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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통 으로 농  심지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필수 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다른 사람과 만남의 기회를 갖기도 하는 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농 의 인구가 고 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주민 생활의 구심 기능을 담당했던 농  심지도 

침체를 겪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가까운 농  소재지보다는 시설과 환경이 

나은 인근 도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것도 농  

심지의 활력 하 원인  하나이다.

  그동안 농 의 심지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응하려는 

정책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 까지 심지 육성을 목표로 

진행된 시책들은 체로 체 인 농  공간구조의 발  비 을 바탕에 두고 

종합 으로 추진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그간의 정책이 단편 인 

효과만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심지의 활성화 문제는 배후 마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농  마을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 지역의 생활권  공간구조 

황 등에 한 면 한 이해를 토 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거시 인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한 진단에서 출발하여 주민의 

심지 이용 실태, 농 의 정주 여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에서 

심지 활성화를 한 논의의 장을 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사 분석 결과들이 향후 농  심지와 련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 한다. 한 이 연구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농 의 심지를 비롯한 정주생활권 발  방향에 한 논의

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2008.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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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라는 거시 인 맥락 속에서 농  심지의 

실태와 문제를 규명하고, 향후 심지의 발 을 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

시하려는 목 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배후 농  마을에 한 기  서비

스 제공이라는 심지의 역할에 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반 인 농  심지 여건이 지역 유

형별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는 데 을 두었다. 우선 농 의 정주 여건

을 고찰하 으며, 생활권 역화와 배후 농 의 인구 고령화, 과소화 등이 

농 의 심지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아울

러 농  심지 여건을 지역 유형화 작업 결과와 연계하여 보다 면 히 살

펴보고자 국 시‧군을 ‘주변도시 연계권’, ‘ 간지역’, ‘자체생활권’ 등으

로 분류하 다. 경제활동 기회가 증 하는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과 달리 

농  특성이 강한 자체생활권 시‧군의 경우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가 

감소하는 등 반 으로 심지 기능의 침체가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심지 여건을 보다 면 히 비교하고자 기 서비스 기능을 기 으로 

국의 농  심지의 계층을 분류하 다. 지역 유형별로 심지 계층 분포

나 심지 기능의 특화도 등이 달리 나타난다는 을 살펴보았으며, 주민

들의 심지 서비스 이용 양상도 차이가 있음을 개 하 다. 분석 결과 특

히 자체생활권 시‧군의 하  계층 심지일 경우 배후 마을의 공동화  

고령화와 같은 여건 변화로 인해 농 의 심지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더욱 

많을 것임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례지역 연구를 실시하 다. 안성시와 평창군, 해남군, 양군 

등 4개 시‧군을 상으로 선정하여 사례지역 주민들의 읍‧면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서비스 이용 항목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범 의 배후 읍‧면들이 시‧군청 소재지의 향권에 

포함되는지, 는 어떠한 읍‧면들이 독자 인 생활권으로 기능하는지 등에 

해 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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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심지의 공간 인 향권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는 을 확인하 다. 시‧군청 소재지  

읍‧면 소재지가 갖는 심지 기능 수 , 근성, 주변의 다른 거 도시 발

달 여부, 배후의 원격지 마을 분포 정도 등을 기 으로 지역별 심지 

향권이 형성되는 양상을 비교해보았다.

  특히 농  심지의 공간 인 향권 형성과 련성이 높은 요소를 명확

히 찾아보고자 몇 가지 변수들에 해 상 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

과, 어느 읍‧면이 시‧군청 소재지에서 원격지에 치해 있을 경우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군청 소재지와 근 해 있으면 

그 향권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기 서비스 부문이 발달

해 있거나, 읍‧면 내에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면 읍‧면 자체 서비스를 이용

하는 주민이 상 으로 많다는 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농  정주체계가 형

성된다는 을 살펴보았다.

  한 사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생활권 역화나 개인 기동성 증

라는 반  경향에도 불구하고 농  주민들의 기 인 서비스 이용권

역은 여 히 주거지와 가까운 읍‧면 는 시‧군 범  안에서 형성된다는 

이었다. 이러한 에서 농  심지의 활성화는 배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근성 문제와 련하여 응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고령화와 마을 기능 쇠퇴가 두드러지는 곳의 경우 가까운 읍‧

면 단 의 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마을 재편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시사 을 얻게 되었다. 한 사례지역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통

으로 농 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정주 여건 개선과 서비스 근성 향상을 

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지 하 다. 

  다음으로 농  심지 활성화와 련한 정책 동향을 검토하 다. 지 까

지 국내에서 시행된 심지 련 시책들의 경우 개 배후 마을과의 연계

를 고려하지 않고 소재지만의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아울러 어떠한 곳을 거 으로 육성하며 장기 인 생활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 시킬지에 한 지역 차원의 면 한 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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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 련 사업이 추진되는 한계 도 살펴보았다. 한편 포 보조 방식의 

산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균특회계 분야 사업들이 통폐합되는 등 최

근의 정책 동향에 하여 언 하고, 그것이 심지 련 시책 추진 시 

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을 지 하 다. 

  마지막으로 농  심지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한 정책 방안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 다.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앙정부 차원에

서 농  심지 육성에 한 청사진을 담아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 다. 그리고 심지 유형을 감안하여 차별 인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아울러 농 의 공간구조 재편에 한 정부 차원의 비 을 마련하여 정책

에 반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을 언 하 다. 공동화‧과소화가 

진행되어 공동체 기능이 퇴조하고 있는 배후 마을에 해 장기 인 재편 

작업과 농  심지 육성 정책을 연계하는 노력을 보다 극 으로 지원해

야 한다는 것이다. 컨  자체생활권 지역의 하  계층 심지의 경우 고

령자를 상으로 하여 배후 마을에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노

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공동화와 기능 축소를 겪고 있는 마을 재편과 연계

하여 심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 다.

  한 앙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농  심지 육성을 한 계획 수립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이러한 지침은 지자체 차원의 심지 련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연계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

역 차원의 시책에 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담도록 

하 다. 아울러 농 의 서비스 기 과 그에 따른 개선 목표를 정부 차원에

서 갖추는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 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히 농  심지 발  방안을 포함한 시‧군 농 계

획을 수립해야 함을 지 하 다. 기 생활권 발 계획을 포함하여 농어

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리계획 등 제반 계획

이 그것이다. 아울러 심지 육성 사업의 연계 추진이 효과 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 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언 하 다.

  한 배후 지역과 심지의 연계 발 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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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각종 소 트웨어 로그램 연계를 통한 

기존 시설의 효율 인 이용 사례라든지 농 형 문화여가 로그램 도입, 

사회  일자리 로그램과 연계한 소재지 거 시설 운  등을 시도해야 함

을 지 하 다. 특히 배후 마을 주민의 심지 근성 개선을 해 커뮤니

티 단 의 안  교통 수단 운 이 필요하다는 도 언 하 다. 

  마지막으로, 심지 육성이라는 과제는 단순히 소재지만의 문제가 아니

라 배후 마을과의 연계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건이므로, 특히 장

기 인 농  공간구조 재편 방향에 한 검토와 함께 심지 련 시책 추

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을 지 하 다. 이를 해 마을의 변화 등 

농 의 정주 여건 실태에 한 범 한 연구가 후속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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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Rural Central Places in Consideration of 
Transformation in National Spatial Structure

Today's rural areas, especially rural central places are in decline in 
terms of changing national spatial structure, and therefore are in the 
need for special policies for revit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for regeneration of rural 
central places based on the examination in the actual condition of 
rural central places and their hinterland areas. For this, various 
analyses on the tramsformation in national spatial structure and rural 
areas are preceded. Surveys and field research for understanding of 
present rural situation are performed as well. 

In chapter 2, We confirmed the perspective and direction of 
this study consulting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existing studies 
which worked on the analyses of national spatial structure, the 
analyses of rural spatial structure, and the suggestions of policy 
directoins and measures in fostering rural central places. 

In chapter 3, the changing trends of national spatial structure 
and present conditions of rural areas are analyzed. To make 
diagnoses, we look into the spatial structure with the use of datum 
concerning population mobilities, business․study trip, economic 
activities, and so forth. And as a preceding step for the case studies,  
four-category classification of rural areas is ma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central places. 

In chapter 4, given conditions of rural central places are 
carefully examined. We selected 4 municipal areas(shi or gun) for 
case study and performed investigations and surveys to find out the 
condition of basic service provision. Interviews and survey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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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ed rur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out 
conditions of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to basic services and 
desirable directions of future policy. 

In chapter 5, we drew several problems and issues concerning 
regeneration of rural central places which should be discussed later, 
by addressing current national policies and new attempts both at 
central and local level. We also reviewed foreign policy conditions 
relevant to revitalization of rural central places, such as those of 
Japan, France and England. 

In chapter 6, policy directions are settled and some measures 
for regeneration of rural central places are proposed by the synthesis 
of case studies, results of surveys and implications from relating 
present policie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In this process, policy 
directions are drawn in consideration of 4 rural categories and 4 case 
study areas. 

The suggested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For central 
govern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ly a guiding principle to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ake regeneration plans of the regions. 
Secondly,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to develop a menu of 
connected programs with governmental support. Thirdly,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minimum service standard in respect of living 
conditions in rural areas. 

Fo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ivic groups, first, setting up 
comprehensive local plans including development plans of rural 
central places is important. Secondly, effective pursuing framework 
of various development programs should be constructed. Thirdly, it is 
needed to closely connect the programs for regeneration of rural 
central places and other development programs with individual 
purposes. Fourthly, it is important to utilize existing facilities to 
provide basic services in rural areas. Fifthly, introducing rural leisure 
programs in connection with central facilities of the area can be 
considered. Sixthly, programs for social employment can be 
developed in linkage with the management of central facilities of the 
area. Seventhly, rural central places can be developed further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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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er can be a strongpoint for urban-rural interchange. Eighthly, 
alternatives to transportation method at community dimension are 
strongly demanded in terms of basic service accessibility. 

Lastly in chapter 7, we summarized the study by chapters and 
stressed that regeneration of rural central places is not only the 
issues of central places alone, and therefore solutions should be 
searched in consideration of the linkage between rural central places 
and their hinterland villages. 

Researchers: Seong Joo-In, Lee Dong-Phil, and Kwon In-Hye
E-mail address: jis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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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배경  목

1.1. 연구 배경 

  농 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배후 마을이 쇠퇴하면서 읍‧면 

소재지나 시‧군청 소재지 같은 농 의 심지도 동반해서 침체의 과정을 

겪어왔다. 소재지를 이용하는 배후 인구가 으로 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농 의 지역경제도 반 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일상 인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상당수 읍‧면 소재지들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통 인 5일장이 사라진 곳이 다수이며1, 교육이나 

병원 진료, 문화 생활 등 어느 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기반을 

갖춘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농  심지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곳으로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생활권의 역화를 강조하는 주장에 따르면 농 의 심지는 더욱 큰 

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기동성이 확 된 결과로 농  주

1 정기시장에 한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200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면 지역의 

경우 1976년에 769개이던 정기시장이 2006년에는 336개로 어들어 거의 반 

가량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선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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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도 더 이상 주거지 범 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도시까지 가서 도회  

서비스를 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의 이용도마  떨어

지는 상황이라면 공공 부문에서 농  심지를 상으로 한 사업 투자를 

벌이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다. 

  그러나 이와 반 로 정책 상으로서 농  심지를 육성하는 시책의 

확 를 주장하는 의견도 지 않다2. 고령층이 다수 분포하는 농 의 여건 상 

주민들이 기 인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실이며, 여 히 상당수 농 지역에서는 읍‧면 심지가 주민 생활의 거

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송미령 등 

2007). 

  실제로 농  심지를 상으로 한 정책사업을 확 하려는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기도 하다. 행정안 부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읍지역을 상으

로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실시해왔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2007년부

터 기존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한 유형으로 거 면소재지 개발을 추진

하는 상황이다. 

