제시 장수돌 농조합 ② 경남 거창군 농조합법

인 나투어 ③ 충남 홍성군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 ④ 경남 남해군 남

면 홍 리 가천다랭이마을 ⑤ 남 순천시 순천농  직 농장 등 한국의 5개

지역 ① 교토부(京都府) 후쿠치야마시(福知山 ), ‘애그리오키 농사조합법인’ 

② 교토부 가메오카시(亀岡 ) 이 칸노(犬甘野) ‘이 칸노 농조합’ ③ 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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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를 심으로 농업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재 안고 있

는 문제나 과제, 지속  발 을 한 조건 등을 제시하 다.8

  한국의 경우는 마을 농으로 근 해가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을 확인하 다. 농업법인 에서 농조합법인을 심으로 단지화나 생산

비 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필지분산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마을단 로 공동생산․공동 매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 으로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

례가 심이다. 첫 번째 사례는 마을의 지도자 주도로 마을단 에서 친환

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개별생산․공동 매를 추진하는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고령화된 수도작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면서 마을주민

의 노동력으로 생산부문의 공동화를 실 하고 공동 매를 실천하는 사례

이다. 세 번째는 기업에 의하여 마을 농을 추진하는 사례이다. 기업이 생

산비 감과 친환경생산을 실 하기 하여 마을단  논을 부 단지화한 

후 마을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한 과 채소 등의 생산을 통하여 기업의 이

윤확보와 마을 체 소득향상을 실 하는 등 주목되는 사례이다. 네 번째

는 지역의 농업자원을 히 보 함으로써 지역진흥을 도모하는 사례로

서, 마을주민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생산조건이 불리하지만 경  가치

가 높은 다랭이논 보 을 통하여 마을 체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례이

다. 다섯번째는 지역농 이 조합원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 하는 사례이다. 

농 은 지 까지 산지유통에 개입하여 농산물의 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고령화 등에 의해 농업생산이 정체하는 단계에서 농업생산 내지

는 농업경 을 담당하는 등 농 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에서 주목

을 끄는 곳이다.

마 (富山県) 난토시(南礪 ) 후쿠미쓰(福光) ‘다카미야 농조합’, ④ 교토부

(京都府) 아야베시(綾部 ) 니시사카(西坂) 농조합 등 일본 4개 지역이다. 조

사시기는 2006년이며, 다만 한국의 ⑤ 지역과 일본의 ④ 지역은 2007년에 조

사를 실시하 다. 

 8 2006년 사례연구에 한 지역개황, 주요활동 등 구체 인 내용은 김태곤 외

(2006. 11)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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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조사 결과

⑴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 

  홍성환경농업마을 농조합법인은 오리농법으로  유기생산과 도농교

류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 내 은 90%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10%는 환기이다.  매는 당해 조합과 생 이 공동 매를 하고 있다. 

생산은 조합원이 개별 으로 실시하고, 자재구입과 농산물 매, 교육, 교

류 등은 조합이 담당하는 ‘부분  공동경 ’ 성격이다. 장기 으로는 ‘자연

친화 인’ 마을개발과 유기농 , 채소, 축산 등 지역 내 순환농업을 실

하는 ‘생태순환생산체제’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조합원 교육, 도농교류, 체험 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합원에 한 친환경 농법에 한 기술지도를 비롯하여, 소비자와 어린이 

등에게 농업에 한 이해증진이나 농업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교류를 확

하고 있다. 한 이 조합은 약 20억 원에 상당하는 마을자산을 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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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정미소, 교육 , 찜질방 등을 부 조합 명의로 등기하여 리함으

로써 시설을 효율 으로 보 하고 부정의 소지를 방지한다는 의도이다. 

  이 조합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조합법인으로서 경지정리가 완료

된 마을단 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와의 교류를 병행하고 

있다는 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반 인 형태이다. 그리고 생산자재 구입 등

은 공동으로 하되, 생산활동은 개별 으로 실시한다는 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친환경농업 농조합법인의 활동과 유사하다. 

  최근 유기농 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비 감이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재로는 자재의 공동구입에만 머무는 

단계이며, 생산비의 폭 인 감을 해서는 생산과정의 공동화, 기간작

업과 보조작업에서 마을 내 노동력 구성에 합한 형태로의 작업공정 분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 앞으로 이 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생산과정의 공동화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 보조에 의한 농가별로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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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다. 앞으로 농기계 교체를 계기로 농작업을 탁

하여 처리한다면 장기 으로 마을단  공동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작업별 정 요 의 설정이 필요하다. 

⑵ 장돌친환경  농조합법인

  장돌친환경  농조합법인은 1998년 이후 마을의 친환경  생산조합

이 모태가 되어 2006년 마을 체와 인근 농가를 포함한 39농가(89ha)가 

참가하고 있다. 친환경  생산이 심이며, 후작으로 보리와 자운 을 재

배하여 녹비로 활용하고 있다. 무농약․무화학비료와 자체 생산한 액비를 

활용하면서 우 이농법 등으로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 방식은 마을 리더들의 주도로 종래 마을단 의 품앗이 습을 

화한 형태이다. 즉 농지를 집단화하여 공동작업, 공동 매, 공동정산을 하

면서 인근 지역으로 농지집단화를 확 하고 있다. 

  공동정산 방식이 특이하다. 친환경생산의 수량변동이 심하다는 문제에 

응하여 수량이 폭 감소한 필지가 있는 경우 평균 이상 농지에서 이를 

보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배분은 매 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후 

토지지분에 따라 분배를 하며, 투명경 을 해 결산공고를 마을회 에 게

시하고 있다. 

  생산한 은 농 앙회 양곡유통센터에 환기 로 매하고 있다. 조

합원의 주 소득원은  매수익과 농작업 노임, 기타 개인별 농산물 매

수입 등이다. 이러한 을 높이 평가받아 2005년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

상 친환경농업부문 단체상(상  1,000만 원)을 수상하 다. 

  이 조합은 정부 보조  3억 5,000만 원, 조합원 출자 1억원 등 4억 5,000

만 원으로 토착미생물 액비배양 제조장비, 미생물 배양  장실, 우 이 

사육장 등 친환경농자재 시설 등을 구입하 으며, 한 친환경  건조집하

장, 친환경 원 외선 온건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

한 시설 설치에 정부 보조 을 활용하고 있다. 

  이 조합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조합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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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볼 수 있는 ‘공동생산․공동 매’형 조합이다. 경지분산의 한계를 극복

하고 마을의 노동력을 히 배분하여 생산비를 폭 감하면서 마을 

체로 보면 고소득을 실 하고 있다.  공동정산을 하여 친환경농업이 안

고 있는 험을 마을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재 마을의 범 를 넘어서 인

근 마을까지 확 된다는 이 낙 이다. 

  향후 이 조합은 에 한 고유 랜드를 개발하고 가공시설을 도입하여 

계약거래  인터넷 매를 계획하고 있다. 한 유기축산을 도입하여 마

을단 의 과 축산의 순환농업체제를 구축하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이 게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가공, 유통, 교류 등에 이르는 다각경 의 추

진을 고려한다면, 재의 공동경 ․공동 매를 넘어서는 ‘ 업경 ’으로

의 발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조합에 주어진 과제이다. 

⑶ 농조합법인 나투어(Natur) 

  농조합법인 나투어는 농조합법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여 농업을 경 하는 사례이다. 마을단 에서 논을 일

 임차하여 마을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에서 ‘마을단  농조합’과 

유사하다. 거창농장과 남해농장 등 두 농장 모두 마을단 로 농지를 임차

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매하는 방식이며, 농지를 임 한 농지소

유자의 노동력을 농장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지 임차는 15년간 장기 임 차계약을 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5년마다 

갱신한다. 농지 집단화와 장기 임차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노동력 고용은 두 농장은 각 마을에서 4명의 상시고용을 비롯하여 

농지임 자 에서 매일 20～30명에게 일당 남자 5만 원, 여자 2만 7,000

원을 지 하여 임시고용하고 있다. 생산방법은 게비스랜드 사천공장에서 

생산된 바이오 비료인 ‘바이오 크라 트’를 사용한 친환경생산을 한다. 생

산품목은 과 각종 채소 30여 종이다. 거창농장은 2007년도에 시설면

을 폭 늘려 채소생산을 확 하는 등 수요증가에 응하고 있다. 

  조합의 생산조직은 두 농장 모두 농장장(1명)과 농기계담당(1명), 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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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담당(1명), 배송담당(1명) 등 4명을 두고 있다. 이 에서 리인력담당

은 두 농장 모두 마을 사정이 밝은 이장을 고용하여 마을 내 인력의 확보

와 조정을 맡기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일부 유휴노동력은 농지임  후 채

소생산 등에 집 하거나 버섯재배를 확 하는 등 새로운 부문에 고용을 확

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 체로 보면 소득원은 임 료 소득과 

고용노임, 채소 등 신규부문 매소득 등이며, 종 의 개별경 보다 높은 

수 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 

  조합의 농산물 매는 유통회사 게비스랜드를 통해 회원제로 매하며, 

 2006년 8월부터 서울의 백화 에 납품하고, 2006년 9월부터는 유

럽․미주 노선의 한항공 기내식으로 채소를 공 하고 있다. 이러한 에

서 보면 이 조합은 기업이 경 하기는 하나 마을 농의 개념과 유사한 형

태이다. 단지 일반 친환경 농조합이 로 확보를 해 교류와 체험 등 

다각경 으로 확 를 시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 조합은 친환경 과 채소 

등 복합경 에만 집 하는 이 특징이다. 매는 본사(게비스랜드)가 담

당하고 조합은 생산에만 집 하는 분업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투어 사례는 기업이 지자체의 력을 받아서 마을단 로 농산물 생

산․ 매를 행하는 소  ‘기업․마을 연 형’으로서 향후 성패 여부가 주

목된다. 마을이 가진 농지와 노동력을 기업이 자신의 경 ․마  능력으

로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이다. 고령화가 진 된 지역에

서는 노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장기 으로 농업생산이 축소되고 이로 인

해 지역농업이 쇠퇴해 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기업

의 자본․기술․마  능력과 마을의 토지․노동 등이 연 하는 형태로 

기업이 마을 체의 농지를 임차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매함으

로써 고부가가치를 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  능력은 일반 

농조합에게는 기 하기 어려운 높은 수 이다. 결국 이러한 경 성과의 결

과가 마을주민에게는 농지임차료와 노임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일반 인 마을 농은 한국의 ‘ 농조합법인 나투어’와 달

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되는 ‘마을 농’ 형태이다. 기업과 마을과의 연 형

은 우리나라 특유한 상으로서 그 성패 여부에 따라 확산 가능성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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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5>.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퇴출하는 경우 농지에 해서는 임 차이기 

때문에 마을에 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농지임 차에 의한 경 은 바람

직하다. 재 농지임 차 계약은 나투어와 마을의 농지소유간에 개별 으

로 계약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업무의 번잡함이나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하여 지자체가 리임 차 계약을 하는 등 농지제도면에서의 개선 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한 다각경 으로 발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남

해농장의 경우 인근 지역에 있는 폐교를 지자체가 매입한 후 나투어에 임

하여 교류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한 이 있다. 기업과 지역간에 

지자체가 개입하여 지속 인 발 을 도모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림 4-5.  농조합법인 나투어의 개념도

⑷ 가천마을의 다랭이논 보

  가천마을은 경남 남해군 남면에 치하며, 다랭이논을 활용하여 농



마을단  농조합과 농업진흥 57

과 농업생산을 확 하고 있다. 농 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의 채소 

등 농산물 매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농업에 한 의

욕이 증가하여 채소를 심으로 한 재배작물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랭이논과 련한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이 마을이 2002년부터 농 진

흥청의 ‘농 통테마마을’로 선정, 2006년까지 5년간 기반정비를 심으

로 한 사업이 개되었다. 국비 15억 원, 지방비 12억 원 등 27억 원을 투

입하여 마을 진입로, 공동화장실, 하수처리시설, 다목 장 조성, 수해복

구, 교류활동, 주민건강 리실 설치, 민박농가 시설 개선, 사방  조성 등 

주요 기반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문화재청의 명승지로 지정되어 2008

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된다. 

  마을 내의 기반과 시설 등이 정비되고 각종 로그램이 실시된 결과로 

방문객이 늘어나 2002년 2,010명에서 2005년 2만 8,890명으로 증가하 으

며, 이로 인해 마을은 숙박 수입 5,120만 원, 음식 매 수입 9,180만 원, 

농산물 매 수입 6,540만 원, 기타 수입 6,620만 원 등 합계 2억 7,460만 

원에 달하는 소득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9 농가 호당으로는 연간 690만 

원에 상당하는 소득증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다랭이논은 휴경을 하거나 논두  리를 하지 않으면 수가 발생하여 

논이 쉽게 유실된다. 노동력이나 채산성으로 보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을 

농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 경작을 계속한 결과 이것이 경 을 형성, 농

의 소재가 되어 마을의 소득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농지 유실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랭이논은 경작하지 않으면 보 되기 어렵다. 

어떻게 경작을 계속하여 보 하느냐가 과제이다. 마을주민의 합의 하에 계

획 인 작물식부, 노동력의 강약에 따른 작업 분담과 농활동 등을 제

로 한 다랭이논 보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랭이논 휴경을 방지하기 한 활동으로 도시주민의 력에 의한 ‘다랭

 9 남해군농업기술센터가 추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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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논 트러스트’운동이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참가자가 다랭이논의 

농활동에 소요되는 일정 액의 비용을 미리 마을에 지불하고, 수확한 과 

채소 등 일정한 농산물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이 운동에 의해 유휴화가 

상되는 다랭이논의 경작을 마을이 행함으로써 유휴화에 제동을 걸고는 

있으나 지속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작

활동을 개함으로써 다랭이논을 보 하고 경 형성을 도모해가는 것이 

과제이다. 

⑸ 순천농  직 농장

  남 순천농 은 2007년 2월부터 국 최 로 직 농장을 운 하여 친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농 은 농장 운 을 해 직 농장 을 설

치, 농업경 을 담당하고 있다. 직 농장 은 장(1명), 시설, 노지, 친환

경 을 담당하는 농장장 각 1명 등 4명이며, 별도로 단지별로 장 농장

장(각 1명)을 두고 있다. 장 농장장은 지 주민을 채용하고 있다. 

  2007년 재 직 농장의 규모는 시설 1.6ha, 노지채소 43ha, 농업 

100ha 등의 규모이다. 이 에서 농 에서 직 하는 것은 시설부분과 노지

채소이고, 농업은 친환경농업생산 매뉴얼을 보 하여 생산공정에 한 

리를 담당하고, 수확시 시장가격에서 1만원을 가산, 수매하여 매한다. 

지구단 로 농지를 단지화하여 시설과 농지채소 등 45ha는 직 하고,  

100ha는 생산공정만을 리하는 일종의 ‘지역단  농조합’과 같은 시도

를 하고 있다.  

  농지는 지구별로 임차하여 확보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농  각 지

의 직원들이 개별 으로 농가 설득작업을 거쳐 재의 농지를 확보하

다. 그러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기존 농가와의 갈등도 있다. 