  농 의 심지 육성과 배후 마을의 공간구조 재편을 연계해서 추진하려

는 정책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마을 공동체 기능의 쇠퇴  인구 과소

화의 결과, 기존에 마을 단 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분산 투자 방식을 극복

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농  마을의 과소화 문제

를 겪고 있는 라남도와 같은 경우, 이미 이러한 배경에서 ‘행복마을’ 조

성사업이라는 도(道) 고유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동화 문제에 

응하여 도 차원의 시책으로 거 마을 개발과 심지 육성을 극 유도하겠

다는 의지가 행복마을사업에 담겨 있다. 이처럼 심지 육성 문제는 농

의 공간구조 재편이라는 보다 큰 맥락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

2 제2장에서 살펴볼 문헌들  농  심지 정책과 련한 연구들은 체로 심

지 지원 시책의 확 를 주장하는 입장이다(김정연 등 2002; 윤원근 2005; 한

상욱‧송두범 2006). 즉, 생활권 역화에도 불구하고 농  심지 지원을 고유 

목 으로 하는 사업의 지속 인 추진과 확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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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환경도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망이다. 지역개발 제도의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 까지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이하에서 ‘균특

회계’로 명명)에 포함되었던 지역개발사업에 해 앞으로는 포 보조 방식

으로 산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

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 작업이 제도화된다면 

앞으로는 거 지역을 상으로 규모 있는 사업에 한 투자가 한결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게 되면 농  심지를 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 환경도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

단체의 재량이 폭 확 되는 상황에서 앙정부 입장에서는 농 의 심

지 육성을 한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다 극 으로 모색하고 

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 게 변화하고 있지만, 재로는 농 의 심지 여건과 정주체

계 황, 주민의 이용 실태 등에 해 체계 인 지식이 축 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농  심지 육성을 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어떠한 방식

으로 추진해야 할지에 한 단 근거도 충분치 않다. 한 모든 읍‧면 

심지가 정책의 상인지, 아니라면 상 심지를 어떠한 기 으로 선별해

야 하는지, 지원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해서도 정리가 필

요하다. 

  정주 여건이 이하게 다른 도시권 시‧군과 원격지 시‧군의 심지 정

책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유사한 입지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군 내의 공간구조 차이에 따

라 농  심지 육성 정책에서 어떠한 차별 인 근이 필요한지도 해명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으로 농 의 심지 여건이 어떠한지 

실증 인 분석 작업을 하는 데 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련 

정책이 추진될 경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분야의 사업을, 어떤 방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 단하는 데 보탬이 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다. 특히 역경제권이나 기 생활권 단 의 지역개발체계 개편 움직임, 

도시민 유치와 연계한 농 의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 최근 논의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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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농  심지에 한 실증  연구는 의미가 있다

고 단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와 련지어 농  심지의 실태와 문제를  

규명하고, 농  심지가 배후 농  마을에 한 지원 역할을 하도록 발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한다. 세부 으로는 다음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국 단 의 국토 공간 변화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농 의 심지 

발  여건과 련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악한다. 다음으로 농  

심지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며,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주민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 을 악한다. 다음으로 농  심지 활

성화와 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본 후, 지역 여건을 감안한 농  

심지 육성 방향이 무엇이며, 정책 방안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해 논

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범

2.1. 농촌 중심지의 개념과 범위

  먼  심지의 개념을 살펴 으로써 이 연구에서 을 두어 다루려는 

농  심지의 범 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심지이론은 1933년 독일의 

크리스탈러(Christaller)가 정교화하 는데, ‘ 심지’(central place)란 “배후

지역에 해 각종 재화(goods)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를 의미한다(김인 1986). 다시 말해 심지란 상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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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형성된 도시를 의미하며, 그 심지를 이용하는 주변 지역이 ‘배

후지(hinterland)’이다(김형국 1997). 심지란 차 심지에서 고차 심

지로 계층화되는 계구조를 지니는데, 고차 심지로 갈수록 포 하는 기

능이 다양하고 복합화되며 넓은 배후 시장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계구조에서 차지하는 치로 보면, 농  심지는 차 심지

에 해당한다. 즉, 농  정주생활권에서 배후 지역에 해 심 역할을 하는 

소도읍을 ‘농  심지’라 일컫는다(이동훈 2000:12). 이는 농어  행정‧경

제의 심지이며, 지리 으로는 도시와 농 을 연결하는 간지 로 인식

된다(홍 기 1977:7). 즉, 농  심지는 상  도시와의 결 기능을 담당하

는 한편, 배후 농 지역에 사회‧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기능을 수

행한다. 그런 에서 농  심지는 국토 공간구조 상에서 도시  정주체

계의 최하단에 치함과 동시에 농  정주체계의 최상에 치한다고 볼 

수 있다(이정환 1989:6)3.

  이런 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읍‧면부의 배후 마을들에 한 서비

스 역할을 담당하는 거 을 농  심지로 규정한다. 일차 으로 읍‧면 소

재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보다 상  계층의 심지로서, 시‧군청  공공기

, 각종 상업시설이 분포하는 시‧군청 소재지 역시 농  심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도농복합시의 소재지인 경우 동(洞)으로 이루어진 

도시지역이기는 하나 이 연구의 상에 포함된다. 배후에 농 지역인 읍‧

면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읍‧면이 없이 동(洞)으로만 이루어진 일

반시의 소재지인 경우 연구 상에서 제외한다.

  농 에는 이와 같이 읍‧면사무소나 시‧군청 같은 행정기 이 소재하는 

심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서가 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일

상생활에서 구심 역할을 하는 거 이 농 지역에 분포하기도 한다. 를 

3 한 국가의 정주체계는 크게 상 의 도시  정주체계(urban settlement system)와 

하 의 농  정주체계(rural settlement system)로 구분되기도 한다. 하  정주체계

란 국토의 최소 단 인 취락들로 이루어진 체계를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농

 심도시가 최상  계층 심지가 된다. 동시에 이러한 농  심 도시는 

도시  정주체계에서는 최하 계층의 심지라 할 수 있다(신 균 19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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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 마을이 그것이

다. 이러한 심지 역시 연구의 내용  범 에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2차 

자료 분석 시에는 이처럼 읍·면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제2의 심지를 

별도로 가려내는 것이 실 으로 어려우며, 불가피하게 읍‧면  시‧군 

행정구역별로 표 인 심지가 하나씩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일부 자료에 

해서는 소재지와 배후 마을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며, 사례 분석 과정

에서도 행정구역 내에 분포하는 복수의 심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2.2. 본 연구에서 살펴볼 농촌 중심지의 기능

  이 연구는 배후 농 에 한 심지의 지원 기능을 살펴보는 데 을 

둔다. 따라서 도시정책 상으로서 지방 소도시 육성 문제는 직 인 

연구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 의 농  정주체계보다는 국토 

수 의 도시체계 문제로 근할 상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 연구에서 을 두는 농  심지의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 심지 기능(central place function)’이란 

도‧소매업, 교통‧통신업, 행정‧교육, 기타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 부문에 

을 둔다. ‘ 심성(centrality)’이라 지칭하기도 하며, 심지가 보유하고 

있는 3차산업의 기능 정도를 뜻한다(김인 1986; 1991). 차 심지인 농

 심지 수 에서는 체로 일상  물품‧서비스 구매를 한 도‧소매업, 

숙박  음식 업, 그 외 수리업, 미용‧목욕탕 등 각종 개인서비스업이 그

러한 기능에 포함된다. 한 생활 지원 서비스와 련한 우편  통신 서

비스, 융 서비스, 공공행정  치안 서비스, 사회보장(복지) 서비스, 의료‧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4.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기  

4 구체 으로 어떠한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3장에서 다시 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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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역할에 일차 으로 을 두어 자료 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한다. 

  이와 같이 이론 인 의미의 심지 기능은 상업  기능에 을 두지

만, 실제 농  심지가 수행하는 역할은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물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일

터이자 경제활동 상의 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농  심지의 배후 마을 지원 기능에 을 두되, 경제활동 부문까지 

포함한 복합 인 측면도 함께 다룰 것이다. 

3. 주요 연구 내용  방법

3.1.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련 선행연구

를 검토하여 그간 연구된 바를 통한 시사 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을 

정리한 후 연구 방향을 설정한다. 우선, 거시 인 에서 국토 공간구조 

황  도시체계의 변화 추이를 다룬 연구들을 고찰한 후, 다음으로 농

의 공간구조  생활권 분석, 심 기능 측정과 련되는 기존 연구의 논

의 동향  주요 정책 이슈의 변천 양상을 악한다. 이를 토 로 본 연구

의 농  심지에 한 과 연구의 을 밝힌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국토의 공간구조 황과 농  심지의 여건  

실태를 살펴본다. 우선 제3장에서는 역화로 표되는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인구 흐름, 경제활동 변화 등의 에서 진단한다. 시‧군 단

의 기능  연계권역을 악하고 인구이동( 출‧입), 통근‧통학 등을 바

탕으로 한 국 인 도시권역 황 등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한 

농 의 유형화 작업과 함께 심지 계층을 분류하여 사례 연구를 한 

바탕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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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에서는 농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를 4개 사례지역을 통해 

으로 살펴본다.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기 하여 서비스 이

용권역, 생활권 등에 해 심지 유형 간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한 주

민 조사 결과의 시사 과 정책  함의를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의 농  심지 육성 련 정책을 주로 검토한다. 

먼  국내의 농  심지 련 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 , 향후 망 등을 

살펴본다. 이어 외국의 련 정책 사례들을 살펴 으로써 귀감이 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악한다.

  제6장에서는 농  심지 발 을 한 기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향후 달라질 지역개발정책 추진 여건을 

반 하여 심지 련 정책 추진 시에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

담 내용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종합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  심지 

육성과 련한 시사 을 도출한다. 아울러 향후 진행되어야 할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련 통계나 2차 자

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

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논리 개를 한 근거 자료와 사례

들을 수집하고자 장 조사와 면담 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우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 작업은 

국토 공간구조 여건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진행한다. 한 시‧군  

읍‧면 단 의 실태 악과 유형화 작업 과정에서도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구체 으로, 시‧군 행정구역 단  통근통학과 인구

이동 출발지(origin)  목 지(destination)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계권 분석

을 하며, 필요시에는 인구주택센서스의 통근‧통학 부문과 출‧입 등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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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부문 조사 결과의 원자료를 활용한다.

  읍‧면 단  데이터 작업을 통해 농  심지 유형화를 하는 작업에는 

국 사업체 통계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다. 1995년, 2000년, 2005년의 데이

터를 분석함으로써 시계열 변화 양상도 악한다.

  이 밖에도 사례지역 조사 결과를 보완 기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컨  평창군과 양군의 심지 여건 비교를 해 한국 화번

호부(주)에서 발행한 KT 화번호부에 등록된 업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

업을 수행한다. 

  둘째,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지통신원을 상으로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례지역 연

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농  주민 상 조사이다. 통신원조사는 우편으로 

발송한 1,200부의 설문지  회수된 유효 응답자 644명의 답변 내용을 집

계한다. 농  주민 조사는 안성, 평창, 해남, 양 등 4개 사례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 1,200명에 한 화조사로 이루어진다. 조사 작업은 문 리서

치기 에서 수행하 다.

  두 가지 조사표 모두 농  주민들의 심지 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  

등을 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지통신원 조사의 경우는 

국에 분포하는 농업인을 상으로 한 것이므로 반 인 농 의 경향치를 

악하기 해 활용한다. 심지 이용 여건과 농  정주체계 실태 등을 분

석하는 작업은 주로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장 사례조사와 련 분야 담당자들을 상으로 한 면 조사를 

수행한다. 사례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주민 설문조사를 실

시한 4개 사례지역을 상으로 반 인 정주 여건과 심지 기능 등에 

한 장 조사를 한다. 다음으로는 논의 개상 필요한 장 사례를 선정하

여 사안별로 조사를 한다. 특히 정책 안과 련한 시사 을 제공하거나, 

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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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의 추진체계

  이 연구의 반 인 진행 과정은 <그림 1-1>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단계

별로 주로 살펴볼 내용과 이를 한 주요 연구 방법을 나타내었다. 구체 인 

분석 방법  논의 쟁  등에 해서는 제2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농  심지  배후 지역의 지속  쇠퇴로 인하여 농 지역 주민에 한 일상

 서비스 공  여건 악화

․농 을 상으로 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한 농  심지 상 정책의 필요성 

 구체  근 방식에 한 요구
↓

∙농  심지의 여건  이용 실태 규명
∙농  심지가 배후 농  마을에 한 지원 역할을 하도록 
  발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 제시

연구의 필요성  

 목

▼ 

선행연구 검토
․국토 공간구조  도시체계의 변화

․농  정주체계의 변화

․농  심지 육성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선행연구로부터 시사  도출

∘본 연구의  정리

▼

농  심지 

여건 분석

∘기능  도시연계권역 분석과 농  유형화

∘농  심지 계층분류와 기능 분석

∘지역 유형별 심지 여건 분석 ◂ 통계데이터, 

설문조사 

자료 분석

▼                

사 지역의

농 심지

실태 분석

심지 
유형별 

사례지역 선정
⇒

∘ 심지 기능  특성 실태

∘지역 특성을 반 한 농  심지 련 
정책  함의 도출

◂

▼

국내‧외 

사례 검토

∘국내외의 농  심지 육성 련 정책 검토

  → 주민들의 심지 이용 특성  생활권, 주요 서비스의 달 

체계, 심지 기능 활성화를 한 시도 등 악

∘농  심지 육성 정책의 문제 과 시사  도출

◂

국내‧외 

련 문헌 검토,

장조사  

인터뷰

▼

정책 방안 도출
농  심지 활성화를 한 기본 정책 방향 설정 

 정책 방안 도출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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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의 검토

  이하에서는 국토 공간구조의 반 인 변화 모습에 해 선행연구의 분

석 결과를 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며, 농 의 정주체계  심지 여건에 

해 시사 을 제공하는 연구들도 검토할 것이다. 한 농  심지 육성

과 련한 쟁 을 도출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정책 연구 사례들도 살펴보

기로 한다. 