  시설부문과 노지부문에 농지를 임 한 농지 소유자는 농지임 료 수입

과 직 농장에 취업하는 경우 노임수입이 주요 소득원이며,  소득보  

직불 도 소유자가 수취한다. 이러한 수입을 합산하면 농가가 직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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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소득이 높다. 인건비는 일당으로 계산하며, 남자 5만 원, 여자 3

만 원이다. 임 료는 10a당 45만 원을 지불한다. 이 지역의 10a당  소득

이 50만 원 정도이며, 이에 비해 임 료는 높은 수 이다. 

  직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매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기계 구입과 

농지임차비용 등으로 기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향후 흑자경 으로 환

될 것으로 농 은 망하고 있다. 그리고 직 농장의 경우 향후 지속 으

로 경 성과를 유지하기 해서는 단지화의 효과를 살리면서 생산비를 

감하는 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과제이다. 상품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

기 해서는 친환경 의 경우 농 이 재배과정을 엄격히 리하는 것이 

건이다.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농법을 고수하는 농가

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농 이 어떻게 조합원과의 이해 계를 

조정해 가느냐가 경 성패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⑹ 애그리오키 농사조합법인

  조합의 리더는 다나카 조합장이다. 오사카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5년 

 귀농하여 마을농업에 극 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의 경 원칙

은, ① 노동력은 마을 농의 자원 사가 아니다 ② 이익은 배분보다는 확

재생산에 사용한다 ③ 생산지표는 농지면 당이 아니라 생산비용․노동

시간당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두고 경 을 실천하고 있다. 

  이 조합의 주요활동은  생산과 생산조정 작으로 두류와 채소를 재배

하는 것이다. 마을의 논 26ha  22ha를 경작하고 있으며, 논은 단지화되

어 있어  생산비가 매우 낮은 특징이 있다.  농업에서 교토부 평균은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43시간, 조수입 13만 2,900엔, 생산비 15만 3,200엔

으로 자이다. 그러나 이 법인의 경우, 노동투입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

며, 조수입 11만 300엔, 생산비 8만 8,700엔으로 10a당 2만 1,589엔의 흑자

를 보이고 있다.

  경 방식은 작목별․작업별로 노임을 사 에 결정해 두고, 노동력은 노

동 강도에 따라 연  마을에서 확보한다. 즉,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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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을의 은 오퍼 이터에 의존하고, 기타 보조작업이나 채소재배 작업

은 고령자․여성 등의 조합원 노동력으로 충당한다. 노임은 시 으로 오퍼

이터 1,200엔, 수도작 리작업 800엔, 채소 500～800엔이며, 2005년 종

사자는 남자 33명, 여자 16명 등 합계 49명이다. 

  이 조합의 설립목 은, ① 마을의 농지를 히 보 하면서 ② 조합의 

경 채산 유지를 양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농지를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

고 채소재배 등을 통하여 고령자․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 개선과 지

역활성화에 기 하고 있다. 

  재 수도작은 노임과 지 를 지불해도 흑자경 을 유지하고 있지만 채

소부문은 노임을 지불하면 자이다. 채소부문만을 고려한다면 노임단가를 

낮추어서 노임 지출을 이면 흑자로 환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마을의 노

임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재 고율 임차

료가 농지 단지화나 경 확 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 

⑺ 이 칸노 농조합(犬甘野 営農組合) 

  이 조합은 3개 마을을 상으로 조직되었다. 각 마을에는 자치조직(區)

이 있고, 농작업을 수탁하는 ‘농가조직’이 별도로 있다. 농작업에 해서는 

조합이 수탁하여 기간작업에 해서는 마을의 농가조직에 탁하고, 작

(轉作)도 농가조합이 담당한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입지하지만 작업수

탁에서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매, 도농교류 등 소  ‘농업의 6차 산업

화’와 ‘경  다각화’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진흥으로 이어지는 형

인 사례이다. 

  이 조합은 당   농작업 수탁과 메 ․채소 등의 생산을 심으로 한 

농업경 에서 출발하 으나, 1994년 가공시설과 식당 설치를 계기로 가

공․ 매부문을 도입한 후 흑자경 으로 환되었다. 최근 소비자와의 교

류도 확 하여 조합원에게 배당 을 지불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① 농작

업 수 탁 ② 작 조정과 재배계획 수립 ③ 농지유동화사업 ④ 토지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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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 리 ⑤ 직 장에서의 농산물 직  매 ⑥ 농산물 가공․ 매

(메  시식․ 매) ⑦ 소비자와의 교류사업(반딧불 콘서트, 추수제, 곤충채

집, 노천 세미나 등) 등이다. 즉 사업의 확 과정을 보면, 농작업 수탁에서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매, 도농교류 등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으로 확장하여 매수입을 높이고 있는 사례이다. 

  재의 조합장은 자회사에 근무하다 30년  귀농하여, 극 인 마

을 하고 있다. 은 조합 랜드로 인근 백화 과 양  등에서 10kg당 

4,500엔에 매하고 있다. 2,200엔에 출하하는 인근 농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고가로 매하고 있다. 조합 발 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농림

수산제 지역진흥부문 총리상, 농림수산 신상을 수상하 다. 

  과제도 많이 안고 있다. 먼  매면에서 조합은 의 매출이 높은 편이

다. 그러나 메 은 랜드가 정착하여 직 부의 매실 이 신장하고 있으

나, 최근 인근에 동종 업체가 생겨서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 농면

에서는 마을 내 농지가 타 지역 사람에게 매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을 농을 유지하기 해서는 마을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정 인 지원조치가 없는 산간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이 칸노 농조합은 재 직면하거나 상되는 지역의 농업문제

나 경제문제에 하여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의 완화 내지 해

결을 하여 어떻게 응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인 자원에 제약이 많은 

산간지역에서는 리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성이나 고령자

의 노동력 활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마을 내외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한 재정 인 지원조치를 히 확

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⑻ 다카미야 농조합(高宮 営農組合)

  다카미야 농조합은 , 보리, 두, 화훼, 채소 등의 생산에 해서는 

필요한 자재 구입에서 농산물 매  수익배분까지 일원 인 경리를 행하

는 ‘ 업형’ 마을 농조직이다. 2006년 재 이 농조합은 61.5ha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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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3.5ha, 작 작물 18.0ha를 재배하고 있다.  45평 육묘하우스 18

동에 오이, 수박, 국화,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90평 국화 육묘하우스 1

동과 노지국화 40a 등도 겸하고 있다.

  조합원이 수취하는 배분은 지 , 논 리료, 노임 등이고, 단가는 농조

합 내규로 결정한다. 2006년도의 단가를 보면, 10a당 지  1만 7,400엔, 논 

리료는 수도 1만 2,000엔, 보리 2,000엔, 두 3,000엔이다. 노임(시 )은 

오퍼 이터 1,100엔, 일반작업 1,000엔, 원 부문 500～550엔이다. 농조

합은 조합원 소유농지 체를 수탁하여, 농지를 탁한 농지 소유자는 지

를 수취하며, 다시 농조합에 취업하여 노임소득을 얻게 된다. 

  농지는 식부계획에 따라 이용한다. 수도는 품종에 따라 단지별로 구분하

여 심고, 작(보리, 두, 원 작물)은 지구의 생산조합과 조정을 하면서 

단지별로 심는다. 농작업 출역에 하여 오퍼 이터는 은 세 를 심으

로 구성하고, 일반작업은 고령자나 여성을 심으로 마을 체로 조정한다. 

  이 마을 농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작의 비용 감

과 고품질  생산을 실 한 을 들 수 있다. 규모 경지정리와 경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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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생산비 감을 실 하고 있다. 둘째, 채소나 화훼 

등의 생산으로 여성이나 고령자의 소득을 증 시켰다. 셋째, 지산지소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 다. 생산한 화훼나 채소의 일부를 ‘미치노에키’10에

서 매하고, 지산지소 활동을 확 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과 교류를 심

화하여 마을 기능을 고양한 이다. 농활동 외에 비농가를 포함한 교류

회의 등을 정기 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계를 강화하는 효과

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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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 감과 고품질화를 도모하면서, 고령자와 여성 조합원의 고용기회

를 확 하여 소득증 를 실 하고, 지산지소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으로 

10 국도변에 설치되는 종합휴게소로서 지역의 정보 , 특산물 매소, 식당, 

각종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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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지에 입지한 이 조합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가공이나 

유통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는 

실에서 어떻게  심으로 장기 인 채산성을 확보하여 농조합을 지속

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⑼ 농사조합법인 니시사카(西坂)

  농사조합법인 니시사카(西坂)는 교토부(京都府) 아야베시(綾部 )에 

치하며, 농  출신의 조합장(植田 敏明, 70세)과 이사 5명(모두 70세 이상) 

등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은 동서 4km의 계곡에 치하며, 가운데 

개울이 통하고 있고, 양쪽에 폭 200m 정도의 지역에 논과 밭, 마을이 분

포하는 산간지역이다. 총 가구는 110호이며, 이  농가는 66호이다. 논 

63ha, 밭 7ha 총 70ha로서 호당 경지면 은 1ha에 불과한 세규모이다. 

  이 지역은  농업이 심이었으며,  생산조정 실시를 계기로 작(轉

作)을 공동경 하기 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다. 농가 고령화와 농 의 과

소화라는 상에 의해 농지가 유휴화되고 지역농업이 쇠퇴하는 문제에 직

면하여 선조들이 물려  농지를 보 하고 마을농업 진흥이 이 조합의 목

이다. 2000년부터 작의 단지화를 추진하기 하여 원회를 설치하 고, 

2001년부터 이를 추진하기 시작하 다. 

  단지화 추진과정을 살펴보자. 마을 표로 구성되는 원회를 조직, 이 

원회가 농지의 효율 인 이용과 농업경  개선을 도모하기 하여 농지

이용조정을 실시하 다. 농지의 소유권을 그 로 두고, 이용에 해서만 

체 소유자의 백지 임을 받아서 우선 마을 내 농지를 9개 지구로 구분, 

지구별로 3단지로 구분하여 체 27개 단지로 구분하 다. 단지별로 매년 

3분의 1씩 작을 실시, 3년을 1기로 하여 윤작을 실시하고 있다. 

  를 들면, 동서로 펼쳐진 계곡에 분포하는 논 63ha에 해 27개 단지로 

구분, 2004년은 1, 5, 7, 12, 15, 18, 19, 22, 27번 단지를 작하고, 2005년

은 2, 8, 10, 11, 14, 16, 21, 24, 26번 단지를, 그리고 2006년은 3, 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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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7, 20, 23, 25번 단지를 작한다. 3년간 순환을 하면 다시 같은 순서

로 작을 실시한다. 이 게 체 논은 단지별로 3년에 1회 작을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그림 4-6>.

  이와 같은 생산조정논의 단지화는 기계이용 효율성, 농작업의 편의성과 

공동화 등의 효과가 있다. 3년 1회 윤작에 따른 지력증진 효과, 한 소맥, 

두, 팥, 사료용 벼 등의 작작물 도입에 의한 특산물 육성 등의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생산은 개별 농가단 로 행하고 있으며, 생산조정은 

일단 마을단 로 단지화하여 이것을 조합이 경 하는 형태이다. 조합은 ① 

개별농가의  농작업 수탁 ② 생산조정논의 단지화 ③ 생산조정단지의 경

 등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화된 지역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마을 농이다. 2007년 생산조정용 소맥 식부면 은 15ha,  수탁작업은

그림 4-6.  니시사카지구의 생산조정논의 단지화

  자료: 농사조합법인 니시사카(2007. 5)

    주: ⑴ 2004년 작단지: 1, 5, 7, 12, 15, 18, 19, 22, 27번 단지

      ⑵ 2005년 작단지: 2, 8, 10, 11, 14, 16, 21, 24, 26번 단지

      ⑶ 2006년 단지: 3, 4, 6, 9, 13, 17, 20, 23, 25번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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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ha이다. 향후 마을의 고령화에 응하여 소맥과 수탁작업을 늘려 나갈 

계획이며,  소맥의 후작으로 팥과 사료용 벼를 계획하고 있다. 

  이 조합은 산간지역에 치하여 농가의 고령화율이 매우 높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재 조합장을 비롯하여 이사 5명 등 모두 70세 이상이다. 

향후 후계자 확보와 작 심의 경 에서의 흑자 유지가 과제이다. 

4. 한․일 양국의 특징과 시사

  농업구조개선에는 두 가지 노선이 서로 보완한다. 하나는 개별경 의 규

모확 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경 으로 규모확 의 실질 인 효과를 실

하는 것이다. 최근 마을 농이 새로운 경 주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

장개방 확 와 고령화 진  등으로 농업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마을 농은 개별경 과는 다른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효과가 나

타나고 있다. 

  일반 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는 경 규모를 확 해도 

매 액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경 체는 규모확 를 지향

하기보다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하는 복합화나 가공․유통․교류 등으로의 

다각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개별경 보다는 다수가 참가하는 조직

경 이 유리하며, 더구나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단지화가 이루어지

는 마을 농이 유리하다는 것은 사례조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개별경

의 경우 경 목표는 이윤 확보에 있다. 반면에 마을 농은 이윤 확보를 

하여 복합경 이나 다각경 으로 발 해 가면서도 지역주민의 합의 아

래서 지역자원 보 , 지역사회 유지, 다원  기능 발휘 등 다양한 목 을 

가지고 농업경 을 하고 있는 것을 사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농에 해서는 한․일 양국간 정책 인 차이 이 있다. 일본 농

에서는 ‘주민참가’가 활발한 이유를 역사 으로 살펴보면, 농업정책에서 

통 으로 개배수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에 토지개량구라는 조합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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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민을 조직화하여 운 하 다.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국가 보조가 일

정액 추가되는 형태로서 주민부담을 제로 국가보조가 추가되었기 때문

에 주민 참가는 필수 이었다. 수리시설의 리는 국가 보조 없이 주민의 

부담으로 주민이 담당하고 있다. 

  한 경지정리 등 하드웨어사업에 주민이 주체 으로 참가함으로써 주

민참가의 길을 정책 으로도 열어 두었다. 사업비용은 주로 농민부담과 국

가 산이며, 운 도 주민조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

주도에 의한 경지정리나 용배수․수리시설 리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일선

에서 정책사업에 해 주민참가를 차단하고 있다. 

  한 일본에서는 1970년 부터  생산조정을 실시하면서  하나의 주

민참여 내지는 지연성 조직경 의 계기를 만들었다.  생산조정은  생

산을 여 나가기 해 농가별로 논면 의 일정 비율을  이외의 다른 작

목으로 환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운용은 실제로 생산조정농지를 마을

단 로 주민합의에 의해 하나의 지역으로 단지화하되, 이를 매년 순환하는 

블록 로테이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을단 로 농지를 단지화하여 이

를 확 해감으로써 유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하면서 리할 

수 있다는 장 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를 지주와 경작자간에 어떻

게 하게 분배하느냐에 한 수익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재 지주에게 

지나치게 분배된다든가 해서 업농이 존립하기 어려운 실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 

  마을단 로 단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마을의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가 참가하는 ‘농지이용개선단체’라는 농지법 상의 조직을 만들어 주민 합

의를 도출하는 등 ‘농지이용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조정은 고령

화나 겸업화 등으로 경작의 지속이 어려운 산간지역 등에서 일정한 지역

단 로 농지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 재배작물의 단지화, 작업수 탁, 

농업경 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농지이용조정이 ‘마을

농’으로 발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지역의 특징을 비교하면, 먼  마을 농에서 리더로서 활동하는 자

는 일본의 경우는 ‘겸업농’이나 ‘정년귀농자’이다. 겸업농이나 정년귀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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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나 타 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농업진흥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업농이 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단계에서 겸업취업기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겸업농의 농외활동에

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릴 기회가 아직 은 편이다. 향후 도시에서의 정년

귀농자의 농업취업을 유도하여 다양한 경험이나 경  능력을 활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정년귀농자는 개별경 보다는 마을

농과 같은 조직경 에서 능력발휘가 용이하다. 