1.1. 국토 공간구조 및 도시체계의 변화

  반 인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추이를 종합 으로 보여주는 표 인 

연구로는 김창 (2003)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화  인구이동 

추이, 통근‧통학 이동  여객 통행 등 상호교류 패턴, 연령‧학력‧취업 등 

인구구조 등 다방면에 걸친 황 분석을 통해 국토의 반 인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농  심지 문제와 련한 시사 을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몇 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그동안의 도시화 추세를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

시 인구가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은 지속 으로 늘다가 1990년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인다. 신에 인구 25만 명 이상 도시계층의 인구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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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을 심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 크

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도시체계에서 하 를 차지하는 소도시가 상 으

로 쇠퇴하 음을 말해 다. 

  둘째,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1990년 에 들어서면서 도시 간 이동이 주

류를 형성하고 있다. 농어 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거의 

정체단계에 어들었으며, 수도권을 심으로는 인구가 배후 농 으로 분

산되는 역도시화 상도 나타난다. 한 농 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

동이 종 에는 주로 경제 인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나, 1990년  이후

에는 주택‧교육‧생활환경 등이 주요 인구이동 요인으로 부상하 다.

  셋째, 통근‧통학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향력이 경기도를 넘어 확 되는 

모습이다. 강원, 충청지역, 북‧경북의 일부지역까지 통근‧통학권이 확

되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통근‧통학통행이 증가하는 

상은 수도권의 비 화‧ 역화를 시사한다. 반면 지방은 인구정착 기반이 

속히 쇠퇴하고 있다. 한 지방 도시의 경우에도 주변 시‧군 지역과의 

통근‧통학권이 확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5.

  요컨  국가 단 에서 보았을 때 도시 정주체계의 하 를 구성하는 다수

의 소도시 비 이 어들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결국 도시나 거

도시에 비할 때 소도시나 농  심지의 제반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하다

는 의미이다6.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반 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그림 2-1>에서 제시

되고 있다. 지역별로 도시 성장을 단계화해서 나타낸 결과와 인구이동의 

5 특히 심 도시 이외에 거 도시 발달이 미약한 충청권, 호남권의 경우에는 도

시에 거주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비 이 높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주변 농어 에서 심 도시나 거 도시로 거주지를 이 한 주민들이 

많았다는 도 함께 여겨볼 필요가 있다. 농  심지의 제반 정주 기반이 취

약함을 나타내는 결과인 것이다.

6 농 의 압출 요인보다 도시(특히 도시)가 갖는 매력요소가 농  인구 유출

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은 실제 농  주민을 상으로 한 정주 여

건 조사 결과에서도 밝 진 바 있다(송미령 등 2007: 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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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도시화가 종착 단계에 들어가 역도시화 상이 나

타나기 시작한 수도권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충청

권  호남권에서는 여 히 심도시로 집 되는 흐름이 세라는 에서 

수도권과 조된다.

(A) 도시화 단계와 인구 분포 황

(B) 심 도시의 인구이동 동향

그림 2-1.  반 인 도시화 추이와 인구이동 동향

   자료: 김창  등(2003).

  도시체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문제를 보다 좁 서 진행된 연

구로는 김정연(1999)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175개 시‧군‧읍‧면 소재지를 5개 유형7으로 구분하 으며, 

서비스 분야 업종의 사업체 수를 기 으로 ‧충남권의 심지를 4개 계

층으로 분류하고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 다. 한 

7 이는 ① 지방 심도시, ② 종합  서비스 심지, ③ 산업화 진행 소도읍, ④ 공

공서비스 의존도시, ⑤ 세 소도읍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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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계구조 분석을 통해 역 도시권 는 연담도시권과 나머지 과

소지역으로 ‧충남권 심지가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에 한 후속 연구 성격으로 진행된 조 운‧김정연(2004)의 작업에서

는 2000년 이후의 도시체계 변화 양상까지 살펴보면서 반 으로 심지

계층 단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간 계층의 심지 

기능을 수행하던 시‧군청 소재지의 기능이 히 약화되어, 2000년 이후 

3계층과 4계층의 심지 구분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 으로 소도시와 소도읍의 상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림 2-2>에서 도식화하고 있다. 앞서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지방 소도시의 비  감소를 보여주었던 김창  등(2003)의 연

구 결과와 충남권 도시체계에 한 이러한 분석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한 

변화상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충남권의 심지 계층 변화(1981-2002년)

자료: 조 운‧김정연(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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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반 으로 역화 상이 나타나며, 하  계층 심지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변화 경향은, 농  심지의 활성화에 해서는 요소로 받

아들여지기 쉽다. 차 서비스는 가까운 심지에서, 고차 서비스는 보다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이용한다는 통 인 심지 이론이 심지 계층구

조의 약화로 인해 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8.

  그러나 김창  등(2003)  조 운‧김정연(2004) 등의 분석 내용들은 인

구 규모나 사업체 분포 등 심 기능을 나타내는 리변수를 활용하여 이

루어진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거 도시와 농  심지로 별되는 

심지 계층의 분화 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  심지 자체에 을 

두어 그들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 인 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한 실제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에 근거하여 농 의 

생활권을 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요컨  2차 자료를 기 으

로 하  계층 심지의 상이 약해졌음을 입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서

비스 거 으로서 농  심지의 기능까지 소멸되었음을 보여  것은 아닌 

것이다. 

  농 지역 내에서 정주체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형성되는지, 주민들의 서

비스 이용 거 으로서 농  심지가 실제 어떻게 기능하는지 등을 살펴보

는 일은 별도의 실태 분석 작업을 필요로 한다. 다음부터는 이에 한 연

구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8 실제로 교통발달의 향으로 인해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심지이론이 합

하지 않음을 지 한 연구들은 서구에서 일 이 여럿 진행된 바 있다. 컨  

Hart(1967)는 자동차 도입으로 인해 농 의 서비스 심지의 통  경제기능을 

치명 으로 약화시키며 많은 락이 인구 감소를 경험하 다고 지 하 다. 

Brush(1953)는 농  구매자들이 동종 상품에 하여도 고차 심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 다. Clark(1968) 역시 일상  식료품을 사기 해 반 이하

의 구매자들만이 가까운 차 심지를 이용하며, 보다 다수의 구매자들은 더 

먼 거리의 고차 심지를 이용함을 확인하 다. Johnston(1966)은 최소요구치와 

재화의 도달범  간 비율의 변화에 따라 사례지역의 공간구조가 원칙  계구

조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쟁16

1.2. 농촌의 정주체계 실태

  농 의 정주체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민들의 일상 인 사회‧경제 활

동 공간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장소에 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

되었다. 이상문(1998)은 통  마을 단 의 공동활동 장소가 변화하는 양

상을 살펴보는 데 주력하 다. 주택 단 의 개인별 정주 기능이 강화되고, 

동시에 약화된 마을의 공동정주 기능이 상  심지로 이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주민 개개인의 기동성이 향상된 결과로 개별 가구와 인근 

심도시 간 직결형 정주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의 요체이다. 

통 으로 마을을 심으로 되던 개인의 생산 는 생활의 범 가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 생산은 농경지(마을)를 심으로 이루어지며, 

물품 구매나 각종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은 인근 소도읍인 읍‧면 소재지나 

시‧군청 소재지를 거 으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

  여기서 요한 것은, 마을 공동활동 공간이 상  심지로 상향 이동했

다고 해서 그 공간  범 가 읍‧면이나 시‧군 행정구역을 건 뛰어 곧바로 

인근 심도시로 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실제 이상문(1998)이 분

석한 노동력 교환  생활용품 구매와 편익시설 이용 권역은 개 면 소재

지나 시‧군청 소재지 범  내에서 형성된다. ‘주민들의 생활권 역화’ 

상에 한 신 한 해석을 요구하는 목인 것이다.

  농 의 공동시설에 을 두어 이루어진 송미령‧박시 (2001)의 연구

에서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권은 비슷한 양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여

다. 구매 상품이 고차 상품일수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상  심지

로 이동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 으로 마을  읍‧면 소재지 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농  정주체계 유형을 제시하

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  정주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마을이나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는 유형이 나타

나기도 하지만, 마을 → 읍‧면 → 시‧군 → 심도시로 이어지는 단계 인 

생활권이 유지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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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도시체계 변화에 해 논의를 집 하다 보면, 농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주체계 유형에 해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설명할 우려가 있

다. 농 의 정주생활권 자체를 미시 으로 살펴보면, 도시나 거 도시 

등 상  심지로 일상생활 공간이 흡수되는 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근

거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농 의 정주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분화 양상과 차이를 악하는 작업이 보다 요함을 말해 다. 

구분 지역 특징 비고

제1유형
성거읍
연산면
추부면

단계  정주생활권

유지형

단, 추부면은 심

도시 기능이 상

으로 강한 형태

마을 읍면 시군

마을 읍면 시군
심
도시

제2유형
성동면
채운면

읍‧면 기능 축소형 

는 마을-시‧군 직

결형 정주생활권

마을 읍면 시군

제3유형 남이면
마을 기능 축소형 

정주생활권
마을 읍면 시군

자료: 송미령‧박시 (2001).

그림 2-3.  농 의 정주체계 유형 시

1.3. 농촌 중심지 육성 정책의 방향과 과제

  실제 농  심지 련 정책 안을 제시하는 목 으로도 연구가 이루어

졌다. 표 으로 김정연 등(2002)  고 구 등(2003)을 들 수 있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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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읍 육성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과 련하여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책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

거나, 구체 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농  심지의 활력 하와 배후 농 의 침체가 맞

물려 있는 상이라는 진단을 공통 으로 내리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과

정에서 도시 인근을 제외한 부분의 소도읍이 침체한 것과 농어 의 활

력이 떨어진 것이 맥을 같이 하는 상이라는 것이다(김정연 등 2002). 따

라서 심지 지원 시책을 통해 배후 농 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으

리라는 기 가 소도읍 육성 시책 추진의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농어  

정주체계 유지를 해 읍 지역이 거 의 상을 갖도록 하는 종합 인 육

성 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강병수 2003). 

  최근에는 면 소재지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한상욱‧송두범 2006). 논의 상이 면으로 설정된 에서 

기존 소도읍 련 연구와 구별되지만, 이 역시 면 소재지의 배후 농  지

원 역할을 강조하며 기존 연구와 유사한 문제인식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로서 제시한 것들을 살펴보면, 

개 서로 유사한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컨  김정연 등(2002)에서는 

지원 상 소도읍의 합리  선정, 창의 이고 실천력 있는 종합육성계획 

수립, 효율  추진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타 연구에

서도 사업 상 선정이나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의 문제가 논의되는 경우

가 많다9.

  정책 안 마련 시에 유형별 근이 필요하다는 이 강조되기도 한다. 

강병수(2003)는 국의 소도읍을 상으로 개발 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9 행정자치부(2002)의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진흥, 도시기반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역사‧문화‧경 자원의 보존과 활용의 육성 부문별 시책 추

진 방안을 제시하고, 실 성 제고 방안으로 트 십, 지원제도 개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방안 등을 들고 있다. 한상욱‧송두범(2006)은 면 소재지 기능 

강화 방안에 을 맞추어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할 것과 트 십에 기반

할 것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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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략  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10. 한상욱‧송두범(2006) 역시 

각 면이 보유한 기능 정도나 인구 규모에 따라 면을 유형화하 으며, 이러한 

유형 분류 결과를 고려하여 정책 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을 지 하 다.

  이상과 같은 정책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우선, 이들 연구에서는 소도읍이나 면 소재지 육성을 해 체로 유사한 

방향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사업 자체에 을 두고서 정책 실

행의 안과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이 이들 연구의 주 목 인 까닭에 심

지 육성의 필요성 자체에 해서는 본격 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찾기 힘들다. 

가장 핵심 인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보다는 서로 유사한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라 생각한다.

  둘째, 심지 육성 정책에 해 다루면서도 배후 농 의 연계 발  방안

에 해서는 본격 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심지를 지원하는 시책을 

펼치면 어떤 식으로든 배후 농  주민에게 효과가 미치며 서비스 이용

의 편의성이 증 하리라고 기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기 가 실

되기 해서는 나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 자체에 

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본격 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11.

  셋째, 심지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상으로 합한 곳을 선

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들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는 바

이다. 그런데 선별의 기 이 무엇인지는 단하기 힘들다. 컨  한상욱‧

송두범(2006)은 면 소재지 지원 시에 어느 정도 자체 인 발 이 가능한 

10 소도읍을 도시권, 소도시권, 원격지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도읍의 

성장잠재력을 역사‧문화 , 지역산업 , 연구‧교육 , 휴양‧건강 , ‧

, 교통‧물류 , 생활거  요인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선

정하여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고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 유형에 따른 개발모델을 제시하 다(강병수 2003).

11 그동안 진행된 농  심지 육성사업에서 배후 농 과의 연계 로그램 개발

이 미흡했다는 지 (박경‧구자인 2006; 이동필 등 2006)도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어느 정도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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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면보다는 평균 이하의 면을 정책 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 다. 여건이 열악한 곳이 우선 인 정책 상이 되어야 한다는 

단에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정기시장이 분포하며 거  역할을 하는 

면을 심으로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윤원근 

2005). 이 두 가지 엇갈리는 방향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

인지 단하기가 쉽지 않다.

1.4. 선행연구의 종합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한 연구들(김정연 1999; 김창  등 2003; 조

운‧김정연 2004)에서는 수도권을 심으로 나타나는 역화  역도시화 

상과 더불어 지방에서는 몇몇 거 도시 주의 성장 경향이 두드러진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도시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하  계층의 심

지가 약화되는 상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체계 분석에만 집 할 경우 농  심지들 간에 편차

가 크며 다양한 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 간과될 수 있다. 도시체계 

연구에서는 다수의 농  심지들이 일률 으로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되

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을 극복하는 데는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에 바탕을 둔 농  정주체계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

  농  정주생활권에 한 이상문(1998)  송미령‧박시 (2001) 등의 연

구에서는 국토 역화 경향 속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 기능

이 기 인 생활권 단 에서 이루어진다는 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례 

조사에 바탕을 두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농  정주체계가 나타난다는 을 

선행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는 몇 개의 사례 읍‧면 

단  분석에 주력했던바, 하나의 시‧군 단 에서 나타나는 생활권 양상, 다

양한 심지들 간 상호작용과 계 등을 살펴보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상이한 농  정주체계 유형을 낳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본격 인 

분석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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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농  심지와 련한 실천  정책 안 모색을 해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소도읍이나 면 소재지 육성 사업 등의 발  방안과 개선책

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도 해명되지 않고 남아 있

는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심지 육성의 필요성에 해 설득력 있는 근

거를 제시하는 작업은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심

지의 정주 여건이 약화되고 있거나 기능이 취약하므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

인 주장이 주를 이루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심지 지원을 통

해 배후지의 연계 발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  한 충분한 근거가 뒷받

침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12.

  이런 상황에서 심지 육성 정책을 확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지원 

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며, 얼마나 많이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 해 마땅한 답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다수 사업체가 분포하고 심

성이 높은 곳을 거 으로 육성해야 할지 아니면 주요 서비스 근성이 떨

어지는 원격지의 특정 장소를 심지로 지원해야 할지에 해서도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어떤 내용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것이 시 한지

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12 실제로 국의 경우 농  심지인 마켓타운(market town)에 한 2004년 보고

서(The Countryside Agency 2004)에서는 그동안 마켓타운 지원 정책을 추진하

면서 기 했던 바와는 달리 마을(villages)과 심지 간에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마켓타운에 한 지원 정책이 결과 으로 해당 

심지 거주자들만을 상으로 하는 사업에 그쳤다는 비 을 하면서 향후 배

후지와 심지의 연계에 한 보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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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  심지 련 쟁  도출과 연구의 

2.1. 연구의 쟁점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농  심지 분야의 연구 추진 시 다루

어야 할 주요 쟁 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최근의 국토 공간구조 변화

라는 거시 인 여건을 반 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화나 개인의 이동성 

증 의 결과로 농  심지에 어떠한 향이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는 작업

이 요구된다. 도시와 거 도시 주의 도시체계 형성으로 농  심지의 

정주 기반이 약화되리라는 망이 한편에서 제기되는 반면에,  다른 분

석으로는 농  심지의 기능이 지속 으로 유지되리라는 진단이 있다는 

을 지 한 바 있다. 이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쟁 을 살펴

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유형별 차이 을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역화와 지역 

간 상호교류 증  등의 변화가 국토 공간상에서 균일하게 나타나는 상이 

아니라는 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즉 최근의 국토 여건 변

화는 농  심지의 발 과 련해서 지역 으로 차별 인 향을  것이

라 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한 향력 정도에 따라 농  심지들 간

에는 어떠한 여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3. 지역 유형

과 결부하여 심지 자체의 분화 상, 생활권 양상에 따른 차이도 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유형별로 차별 인 정책 안을 모색하는 작업

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3 이미 송미령 등(2007)의 연구에서 어느 지역이 반 인 국토 공간 상에서 어

떠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는지를 감안하여 시‧군 유형화를 진행하 으며, 그

에 바탕을 두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연

구에서는 서비스 항목들을 다소 포 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으며, 국 단

의 분석에 주력하여 개별 사례지역별로 생활권 특성을 악하는 작업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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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일련의 분석 작업을 통해 궁극 으로 농 의 심지 육성이 왜 필요

한지에 해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그러한 육성 시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에 해서도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와 련하여 농  심지의 기능이란 한마디로 배후14 마을 주민에 

한 지원의 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지 

육성의 근거를 찾으려면 그러한 지원 역할을 행 농  심지가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악해야 할 것이다. 배후 농 을 떠나 심지 단독의 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후 마을과 심지의 연계 발 을 염두에 두고 통합 인 농  공

간구조 발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2.2. 분석의 관점과 방향

  이상에서 도출한 쟁 들을 논의하기 해 이후 진행될 주요 분석 내용들

을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반 인 국토 공간구조 변화 

양상을 선행연구  2차 자료를 심으로 살펴본 후, 농  심지의 여건

을 고찰한다. 이는 유형화 작업과 결부하여 진행할 것이다. 유형화 작업은 

반 인 국토 공간구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군 단 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 간 상호작용 상을 기 으로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정도는 

시‧군 간 통근‧통학 이동량을 통해 악할 수 있다.

  농  심지의 여건 분화 양상을 면 히 분석하기 해서는 시‧군 단

만이 아니라 읍‧면 단 의 유형 분석 작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  

심지가 갖는 여러 기능들을 감안하여 국 읍‧면들을 몇 가지 심지 계

층으로 분류하며, 국 인 분포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어느 지역의 공간구조는 그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유형의 농  

14 여기서 ‘배후 농 ’이란 소재지가 아닌 마을을 뜻할 수도 있고, 시‧군청 소재지

에 한 일반 읍‧면을 지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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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간구조 특성을 살

펴보는 작업은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단일 시‧군 

내에서 모든 읍‧면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지역의 생활권이 

형성되는 양상을 악하고자 한다. 지역 내에 분포하는 시‧군청 소재지  

여러 읍‧면 소재지들 간에 향권이 형성되는 정도를 주민 조사를 통해 살

펴보려는 것이다. 주민 조사는 주요 서비스 분야의 이용 실태에 을 두

며, 심 읍‧면과 배후 읍‧면 는 배후 마을과 소재지 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구분해서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심지와 배후지 간의 

연계 계를 악하기 해서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바탕으로 농 의 심지 활성화 정도에 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악할 것이다. 사례지역의 공간구조 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심지 활성화 요인을 살펴 으로써 향후 심지 육성을 한 시책 

추진에 보탬이 될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한다.

농  심지 육성의

정책 안

국토 공간구조

여건의 변화

농  심지의

지역별 분화 양상

지역 여건별 상이한

농  정주체계 형성

- 역화, 지역간 교류 증
- 도시  거 도시 심 정주체계
- 소도시와 소도읍의 정주기반 약화

- 농  심지의 여러 유형과 
입지 여건별 심지 분포 특성 차이

- 주민들의 농  심지 이용 실태와
농  지역의 공간구조 황

- 지역의 입지 여건과 심지 특성을
감안한 차별 인 시책 개발

그림 2-4.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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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 과정을 종합하여 행 농  심지 련 시책의 추진 동향

을 살펴보고 문제 을 진단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안 

도출을 해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종합하는 동시에, 배후 지역과 심

지의 연계 발 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 다양한 장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농  심지 활성화를 한 정책의 방향과 세부

인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국토 공간구조 황과 농  심지의 여건  제3장

1. 국토 공간구조와 농 의 정주 여건 변화

  제1 에서는 최근의 국토 공간구조 변화의 양상을 일상 인 이동권역의 

형성, 인구 분포의 변화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경제활동의 분

산 경향을 통해서도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

을 바탕으로 일련의 변화가 농 의 심지 발  여건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1. 인구 분포 변화와 농촌의 정주 기반 약화 

1.1.1. 국 농 의 인구 증감 추이 

  국토 공간구조의 반 인 변화 양상은 심도시의 인구가 외연 으로 

확산되는 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 의 인구 분포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3-1>은 국 읍‧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인

구가 증가한 곳을 나타낸다. 주로 도시권 읍‧면에서 인구가 늘어난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이러한 역도시화 상은 특히 수도권 

지역을 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개의 농 지역은 지속 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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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과 과소화가 지배 이다. 국 읍‧면의 인구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6%의 감소율을 보인다15.

그림 3-1.  인구 증가 읍‧면의 분포 황

1.1.2. 농 의 반 인 정주 기반 약화

  도시권 주변 농 에서 역화와 인구 분산이 진행되는 것과는 조

으로, 지방 거 도시를 심으로는 오히려 반  상이 확인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농 에서 인근 소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 이동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인구 2천 명 미만인 읍‧면 수가 1990년에 30개 으나, 2005년에는 287개로 크

게 늘어났다는 데서도 농 의 역도시화가 제한 인 상이라는 을 알 수 

있다(송미령‧성주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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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북권을 사례로 인구 이동과 통근 패턴을 살펴보았을 때16, 

인근 도시로 이주해 온 통근자의 상당수가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계속 통

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보다 군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인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에 농 에 살던 인구  상당수가 거처를 도시로 옮긴 채 경제

활동은 원래의 농 지역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과거 

농 에 거주하다가 재 도시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여 히 종래 거주하던 

농 으로 통근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교육 수 이 높거나 나이가 다는 특

징을 보인다. 한 결혼을 한 경우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들이 인근 심도시로 이주하는 이유는 농 의 심지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제반 생활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며, 도시에서 제공하는 보

다 고차 서비스를 리기 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생활권 역화 상은, 수도권( 는 일부 도시권)과 그 밖의 상

당수 지역에서 서로 반 되는 결과를 보인다. 즉, 수도권에서는 역화 

상이 인구의 외곽 확산이라는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상당수 지방도시권에

서는 반 로 배후 인구의 심지 집 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수 농

에서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러한 농  인구의 도시 이주 상은 거 도시를 심으로 신규 택지개

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역시 충남권

을 사례로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아 트 공 량의 약 

55%가 거 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에 건립되었다(표 3-2 참조). 

  이처럼 역화 상과 련하여 재까지는 도시 인구의 농  분산보다

는 농  인구의 도시 집 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마찬가지의 경향

을 충남지역 배후 시‧군에서 ‧충남권 주요 거 도시로의 입인구 추

이를 나타낸 <그림 3-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원자료  ‧충남북권역 시‧군 데

이터를 연구자가 재가공하여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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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주지 통근 비율

재 거주하는 곳

이 (5년 )에 거주했던 곳

충남북 군부 충남북 시부

‧충남북권

도시

시 11.6 6.3

청주시 26.6 5.4

청주시 이외 충북 동부 14.5 3.4

천안시 3.2 16.7

천안시 이외 충남 동부 17.2 12.6

주: 1) 5년  충남북권 내 타 시‧군에 거주했다가 재 각 도시(동부)로 이주한 응답자 

 재에도 원래 살던 시‧군으로 통근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을 집계함.