   하나 한일 양국간의 차이 은 ‘기업의 농업진입’에 한 동향이다. 한

국의 경우는 농조합법인 나투어 사례와 같이 농외 기업이 마을단  농

과 연계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 기업과 마을이 연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으로 상된다. 일본의 경우는 농지법에서 일반 기업의 농업 진입을 지

하고 있다. 때문에 재 ‘구조개 특구’에 한하여 임 차에 의한 농업경

을 허용하고 있고, 지방의 토건업의 농업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 농

외 기업의 진입과 내발  발 과의 계는 원래 농가가 할 수 있으면 최상

이지만 농지가 유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기업의 진입을 인정하고, 

직 지불 등으로 자원보 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내발  발 의 개념에 포

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 농의 주요 활동을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마을 농을 통

하여  단작에서 채소 등으로의 ‘복합경 ’이나 가공이나 교류 등의 ‘다

각경 ’ 등을 통하여 지역 내부에서 고용창출과 이에 의한 소득향상 효과

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과 매부문의 업을 실 하고 있고, 특히 생산을 

심으로 하면서, 가공, 매, 교류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 하는 등 다각경

으로 채산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모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단계’에만 머물고 있다. 

단지 직거래를 통하여 유리한 매가격을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은 있다.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경 의 채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생

산비 감을 실 할 수 있는 업경 을 비롯하여, 가공, 직거래, 교류 등

으로의 다각경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을 농은 개별경 이 존립하기 어려운 산간지역에서 지역자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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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농업 유지의 안으로서 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비 

감이나 지역농업 유지라는 에서 평탄지에서는 개별경 의 규모확 , 

그리고 개별경 의 규모확 가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는 하나의 마을 

는 두세 개 마을을 포함하는 지역단 의 조직경 에 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을 농이 조직되어 지속 으로 발 해 나가기 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먼 , 주체 는 리더에 한 것이다. 리더는 장기 인 시 에서 마을

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활용 가능한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주민의 합의를 제로 로그램을 입안한 후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생산기반에 한 요건이다. 마을 농이 실시되고 있는 사례는 모

두 경지정리가 필수 이다. 농지의 단지화와 기계이용에 의한 경 효율을 

달성하기 해서는 경지정리가 필요하다. 단지 가천다랭이 마을과 같이 경

지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농지원활동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 농의 장 은 농지의 효율 인 이용과 유휴농지의 발생을 방

지하는 등의 농지 리에 있다. 이를 해 마을단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실행하는 ‘농지이용조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일본에서 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이용조정의 과정을 보면, 먼  마을 내 농지의 소유

자와 경작자 등이 참여하는 ‘농지이용개선단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마을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농지이용계획에는 마을 내의 

재배작물을 결정하고, 작물별 식부농지, 식부 치를 합의한 후 식부농지는 

작물별로 단지화한다. 그리고 이것을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순환하는 방식

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마을 농은 경 상의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한 과제이다. 경 상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도산하게 되면 마을농업 자

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마을 농이 건 하게 존속하기 해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의 생산비 감과 동시에 약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한 새로운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단순 노동이 

필요한 채소, 화훼 등의 품목이나 가공부문 등을 도입하여 고용기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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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채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을 농에는 다수의 

농가가 참가한다. 그래서 운용방침이나 경리 등에 한 정보를 공개하여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뢰 계를 구축하는 것도 요한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요건이나 과제가 해결되면 장기 으로 마을 농은 지역에

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농업자원을 보 하여 농업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 농은 농산물 가공․유통부문이나 지역

내외의 소비자와의 교류 등의 확 를 통하여 ‘농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

는 내발  발 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도농교류  마을만들기와 농 활성화  제5장

  한․일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 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공통 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심으로 양국이 어떤 유사 과 차이 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

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농 의 내발  지역 활성화 활

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심으로 한․

일 양국의 련 정책, 장에서의 사업 개상 특징 등을 살펴 으로써 상

호 공통 과 차이 을 악하고자 한다.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일본에서 먼  시작되었음은 주

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상당 부분은 일본

의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다는 지 도 있다. 그런 만큼 양국의 련 사례

들을 비교해 으로써 상호 발  방향을 찾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도 범

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작업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앞의 분석 틀에

서 제시된 바 있는 내발  지역활성화의 개념  구조에 맞추어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와 외부의 지원, 동원된 자원, 활동 내용 등에 

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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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지역 선정과 분석 

  사례 지역을 결정하기 해 개념 으로 유형화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하나의 기 은 그 활동 목 과 내용에 한 것이다. 왜 도농교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경제 , 사회 , 환경  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기 은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출발시킨 계기와 주체에 한 것으로서, 크게 보면  주도형, 민 주도형, 

혹은 민  합동형,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념 으로는 이처럼 유형

화가 가능하나, 그 활동 내용은 사실상 복합 인 경우가 많아서 유형화에 

따른 큰 유용성은 없다. 따라서 한국  일본과 련되는 여러 사례들 

에서 주체와 활동 내용의 구분에 따른 합한 사례를 해당국 연구자가 추

천하는 형식으로 사례지역을 결정하여 2년간의 연구를 수행하 다.

  사례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과 

련되는 사례 지역의 범 가 마을을 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은 

시․정․  심이라는 차이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마을

과 시․정․ 으로 살펴보되, 한국에서는 시․군의 역할까지 고려하여 살

펴보고, 일본에서는 시․정․  내의 구(區, 마을)의 활동까지 고려하여 살

펴보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유형과 조정을 통해 한국에서는 토고미 마을과 부래미 마을, 화

천군 등을, 일본에서는 나가노 (長野県)의 오부세정( 施町), 이이야마

시(飯山 ), 오가와 ( 川村), 군마  니이하루 (新治村), 야마나시 (山

梨県) 구로모리(黒森) 마을 등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사례를 분석하는 은 내발  발 의 5가지 구성요소에 해서이다. 우

선, 주체 측면에서 한․일 양국 모두 주체의 양  부족, 질  고령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농교류이든 마을만들기이든 

그 활동의 주체와 련하여 양국이 어떤 공통 과 차이 이 있는지를 살펴

본다.

  둘째, 조직화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기존의 주민조직 이외에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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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요구에 따라 련 원회를 만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 특징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

  셋째, 지역자원과 활동 측면에서 지역자원의 상과 활동은 상호 유사할 

것이라 단된다. 그 다면 그 핵심목표와 활용하는 자원, 활동의 내용들의 

질  차이 등을 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외부지원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앙정부의 정책사업이 결정 인 계

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외부지원은 앙정부의 정책사업뿐

만 아니라 보조 , 교부  제도의 개편 등과 함께 기업과 역  시민단체

와의 공동 활동 등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례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양국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의 성과를 가늠해보고, 공통

된 모형을 도출해냄으로써 향후의 발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한국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례

2.1. 한국의 추진 실태

  한국에서 도농교류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단 는 마을이다. 한 한국

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핵심내용은 도농교류사업인 경우가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시군 자치단체 수 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사

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마을만들기 활동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함축성을 고려하면 상호 한 연 성을 가

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체의 범 가 폭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을 통해 양측이 각각의 주요 행사 시에 표 간 상호 방문을 추진하거나 

농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지역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개되는 경우가 가

장 보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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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한국의 도농교류사업을 주도하는 1사1  운동의 경우 2006

년 12월 재 추진 실 , 즉 1개 기업과 1개 마을이 결연을 맺은 실 은 1

만 4,498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2배 정도로 증가

한 수치이다. 1사1  자매의 결연을 맺은 후 일어나는 주요 활동은 농산물 

직거래이며, 농  일손돕기, 마을시설개선 조, 해당 마을에서의 도시민들

의 활동, 단순 기증활동 등이다.

  한편 앙정부 각 부처의 마을개발사업 상 마을에서 추진되는 도농교

류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재 앙정부의 마을개발사업 상

마을은 국에 380개가 존재한다. 이 380개 마을이 모두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체로 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정

책사업을 통해 ‘○○마을’로 선정되면 도농교류사업을 본격화하는 경우가 

많다.11

  이러한 마을들의 도농교류사업의 주 내용은 엄격히 교류라기보다는 

객으로서 도시민을 유치하기 한 시설 설치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착수 단계에는 정보력을 갖춘 소수 주민만이 주도

으로 참여하고, 계획 단계에는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이 주

민 참여의 주 내용을 구성한다. 시행 단계에 이르면 노동력과 지식 제공 

등의 활동으로 주민 참여의 방식과 수 이 다양해진다. 그러나 리운  

단계에서는 주민 간 역할 분담이 더욱 뚜렷해지기는 하는데, 마을 공동의 

단순한 활동, 즉 마을회의나 마을청소 등에는 체 인 참여율이 높지만, 

더욱 극 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업은 몇몇 주민으로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 단 의 도농교류사업 추진 과정에는 문가가 참여하게 되

는데, 개는 계획 수립을 한 용역업자로서 참여하는 데 한정되곤 한다. 

마을의 도농교류사업을 통한 경제  성과는 어느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

11 송미령, 성주인(2004)에서는 국의 20개 마을을 상으로 지도자  주민조사

를 통해 마을개발사업의 개 과정과 특성에 하여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는 이를 토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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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에, 최근에는 주민 간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업의 

성과는 주민 참여와 정의 계를 보임으로써 주민 참여가 활발한 마을일수

록 사업에 따른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국의 사례 비교를 해서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례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조사를 한 체크리스트는 지역의 개요, 

활동과 개 과정, 특별한 로젝트, 활동주체(조직)와 역할  외부로부터

의 지원, 잠정  성과와 과제 등에 한 것이다. 물론 사례 지역에 따라 

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으

나,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상호 비교를 하는 데 

유용성이 있다고 단하 다. 이를 통해 사업의 주체, 자원, 외부의 지원, 

활동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보고, 상호 공통 과 차이 을 악하되 공통

인 모형을 찾아내어 일반화할 수 있는 측면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2. 화천군의 그린투어리즘 구상

  강원도에 치한 화천군은 인구 2만 4,500명이 거주하는 경지역이다. 

상 으로 뚜렷한 농업자원이 없고, 기후나 토질, 시장과의 거리 측면에

서 농업여건도 불리한 지역이다. 한 2차, 3차 산업기반도 낙후한 오지이

다. 뚜렷한 자원도 부재한 데다가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린

투어리즘에는 불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가장 성공 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의 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2000년을 후로 화천군의 몇몇 리더들은 화천군이 비록 자원이 빈약하

고 인구도 으며 근성도 좋지 않은 곳이나,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배경

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효과 으로 매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화하기 해서 화천군

에서는 작은 마을을 심으로 주민들이 심에 서서 행정과 외부의 문가 

 도시민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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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에서는 주로 강원도  앙정부 정책사업을 최 한 자원으로 활

용하여 1999년 용호리를 강원도 새농어 건설운동 상마을로 선정하고 

육성하 으며, 이어서 원천리(2000), 토고미(2001), 덕리(2002), 동 리

(2003), 유 리(2004) 등을 새농어 건설운동 상마을로 선정, 육성하

다. 재는 논미리, 풍산리 등이 새농어 건설운동 상마을 신청을 비 

이다.12

  이 게 선정된 마을들은 각각 독립된 그린투어리즘 활동을 하지만 화천

군 체로서는 화천군의 그린투어리즘을 선도하는 작은 거 들로서의 의

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각 마을들의 표와 사무장을 연계하는 각종 모임

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호 네트워킹에 의한 화천군 체의 그린투어리즘 

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새농어 건설운동을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 성과에 

힘입어 화천군은 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추가 지원을 획득하 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들어와 도입된 낙후 농 지역 

지원사업인 신활력사업의 테마를 그린투어리즘으로 채택할 만큼 그린투어

리즘에 주력하고 있다. 화천군은 2003년 9월 국 최 로 행정조직으로서 

그린투어리즘계를 신설함으로써 군의 의지를 보여  바 있다.

그림 5-1.  화천군 주요 거  마을 치도

 

12 새농어 건설운동은 강원도의 정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주민의 

정신 변화, 생활환경의 개선, 소득의 증 라는 목표를 세우고 마을별로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활동들을 기 으로 상마을을 선정하여 5억 원의 상사업비

를 주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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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에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이 10여 개

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화천군은 각 마을들의 네트워킹을 실질화하여 상

호 할 수 있는 략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 매년 1월에는 

화천군의 열악한 자연  조건을 활용한 산천어축제를 기획, 개최하여 매년 

100만 명이 방문하는 우수축제로 정착시킴으로써 이벤트를 통한 지역마

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다면 구체 으로 화천군의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활동 주체는 

구이고, 그 역할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자치단체의 장

과 공무원의 역할이 요하다. 군수와 공무원은 지역발 의 방향과 비 을 

제시하는 한편, 강원도  앙정부 정책사업을 연계한 사업 기획, 외부로

부터의 정보수집과 내부 정보의 발신, 주민들에게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물론 실질 으로는 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요하다. 화천군 내의 동일한 여건을 갖춘 마을 에서도 토고미 마을과 같

은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가 하면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단된 것은 

물론 공동체의 붕괴에까지 이른 마을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3. 토고미 마을의 도농교류사업13

  토고미 마을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치한다. 화천군은 서울에서 3

시간이 걸리고 휴 선으로부터 30km 남쪽에 치한 오지로서 경지면 도 

고 기후조건도 좋지 않아 이른바 얼굴상품이 없는 농업지역이다.

  이 마을에서는 오리농법으로 재배된 오리 의 효과  매를 해서 ‘나

13 이 연구에서 한국의 사례지역 조사를 하여 화천군의 3개 마을을 한․일 공동

으로 방문, 조사한 바 있다.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나눔의 농사가족 략을 구

사하는 토고미 마을, 앙정부  지방정부 지원으로 농산물 무인 매   별

펜션이라는 규모 시설을 설치한 덕리, 폐교를 활용하여 도시민 숙박시설

을 운 하는 동 리 등을 조사하 다. 여기서는 토고미 마을을 심으로 소개

하는데, 이 마을에 해서는 송미령(2005)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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눔의 농사가족’, 즉 도시민을 가족회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나눔의 농사가족이란 도시민이 연간 3만 5,000원(새끼오리 15마리에 해당)

을 마을에 내면 마을에서는 추석에 무공해 오리  한 말을 도시민에게 보

내 다는 략이다. 특히 이러한 략을 구체화하기 해서는 지역마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지방  앙정부 정책사업 확보를 

해 도농교류사업을 본격 추진하 다. 요컨  경제  측면의 이유가 도농

교류사업의 출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농교류사업은 공무원과 주민 표가 심이 되어 활동하고, 필요한 경

우 외부 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주민이 개

한 활동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 빈집  폐교 정비, 펜션설치 등과 같은 도

시민을 한 가시 인 시설정비를 추진하 으며, 도시민과 함께하는 오리

입식 회 등을 비롯하여 도시민이 마을에 올 수 있는 체험 로그램들을 개

최하 다. 어느 정도 단계가 성숙한 이후에는 마을의 도농교류사업을 담

할 사무국장을 마을에서 고용하여 월 을 주기 시작하 다.

  이러한 도농교류사업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나눔의 농사가

족 회원이 증가하여 1,100호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고, 그에 따라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 다. 더불어 외부에 마을이 알려지면서 각종 정책사

업이나 콘테스트 등에서 상으로 선정되어 상 과 명 를 얻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다시 마을의 자원으로 투입되었다. 무엇보다 주민이 

자신감과 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림 5-2.  토고미 마을의 지역가꾸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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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지속 인 마을경 을 하여 마을 주민조직을 정비하고 상호 

역할 분담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논두  재즈 페

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하 는데, 처음에는 도시민들을 향해서 시작한 도농

교류사업이 이젠 지역 내부 사람들 간의 교류활동으로까지 확 되는 모양

새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 으로 많은 경쟁 마을들이 등

장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창출, 지역 자원의 보 , 농 다운 경 의 유지

와 창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한 조직화 등이 새로운 과제로 두되고 

있다.

그림 5-3.  토고미 마을의 도농교류사업 논의  실행 구조 

2.4. 부래미 마을의 도농교류사업

  부래미 마을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석산2리에 치하고 있다. 거  소비

처인 서울로부터 비교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고 있다는 장 을 보유하고 

있으며, 4 째 내려오는 안성 이씨 집성 으로 주민의 70% 이상이 연

계로 맺어져 있어서 단결력  동심이 강한 사회  특징을 보인다. 총가

구수는 29호이며, 농가가 22가구, 비농가가 7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형 인 벼농사 심의 농  마을로서 수도권에는 속해 있지만 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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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미치지 않아 다소 낙후된 곳이었던 부래미 마을에서는 출향인

사의 자극에 의해 향후 농업․농 의 망이 불투명하다는 불안한 문제 인

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돌 구가 필요하다는 단을 하게 되었다.14

  이러한 단 아래 먼  부래미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해 주민 

부분이 참여하는 운 원회를 조직하고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 다. 마을

만들기 활동의 시작부터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집행 구조를 갖추

어 소수에게만 역할이 집 되는 데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 던 

이 특기할 만하다.

  2002년 처음 3개월 동안은 문가들을 마을에 청하여 농 에 

한 국내외 사례에 해 학습하고, 농 의 선진 마을로 알려진 국내 여

러 마을에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환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 

단합과 의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귀농한 도시민과 주민의 공동작업으로 볼

품없던 농창고 외벽을 미술작품으로 변화시키고 마을 안내 도 정비하

는 것을 계기로 마을만들기, 도농교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물론 처음에

는 마을 청소와 꽃심기 같은 쉬운 일부터 실행하 지만, 귀농한 화가와의 

공동 작업으로 다양한 환경정비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에 ‘녹색․문화․ ’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내세워 농림

부의 녹색농 체험마을로 선정되었던 것이 오늘날 부래미 마을을 탄생시

킨 결정  계기로 작용하 다.

  2003년 1월에는 농림부의 녹색농 체험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원  2억 

원과 2003년 6월 (주)하이트 ‘고향의 꿈 잔치’ 시상  등으로 마을 어귀

에 지 100평 규모의 ‘녹색체험장(green school)’을 조성하 다. 한 농

가마다 복숭아와 강낭콩, 배 등 체험농장을 마련하고, 농가 4호는 민박을 

운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 다. 농업용수용 수지를 낚시터로도 활용 

14 논농업의 망에 해서는 ‘앞으로는 벼농사를 하여도 정부 수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의식이 발원이 되었다. 이러한 기감 속에서 출향인사인 당시 

앙부처 국장 L씨와 그의 부인인 K씨가 새로운 도 이 필요하다는 비 을 제

시하여 마을 주민들을 극 으로 선도하 다. 이 밖에도 이들의 매개를 통해 

컨설 업체, 연구자, 각 기 단체 등이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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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재정비하 으며, 방치해 두었던 옛 농기구들을 모아 작은 박물

도 만드는 등의 비를 하 다.

녹색체험장 만들기

○ 100여 평의 부지에 통나무로 지어진 녹색체험장인, 그린스쿨은 2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만한 규모로 이 작은 마을의 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

식당, 샤워시설, 화장실, 정보화실이 갖추어진 실내 공간과 족구장 정도

로 쓰일법한 다용도 실외 공간이지만 주민들이나 방문자들에게도 유용한 

장소이다.

○ 그린스쿨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이자 체험행사가 열리는 심공간이면

서 마을 농가가 운 하는 농장, 배농장, 사슴목장 등 테마농가들과의 

교차  역할을 한다.

○ 2003년 6월 (주)하이트 ‘고향의 꿈 잔치’ 사업에 선정되고, 2003년 11

월 농 앙회가 주최한 ‘마을만들기 경진 회’ 장려상을 통해 받은 사업

비는 그야말로 종자돈으로서의 역할을 해냈으며,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도 변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결심하고 있을 때 주어진 

값진 지원이었고, 녹색체험장은 그 결실이었다.

○ 바로 에는 주민들이 함께 외벽을 장식한 농창고가 있다.

  2004년 에는 ‘농 풍경그리기 부래미마을 미술 회’를 성황리에 개최

하 고, 그 해 여름부터는 포도주 담그기  천연염색 체험 로그램 등이 

포함된 일명 포도체험캠  운 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끊임없는 이벤트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이다. 부래미 마을은 사계  상설 으로 농사

체험, 통문화체험, 놀이체험, 자연생태체험, 먹거리체험 등을 운 하며 

이벤트 로그램으로서 홈커 데이(정월 보름경), 부래미 배꽃축제(4월

경), 포도체험캠 (8～9월경), 부래미 미술 회(10월 하순경) 등을 개최하

고 가을축제로서 국화 시회, 사진콘테스트, 거북놀이, 미술 회 등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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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 마을로 지정받을 것을 계기로 한층 강

력해진 마을 홈페이지(www.buraemi.com)를 통해서도 도농교류를 추진 

이다. 가령, ‘사이버 팜’을 통해 마을의 배나무와  등을 분양하고 인터넷

으로 작물을 재배, 리하도록 하며 가을철에는 분양자들이 직  마을에 

와서 수확하도록 하여 농산물 홍보  매를 진한다. 홈페이지에는 ‘부

래미 사랑모임’ 코 를 설치하여 출향민들을 심으로 향우회소식 나 기, 

애경사 연락 등 상호간 교류,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등 애향 활동을 

개한다.

  2005년에는 마을의 늘어난 살림살이를 돌  은 새 가족으로 마을 

사무장이 공개로 채용되었다. 한 마을부녀회 심으로 구성된 ‘슬로우푸

드(slow food) 사업단’과 할머니들이 운 하는 ‘할머니 사업단’이 발족되었

는데, 이 사업단에서는 반찬류와 김치 등 공동식당에서 소용되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나아가 일반 도시민에게도 매할 정이다. 

  2006년부터 부래미 마을에는 하나의 마을을 넘어 이웃한 마을들과 력

하고, 나 고, 상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 을 도모하기 해 토

론하고 학습하는 공부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출향인사의 폭 인 지원이 

단된다 하여도 지역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 공부모임은 2004년 3월에 16명으로 발족

하 고, 지 은 60여 명이 참여하여 매월 마지막 목요일마다 지식과 정보

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2007년 들어와 부래미 마을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숙박, 워크

, 세미나 등 단체활동이 가능한 종합거 시설을 마을 내에 건축하 다. 

그런데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탓에 그간 마을 내에 존재하 던 어떠한 개인 민박보다도 호사스러

운 외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개인의 민박활동과 잘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부래미 마을의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주민들이다. 공식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마을 표를 심으로 마을주민 체가 참여하는 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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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를 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로그램 진행과 홍보 련 종사자를 포함하여 주도

으로는 6명이 마을 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구조이다. 이장은 ‘상머슴’으

로서 마을업무를 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총무는 ‘안머슴’이라 불리며 

마을 활동의 기획, 운   재무회계 기능을 담당한다. 부녀회장은 ‘이상

궁’이라 불리며 공동식당 리, 단체식사 비 등을 도맡아 한다. 처음 부

래미 마을이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할 때 자극제 역할을 하 던 출향인사

는 ‘마당쇠’라 불리며 마을의 홍보, 마 , 교육컨설 을 지원한다. ‘벌

( )머슴’은 각종 행사의 섭외, 지도, 고객 리 등의 업무를 한다. 그 밖에 

새로 고용된 사무장은 마을의 사무행정, 로그램 진행 등을 책임진다.

  부래미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에도 역시 마을 내부의 주체뿐만 아

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었다. 특히 토고미 마을과 유사한 수 의 

앙정부 지원사업이 연계되었으며, 출향인사의 폭  후원, 출향인사를 매

개로 한 외부 문가들과의 연계가 있었다.

그림 5-4.  부래미 마을의 도농교류 활동 주체 

리더
(이장)

외부지원
(출향인사)

안머슴 벌머슴질머슴

주 민

주 민

주 민

주 민주 민

주민

주 민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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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래미 마을의 마을만들기는 재진행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를 평

가하는 것은 잠정 이지만, 일단은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소득증 와 고

용증  효과가 나타났으며, 마을의 국 인 인지도도 높아졌다. 한 마

을 주민들의 학습모임 활성화  조직화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그러나 출향인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일부 평가도 있으며, 역시 국 으로 경쟁 마을이 많

이 등장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사업 추진에 한 부담도 안고 있다.

3. 일본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례

  일본의 경우는 거의  농 지역에서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을 

개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농림어업체험 회의 조사 결과

에 따르면15, 거의 모든 시․정․ 이 도농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

농교류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농산물직 형, 음식제공형, 농산물가공

형 등으로 나  수 있다. 한 운 주체를 심으로 분류하면 시정  주도

형, 제3섹터형, 농림어가조직형, 기타 등으로 나  수 있다. 특히 도농교류

사업의 경제  효과에 해서는 30.0%의 응답자가 기 에 못 미친다는 의

견을 제시하 고, 31.5%는 사회  측면에서의 갈등도 어느 정도 있다는 응

답을 제기하 다. 무엇보다 일본 도농교류사업의 가장 큰 과제로는 응답자

의 53.4%가 지역을 해 일할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지 하고 있다. 여

기서는 한일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나가노 (長野県) 오부세정( 施

町)․이이야마시(飯山 )․오가와 ( 川村), 군마 (群馬県) 니이하루

(新治村), 그리고 야마나시 (山梨県) 구로모리(黒森) 마을 등을 방문, 조사

하 다.

15 일본 농림어업체험 회의 조사는 1,600개 시정 의 도농교류사업 운 주체를 

상으로 2002년도에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는 中島正裕(2005)

에서 재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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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부세정(小布施町)

  먼  나가노  오부세정의 주산물은 밤과 장류이다. 한때 농 인구의 과

소화가 심화되자 지역에 빈 건물 등이 많이 발생하고 활력이 하되었다고 

한다. 이때 양조장을 경 하는 ‘오부세도’( 施 )라는 작은 지역기업을 

심으로 상가연합회 등이 지역가꾸기를 추진하기 시작하 다.

  지역 가꾸기의 내용은 지역에 산재한 통  건물과 문화  흔 을 보

하는 것이다. 가령, 지역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가로 정비, 통건물을 활

용한 숙박시설  음식  정비, 지역의 이야깃거리를 잊지 않기 한 이야

기상자 설치, 아름다운 거리만들기를 한 개방정원(open garden) 설치 같

은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외지인을 지역에 유치하기 한 활동이 아니었음

에도 불구하고 재는 일본의 어떤 지역보다도 도농교류 활동이 매우 활발

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지역의 통과 문화를 가꾸는 

주민활동의 결과가 나타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5.  오부세정의 지역 가꾸기 사례

3.2. 이이야마시(飯山市)

  나가노  이이야마시는 총인구가 2만 6,000명 정도의 비교  작은 지역

이다.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가 진 되고 별다른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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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가 심이 되어 ‘모리노이에’(森の家)라는 지역활

성화 시설을 설치하 다.

  이 지역활성화 시설은 지역의 민박 등에 한 안내와 정보발신, 모리노

이에에서의 도시민 숙박 유도, 지역 의 거 시설로서 로그램 개발, 

운  등을 도모할 목 으로 설치되었으며, 약 70억 원이 투자되었다. 투자

비의 90%는 이이야마시가 지분을 출자하고 10%는 농 과 민박 회가 출

자하 으며, 제3섹터가 운 하는 방식이다. 형 인 일본의 도농교류사업

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설 운 을 해 7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데 따른 

운 비 역시 보조 으로 지 된다.

  재 이 시설에는 연간 8,000명 정도가 방문하지만 재정 으로는 자 

이다. 다만, 지만 외부로부터 은 직원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 시설로 인해 많은 도시민들이 방문하는 한편 지역의 정보를 발신

하고 있는 등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그림 5-6.  이이야마시의 거 시설인 숲의 집 

3.3. 오가와촌(小川村)

  오가와 은 해발 500m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계곡부에 치

한 작은 산 으로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체 인구

는 약 3,000명 수 으로 우리나라의 면 단  지역 정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구는 물론이고 별다른 자원이 없으며, 외부에서의 유입인구도 



도농교류  마을만들기와 농 활성화 87

없는 활력이 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주민이 동하여 어떤 

지역을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략으로서 민  트

십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논의의 결정  계기는 새로운 지도자라

고 할 수 있는 재의 장이 당선되면서부터이다. 다소 추상 이기는 하

지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등이 연 하여 모든 생물을 빛나게 하는 

지역’가꾸기를 목표로 삼았고, 주민은 도농교류를 해 산속의 작은 마을

들의 풍경을 재생하자는 것에 공감하 다고 한다. 지역 통 복원  심신

을 편안  하는 감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역 가꾸기의 주요 목표로 설정

되었다.

  체 21개 구로 이루어진 오가와 의 경우 첫 번째 작업으로서 21명의 

공무원을 마을별로 배치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과된 마을계

획은 실 될 수 있도록 극 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 다. 재정  지원

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과 함께 민간 NPO 조직 등이 참여하여 출연한 

마을만들기 펀드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공무원과 주민이 동하여 마을만

들기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하여 많은 공

무원과 주민이 호응하 다.

  더불어 이를 보다 체계 으로, 그리고 지역 체에서 확장된 방식으로 

개하기 해 지역 체의 미래상에 비추어 요청되는 추진 과제를 6개로 

설정한 후 주민과 공무원이 6개의 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지역자원

을 발굴, 지역문제의 해결을 논의하는 구조를 형성하 다. 특히 이 마을만

들기 추진실의 실장을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문가를 유치하

여 책임을 맡겼다. 같은 지역 주민이면서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사이에 존

재하는 벽을 외부 문가를 통해서 무 뜨리겠다는 의도 다.  