    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조사 결과  충남북권 거주자를 상으로 

집계한 원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함.

표 3-1.  농 에서 이주한  도시 거주자의 통근 장소( ‧충남북권)

단 : %

시‧군
아 트 건립 가구 수(호) 충남 비

비 (%)량(1993-2006) 연평균 건립량

시부

천안시 100,997 7,769 33.1

공주시 8,902 685 2.9

보령시 14,115 1,086 4.6

아산시 65,150 5,012 21.4

서산시 21,662 1,666 7.1

논산시 18,564 1,428 6.1

계룡시 8,200 631 2.7

군부

산군 3,063 236 1.0

연기군 8,410 647 2.8

부여군 3,235 249 1.1

서천군 2,921 225 1.0

청양군 980 75 0.3

홍성군 9,101 700 3.0

산군 7,279 560 2.4

태안군 4,966 382 1.6

당진군 27,562 2,120 9.0

충남 계 305,107 23,470 100.0

자료: 연도별 충남통계연보 재집계.

표 3-2.  아 트 신규 건립 추이 비교(충남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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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아산

천안

대전

2007년 2003년 1999년 1995년

주요 전입 목적지) (연간 충남권 전입인구 수)

(천 명)

그림 3-2.  ‧충남 주요 도시의 충남권 입인구 추이

  농 의 인구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면 지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체 인구에 비한 20%를 넘는 고령사회 단계에 

어들었다17. 2005년 기  국 1,208개 면  82%인 991개 면에서 고령인

구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송미령‧성주인 2007)18. <그림 3-3>에서는 이

와 같은 격한 고령화 추세를 볼 수 있다.

  인구의 량이 어 심 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읍‧면의 수도 격히 

늘어났다. 1990년에 체 읍‧면  30개가 인구 2천 명 미만으로 집계되었

으나 2005년에는 그 수가 287개로 증가한 것이다. 즉, 1990년 체 읍‧면 

 약 2%가 2천 명 미만이던 것이 2005년에는 약 20%가 인구 2천 명 미

만인 면으로 집계되었다. 

17 2005년 기 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읍 지역은 체 으로 11.8%, 면 지

역은 24.2%를 기록하 다.

18 209개의 읍 에서는 2005년 고령사회 단계로 분류되는 곳이 52개로 체 

읍  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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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고령사회 단계에 어든 읍‧면의 증가 추이

자료: 송미령‧성주인(2007).

  농 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특히 배후 마을들에서 인구 공동화가 진행됨

을 뜻한다. <표 3-3>에서는 국 단 의 데이터 집계 결과를 토 로 마을

의 변화 추이를 집계하 다19.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향도 크리라 상

하지만, 1960년  이후 최근까지 마을 수의 반 인 감소 경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한 마을 수와 더불어 마을당 인구 수를 산정해보면 감

소세를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 이상문(1998)의 연구에서는 과거 마을 공

동체 단 에서 이루어지던 상당수 활동들이 축소되었음을 지 한 바 있는

데, 마을의 인 인구 감소 상도 그 배경이 되리라 짐작된다.

  이 같은 마을 기능 쇠퇴는 심지 육성 정책과 련해서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즉, 마을 인구 감소의 결과로 마을 공동체 단 의 기능 수 이 축

19 이는 행정리보다 세분화된 ‘반’을 기 으로 농 의 마을 수 변화를 시계열별로 

악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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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될 뿐 아니라 배후 마을과 연계된 농 형 심지도 동반해서 침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은 이후 경제활동 련 지표의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구  분 반(A) 인구(B) 마을별 인구(B/A)

1960년 131,936 17,992,495 136.4

1980년 124,028 15,997,362 129.0

1995년 116,373  9,561,746 82.2

2005년 117,773  8,703,735 73.9

2007년 105,377 - -

주: 1) 동부(洞部)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집계함.

   2) 인구는 해당년도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기 으로 집계함.

자료: 해당년도 한국통계연감  행정자치통계연보를 근거로 연구자가 집계함.

표 3-3.  농 의 마을  인구 변화 추이
단 : 개, 명

1.2. 경제활동의 공간적 변화

1.2.1. 농 의 고용 증감 추이

  인구 분포 변화를 비롯한 반 인 국토 공간구조 변화 양상에 따라 농

 심지의 기능 역시 향을 받으리라 상된다. 심지의 기능 수 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사업체 분포 황을 바

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  지역별 사업체 황 자료를 기 으로 국 

읍‧면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반 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데이터는 통계청의 사업체 기 통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 으며, 1995년

과 2005년 두 시  간 읍‧면별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를 비교하 다.

  연평균 사업체 종사자 변화율을 집계한 결과 국 읍‧면은 체 으로 

매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 다. 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읍‧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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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25개로서 체 읍‧면20  상  30%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종사자 수

가 감소한 읍‧면은 652개로 체의 46% 가량이 해당한다. 

  <그림 3-4>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반 하여 연평균 고용 증감율에 따라 

국 읍‧면을 상‧ ‧하 세 그룹으로 나 어 분포 황을 나타내었다. 증가

율 상  30%인 곳을 ‘성장’ 지역으로 분류했으며, 하  30%는 ‘감소’ 지역

으로 명명하 다. 

성장(고용 증가 상  30% 읍·면)

보통

감소(고용 증가 하  30% 읍·면)

그림 3-4.  고용 증가 읍‧면과 감소 읍‧면의 분포

주: 읍‧면별 1995~2005년 간 연평균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값을 기 으로 상‧하  각 

30%( 국 1,409개 읍‧면  각각 423개)인 읍‧면을 고용 성장지역 는 감소지역

으로 구분함.

20 국의 읍‧면 개수는 2005년 기 으로 1,40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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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농 의 고용 증가 상은 공간 으로 균일하게 나

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특정 지역을 심으로 고용의 증가 추이가 집

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비롯하여 국의 도시  거 도시 

주변을 심으로 종사자 수의 증가 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1.2.2. 지역 간 상호교류 정도에 따른 시‧군 유형화

  인구 분산과 더불어 고용 성장 역시 도시 근교 농 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은 곧 거 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호교류 정도가 농 의 정주 여건에 요

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정도는 

여러 지표로 측정되겠지만, 여기서는 일상 인 통근‧통학 이동량을 그 

리변수로 삼아 시‧군 간 연계권을 설정해보고자 한다21.

  분석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표본조사로 집계한 시‧군 간 통근‧

통학 이동량을 기 으로 집계하 다. 즉, 각 시‧군의 통근‧통학 발생량  

10% 이상이 목 지로 삼고 있는 곳을 심지로 설정하여 그 향권에 있

는 지역들을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설정하 다22. 이를 편의상 ‘주

변도시 연계권’이라 명명하 다. 

  주변도시 연계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시‧군들은 다시 두 개의 집단

으로 분류하 다. 국 시‧군별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이동 목 지 1 인 

21 이러한 연계권 설정 논리는 ‘기능  경제지역(functional economic area)’ 개념에 따

른 것이다. 한 노동시장권 내에서 일정 심도시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비 이 다

른 심도시로 보내고 있는 비율보다 높은 지역들이 기능  경제지역을 형성한다

(김형국 1997).

22 지역 간 연계성 정도가 높다고 단할 수 있는 기 치가 정해진 바는 없다. 다

만, Berry and Horton(1971)은 통근권(commuting field)이라 할 수 있는 ‘통합도

시지역(CUR: consolidated urban region)’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 심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5% 는 그 이상이 다른 심도시로 통근하는, 둘 는 그 

이상의 기능  경제지역”이라 규정하 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통근권을 설정

하는 기 을 15~25% 는 그 이상으로 잡고 있고, 유럽에서는 15%로 잡고 있

다(김형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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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 한 통근‧통학 이동 비율을 산정하여 수 값23 이상인 곳과 

미만인 곳을 구분하 다. 후자의 경우는 발생 이동량  타 지역을 목 지

로 삼는 비율이 매우 낮고 사실상 부분 주민이 자신의 고장 내에서 통근

‧통학을 한다는 에서 ‘자체생활권’이라 명명하 다. 주변도시 연계권과 

자체생활권 양 쪽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은 편의상 ‘ 간지역’으로 

명명하 다. 

  이와 같이 집계한 결과가 <표 3-4>에 제시되었다. 국 165개 시‧군  

38%인 63개 시‧군이 자체생활권에 해당한다. 주변도시 연계권에 포함되는 

곳은 33%인 54개 시‧군이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도시 연계

권 지역은 주로 도시 인  시‧군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  분 해당 시‧군 수 비  고

주변도시 연계권 54 (32.7) 통근‧통학 10% 이상 권역

간지역 48 (29.1) 수 값(2.9%) 이상 이동 권역

자체생활권 63 (38.2) 자체생활권

합  계 165 (100.0)

주: 시‧군별 통근‧통학 발생량  비고에 제시한 비율 이상이 특정 시‧군으로 이동할 경

우 해당 출발지와 목 지를 연계권역으로 분류함.

표 3-4.  국 시‧군의 통근‧통학 연계권 설정 기

단 : 시‧군 개수, %

23 국 165개 시‧군( 역시의 자치구 제외)별로 집계한 결과 이동 목 지 1 인 

곳의 통근‧통학 비율 수 값은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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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인근 도시 연계 정도에 따른 시‧군 구분

1.2.3. 지역유형별 경제 여건 변화 특성 비교

  주변도시 연계권에 속한 지역을 심으로는 경제활동 기능이 증 한 

읍‧면이 다수 분포하는 반면, 자체생활권 지역에서는 정체 상태이거나 감

소하는 읍‧면이 주를 이룬다. <그림 3-6>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주변 

시‧군 연계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 구분한 결과를 기 으로, 그에 속

한 읍‧면들의 고용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 증감율

(1995~2005년)을 기 으로 상, , 하 세 가지로 읍‧면을 구분한 결과(앞의 

그림 3-4 참조)를 놓고 연계권 특성에 따라 그 각각의 구성 비율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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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변도시 연계권에 속한 읍‧면의 경우 57% 이상이 ‘고용 성장’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자체생활권에 속한 읍‧면은 40%가 ‘고용 감소’로 집계되

었다.

17.4

32.3

57.3

42.8

41.8

29.6

39.7

25.8

13.1

0% 20% 40% 60% 80% 100%

자체생활권

중간지역

도시 연계권

고용 성장 보통 고용 감소

< 고 용  변 화 에  따 른  읍  면  구 분 >

그림 3-6.  지역 유형별 고용 성장/감소 읍‧면의 구성 비율

단 : %

주: 고용 성장, 보통, 감소 구분은 <그림 3-4>의 집계 결과를 따름.

  <표 3-5>에서는 지역 유형에 따라 고용 증가가 두드러지는 업종과 감소

하는 업종이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보여 다.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에 속

한 읍‧면들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진다. 반 로 자체생활권 읍‧면들은 고용 효과가 큰 부문의 

사업체 증가는 에 띄지 않으며, 주로 기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체가 감

소하는 모습이다. 소매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 부문이 표 인 이다. 

자체생활권 지역은 원래부터 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제조업 등의 기반산업

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통 인 주민 지원 서비스와 련한 기

능 역시도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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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사업체 분류

지역 유형별 사업체 증가율
  국
증가율

주변도시
연계권

자체
생활권

읍‧면 체

A.농업  임업 4.8 2.5 3.6 3.3

B. 어업 2.3 -12.6 -7.4 -6.6

C. 업 -3.6 -2.9 -3.4 -3.8

D. 제조업 5.9 -1.2 3.0 0.8

E. 기, 가스  수도사업 5.3 4.2 3.7 3.0

F. 건설업 7.0 1.7 3.6 2.9

G. 도매  소매업 1.7 -2.7 -1.1 -0.9

H. 숙박  음식 업 4.5 1.7 2.9 1.8

I. 운수업 9.5 0.5 4.3 5.0

J. 통신업 4.3 3.9 3.8 8.0

K. 융  보험업 0.4 -1.2 -0.8 -0.1

L. 부동산  임 업 8.2 0.3 4.8 2.3

M.사업서비스업 5.6 1.1 3.2 5.4

N.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1.2 -0.9 -0.9 -0.9

O. 교육 서비스업 5.0 -0.4 1.8 2.5

P. 보건  사회복지사업 7.5 2.1 4.0 5.2

Q. 오락, 문화  운동 련 서비스업 7.2 1.1 3.9 4.0

R.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4.1 0.7 2.0 2.2

  체 4.7 -0.4 1.7 1.5

주: 1) 비교 시 은 1995년과 2005년 사업체 기 임.
   2) 국 평균치에 비하여 특히 증가( 는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음

으로 강조 표시함.