  오가와 의 마을만들기에서 아직까지 이 다 할 성과를 계량 으로 제

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농교류사업의 출발은 먼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와 신뢰, 지역에 한 자신감과 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

의 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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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오가와 의 마을만들기 논의  실행 구조 

  한편, 최근 오가와 에서는 인구 과소화 문제에 한 응을 고민하면서 

‘자립계획’을 수립하 다. 지역 자립에 필수  요소로서 인구․재정․주민

의식 문제를 3  이슈로 채택하 다. 각 이슈에 해서 황 진단, 해결 방

안, 사업 계획 등을 구체 으로 수립하 다. 계획 수립 주체는 공무원과 공

모를 통해서 지원한 주민, 그리고 외부 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획수립

원회 다. 5년간의 산 사업이 수반되는 구체 인 수 의 계획이며 앙

정부에서 시달된 것이 아닌 순수한 자체 계획이라는 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도농교류  마을만들기에 한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계획서의 일

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16 오가와 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한 마을에서는 ‘마을자원’ 보 활

동의 일환으로 1984년 이후 매년 마을에서 일어났던 주요 공동행사와 마을의 

일상을 상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는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마을의 요한 유산으로서 이를 지키고 있을 뿐 상품화하

려는 의도는 없다. 우리나라의 도농교류 활동과의 차이를 보이는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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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란 서로 력하며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풍토, 자연, 역사, 그러한 

‘삶의 양식’이며, 지켜야 할 상은 사(私)와 공(公)의 간 정도까지 확 해

야 한다. 고향을 지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가 요

하다. 마을을 지속시키기 해서는 재정이 하고 즐거워야 하고 의욕이 

있어야 한다. 구체 인 자체 책으로서 ‘활기찬 지원 ’제도의 도입, 신

생․ 만들기 로젝트, 치유의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민이 지역문화를 

재발견하는 지역자원 찾기 로그램 실시, 향조회(鄕助 ) 운 , 행정과 주

민의 역할분담 활동 등을 들고 있다.

3.4. 니하루촌(新治村)

  니하루 (新治村)은 군마 에 치한다. 산이 많은 곳이고 총인구는 

2006년 재 7,582명으로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1980년  반 일본에는 도농교류 활동의 붐이 형성되었고, 지역마다  

규모의 도시민 유치를 한 심시설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니

하루 의 공무원이었던 카와이씨는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작은 자원들을 여

기 기에 분산시킨 채로 그것을 작은 거 으로 삼아 지역 체를 농 공원

으로 조성하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마침 1984년 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책 구상에 따른 보조 사업 제안

이 있었다. 이 사업은 앙정부가 지역의 ‘독특한 발상’, ‘주민기획사업’, 

‘지역자원활용활동’ 등에 한 특별교부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1990년에 새로운 장의 부임과 함께 해당 공무원이 구상하고 있던 니

하루 의 농 공원 구상이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의 자원

만으로는 계획을 실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앙정부의 여러 사업들을 엮

는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꽃심기같이 공공사업이 수반되

지 않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 고, 차차 지역이 알려지고 방문자가 증가하

자 1990년  의 UR 책사업 등을 활용하여 비교  큰 하드웨어 정비사

업을 실시하는 단계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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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1978년에 공무원 주도로 의 활성화 시책으로서 4개 마을의 불상

과 을 순례하는 9km의 순환코스를 설정하고, 그린투어리즘 로그램을 

홍보하여 연간 4만 명의 객이 방문한 이 있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1983년 이후에는 지역의 통문화를 활용해 공 체험을 실시하는 ‘장인의 

마을(職人の家)’을 거 으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본격 으로 구상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앙정부의 보조 사업을 엮을 수 있었던 1990년에는  내

부를 10개 지구로 구분해 각 지구 내에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고, 이곳들을 유기 으로 연계함으로써 니하루  체를 농

공원으로 하는 ‘니하루  농 공원 구상’이 수립되었다. 그 에서 농림수

산성 등의 보조사업을 다수 활용해 극 으로 도시농 교류활동을 개

하고 있는 ‘장인의 마을지구’, ‘농 교류공원지구’  ‘과일공원지구’ 등이 

니이하루  농 공원의 지구로 자리잡았다. 

  니하루 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앙정부의 지원사업은 요한 

외부자원으로 활용되었다. 1985년부터 10년간 니하루 의 농 공원 구상

을 추진하기 해 연계된 앙정부의 각종 사업은 10여 개에 육박한다<표 

5-1>.

  니하루 의 경우, 일본에서도 그린투어리즘의 표  성공 사례로 손꼽

히는 곳이다. 특히 농 공원 구상과 그 실  작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기

회가 늘어나 소득이 증 되었으며, 지역 체가 국 으로 인지도를 높이

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지 않다.

  우선, 후계자 확보와 육성 문제이다. ‘장인의 마을’ 지구에서 장인의 집

을 운 하고 있는 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60세(60.7)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 후계자가 결정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둘째, 사업이 확 되면서 지역 내의 소득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기

도 한다. 즉, 주요 도로에서 원격지에 있는 시설의 경우 거리 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도로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경 조건이란 측면에서 불리하다. 

실제로, 불안정한 경 을 하고 있는 5곳의 시설 모두가 원격지에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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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니하루 의 도농교류 사업의 추진 주체 

두생산조합(50호)
메 생산조합(50호)

장인의 마을(23동)니하루 사무소

농가주부회: 
약 70명

(생활개선 등)

매소(풍락  내) 

(재)농 공원공사
지역주민

(임시직원 65명, 연간 
총 400 ~ 500명의 노인 

인력)

농가(300호)

매
두 1가마 2만엔

메  1kg 400엔

두․메  출하

노동력

고용의 장 
제공

고용의 장 
제공

노동력

유신 , 풍락 , 농산물
직매소, 향기의 집 운  

탁

시설 제공

(메 ․ 두 가공)

소득향상

채소출하
수입

(유신 의 수입 

일부 등)

계약재배 정

성청 사업명 사업내용

1985

1990

1993

1993

1994

1994

1996

1996

1996

자치성

농림성

농림성

농림성

농림성

자치성

단독

농림성

농림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산간지역농 활성화 종합정비사업

농용지유효이용모델집락정비사업

농업농 활성화 농업구조개선사업

농 자원활용 농업구조개선사업

경지 책사업채(起債)

특정농산 지역활성화 책사업

농 자원활용 농업구조개선사업

산간지역종합정비사업

장인의 집, 자료  등

교량 건설

가공처리시설(된장) 설치

주차장 조성

농림어업체험실습 (풍락 )

온천시설(유신 ) 설치

가공처리시설(두부․만두) 설치

산지형성 진시설(찻집) 설치

루츠공원

표 5-1.  니하루  마을만들기 사업에 연계된 앙정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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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나친 상업화 억제와 농 다움의 유지에 련된 문제이다. 주된 

수입원으로 체험료보다도 상품의 매액이 상회하고 있는 바, 이는 본래 

지역에서 의도한 지역 체의 농 공원 구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농 공원 구상 시 최 에 약속하 던 ① 주민자

치를 지킬 것, ② 시설 간의 경합성을 최소화할 것, ③ 경 을 배려한 건물

일 것 등의 주요 결의사항을 상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5. 구로모리(黑森) 마을 

  구로모리 마을은 야마나시  호쿠토시(北社 )에 치한다. 지역 체의 

표고가 약 1,200m에 해당하는 산간지역이며, 재 마을 인구는 86명(남자 

44명, 여자 42명), 34세 에 불과하다. 한 고령화율이 무려 32%에 달하

는 과소화,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구로모리 마을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해 농업시책에 따른 지원이나 시

( )독자 사업에 의한 숙박시설․온천시설의 설치, 이벤트나 축제 등의 

사업을 벌이기도 하 다. 그러나 교류인구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오히

려 최근들어 국 으로 경쟁하는 마을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지역자원의 

리, 지역경제, 마을기능 붕괴가 우려되는 등 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이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농 ․농업․자연’ 등에 한 동경과 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휴농지의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한 새로운 방안을 찾기 해서는 행정․

주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NPO법인을 지역에 유

치하자는 아이디어가 행정에서 제시되었다. NPO법인과 함께 도농교류 

로그램 등을 보다 활발히 개함으로써 교류인구를 증가시켜 유휴농지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구로모리 마을에서는 행정의 매개로 ‘웃는 얼굴잇기 NPO법인’

을 마을에 유치하여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가령, 마을

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유휴농지의 개간사업을 통해 두, 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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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배하고 동경에 안테나 을 설치 운 하여 마을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매하 다. 한 이와는 별도로 도시민 상으로 농지오 제도를 운 하

여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로그램을 추진하 다. 그 밖에 유휴농지를 활용

한 다양한 도농교류 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 는데 된장 담그기 회, 

모내기축제, 화상 회, 환경이벤트, 에코투어, 어린이농장 운 , 바이오

매스 실험 등이었다. 한 그린투어리즘 련 워크 을 마을에서 개최한다

거나, 유휴화된 온천시설인 미즈카키랜드를 마을에 유입된 NPO법인이 

리 운 하도록 하고, 메 국수가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

하 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철 히 NPO법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민들

은 이 과정에서 본래 마을에 존재하고 있던 환경 생 원회, 메 원회, 

복지 원회, TV안테나유지 리 원회, 조림 원회 등의 자치 기능조직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인 인 심 분야에 따라 각종 그린투어리즘 로

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 다. 

그림 5-9.  구로모리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체

리더
(구장)

NPO

복지
위원회

환경위생
위원회

메밀
위원회

주민

주민

주민주민

주민주민

회계, 서무

외부
어소시에이션

공무원

TV안테나
유지관리
위원회

조림
위원회

주민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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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모리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있어서도 역시 외부의 지원이 있었

다. NPO법인이 들어오기 이 에는 각종 하드웨어 시설정비를 해 앙정

부의 지원사업  야마나시 의 농 휴가마을 지원사업, 지역교육활성화모

델사업, 삼림문화사업 등의 련사업이 연계되었으며, NPO법인이 들어온 

이후에는 외부의 역  단체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3년부터 ‘웃는 얼굴잇기 NPO법인’이 마을 내의 유휴농지를 개간해 

3년간 1.8ha의 유휴농지가 해소되었다. 한 1 의 부부(웃는 얼굴잇기의 

임원)가 구로모리 마을에 정주하 으며, NPO법인의 도농교류 활동에 직간

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일시  고용이 증 되고 교류인구가 다소 증

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NPO법인에 의존하고 재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구조가 주민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할 때 하고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한 NPO법인과의 공동활동이 주민들의 내발  발  역량 증

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

4. 한․일 양국의 특징과 시사

  한․일 양국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를 몇 가지 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5-2>에서 보듯이 한․일 양국의 활동은 공통 과 

차이 을 가진다. 

  한․일 양국의 도농교류사업은 출발의 배경이나 남아 있는 과제에 있어

서는 공통 이다. 우선, 농 지역 내부는 한․일 모두 과소화,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으며,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

하기 해 마을만들기 활동  도시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동일한 상태이다.

  둘째, 더욱이 그것이 농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농  주민만의 힘으로는 마을만들기 활동이나 도농교류 사업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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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 것은 양국의 사례에서 모두 확인된다. 특히 사업의 기 단계

에는 행정의 역할이 공통 으로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셋째, 외부의 지원으로 앙정부 지원사업이 요한 몫을 하고 있다. 모

든 사례에서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하드웨어 정비는 앙정부의 지원사업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앙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활동이 구상, 

구체화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넷째, 양국 모두 농 의 내발  지역 활성화를 해서 인  자원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주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가 과제로 두되고 있다. 내발  지역 활성화를 해 농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구

구분 한국 일본

주체 주민, 공무원, 문가(용역사) 주민, 공무원, NPO

조직화 사업추진 원회 마을만들기 원회

목 소득증 (비즈니스  시각)
마을 가꾸기, 지역자원 보 , 주민참여 

확

자원

농 의 생활, 생산, 자연, 문화, 역사 자원 등

 → 도농교류를 한 자원의 상품화

 → 자원의 발굴, 보

외부
지원

앙정부 정책사업

앙정부 정책사업  보조, 기업, 마

을만들기 펀드, 역 시민단체 참여

- 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방의 재원동원능력 증

활동
수요자를 겨냥한 도농교류 활동

(환경정비, 상품개발, 지역마  등)

도농교류 자체를 목 으로 하는 활동

(주민과 공무원 조직 정비, 지역자원

발견) 

성과
소득의 증 , 지역마 , 주민 역할 

분담과 갈등

주민과 공무원 역할 분담과 지역사회 

친 도 증가

과제           인  자원 부족  주민 참여 확

표 5-2.  한․일 양국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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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소화와 노령화 등의 상황은 이를 쉽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경우는 사무장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두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98년 ‘NPO법’ 등을 근간으로 다

양한 비 리조직의 농 지역에 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마을만들기나 도농교류 사업에서 다소간의 차이

도 발견된다. 먼 , 주체 측면에서 한국은 마을의 헌신 인 지도자나 열정

인 공무원과 같이 소수 ‘개인’ 주로 사업을 개하는 반면, 일본은 일

단의 ‘조직’을 심으로 응한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문가들이 일종의 

용역사업으로 마을만들기나 도농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

서는 많은 학, NPO법인 등이 농 의 지역 활성화를 해 지속 으로 참

여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 일본은 NPO법인, 역  시민

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이 앙정부의 정책사업 이외에 요한 자

극요소가 되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을 보완하는 외부 지원요소로서 기능하

고 있다.

  둘째, 목표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소득증 가 제일의 목표인 반면

에 일본은 지역 내부 사람들 간의 교류와 참여 자체의 의의를 시하며 지

역자원의 보 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을 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마을만들기나 도농교류사업을 5년 이상 개한 한국의 마을

에서도 소득증 뿐 아니라 주민 간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만들기에 주

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는 한정된 사례에 불과하다.17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찾기와 정체성 확립을 

시하고, 도농교류는 도농공생, 도농 류 등과 같이 도시와 농 이 등

한 입장에서 양방향 ․지속 ․반복  교류로서 논의된다. 반면에, 한국

17 일본 역시 기에는 도시민을 마을에 유치하기 한 규모 시설 설치에 주력

하 고 그러한 시설의 상당수가 자 경 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 으로 그

러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난 이후 재는 지역 내부 사람간의 교류라든

가 주민 참여, 고용 창출의 효과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증  등을 오히려 요

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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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도농교류는 도시의 농 에 한 사랑과 지원 내지는 농 과 같

은 맥락으로만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도농교류가 지역사회의 비즈니스 

수단으로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가치가 더욱 시되는 경우( 형  형태)보

다는 일본처럼 지역의 고유한 자원 발견, 농 의 다원  가치 증진 등이 

시되는 경우(진화된 형태)에 외부의 역  단체가 농 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요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이 에서 일본

에서 NPO법인이나 역  시민단체가 우리보다 극 으로 도농교류 활

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을 이해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도농교류 사업에서는 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 목

이나 활동 내용, 주체와 이용 자원, 외부 자원 등이 유사한 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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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동원․참여․주도․자치’로 나 어 볼 수 있다고 단하 다. 특히 각 

단계마다 주민들의 활동을 진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체가 NPO

법인, 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이다. 일본의 경우는 NPO법인이나 기업 등 

진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상 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가운데 자치․주

도․참여 등 다양한 모습들을 찰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주민

과 행정의 역할 분담에 의해 도농교류 사업을 끌어오고 있다. 비록 그 구

조나 외연이 일본만큼 넓지는 않지만 체로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상

으로 짧은 시간에 일본과 큰 격차가 없는 기능이 발 되고 있다.

  셋째, 외부의 지원 측면에서 한국은 앙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한 행정

․재정  지원이  비 을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지방에 자체 재

원이 풍부한 편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앙정부의 재원이 교부  형식을 

취하고 있거나 개별사업인 경우라도 지방에서 자체 계획에 맞게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양한 NPO 등이 참여

하여 마을만들기 펀드 등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스스로

가 마을만들기나 도농교류 사업을 자율 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

어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의 비교는 사실상 좀 더 깊

은 수 의 정책  사례 조사 등을 기반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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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도농교류 사업에서의 ‘내발성’ 단계 모형

련성 높음

련성 낮음 련성 높음

지
역
주
민

행정

동원

참여

주도

자치

진: 조직, NPO, 기업 등

수 은 단지 표면 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심으로 연구자의 주

 단이 많이 작용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  개를 해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민 체를 향하여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의 본래  개념

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다. 도농교류  마을만들기는 국민 공

동의 재산으로서 농 의 자원을 보 하기 해 도시와 농  양편이 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진하고자 하는 수단인 것이지, 도시가 농 을 일방 으

로 지원하거나 농 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 을 도시민을 해 지

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둘째, 도농교류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도시민을 농 에 유치하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기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 의 자원, 문화 등을 

잘 가꾸어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도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도시민의 참

여와 신뢰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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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주민의 과소화와 고령화  행정의 한계 등을 다양한 시민단체가 

보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지원과 참여증진을 도농교류  농 정책의 

요 목표로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NPO법인과 같이 주민참여

에 의한 농 개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극  양성과 연계

가 이루어진다면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이 더욱 발 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언 한 바와 같이 그러한 조직들이 성장하고 의

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 형성과도 히 연 된다. 즉, 활동

의 목표를 비즈니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농 지역의 고유한 자원 발견과 유

지, 농 지역의 다원  가치 증진 등으로 확 할 때 농 지역 외부의 단체

들이 보다 극 인 지원과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넷째, 지역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합한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해서는 앙정부의 단 사업별 사업추진 방식보다는 

지방의 자율  역량을 증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실행구조가 우선 으로 확

보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

군 사업 추진, 권한의 지방 이양, 통합 교부  제도의 개 , 통합보조  제

도의 창설 등 지방의 권한을 폭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끝으로,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한 로그램의 추진과 나아가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실 할 수 

있도록 진하는 다양한 로그램 시행이 요청된다. 이를 해서는 정부의 

당한 시책사업화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각

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심으로 조직화를 시도하고 조직별로 자기

주도  학습 활동을 추진하며, 조직 간의 연 를 통해 력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의 경제 ․사회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은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주목할 

만하다. 국가 체의 재정력, 개인들의 경제  수 , 농 지역의 하드웨어

 기반, 사회 인 인식, 역사  경험 등에서 상 으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 으로 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을 극 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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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은 내발  발 을 이끌어 갈 주체의 형성

이라는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조직이 와해되면 지역의 자원

이용이나 지역개발을 한 활동이 효율 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한 조

직 속에 훌륭한 지도자가 출 하지 않는다면 조직을 효율 으로 이끌어가

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농 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은 내발  발 을 

이끌어 가는 핵심  요소가 된다.

  농 지역의 사회조직은 인구이동 등 사회변동과 한 련이 있다. 산

업화에 의해 농  인구가 거 도시로 이동하면 농 지역의 사회조직이 와

해되거나 약화된다. 사회조직이 약화되면 그 속에서 활동하는 지도력도 약

화되거나 소멸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과 인구구조의 변

화는 양국의 농 지역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에 직 으로 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  반까지 농 지역의 사회조직은 농경사회의 질

서 속에서 각종 사회집단이 활발하게 조직․운 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마을 단 의 각종 사회집단을 구성하던 주요 조직원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서 농 지역의 사회집단은 축되거나 해체되는 결과를 맞

이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농 인구의 도시 이동은 교육받고 생산성 높은 은 인구 심

으로 선택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 인구의 격한 고령화와 농가의 

승계 단 , 지도력 약화를 래하 다. 농 인구의 격한 감소와 고령화, 

사회집단의 해체와 지도력의 역화는 마을 스스로 발 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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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산업화는 명치유신 이후 150년간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속도가 완만히 진행되었다. 한, 농

의 은 인구가 도쿄나 오사카 등 도시로 이동하기보다는 농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 지역의 인구

구조가 한국에 비해 상 으로 건 하며 사회조직의 변화도 완만하게 진

행되었다. 이러한 한․일간의 차이는 결국 농 지역의 지도력 구조의 차이

로 나타나게 된다.

1. 한국의 농 지역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   

1.1. 농촌지역의 사회조직

  한국의 통 인 농 지역, 특히 마을 지역사회는 연집단, 지연집단, 

이익집단이 심이 되는 사회조직을 형성해 왔다. 이와 같은 마을 단 의 

사회조직은 마을의 운 과 련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운

되고 있으며 마을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공식 인 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 인구의 도시이동의 결과로 마

을 단 의 사회집단들이 해체되거나 약화됨에 따라 농 지역의 기능 약화

와 지도력의 약화를 래하게 되었다.   

1.1.1. 지연집단

  동계로 변되던 지연집단은 근 화 과정에서 행정 단 인 행정리로 

체되었고, 행정리는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마을의 의사를 행정부에 

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동계의 유습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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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마을의 공동재산 리나 마을의 공동제사, 혹은 상사(喪事)를 지

원하는 정도의 통 인 동의 한 형태로 남아 있다. 

  마을은 매년 마을 총회를 개최하며 마을의 재산 리, 지난해의 회계 결

산, 신년도 사업계획 승인  산 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각 마을에

는 1970년 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하여 조직된 이동개발 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동개발 원회를 이용할 만큼 마을의 공

통 인 일을 의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명목 인 조직으로 남아 있다. 동

제는 마을 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마을 단  제례 지만 인구의 

격한 감소, 새로운 종교의 도입 등으로 1960년 를 후하여 격히 사

라졌다. 

1.1.2. 연집단 

  마을 단 에서 연집단은 문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문  활동이 

활발한 마을은 집단 으로 씨족이 거주하는 마을을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 반면에 씨족마을이 아닌 경우에 문 은 역단 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문  활동은 종 , 종 , 소종 의 형태로 나타난다. 거 한 씨족이 

거주하는 집단 성씨 의 경우 종 이 있지만 부분은 종 이나 소종

이 마을 내의 연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문 조직은 산업화 과정에서도 여 히 그 기능을 유지하며 존재한다. 문

조직은 문 의 재산 리와 조직원의 정체성 확립을 목 으로 하며 이를 

해 문  제사, 문  회의 등을 가진다. 재산이 많은 문 은 문  장학재

단을 만들어 종원들이 학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입학  지원 등 장

학사업을 하거나 문 소유 토지를 이용한 재산 증식사업, 혹은 어려운 종

원들에게 토지를 임 해 주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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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익집단

  농  마을에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이익집단이 조직 운 되었

다. 재산증식을 한 계나 돈계를 조직하여 운 하기도 하고 주민의 상

사나 혼사가 있을 때 상호 지원하기 한 상사계 혹은 혼인계를 조직 운

하기도 했다. 수리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벼농사에 필수 인 수리시설

을 만들어 자율 으로 운 하는 수리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자생  마을 사회조직은 농  지역에 각종 정부 시책이 도입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 다. 1950～1960년 에 새로운 농사기술과 생활

기술을 정부가 권장하면서 마을에는 농사개량구락부와 생활개선구락부가 

조직되었고, 청소년들의 지도력 배양과 미래의 농업인 양성을 해 4H 구

락부가 조직 운 되었다. 1960년 부터는 가족계획, 부녀자의 축과 생활

개선 등을 목 으로 마을 단 에 가족계획어머니회, 부녀회 등이 조직되었

고, 농 에 의해 농업생산의 동화를 한 작목반이 조직되었다. 

  1976년 정부는 마을 단 에 정부 주도로 조직된 비자생  사회집단들이 

복 으로 조직되어 행정상의 난맥상과 주민의 혼란을 가 시킨다는 취

지에서 마을 단 의 비자생  사회집단을 통합하 다. 농업 련 조직은 

‘새마을 농회’로, 부녀자 련 조직은 ‘새마을 부녀회’로, 청소년 조직은 

‘새마을 청소년회’로 통합하여 운 하도록 하 다. 그러나 통합 조직은 그 

조직이 타율 이고 조직 목 도 불분명하며, 자율 인 운 이 어렵게 되자 

부분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락하 다.

  2000년  이후 농  지역활성화를 목 으로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면서 마을 지역사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각종 원회가 새롭게 조직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개발사업을 유치한 마을은 경우에 따

라서 4～5개의 사업추진 원회가 새롭게 조직․운 되고 있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집단을 조직할 경우, 기존 마을 사회집단의 무력화를 래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지원이 단되면 그 조직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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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을 사례 

1.2.1.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

가.  사회조직

  토고미 마을은 이장이 표자가 되는 마을 총회가 있고 3개 반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생 인 조직으로 동계 성격의 상계와 수리보(水利洑), 청년

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마을의 재산 리  개발사업을 장하는 마을 농

조합법인이 있다. 

  계 등은 인 융조직의 확 로 부분 사라졌고, 혼인계는 은 

인구의 이농과 결혼 습의 변화에 따라서 1970년  이후에 해체되었다. 수

리보는 마을 내의 하천에 3개가 설치되어 있어 작인 심으로 운 되고 있

다. 청년회는 1950년 에 설립된 한 청년단의 향을 받아 이어온 조직

으로 청년들의 친목단체다. 

  마을 총회는 마을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1회 총회를 개최한다. 

리개발 원회는 이장, 반장, 그리고 마을 내의 각 사회집단 표와 여론 지

도자로 구성되며 마을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의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토고미 마을의 특징은 마을 내의 개발사업을 총 하는 기구로 마을 농

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농조합법인의 법  표는 이장이

지만 상임이사가 실질 인 경 을 책임진다. 2007년 재 토고미 마을에 

도입된 정부지원개발사업은 녹색농 체험사업, 정보화마을사업, 새농어

건설사업, 농 종합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추진 원회가 구성되지

만 토고미 마을에서는 농조합법인에 근무하는 3인의 사무국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 친환경 오리 , 토마토, 호박 등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있으며 농회, 부녀회, 노인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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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토고미 마을 사회집단 구조 

사회집단  주요 활동 내용 

지연집단 

  토고미 농조합법인

  마을 총회

  개발 원회 

  새농 건설 원회

 

○마을의 농  시설을 종합 으로 리. 이장이 

표가 되고 상임이사를 둠. 

○이장이 표가 되며 개발 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마을 총회의 하부조직. 마을의 사회집단 표로 구

성되며 이장이 원장직을 담당 

○이장이 표. 마을 출신 학생들이 학  고교 진

학시 장학  지원( 학생 100만 원, 고교생 10만 원

의 입학  지원)

이익집단 

  새마을 농회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정보화 원회 

  녹색농 체험마을추진 원회

  자연학교 

  청년회 

  작목반

  수리보

○ 농자  리, 공동 농활동 등을 목 으로 조직 

○비자생 조직이지만 토고미 마을 방문객들을 한 

음식 비 등의 일을 담당

○마을 행사 노동력 지원 등 활동을 함.

○이장이 표 

○ 2003년도에 도입된 녹색농 체험사업을 원활히 추

진하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심으로 구성

○자연학교 로그램 운 , 토고미 마을 체험학습 담당

○청장년층의 화합과 단합, 마을 행사 지원 등 담당 

○ , 호박, 토마토 등 2개 작목반을 운  

○경작인 심으로 3개 수리보를 조직, 운  

자료: 지조사 결과, 2006.

나.  지도력 구조

  토고미 마을의 지도력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는 마을의 표

인 이장을 심으로 하는 행정 심의 지도력이다. 이장은 개발 원회 

원장, 농회 회장, 정보화시범사업 추진 원장, 새농어 건설사업 추진

원회 원장 등 정부 련 사업을 추진하는 외 창구로서 명목상의 표

자다. 이장을 보좌하는 지도자로는 반장과 총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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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은 이장이 임명하며 이장과 주민간의 정보교환의 메신  역할을 하

며 개발 원회의 원으로 활동한다. 새마을지도자는 선출직으로 1970～

1980년 에 새마을운동이 추진될 당시에는 마을개발의 추 인 업무를 

담당했지만 새마을운동이 쇠퇴한 지 은 마을개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

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토고미 농조합법인의 상임이사를 심으로 하는 지도력이다. 

농조합법인의 상임이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마을

이 독자 으로 추진하는 정미소, 체험학교 운 , 펜션  박물  운  등을 

총 하며 3명의 사무국장이 마을개발 실무를 담당한다.

  셋째는 상사계 등 마을의 통 인 사회조직을 담당하는 지도력이다. 상

사계는 마을 체 주민이 참가하는 동계  성격으로 체 주민이 참여한

다. 수리보는 경작지의 작인 심으로 운 되는 이익단체들이며 친목계도 

계원 심으로 운 되는 친목조직이다. 이들 통 인 조직의 지도자들은 

능력을 심으로 선출되기보다는 능력을 감안한 연장자순으로 선출한다.

  넷째는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비자생 인 사회집단의 지도자

들로서 과거보다 조직력과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의 지도

력도 약화되었다.

  토고미 마을에는 여러 지도자가 있지만 이장과 농조합법인의 상임이

사 2명에게 업무가 집 된다. 그러나 마을개발 업무가 과도하게 2인의 지

도자에게 집 될 경우 후계 지도인력 양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무 

처리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의 추진 책임을 이장으로 한정하는 제도상의 문제

다. 토고미 마을에는 마을 지도자 이외에 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외부 문기 의 문가들이 있다. 마을 지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의 련 부서와 정책지원을 통한 연계망을 구축 하

고, 연구소, 학, 등학교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자문, 체험학

습 지원 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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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토고미 마을 주요 지도자의 경력 사항 

지도자 연세 출신지 주요 경력 

이장 

사무장

녹색농 체험 원회 

원장 

녹색농 체험 원회 

총무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청년회장

새마을부녀회장

50

27

49

48

49

65

49

49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토고미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역임, 농 종사 

○마을 체의 업무를 보조하기 하여 마

을 주민 에서 채용  

○이장, 새마을지도자 역임. 농  등 도시 

생활 10년 후 귀농. 농 종사

○ 농 종사. 반장 등 마을 일을 담당

○ 농 종사  

○이장 역임. 농 종사 

○ 농 종사 

○ 농 종사 

자료: 지조사 결과, 2006.

1.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부래미 마을 사례 

가.  사회조직

  부래미 마을도 이장이 표가 되는 마을 총회가 있다. 마을 총회 아래에 

반장이 있고, 총회가 임하는 사항을 의 의결하는 리개발 원회가 있으

며 이장의 업무를 돕는 사무장이 있다. 

  2003년도에 녹색농 체험사업 추진 원회가 구성되었고, 농 이 지원하

는 팜스테이 추진 원회, 행정자치부 지원 하에 정보화시범사업 추진 원

회가 구성되었으며, 경기도 주  하에 추진하는 슬로 푸드사업단이 구성되

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한 여러 가지 원회

가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이장이 모든 원회의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슬

로 푸드사업단은 부녀회가 담당한다. 