표 3-5.  업종별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의 지역 유형간 비교

단 : % 

  이처럼 업종별 사업체 증감 추이를 살펴 으로써 농 의 심지 기능 변

화에 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상당수 읍‧면에서 기 서비스 부문 사업

체의 감소가 확인된다는 것은 곧 심지의 활력이 하됨을 뜻한다. 배후 

지역에 한 서비스 기능이 축되고 있는 것이다. 한 앞서 살펴보았듯

이 이는 농 의 반 인 인구 감소  고령화와도 연 되어 있는 문제임

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 서비스 기능에 보다 을 두

어 지역 유형별 심지 여건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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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  심지 여건의 지역 간 비교

  농 의 반 인 정주 여건 황을 살펴본 제1 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하에서는 농 의 심지가 기능 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분화되고 있는지 

지역 유형 분류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심지의 기능은 제2장의 선행연구

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서비스 부문의 사업체 분포 정도를 통해서 악할 

수 있다. 여기서도 사업체 황을 기 으로 심지 계층을 구분하며, 지역 

간 심지 실태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반

인 심지 서비스 이용 실태도 함께 살펴본다.

2.1. 농촌 중심지의 기능 분석

2.1.1. 기 서비스 기능에 근거한 농  심지의 계층 구분

  이 연구에서는 심지 기능 측정을 한 상 업종을 기 서비스 부문으

로 한정하고자 한다. 도시체계 분석과 달리 농 의 심지 기능을 고찰하

는 것이 주 목 이므로, 도시 주로 분포하는 고차 서비스나 생산자서

비스, 일반 산업 부문은 분석 상에서 제외한다. <표 3-6>에는 그 상 업

종을 명시하고 있다. 일상 인 이용 빈도가 높으리라 상되며, 농  심

지인 읍‧면 소재지 단 에도 입지할 만한 업종으로 그 상을 정하 다. 

산업 소분류 기 으로는 총 28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읍‧면‧동 심지별로 이러한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가 얼마나 많이 분

포하는가에 따라 농  심지의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계층 분류 방법은 

<그림 3-7>의 개념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청소재지와 군청소재지, 

읍, 면 등 네 가지로 농  심지를 구분한 후 기 서비스 련 사업체 수

의 분포 정도를 상자그림(Box Plot)으로 나타낸 것이다24. 상자그림에서 상

자의 와 아래 선은 각 읍․면별 기 서비스 업체 수의 제3사분 수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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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분 수를 각각 나타내며, 가운데 굵은 선이 수(median)에 해당한

다. 한 상자 아래 의 수염그림(Whisker Plot)은 이상값(outlier)을 제외

한 최 값과 최소값의 범 를 표시한다.

구 분( 분류) 업종 명(산업 소분류 기 ) 업종 수

도소매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의약품‧의료용 기구  화장품 소매업, 

섬유‧의복‧신발  가죽제품 소매업, 가 제품‧가구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문 소매업, 고품 

소매업, 무 포 소매업

9

숙박  음식 업 음식 업 1

운수업 육상 여객 운송업 1

통신업 우편  소포 송달업 1

융  보험업 통화 융기 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입법  일반 정부 행정, 사회  산업정책 행정, 사법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4

교육 서비스업 등 교육기 , 등 교육기 , 기타 교육기 3

보건  사회복지사업 의료업, 수의업, 비수용 복지시설 3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기계장비 수리업, 자동차  이륜 자동차 수리업, 개인 

 가정용품 수리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서비스업

5

합  계 28

표 3-6.  기 서비스 부문 해당 업종

  시청소재지  군청소재지, 읍, 면 등 네 가지 심지 유형별로 상자그림

을 비교해보면, 우선 시청소재지와 타 심지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7의 A). 시청소재지의 제1사분  값은 군청소재지의 최

24 여기서 시청소재지인 동부(洞部)는 도농복합시로 한정하 다. 농  지역 내에

서 나타나는 차이를 보다 분명히 악하고자 배후에 읍‧면이 분포하지 않는 

일반시나 역시 동부는 분석 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분석 편의상 

개별 도농복합시별로 복수로 존재하는 동부의 데이터를 합하여 이를 읍‧면과 

같은 하나의 행정구역인 것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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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상값 제외)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 서비

스 사업체 수가 군청소재지의 최 값(그림의 ①에 해당)보다 클 경우 제1

계층 심지로 분류하 다.

  다음으로 면 지역의 상자그림을 보면, 군청소재지  읍과는 분명히 구

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3-7의 B). 따라서 읍의 제1사분  값(그림

의 ②에 해당)을 기 으로 그 미만일 경우 3계층 심지로 분류하고자 한

다. 한편, 군청소재지와 읍은 상자그림의 분포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

는 하지만,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들 두 유형의 심

지는 공통으로 2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처럼 크게 1, 2, 3 세 개 계층으로 구분한 농  심지를 보다 세분하

는 작업을 수행하 다. 이는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청 소재지 

 군청 소재지, 면의 수 값을 기 으로 하 다. 이와 같이 분류할 때 

농  심지 계층은 최상  심지인 1-1계층부터 최하  심지인 3-2계

층까지 총 6개로 나  수 있다.

  <표 3-7>에서는 각 심지 유형별로 어떠한 계층의 심지가 우세하게 

분포하는지 비교하고 있다. 시청소재지의 경우 90% 이상이 1계층으로 분

류되며, 군청소재지의 95%는 2계층에 속하는 모습이다. 읍의 경우 74%가 

2계층으로 분류되며 일부는 3계층에도 속해 있다. 군청 소재지와 읍의 계

층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 군청소재지는 2계층 내에서 읍보다는 상  계층

에 다수가 분포한다. 마지막으로 면은 93%가 3계층에 해당한다. 이처럼 각 

행정구역 단 별로 해당하는 심지 계층도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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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농  심지 계층 구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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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심지 계층

시청소재지

(n=52)

군청소재지

(n=81)

읍

(n=128)

면

(n=1200)

 체

(n=1461)

1계층
1-1계층 50.0 0.0 0.0 0.0 1.8

1-2계층 40.4 1.2 1.6 0.0 1.6

2계층
2-1계층 7.7 56.8 23.4 0.2 5.6

2-2계층 0.0 38.3 50.8 6.5 11.9

3계층
3-1계층 0.0 3.7 21.9 43.5 37.9

3-2계층 1.9 0.0 2.3 49.8 4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시청소재지인 도농복합시 동부(洞部)는 각 시별로 분포하는 복수의 동들을 합하여 

읍‧면과 같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처리함.

표 3-7.  읍‧면‧동별 심지 계층의 구성비율

단 : %

2.1.2. 지역 유형별 심지 분포 특성

  이상과 같이 분류한 심지 계층이 지역 유형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포하

는지 살펴보았다. 주변도시 연계권과 간지역, 자체생활권 등으로 구분하

여 계층별 심지 수 분포 수를 비교한 결과가 <표 3-8>에 제시되었다. 자

체생활권 지역은 1계층  2계층을 합한 값이 1.4개로 나타났다. 시‧군청 

소재지 외에 그와 유사한 수 의 차상  심지 수가 평균 으로 0.4개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변도시 연계권 시‧군에서는 1, 2계층 심지

가 평균 3.6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하고도 

2.6개의 2계층 심지가 있음을 보여 다. 이처럼 주변도시 연계권에 포함

되는 시‧군일수록 자체생활권 시‧군에 비해 상  계층 심지가 많이 분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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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군 유형 구분

  체
주변도시연계권 간지역 자체생활권

1계층 심지 수 0.6 0.4 0.2 0.4 

2계층 심지 수 3.0 1.8 1.2 1.8 

3계층 심지 수 5.5 8.5 9.4 8.3 

표 3-8.  시‧군당 심지 계층별 해당 읍‧면‧동 수(유형별 비교)

단 : 개

  물론 여기에서 집계한 심지 수는 단지 사업체 수를 기 으로 한 것일 

뿐이다. 이와 더불어 어느 심지의 기능 수 을 제 로 악하기 해서

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 황이나 심지 이용 행태 등을 복합 으로 살

펴보아야 한다. 이는 잠시 후 농  주민의 심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기로 하며, 먼  심지의 기 서비스 부문 특화계수(LQ)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체 수 이외에도 기 서비스 부문에 해당 심지가 

어느 정도로 특화되어 있는지도 심지 기능을 악할 때 요한 고려 사

항이기 때문이다.

  특화계수는 각 읍‧면‧동별로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의 구성 비율을 

국 인 수치와 비함으로써 산정하 다25. 이러한 특화계수가 반 으로 

높은 곳이 어떠한 공간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지 도면 상에 나타낸 결과

25 특화계수는 입지계수로도 불리며, 국 평균과 비교해서 어느 지역의 특정 산

업 부문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큰 비 을 갖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

서는 읍‧면‧동별로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에 한 특화계수를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집계하 다.

 



       단,   =   지역의   산업(여기서는 기 서비스업) 사업체 수

       =   지역의 체 사업체 수

       = 국의   산업(여기서는 기 서비스업) 사업체 수

       = 국의 체 사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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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림 3-7>에 제시되었다. <표 3-9>에서는 시‧군 유형별로 심지 계층

을 구분하여 특화계수를 비교하 다.

  체 으로 볼 때, 시‧군 소재지  읍이 면보다는 기 서비스 부문 사

업체의 특화계수가 좀 더 높은 모습이다. 한 그 에서도 자체생활권에 

속한 곳의 읍‧면‧동 특화계수가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보다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화계수 1 이상 읍면동

특화계수 1.13(m+s) 이상 읍면동

그림 3-8.  기 서비스 부문 특화계수(LQ)가 높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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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심지 계층

시‧군 유형

주변도시연계권 간지역 자체생활권  체

1계층
1-1계층 1.04 1.09 1.12 1.08

1-2계층 0.91 1.13 1.11 1.02

2계층
2-1계층 0.95 1.07 1.12 1.05

3계층 0.88 0.99 1.10 0.97 

3계층
3-1계층 0.86 0.94 1.03 0.96 

3-2계층 0.87 0.89 0.94 0.91 

  체 0.88 0.94 0.99 0.95 

표 3-9.  심지 계층별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 특화계수(LQ) 비교

  이처럼 자체생활권 지역의 기 서비스업체 특화계수가 높다는 것은 이

들 지역에는 기 서비스 분야 이외에는 사업체가 상 으로 덜 분포하며, 

경제활동 여건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지역일수록, 배후 마을

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가 심지 발 에도 더 큰 제약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조업 등의 경제활동 부문과 달리, 기 서비스 기능은 개 지역 

외부 수요보다는 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겨냥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배후 

마을의 쇠퇴가 곧바로 심지의 활성화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가 <표 3-10>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읍․

면별 인구 련 변수와 심지 기능에 한 몇 가지 지표들 간의 상 계수

를 집계한 것이다.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과 심지 기능 

련 여러 변수가 히 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으로 어느 지

역의 인구증가율과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 증가율 간 상 계수는 +0.769

로 나타나 높은 정(正)의 상 계가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정

도와 사업체 련 지표들 간에는 유의미한 부(負)의 상 계가 존재한다. 

심지 기능이 축소되는 곳일수록 인구 감소나 고령화 같은 경향이 두드러

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농  심지 정책과 련해서 시사하는 바는 지 

않다. 즉, 인구가 고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는 다수의 농  지역에서 

심지 육성의 과제는 배후 마을의 정주 여건 변화 추이를 함께 고려하여 진

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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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인구증가율
(’95-’05년)

고령인구 비율
(’05년)

연평균 기 서비스 사업체 증가율 0.769 -0.629 

연평균 체 사업체 증가율 0.719 -0.587 

기 서비스 분야 사업체 수(2005년) 0.505 -0.634 

체 사업체 수(2005년) 0.578 -0.661 

주: 읍‧면부만을 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표 3-10.  농 의 정주 여건 지표와 심지 기능 련 지표의 상 계수

2.2. 정주 여건에 따른 주민의 중심지 이용도 차이

  지 까지 사업체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 인 농 의 심

지 기능 실태를 악해보았다. 통계 데이터에 입각한 심지의 기능 분석 

결과들은 체로 상당수 농 지역에서 심지 쇠퇴와 상 약화가 일어남

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 분포 황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농  

심지의 활성화 정도를 온 히 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느 심지의 

사업체 분포 정도는 해당 심지가 갖는 기능 수 을 간 으로 알려주는 

리변수일 뿐이기 때문이다26.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상 인 서비스 거 으로서 농  심지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해,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지역 간에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지역의 공간구조라든가 배후 마

을의 심지 근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심지의 활성

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를 살펴보는 데 활용한 조사 결과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국 지 통신원 644명의 응답 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주

26 더구나 사업체 통계자료는 행정구역 체를 단 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어느 지역의 특정 거 이나 심지의 시설 분포 정도를 공간 으로 분석하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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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 이용 실태나 심지 방문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우편으로 발송

한 1,200부의 설문지  회수된 유효 응답자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

이다27. 