  부래미 마을에는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계 등이 있으며, 이 마을을 사랑

하는 출향민 모임인 내석향우회가 있다. 부래미 마을에는 , 고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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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등의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녹색농 체험사업 추진 원회와 

긴 한 조 하에 활동하고 있다. 

표 6-3.  부래미 마을 주요 사회집단 

사회집단  주요 활동 내용 

지연집단 

  행정리 

  새마을회 

 

○이장이 표, 개발 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1970년  새마을운동 이후 조직( 동계 성격). 

연집단

  안성 이씨 문 계 ○안성 이씨 집성 으로 문 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문

에 2개 지 가 있음. 

이익집단 

  새마을 농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녹색농 체험회

  청년회 

  부래미사랑모임

  작목반

○ 농자  리, 공동 농활동 등을 목 으로 조직되었

으나 명목상 조직으로 락.

○비자생 조직이지만 부래미 마을 슬로사업단을 운 하

는 추집단으로서 마을 식당 리 책임과 마을을 방문

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일을 담당.

○ 1990년 에 정부 지원을 받아 조직됨. 할머니 사업단을 

심으로 마을 청소 등을 담당하고 마을 기 에서 지원

 지원.

○ 2003년도에 도입된 녹색농 체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

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심으로 구성.   

○ 40세 후의 은이들이 마을 발 을 해 조직한 자 

○부래미 향우회의 일종으로 내석향우회로 불리기도 함.  

○  작목반, 고추 작목반, 포도 작목반, 복숭아 작목반 등.

자료: 지조사 결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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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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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을의 가장 요한 지도자는 이장으로 녹색농 체험사업 추진 원장

과 개발 원회 원장, 농회장, 정보화시범사업 추진 원장, 팜스테이사

업 추진 원장 직을 겸하고 있다. 이장은 개발 원회 원장을 비롯하여 

마을 내의 모든 정책 사업을 장한다.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녹색농 체험사업 추진

원회 총무, 미술  장, 풍물패 체험담당자, 마당쇠 등도 마을 개발에 참

여하는 지도자들이다.

표 6-4.  주요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 연세 출신지 주요 경력 

이장 

사무장

녹색농 체험

 원회 총무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벡강선생

귀농 도 가

마당쇠

61

32

53

49

70

49

53 

59 

55

53

부래미

외지 

부래미

부래미

부래미

부래미

부래미

외지

외지

출향인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역임. 서울

에서 직장 생활. 상머슴으로 불림.  

○녹색농 체험 마을 등 정부 정책사업의 종합

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해 2004년에 공

채한 외지인. 농민운동, 보험회사 종사 경력 

있음.

○청년회장, 작목반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역임. 안머슴으로 불림.

○도시 취업을 해 이농한 후 귀농.

○청년회장, 마을 총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 마을 임원을 역임. 새마을 우수지도자로 

내무부장 상 수상.

○인근 도시에 취업하면서 농 종사. 

○ 농 종사. 

○ 9년  귀농, 녹색농 체험마을  원장, 

남사당 풍물패 기능 수자.

○부래미 미술 장, 마을 체험 안내자, 부래미 

미술 회 주 , 10년  귀농. 

○이 마을 출향인의 부인. 서울에서 어교사, 

연극연출, 사업경  경력 소유, 부래미 마을

의 녹색농 체험 로그램개발과 홍보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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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래미 미술  시설은 마을 소유이지만 미술  운 은 10년  이 마을

에 귀향한 미술인이 장직을 담당하 다. 부녀회장은 슬로 푸드사업단을 

담당하고 체험 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을 한 식당 리 책임을 담

당한다. 

  부래미 마을에서 마을 개발에 가장 향력이 있는 지도자는 이장이다. 

두 번째로 요한 지도자는 녹색농 체험사업 추진 원회의 총무다. 총무

는 부래미 마을의 청년회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요한 직책을 

두루 역임한 마을 지도자다. 이장이 상징 인 원장이라면 그는 녹색농

체험사업의 기획과 실천을 책임진 실무자다. 녹색농 체험사업 추진 원회

와 련하여 마당쇠와 부녀회장, 미술 장 등도 요한 역할을 한다.  

  부래미 마을도 외부 기 과의 긴 한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다. 농림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농 , 경기도 등과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긴 한 

력 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천시와는 로그램에 한 재정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등학교, 연구소, 기업체 등 4개 기 과 1사 

1  자매결연을 하고 문가의 컨설 도 받고 있다. 

1.2.3. 충남 부여군 면 송국 2리 사례 

가.  사회 조직 

  송국 2리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도입되지 않은 간지 의 평범한 농  

마을이다. 이장이 공식 으로 마을을 표하며 마을 총회의 회장이 된다. 

마을은 3개 반으로 구분되고 3인의 반장이 이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마을

의 요한 일은 마을의 공식  조직의 표와 마을의 여론지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개발 원회에서 의․처리한다. 

  송국 2리에도 농회와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 이와는 별도로 마을 단  고추 작목반이 조직되

어 있었으나 해체되었고 수박과 오이 등 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농민 3인이 

면 단 의 작목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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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성격을 지닌 연반계를 제외하면 부분의 사회 ․경제  이

익집단이 와해된 상태이다. 그나마 연반계는 마을이 공동체 으로 마을의 

상사를 장하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송국 2리에서 공식 으로 운

되고 있는 마을 총회, 농회, 부녀회, 노인회를 제외하면 이 마을에서 활

성화된 사회집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마을지도자도 주민 가운데서 선출되지만 마을 내에서의 활동은 매우 

미약하다. 새마을운동 기 송국 2리는 충남도지사의 표창을 받을 만큼 우

수한 마을이었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는 마을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안을 논의해야 했기에 개발 원회와 부녀회 활동이 활발했고 새마을지

도자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요즈음 은이들이 떠나가고, 마을 개발에 

한 안이 없기에 마을을 둘러싼 회의도 거의 없다. 

나.  지도력 구조 

  송국 2리는 심각한 인 자본의 유출로 지도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

이다. 마을의 일을 담당할 40～50 의 인력이 부분 도시로 이동한 이 마

을에는 불과 3～4인이 남아서 마을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장은 마을을 표하는 가장 요한 지도자다. 청년회장, 반장, 이장직

을 역임해 온 이장은 개발 원회 원장과 농회장 직을 겸하고 있다. 

통 으로 운 되어 오던 동계와 새마을계는 그 구성원이 부분 외지로 

이동하 기 때문에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계가 지니고 있는 재산 리가 

존재 가치를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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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농 지역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  

2.1. 농촌 지역의 사회조직

  일본 사회는 지연집단이라 할 만큼 농 지역에서 지연조직이 강하게 움

직이고 있다. 지연조직으로서 가장 요한 것은 마을 총회와 마을 운 에 

한 경제집단이다. 그 다음으로 신사를 심으로 하는 종교집단을 들 수 

있으며 마을의 사회문화 활동을 총 하는 공민  련 조직이 있다. 반면

에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연집단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통 인 농 지역 조직도 일본 사회의 산업화와 후 일본 사회

의 서구화 향을 받아 크게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1. 지연 집단 

  일본 농 지역에서 지연  사회집단으로는 마을 총회가 있다. 구장(區

長)이 표가 되는 마을 총회는 연1회 개최하여 마을의 연간 사업계획 수

립, 산  결산의 승인, 각종 마을 사업에 해 주민에게 보고하고 승인

을 받는 일을 한다. 마을을 표하는 구장 에 구장을 보좌하는 부구장이 

있고, 그 아래에 반장이 있으며 주민들은 각 반에 배치된다. 

  그 외의 지연집단으로 마을 단 의 농조직, 마을만들기조직이 있다. 

농조직은 마을의 농업문제, 농업후계자 문제, 정부의 주요 농업정책 등

을 담당하며, 마을만들기 조직은 마을 환경과 주거, 생산 인 라, 마을의 

사회문화개발 등을 담당한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추진 방식에서 유사 이 많다.

2.1.2. 제례집단

  일본에서 신사(神社)는 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다. 따라서 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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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신사의 운 과 련된 제반 사항에 해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일본 사회에서 마을의 제례의식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사는 마을을 구성하는 매우 요한 요소다. 각 마을에는 매년 신사에

서 마을의 제례행사를 담당할 제주(祭主)를 선발하며 신사를 리할 조직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구나 의무 으로 신사를 리하

는 업무를 윤번제로 담당하게 된다. 

2.1.3. 친목  사회문화집단 

  마을 단 의 사회문화집단은 각 마을의 통과 습에 따라서 다르게 나

타난다. 그러나 부분의 마을은 자경단, 소방단, 노인회, 부녀회, ․ 학

교 PTA, 건강추진 원회, 체육추진 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마을

의 제반 사회집단을 총 하는 조직으로 공민분 (公民分館)을 두고 있다. 

마을의 각종 사회단체의 표는 공민분 의 운 원으로 활동한다. 공민

분 은 마을의 주요 문화행사인 경노회, 구민운동회, 주민 문화제를 주

한다. 

2.2. 마을 사례

2.2.1. 시가  고라  기타오치 마을

가.  사회집단 

  기타오치 마을의 공식  표는 구장이다. 구장 에는 1명의 부구장(副

區長)을 두어 구장을 보좌한다. 평균 10가구 단 로 1개 반을 편성하며 10

명의 반장을 둔다. 10개의 반은 마을의 각종 행사시 업무를 분담하는 요

한 기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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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종합 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구장, 부구장, 반장, 농업

조합장과 부조합장 등이다. 구장과 부구장은 주민 직 선거로 선정하며 임

기는 1년이고 부구장이 차기 구장이 된다. 반장은 각 반원 에서 신망이 

있는 자를 구장이 지명하며 마을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회계원 4인

을 둔다. 

  기타오치 마을의 제례집단으로는 궁총 (宮總代)와 궁세화(宮世話) 등이 

있다. 궁총 는 마을의 신사(神事)를 장하는 집단으로 신사의 리에 필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며, 궁세화(宮世話)는 마을의 제례를 장한

다. 즉, 신사 참배는 물론 신사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의 결혼식, 계

별 마을 축제 등의 의식을 주 한다. 

  마을 내에 구성된 경제집단으로는 농업 동조합, 토지개량조합, 마을만

들기 원회 등이 있다. 

⑴ 농업 동조합

  마을의 농업을 총 으로 장한다. 농업 동조합장과 부조합장 각 

1인을 두고 10개 반으로 구성된 농업반을 운 하며 농업축제를 주 한

다. 각 농업반은 곡식, 채소, 과수 등으로 나 어 공동작업을 한다. 

⑵ 토지개량조합

  토지개량조합은 마을 토지의 비옥도와 토양의 산도 리, 마을의 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담당한다. 

⑶ 마을만들기 원회 

  마을 발 을 한 마을만들기 원회를 구성해 운 하고 있다. 이 

원회에는 원장과 부 원장, 총무, 반장을 둔다. 통상 으로 원회는 

10명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10개 내외의 반이 마을만들기 일을 분담

한다.

  기타오치 마을의 사회문화집단으로는 자경단, 소방단, 통무용보존회, 

노인회, 부녀회, 교통안 원회, ․ 학교 PTA, 건강추진 원회, 체육

추진 원회, 동화교육추진 의회 등이 있다. 마을의 제반 사회집단을 총

하는 조직으로 공민분 (公民分館)이 있다. 공민분 장 1인이 있으며, 마을

의 각종 사회단체의 표가 공민  운 원으로 참가한다. 공민분 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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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주요 문화행사인 경로회, 구민운동회, 주민 문화제를 주 한다. 농업

축제는 농업 동조합장이 주 하지만 공민회도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표 6-5.  기타오치 마을의 사회집단 

사회집단 주요 활동내용 

 마을 총회 ○구장이 표가 되며 마을 사업계획수립, 승인, 산

배분 등 마을 체의 행정업무 장. 부구장 1명, 반

장 10명.

 농업 동조합 ○조합장이 표가 되며 마을의 농업을 총체 으로 

장. 각 농가 표자로 구성하며, 10개의 작목반 운 .  

 사회 문화집단 

   공민  분

  사업 회계 원

  마을개발 원회

  土地改良組合

  自警團

  宮總代

  宮世話

  寺講組織

  통무용보존회

  池講 

  노인회, 부녀회

  교통안 원회,

  ․ 학교 PTA,

  소방단, 

  건강추진 원회,

  체육추진 원회, 

  동화교육추진 의회

○공민  분  장 하에 마을의 각종 단체장으로 구성

된 운 원을 둠. 노인회장, 부녀회장, 소․ 학교 

PTA, 소방단, 건강추진 원, 교통안 원, 체육추진

원, 동화교육추진 원 등이 운 원으로 .

○ 4인으로 구성되며 마을의 각종 회계업무 담당. 

○마을만들기 사업을 장, 사업분야별로 반을 둠. 

○마을의 토지개량사업 장.

○마을의 질서 확립 담당.

○마을 신사 리.

○마을 신사 운 원회.

○마을.

○국민민족무형문화재인 화무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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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력 구조 

  기타오치 마을의 지도력 구조는 크게 마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구장, 신

사의 제례를 담당하는 궁세화, 마을의 농을 담당하는 농업 동조합장, 

마을만들기 추진 원회 원장, 공민분 장 등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오치 마을의 지도력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마을을 표하는 지도자로 구장이 있지만 구장이 마을 발 을 한 

직책을 독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분담하고 있다. 즉, 행정은 구장, 마

을의 농업은 농업 동조합장, 마을 제례는 궁세화 원회, 마을의 사회문화 

축제와 행사는 공민분 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개발 원장이 각각 담

당하고 있다. 

  기타오치 마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5개 집단이 마을에서 지

니는 비 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을 행사 에서 마을 주민들이 신

성시하고 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을의 제례다. 따라서 매년 에 당해연

도의 제례를 주 할 제주를 선출하는 문제, 신사의 리 운 문제, 각종 제

사, 마을 축제 거행 등이 무엇보다 요시된다. 

  둘째, 기타오치 마을의 사회조직은 집행 과정에서 세분화되어 마을 주민

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계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육

성된다. 마을의 각 조직은 그 활동이 세분화되어 업무를 나 어 담당하고 

일반 주민들도 모두 이러한 조직에 의무 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마을의 축

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곧 마을 통의 유지이자 후계자 학습이 된

다. 한 지도자의 임기가 개 1년이기 때문에 부분의 주민들은 최소한 

한 번씩은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마을 행사에 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기타오치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에 거주하며 인근 도시에서 여러 

가지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구장과 함께 마을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비농업부문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 등을 마을 리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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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기타오치 마을의 지도력 구조 

구장

궁세화
농 장

마을만들기
추진 원장 

공민 장

마을 행정 총 , 
산 수립, 결산 등

마을 농업 총마을의 제례 주

마을만들기 총 마을 문화행사 총

  넷째, 기타오치 마을의 지도자들은 1950～1960년 에 청년단 활동을 통

해 지도자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직장에 

나가 근무하면서도 꾸 히 마을의 크고 작은 직책을 맡아 마을 지도자로서

의 학습을 지속 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지도자는 어려서

부터 마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 내의 사회집단 혹은 조직에 가입

하여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육성된다. 