  <표 3-11>에서는 시‧군청 소재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이용

의 심지로서 어느 정도의 구심력을 갖는지 지역 유형 간에 비교해 보고

자 방문 빈도를 집계한 결과를 제시하 다. 한 집계 결과를 지역 유형별

로 분류함과 동시에 주민이 시‧군청 소재지 거주자인지 일반 읍‧면 거주자

인지에 따라서도 구분하여 비교하 다. 

  반 으로 볼 때 타 지역과의 상호교류가 활발한 주변도시 연계권 주민

들의 경우 자체생활권 주민들보다 시‧군 소재지 방문 빈도가 다소 낮게 나

타난다. 하지만 이 차이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해당 주

민이 거주하는 곳이 시‧군청이 소재한 읍이나 동부(洞部)인가 아닌가에 따

라 방문 빈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다는 을 지 할 필요가 있다28. 즉, 

주변도시 연계권에 속한 지역의 경우에도 소재지 거주자들은 해당 지역의 

심지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주거지와 소재지의 거

리가 멀어지면 농  주민들의 심지의 이용 정도가 체감하는 특성이 있다

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 다.

27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지 통신원은 모두 농업 종사자라는 에서 조사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에 걸쳐 고르게 분

포하므로 지역 간 응답 결과를 비교하는 데는 강 을 가진다.

28 여기에서 방문 목 지인 ‘소재지’란 해당 행정구역 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시‧군청이나 공공기 , 주요 상업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집 된 심 시

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한 주민들의 거주 장소로서 소재지와 방문 장소

로서의 소재지가 공간 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밝 둔다. 자의 경우 행

정구역상 시‧군청이 소재한 읍 는 동부에 속한 배후 마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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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구분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응답자 거주 시‧군 유형

 체주변도시
연계권

간지역
자체
생활권

시‧군청

소재 읍‧동

거주자

방문빈도 높음 33.3 22.7 36.7 30.8

보통 58.3 54.5 50.0 52.3

방문빈도 낮음 8.3 22.7 13.3 16.9

계 100.0 100.0 100.0 100.0

일반 읍‧면

거주자

방문빈도 높음 9.3 9.1 12.5 10.9

보통 45.4 53.0 53.9 52.0

방문빈도 낮음 45.4 37.8 33.6 37.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빈도 높음’은 주 3~4회 이상 해당 소재지를 방문하는 경우이며, ‘빈도 낮음’은 반년에 

1~2회 이하 방문하는 경우임.

표 3-11.  농  주민의 시‧군 소재지 방문 빈도(유형별 비교)

단 : %

  <표 3-12>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  주민들

이 이용하는 일상 인 서비스 24개 항목29 에서 거주하는 곳이 아닌 타 

시‧군에서 이용한다고 답한 서비스의 개수를 집계하여 유형별로 평균값을 

구한 결과이다.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체생활권 지

역 주민들에 비해 타 시‧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이 근소하게나마 많

으나,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거주하는 곳이 시‧

군청 소재지냐 아니냐에 따라 좀 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시‧군청 

소재 읍이나 동부가 아닌 일반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타 시‧군

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가 상 으로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29 이는 주민들이 일상 으로 이용하는 기 서비스를 심으로 구성된다. 이 연

구에서는 일상 인 서비스와 물품 구입, 문화‧여가활동, 보건‧의료  교육 등

의 24개 항목을 상으로 하 다. 서비스 항목의 선정 시에는 유사한 선행

연구들의 조사 문항들을 참고로 삼았다. 이러한 기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부록 1>의 설문조사표 8, 9, 10번 문항에 제시되어 있다. 한 제4장의 사례

지역 연구에서도 24개 항목의 서비스를 집계한 결과가 분석에 활용될 것임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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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시 거주하는 마을의 심지 근성에 따라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양

상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배후 읍‧면 주민과 시‧군청 소재지 주민 간에 심지 이용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소재지에 어떠한 거 시설을 조성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의 수혜를 받는 계층이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한 소재지 자체의 육성을 한 사업 그 자체만로는 배후지 주민의 

심지 이용 활성화를 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도 지 할 수 있겠

다. 앞의 <표 3-11>에서 보았듯이, 도시 성격이 보다 강한 주변도시 연계

권 지역의 경우에, 배후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유형의 시‧군 주

민보다 오히려 더 낮은 심지 방문 빈도를 보인다는 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시‧군 구분

응답자 거주지

시‧군 유형

 체주변도시
연계권

간지역
자체
생활권

시‧군청

소재 읍‧동

거주자

평균 1.8 2.2 1.4 1.7

최 값 6 10 7 10

표 편차 2.3 2.7 1.8 2.3

일반 읍‧면

거주자

평균 2.8 2.4 2.5 2.5

최 값 16 16 15 16

표 편차 3.7 3.3 3.3 3.4

주: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한 24개 기 서비스 항목에 해 지역 외에서 이용한다고 답한 

서비스 수를 응답자별로 집계하여 지역 유형  거주 장소에 따라 비교함.

표 3-12.  농  주민들이 지역 외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

단 : 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심지 계층 상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도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표 3-13>에 제시

된 결과는 시‧군청 소재지가 아닌 일반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으

로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상  계층 심지인 2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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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지들은 개 시‧군청 소재지에 응할 차상  심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구심인 시‧군

청 소재지를 상 으로 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재지가 아닌 

상  계층 심지가 지역 내에 별도로 분포할 경우 시‧군 소재지 생활권과 

구별되는 독자 인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 까지 살펴본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 농  주민의 심

지 이용 정도와 한 련을 갖는 요소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정도, 

시‧군청 소재지에 한 근성, 거주 읍‧면‧동의 심지 계층 등을 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어느 지역의 시‧군청 소재지가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 심지가 형성되는지 는 지역 외로 

일상생활권이 유출되는지 등이 향을 받으리라는 을 짐작하게 된다. 특

히 어느 지역 내에 어떠한 기능  계층의 심지들이 분포하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 특성이나 생활권이 형성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30.

심지 계층
방문 빈도

응답자 거주 읍‧면의 심지 계층
  체

2계층 3-1계층 3-2계층

방문빈도 높음 4.8 7.9 14.9 10.8

보통 54.0 54.6 49.2 52.0

방문빈도 낮음 41.3 37.5 35.9 37.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응답자가 거주하는 읍‧면을 심지 계층에 따라 분류하여 집계.

   2) 시‧군청 소재지 이외 읍‧면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답변을 집계하 으며, 그 결과 

1계층 심지 주민의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3-13.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심지 계층간 비교)

단 : %

30 이처럼 여러 유형의 심지들의 분포 황에 따라 지역 단 의 공간구조가 어

떠한 모습으로 형성되는지에 해서는 제4장에서 집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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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사례 연구 필요성

  제3장에서는 우선 2차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입지 인 여건에 따라 인

구 추이나 경제활동 변화 등 농 의 정주 여건 반에서 상이한 향이 나

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와의 연계성 정도를 기 으로 지역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유형별로 농 의 제반 특성이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진행한 농  심지의 계층 분류 결과에서도 이러

한 유형별 심지 여건 차이가 반 되어 나타난다는 을 고찰하 다.

  제3장의 체 인 분석의 은 농 의 심지 여건이 지역 유형별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심지 육성에 있

어 농  지역에서 당면하게 될 안이 어떠한 것일지 단서를 찾아보고자 

했다. 반 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히 자체생활권에 해당하는 곳일수록 

농 의 심지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생활

권은 역화되는 반면에 배후 농 의 인구가 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  자체생활권의 하  계층에 해당하는 심지의 경우 배후 

마을의 공동화  고령화와 같은 여건 변화의 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

다는 시사 을 얻었다. 특히 마을 공동화와 심지의 퇴조가 병행해서 일

어날 경우 어떠한 정책 사업에서 기 한 효과를 얻기도 힘들 것이므로, 향

후 농 의 공간구조의 재편 필요성을 보다 극 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도 지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어느 지역 내에는 시‧군청 소재지가 아니면서 상  계층에 해당

하는 심지가 분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지들은 어느 정

도 독자 인 생활권을 이룰 수 있다는 을 주민 조사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내에 복수의 심지들이 존재하는 결과 공간구조 

특성도 시․군마다 상이한 모습으로 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제4장에서 보다 본격 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3장에서 

악한 사항들은 국 단 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실제 사

례지역의 정주 여건과 공간구조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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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농 의 생활권 형성 양상이라

든가 다양한 계층의 심지 간의 기능 인 상호작용 양상에 해 보다 면

히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하에서는 시‧군 는 읍‧면 소재지의 향권 등 농 의 생활권 특

성을 으로 악하고자 한다. 시‧군 내에 단일 심만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심이 분포하는지, 그리고 단일 심이라 하더라도 그 구심력이 어

느 정도 수 인지, 배후 지역과 소재지 간의 계는 어떠한지 등을 악하

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  심지의 활성화 정도에 향을 

주는 변수를 보다 면 히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한 사업체 황을 비롯한 지역의 경제 인 지표 분석만으로 심지 기

능을 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므로, 제4장에서는 주민의 심

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다 다각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읍‧면별 정주 

여건과 더불어 주민 개인의 인  특성이라든가 마을의 분포 특성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농  심지 실태를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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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지역의 심지 여건 개황

1.1. 사례 연구 개요 및 대상 지역 선정

1.1.1. 사례 연구의 개요

  도시권을 심으로 배후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  경제활동의 확산 

상이 나타나는 한편, 원격지 농 은 지속 인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심지 여건에도 지역별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는 농 의 

각  심지에 한 계층 분류 작업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성격의 심

지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국 인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간에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보았으나, 심지의 실태를 보다 구체 으로 

악하기 해서는 사례지역 조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사례 분석에서는 실제 시‧군 단 에서 어떠한 유형의 심지들이 나타나

고 있으며, 심지의 활성화 정도나 주민의 이용 빈도 등에서 지역별로 어

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인 시사 을 찾아내

기 해 심지의 활성화 정도에 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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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례연구 지역의 선정

  사례연구 상 지역은 안성시와 평창군, 해남군, 양군의 4개 시‧군을 선

정하 다. 사례지역 선정 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 다. 우선 주변 시‧

군과의 연계성 정도를 감안하 으며, 시‧군별로 다양한 정주체계 특성을 

보여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의 읍‧면들이 분포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

다. 선정 기 에 해 다음에서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해본다.

  첫째, 제3장 1 에서 살펴본 시‧군 유형을 감안하 다. 우선 주변도시 

연계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는 안성시를 포함하 다. 안성시는 인근 거

도시인 평택시의 향을 강하게 받고, 수도권에 속해 있어 도시개발의 경

향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동시에 도농복합시로서 농 의 특성 역시 남아 

있는 곳이다. 나머지 세 지역은 농  특성을 충분히 나타내는 곳을 포함

하고자 자체생활권 지역에서 선정하 다31. 이들은 배후에 농 지역이 폭

넓게 분포하며 가까운 곳에 발달된 거 도시가 입지하지 않아 농  심지

의 기능을 살펴보는 데 보다 의미가 있는 곳이다. 