  이와 같은 상은 인근 마을인 시모노고 마을에서도 확인된다. 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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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꾸기 원장은 히코네시에서 건축설계사 일을 하며, 경 분과 원장도 

히코네시에서 기 련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공방 장은 사진 스튜디

오를 운 한 경력이 있는 사진작가이자 도 가이면서 고라  의회 의원출

신이다.



농 지역의 사회조직과 지도력 구조 119

표 6-6.  기타오치 마을의 지도자와 주요 경력  

지도자 연세 출신지  주요 경력 

구장 

마을개발

  원회 원장

사무국장

62

69

51

기타오치

기타오치

기타오치

○교토 소재 기업 업부장 출신, 부구장, 

마을개발 원회 원 등 역임

○공무원 20년 근무, 퇴직 시 지역종합센

터 장, 마을개발 원회 원, 반장, 구

장, 부구장, 청년회 활동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 청년단 활동, 

통 무용보존회 단원

표 6-7.  시모노고 마을의 지도자 경력 

지도자 연세 출신지  주요 경력 

구장 

마을개발 원회 

  원장

경 분과 원장

공방 장

66

64

-

-

시모노고

시모노고

시모노고

시모노고

○반장, 평의원, 부구장, 마을개발 원회

원, 닛산자동차회사 업, 인사부 근무, 

자  근무

○히코네시 건축사무소 건축설계사, 마을 

평의원, 부구장, 구장을 번갈아 맡음. 

○마을 평의원, 반장, 부구장, 구장, 마을

개발 원회 원장, 분과 원장, 히코네

시 기 련 회사 직원, 청년단 출신. 

○반장, 부구장, 구장, 사진 작가, 사진 스

튜디오 운 , 도 가, 정(町) 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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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양국의 특징과 시사  

  한국의 농 지역에서 통 인 사회집단은 부분 와해되고 마을이 지

니고 있던 자치  메커니즘도 차 상실해가고 있다. 특히 마을이 지니고 

있던 공동의 제례의식 상실, 경제․사회․문화 집단의 해체 등은 마을의 

공동체성 상실과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상실  하는 요한 요인으로 지

된다. 

  새마을운동이 강력히 추진되던 시 에 요한 역할을 했던 개발 원회

도 마을 개발 혹은 발 이라는 공동의 주제가 상실된 재는 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한 채 명목상의 조직으로 락되고 있다. 지연집단으로서의 마을 

총회는 존속되고 있지만 자치기능은 취약해지고 있다. 마을 발 이라는 공

동의 목표 의식을 상실하여 부분 마을은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락되고 

있다. 

  농  마을에는 정부의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회들이 

새로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원회는 정책 도입을 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끝나면 부분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락한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집단이 조직될 경우 기존 마을 사회집

단과의 계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두고 새로운 조직을 만

들 경우 기존 조직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새로운 조직과 갈등하는 등 

긴장 상태를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나 정책이 단

되거나 바 면 그 조직도 사라지게 되어 마을 내 사회조직의 혼란을 가

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1976년도에 정부가 주도하여 조직한 새마을 농회, 새마을부녀회가 명

목상 조직으로 락하 고, 정보화시범사업추진 원회, 녹색농 체험사업

추진 원회 등 정부 시책 투입을 해 조직한 각종 사회조직이  마을 개발

의 주도권을 두고, 혹은 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래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으며 그 집단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통 인 마을의 사회조직이 그 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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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다. 그러나 일본의 마을 사례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은 마을의 행정  

자치, 제례, 문화, 사회를 한 각종 사회집단이 새로운 시 에 맞게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잘 정비되고 마을 주민들이 폭 으로 참여하면서 

자치 으로 운 되고 있다는 이다. 

  일본의 농 지역에서 주민이 사회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사회

집단이 추구하는 목 과 마을 주민의 심 역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고

라  기타오치 마을의 사회집단이 심을 갖는 이슈는 농업생산, 마을의 

통 문화 보 , 자녀 교육, 주민 건강, 교통안 , 사회 안 , 마을 축제, 경

로, 마을 환경정비  청소 등이다.

  농 지역사회의 발 을 이끌 양질의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은 내발  발

을 한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지도력은 마을 내부로

부터 육성되는 것이다. 마을 내부의 지도력이 취약하면 내발  발 을 기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을 도입하여 소화하기도 어

렵다.  

  한국의 토고미 마을은 지도자와 주민이 주도 으로 나서서 마을 발 을 

이룩한 사례이다. 토고미 사례는 작은 규모이지만 한국 농  지역사회에서 

내발  발 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부래미 마을은 출향 인사 주도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귀

농한 인사들이 도자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풍물 체험 등 다른 마을과 차

별화된 체험 로그램을 운 하여 성공한 사례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지

도자와 주민이 이 로그램에 극 참여했기에 이 사업이 성공한 것은 물

론이다. 

  그러나 토고미나 부래미와 같은 마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부분의 한

국 농  마을들은 송국 2리와 같이 인 자본 유출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도

력도 약화되어 자력으로는 마을개발을 논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토고미 마을의 지도력은 행정을 담당하는 이장과 마을 농조합의 상임

이사로 양분된다. 부래미 마을은 이장이 심이 되어 마을 개발사업을 추

진하는 사례다. 한국의 마을 개발사업,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개발사업이 

마을 표인 이장 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과다와 비효율성, 비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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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래하게 되고 후계 지도자 육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반면에 일본의 고라  기타오치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은 지도력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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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책임자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어린이부터 노인

까지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마을의 직책에 순환

제로 사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은 구나 마을의 지도자로 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 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농 지역의 내발  발 의 기본 인 조건은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스스

로를 조직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 을 한 활동을 개하

는 것이며 이러한 주민들의 자주 인 활동의 지원을 정부나 외부 단체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라  기타오치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앙정부가 재정 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외부의 문가 도움을 받

아 주민이 주도 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다. 마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

는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은 크지 않았으며 문가와 주민이 합의를 이룰 

때까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단 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합의한 사

업은 주민 주도로 실천하 다.  

  기타오치 마을과 시모노고 마을이 주민 주도로 마을개발 사업을 성공

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의 사회조직이 건 하고 주민이 극 으

로 개발사업에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마된 지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농 지역 활성화 정책은 물  기반 투자와 소득창출을 한 

사업투자에 을 둔 나머지 마을단  사회집단의 육성과 지도자를 육성

하는 사업에는 소홀히 처해 온 감이 있다. 농 지역의 사회집단을 활성

화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농 지역 활성화의 핵심 사안이다. 정부의 

농 지역 활성화 정책은 소득개발이나 인 라 구축에 앞서서 이를 담당할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새로운 사회집단을 조직하도

록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마을에서 자생 으로 활동하던 사회집단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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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지 갈등을 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하

여 새로운 사회집단을 조직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조직된 개발

원회와 같은 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기존 마을 사회집단

이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다양한 사회집단이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지닐 때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마을의 지

도자도 자연스럽게 육성될 수 있다.  

  인구가 상 으로 게 감소하는 도시 근교 농 지역에서는 일본의 사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외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여 마을 

발 을 한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사회 내부로부터 지도자를 육성하기 어려운 오지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공

무원이나 향토기업, NPO와 NGO, 학 등 외부의 문가들을 활용하여 지

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단

을 강구하는 것이 요하다.



요약  결론  제7장

1. 요약

  농 의 내발  지역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화하고 

농 의 자연 ․인 ․문화  자원을 개발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의 경

제․사회․문화  활동을 진시키기 한 활동을 말한다.

  즉, 내발  발 론은 주민 자율의 참여  개발, 주민의 능력 개발, 지속

 개발의 실 을 시한다. 지역 활성화를 해서 국가 주도로 추진해 온 

물  기반조성, 환경정비  보조  지  등은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지

되고 있다. 이에 응한 내발  발 은 농 활성화의 새로운 략이 될 수 

있다.  

  내발  발 론은 기존 개발방식과 경제성장에 한 부작용으로 나타나

는 문제 에 응한 개발이론이다. 농업과 농 은 고도성장에 의해 생되

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고도성장이나 시장개방의 향이 농업과 

농 에 과소화와 고령화를 래하 다. 이것이 농업과 농 의 지속 인 발

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해 지역의 주체가 객 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내발  발 론의 기본이며,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

민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체의 발  변

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내발  발 이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역량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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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조직화’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

거나 해결하기 해 계획 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보완 요소로서 지역 활성화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재정 ․기술  지원’을 계획 으로 

도입하는 것은 말한다. 

  내발  발 의 5  구성 요소는 ‘주체’ ‘조직’ ‘자원’ ‘활동’ ‘외부지원’ 

등이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농업진흥을 한 마을 농 사례, 도농교

류  마을만들기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조직과 지도력에 한 사례 등을 

분석하 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역의 생산자  생산자그룹을 포함한 지

역 주민, 농 ,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포함한다.  

최근 다양한 도시 ․공업  경험을 가진 ‘겸업농’ ‘정년귀농자’ ‘귀향자’ 

등도 주체로서 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해서는 지역주민의 조직화가 필요하

다. 조직화되어야만 지역자원의 생산  활용과 보 리, 그리고 문제해결

을 한 문 이고 지속 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사례 연구에서 나타나는 

조직은 마을단  지연성 생산조직으로서의 농조합법인(마을 농)을 비

롯하여, 통  조직을 체하는 새로운 조직이 출 하여 사회  요구에 

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지역의 자연자원, 인 자원, 문화  

자원 등 지역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자원을 생산 으로 활용하

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체나 조직의 능력이다.  

  내발  농  활성화를 해서는 정부의 물  지원과 함께 지역의 개발주

체의 육성, 주민 조직화, 지역의 자연 , 인 , 문화  자원 개발 등에 지원

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창출하고 지속 인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농 지역 활성화를 한 활동이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

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의 2차 산업활동, 농산물 유통이나 도농교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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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차 산업활동 등을 ‘농 지역’이 담당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다양

한 주체의 활동에 의해 농업진흥을 가져오고, 농업진흥을 바탕으로 가공이

나 특산품 개발, 교류나  등으로 경제활동을 다각화하여 농 지역 활

성화를 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주체나 자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경우 외부 

지원을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발  조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의 지

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은 수동 인 입장이 되고, 추진 사업의 비효율성

을 래하여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에 한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내발  발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한 외부 지원은 지역 이외의 앙정부나 역자치

단체 혹은 NGO 등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기술  문가 컨설  

등을 포함하며, 이것이 내발  발 을 진하는 조건이 된다. 

2. 제언

  먼 , 지역농업의 진흥과 련하여 마을단  농조합의 실천을 제안한

다. 일반 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는 경 규모를 확 해도 

매 액이 하락한다. 이 경우 경 주체는 규모확 를 지향하기보다는 다

양한 품목을 도입하는 복합화나 가공․유통․교류 등으로의 다각화를 시

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개별경 보다는 다수가 참가하는 조직경 이 유리

하며, 더구나 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단지화가 이루어지는 마을 농

이 유리하다는 것이 사례조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개별경 의 경우 

경 목표는 이윤확보에 있다. 반면에 마을 농은 이윤확보를 하여 복합

경 이나 다각경 으로 발 해 가면서도 지역주민의 합의 아래서 지역자

원 보 , 지역사회 유지, 다원  기능 발휘 등 다양한 목 을 가지고 농업

경 을 하고 있는 것을 사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농이 조직되어 지속 으로 발 해 나가기 해서는 몇 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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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있다. 

  첫째, 주체 는 리더에 한 것이다. 리더는 최근 업농, 겸업농, 도시

정년귀농자, 비농업종사자 등으로 다양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리더는 

장기 인 시 에서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활용가능한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주민의 합의를 제로 로그

램을 입안한 후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생산기반에 

한 요건이다. 마을 농이 실시되기 해서는 경지정리가 필수 이다. 농지

의 단지화와 기계이용에 의한 경 효율을 달성하기 해서는 경지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 농의 장 은 농지의 효율 인 이용과 유휴농지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농지 리에 있다. 이를 해 마을단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농지이용조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단지화를 실

하는 것이 과제이다. 넷째, 마을 농은 경 상의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마을 농이 건 하게 존속하기 해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의 생산비 감과 동시에 약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해결되면 장기 으로 마을 농은 지역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농업자원을 보 하여 농업진흥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

반으로 하여, 마을 농은 농산물 가공․유통부문이나 지역 내외의 소비자

와의 교류 등의 확 를 통하여 ‘농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내발  발

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속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침

체되는 농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해 마을만들기 활동  도시와

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농 지역은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

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  주민만의 힘으로는 마을만들기 활동이나 도

농교류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양국의 사례에서 모두 확인되었

다. 사업의 기단계에는 행정의 역할이 공통 으로 요하게 작용하고 있

다. 외부의 지원으로서 앙정부 지원사업이 요한 몫을 하고 있다. 모든 

사례에서 활동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정비는 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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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활동이 집결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만들

어졌다. 

  한 인 자원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주민 참여를 어떻

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두되고 있다. 내발  지역활성화를 

해 농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 등의 상황은 이를 쉽지 않게 하

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경우는 사무장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98년 ‘NPO법’ 

등을 근간으로 다양한 비 리조직의 농 지역에 한 지원을 제도화시킴

으로써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  개를 해 다음과 같

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민 체를 향하여 도농교류  마을만

들기 활동의 본래  개념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다. 도농교류 

 마을만들기는 국민 공동의 재산으로서 농 의 자원을 보 하기 해 도

시와 농  양편이 등한 입장에 서야만 교류가 진되기 때문이다. 둘째, 

도농교류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도시민을 농 에 유치하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기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 의 자원․문화 등을 잘 가꾸

어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도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의 과소화와 고령화  행정의 역할 한계를 다양한 시민

단체가 보완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농 정책의 요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합한 도농교류  마을만

들기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해서는 앙정부의 단 사업별 사업 추

진 방식보다는 지방의 자율  역량을 증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실행구조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활동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한 로그램의 추진과 나아가 주

민 참여, 주민 주도를 실 할 수 있도록 진하는 다양한 로그램 시행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내발  발 의 가장 필수 인 요소가 사회조직 복원과 지도

력의 증진에 한 문제이다. 농업진흥이나 농 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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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 한 내발  발 의 5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 

에서 조직이나 지도력이 가장 요한 요소이다. 농 활성화를 해서는 농

지역 사회조직의 복원이 요하다. 

  한국의 농 지역에서 통 인 사회집단은 부분 와해되고 마을이 지

니고 있던 자치기구도 차 상실해가고 있다. 마을이 지니고 있던 공동의 

제례의식 상실, 경제․사회․문화 집단의 해체 등이 마을의 공동체성 상실

과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상실  하는 요한 요인으로 지 된다. 

  농 지역사회의 발 을 이끌 양질의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은 내발  발

을 해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지도력은 마을 내부로

부터 육성되는 것이다. 마을 내부의 지도력이 취약하면 내발  발 을 기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을 도입하여 소화하기도 어

렵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 기반 투자와 소득창출을 한 사업투자에 

을 둔 나머지 마을 단  사회집단이나 지도자 육성에는 소홀히 처해 온 

감이 있다. 농 지역의 사회집단을 활성화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농

지역 활성화의 핵심요소이다. 

  도시 근교 농 지역에서는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재를 발굴

하여 마을 발 을 한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극 검토해야 한다. 지

역사회 내부로부터 지도자를 육성하기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공무원이나 향토기업, NPO와 NGO, 학 등 외부의 문가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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