  둘째, 자체생활권에 속하는 세 지역(평창, 해남, 양)은 각기 상이한 농

 정주체계  생활권 특성을 나타내는 곳이라 단하여 선정하 다. 군

청 소재지 이외에 거  역할을 할 만한 읍‧면 분포 여부나 여러 계층의 읍‧

면 심지들의 분포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가장 심이 되는 시‧군청 소

재지 이외에도 상  계층의 심지가 다양하게 분포하는 지역이 있는 반

면,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심지가 발달하지 않고 하  계

층인 일반 면들만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상이한 심지 

여건을 지니는 곳들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농 의 다양한 정주체계 실

태를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4-1>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선정한 네 지역의 유형별 읍‧면 

분포 황을 보여 다. 주변도시 연계권에 해당하는 안성시에는 1계층에 

31 사례지역 선정 시에는 명확한 비교를 해 ‘ 간지역’을 제외하고 ‘주변도시 

연계권’ 시‧군과 ‘자체생활권’ 시‧군만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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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시청 소재지가 분포하며, 2계층  3-1계층의 심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해남군의 군청 소재지는 평창군  양군에 비해 상  계

층에 해당하여 기 서비스 기능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상당수 

면들이 3-1계층에 해당하여 상 으로 심성이 높다. 반면 양군은 군

청 소재지 외에는 모두 최하 인 3-2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군

계층
안성시 평창군 해남군 양군

1-2계층 안성 동부 - - -

2-1계층 - - 해남 -

2-2계층 공도 평창, 진부 - 양

3-1계층
, 미양, 덕, 

양성, 원곡, 일죽, 
죽산, 삼죽

화, 평, 
용평, 도암

삼산, 화산, 산, 
송지, 북평, 북일, 
황산, 산이, 문내, 

화원

-

3-2계층 보개, 서운, 고삼 미탄, 방림 옥천, 계곡, 마산
입암, 청기, 
일월, 수비, 
석보

비  고 3동 1읍 11면 1읍 7면 1읍 13면 1읍 5면

주: 심지 유형은 제3장의 계층 분류 결과를 따름.

표 4-1.  사례지역의 읍‧면‧동 심지 계층

  셋째, 심지 계층과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공간구조 특성을 살펴보려면 

시‧군청 소재지가 행정구역 내에서 어떠한 치에 입지해 있는가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군청 소재지가 행정구역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평창군은 

생활권의 형성 양상이나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 등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리라 상하여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다.

  <그림 4-1>에서는 이상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선정한 4개 지

역의 읍‧면 황을 보여주고 있다. 시‧군청 소재지와 함께 여러 유형의 

심지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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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2) 평창군

(3) 해남군 (4) 양군

그림 4-1.  사례지역의 유형별 읍‧면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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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례지역의 중심지 여건 개요

  몇 가지 기 인 지표를 통해 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략 으로 나타

낸 결과가 <표 4-2>에 제시되었다. 특히 인구  경제활동 련 지표에서 

네 시‧군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비교하고 있다.

구  분 안성시 평창군 해남군 양군

인구 

황

총인구(명) 12,246 4,824 5,292 2,941

연평균 인구증가율(%) 1.6 -1.7 -3.4 -3.3

65세 이상 인구 비율(%) 16.7 20.0 31.5 35.5

농가인구 비율(%) 34.5 40.5 60.7 61.2

경제

활동

여건

사업체 종사자 수(명) 4,172 1,735 1,243 629

연평균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7.5 1.2 -0.4 -3.4

사업체 수(개) 706 495 379 202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5.8 2.1 -1.0 -2.7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 비율(%) 49.0 55.7 61.2 64.1

연간 기 서비스 업체 증가율(%) 3.5 -0.4 -1.7 -3.3

주: 1) 기 서비스 업체 자료는 읍‧면 유형화 시 활용한 사업체 소분류 기  28개 업종을 

상으로 함.

   2) 황 자료는 2005년을 기 으로 비교함.

표 4-2.  사례지역의 정주 여건 개요

  안성시는 나머지 세 지역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며 고용이나 사업체 증가세

가 뚜렷한 모습이어서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반

면 해남군, 양군은 정주 여건의 침체 양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고령화 비

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경제

활동 분야 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심지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기

서비스 부문의 활동에서도 감소 추세가 확인된다.

  안성시는 특히 경제활동 면에서 다른 세 지역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단된다. 이를 보다 구체 으로 비교해 보고자 증감 양상을 보이는 

표 업종들을 <표 4-3>에 제시하 다. 이는 시‧군별로 사업체 증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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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폭이 큰이 상‧하  5개 업종을 표시한 것이다. 안성시의 경우 운송업과 

같이 고용 유발량이 큰 업종의 증가량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32, 

이는 기 서비스 부문에 주로 특화된 여타 지역의 농  심지와는 구별되

는 모습이다.

구분
증가한 업종 감소한 업종

사업체 분류 증가업체 수 사업체 분류 감소업체 수

안성

음식 업 506 종합 소매업 -33 

도로 화물 운송업 332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27 

부동산 련 서비스업   102 곡물 가공품, 분  사료 제조업 -17 

기타 회원 단체   82 상품 개업  -16 

기타 오락 련 사업   78 개인  가정용품 임 업    -10 

평창

숙박업       382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112 

음식 업 198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소매업 -98 

부동산 련 서비스업   102 종합 소매업 -92 

개인  가정용품 임 업 87 가 제품, 가구  가정용품 소매업 -38 

도로 화물 운송업 63 기타 상품 문 소매업 -37 

해남

음식 업 171 종합 소매업 -210 

기타 식품 제조업      96 곡물 가공품, 분  사료 제조업 -88 

숙박업       51 개인  가정용품 임 업    -42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36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41 

의료업   28 기타 상품 문 소매업 -37 

부동산 련 서비스업   27 가 제품, 가구  가정용품 소매업 -32 

양

음식 업 49 종합 소매업 -52 

기타 식품 제조업      23 음·식료품  담배 소매업 -38 

기타 회원 단체   19 곡물 가공품, 분  사료 제조업 -32 

개인  가정용품 수리업 11 기타 상품 문 소매업 -30 

도로 화물 운송업 9 개인  가정용품 임 업    -17 

토목 건설업         4 건물 건설업 -15 

주: 1) 표  증감 업종은 사업체 수의 증가 는 감소 폭이 큰 순서 로 5 까지의 

순 에 해당하는 업종임.

   2) 업종 분류는 사업체 소분류 기 을 따름.

   3) 4개 시‧군 모두에서 공통 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업종은 로 강조함.

표 4-3.  사례지역의 표  증감 업종(1995～2005년)

32 <표 4-3>에는 고용 증가 업종을 상  5 까지 제시하여 나타나지 않았으나, 안

성시에서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 증가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욱 뚜렷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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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이 공통 으로 음식 업이 증가하는 모습

이며, 숙박업 같은 업종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 인 서비스 부

문의 사업체는 평창, 해남, 양에서 감소세를 나타낸다. 특히 소매업 분야

가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체생활권에 속한 이들 지역에서 

심지의 주민 지원 기능이 반 으로 축소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상의 분석 내용은 배후지와 심지가 구분되지 않은 행정구역 

단 의 사업체 황 자료에 기 한 것이다. 따라서 사례지역의 심지 여

건을 보다 면 히 악하기 해서는 시‧군 는 읍‧면 내에 분포하는 

심지를 배후지와 구별하여 보다 세부 인 공간 단 를 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즉 어느 지역의 사업체 분포 황을 동  리 수 으로 세분해

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시‧군 단 로 발간

되는 화번호부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군별 화번호부(2008년 

기 )에 수록된 사업체 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지 기능에 해 보다 

면 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추가 분석 작업은 화번호 자료를 입수

한 평창군과 양군 두 지역을 상으로 실시하 다. 분석 상 사업체 

는 시설의 범 는 <표 4-4>에 제시한 바와 같다33.

  두 지역의 사업체 분포 황을 읍‧면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4-5>에 제

시되었다. 기 서비스 부문의 사업체  시설 총수를 합산한 결과 평창군

은 읍‧면당 평균 44.3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26.2개가 입

지해 있는 양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평창군의 진부면은 상  

심지인 평창읍과 버 가는 규모의 사업체가 분포하며, 화면, 평면, 

령면 등도 사업체 수를 기 으로 할 때 평창읍의 1/2 수 을 상회한다. 

반면 양군의 면들은 수  심지인 양읍 사업체 수에 비해 체로 

20% 수  이하로 나타나 심 기능이 반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33 이는 제3장에서 심지 계층 분류 시 활용한 기 서비스 부문 업체를 참고로 

하되, 심지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 인 수 의 사업체로 그 범 를 보다 

한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5개 부문으로 업종을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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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해당 사업체 는 시설

행정  치안 
소재지(시‧군, 읍‧면)사무소

소방서

경찰서(지구 , 출소)

일상생활

우체국(출장소 포함)

마트(농 마트, 슈퍼마켓 등)

약국/약방

이·미용실

융기 (농 ,축  등)

잡화 (상 )

목욕탕/사우나

버스터미

교육

등학교

유치원

학원

‧고등학교

어린이집

의료

보건소(지소, 진료소)

병·의원

치과

종합병원

한의원

여가‧문화 도서 문화·공연장( 시회, 박물  등)

표 4-4.  평창군과 양군 사례 비교를 해 설정한 사업체 범

평창군 양군

읍‧면 소재지 소재지 외 소 계 읍‧면 소재지 소재지 외 소 계

평창읍 93 11 104 양읍 96 2 98

미탄면 17 2 19 석보면 14 1 15

방림면 6 17 23 입암면 15 3 18

화면 51 8 59 청기면 5 11 16

평면 44 13 57 일월면 10 2 12

용평면 8 22 30 수비면 17 3 20

진부면 82 21 103

령면 53 10 63

합  계 354 104 458 합  계 157 22 179

평  균 44.3 13.0 57.3 평  균 26.2 3.7 29.8 

주:  처리는 시‧군청 소재지의 경우 시설 개수가 체 평균 이상인 곳을 나타내며, 

비소재지의 경우 시설 개수가 면 평균 이상인 곳을 나타냄.

자료: 평창군  양군 화번호부에 수록된 해당 업종 집계

표 4-5.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 수 비교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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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 4-5>에서는 개별 읍‧면 단 에서 심지와 배후지를 구분하여 

기 서비스 련 사업체가 분포하는 양상을 비교하고 있다. 반 으로 볼 

때 평창군에는 읍‧면별로 소재지가 아닌 배후지역에 평균 13.3개의 사업체

가 입지해 있다. 이는 배후지에 평균 3.7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양군보다 더욱 높은 수치이다. 특히 평창군의 방림면, 용평면, 진부면 등

에서 배후지에 다수의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가 입지하여, 이들 지역은 

어느 정도 심성을 지닌 거 마을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읍‧면, 시‧군 등 각  공간 단 별 심 기능이 지역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다. 제2 에서는 

사례 지역 주민들의 심지 이용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지역별 생활권 특성

을 악하고자 한다.

2. 사례 지역의 공간구조 분석

2.1. 중심지 이용도에 근거한 사례지역 공간구조 분석

2.1.1. 분석 개요

  농  심지의 기능 등 반 인 여건에서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 통계 지표를 통해 개략 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

체 으로 사례지역의 공간구조  정주체계 특성을 살펴본다. 사례지역 주

민들의 심지 이용 양상에 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심지

들이 실제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배후 지역에 해 어느 정도 구심력을 

발휘하는지 지역 간에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비교 분석을 해 사례지역 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서비스의 이용 장소, 각  심지 이용 빈도 등을 악하 다. 주민 조사는 

경기 안성시, 강원 평창군, 경북 양군, 남 해남군 지역의 만 19세 이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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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1,200명을 상으로 하 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화면  조사 

방법을 택하 다34. 표본은 지역‧성‧연령에 따라 비례 할당 추출한 것이다. 

표본 추출은 4개 시‧군의 43개 읍‧면‧동 모두를 상으로 삼았다. 시‧군 

행정구역 단 의 공간구조 분석을 해서는 모든 하  심지들이 분석 

상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4-6>에서는 이와 같이 사례지역 설문

조사에 응답한 1,200명의 인구 황을 나타내었다.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합 계 1,200 100.0

지 역

안 성
평 창
해 남
 양

380
234
410
176

31.7
19.5
34.2
14.7

성 별
남 자
여 자

592
608

49.3
50.7

연 령

19-29세
30 
40 
50 
60  이상

191
194
227
198
390

15.9
16.2
18.9
16.5
32.5

표 4-6.  사례지역 설문조사의 응답자 개요

2.1.2. 심지 이용도를 기 으로 한 사례지역의 공간구조 황 

  공간구조  생활권 황 분석을 한 기 작업으로 주민들의 심지 이

용 빈도를 사례 지역별로 집계하 다. <표 4-7>에서는 읍‧면 소재지와 시‧

군청 소재지로 구분하여 4개 지역 주민들이 심지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

고 있는지 그 빈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4 조사 작업은 문 리서치기 인 Research & Research에서 담당하 으며, 2008

년 9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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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방문 빈도

안성시 평창군 해남군 양군  체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

빈도 높음 45.5 36.2 44.1 37.0 42.1

보통 26.5 45.4 49.0 50.9 41.9

빈도 낮음 28.0 18.4 6.9 12.0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빈도 높음 17.4 5.9 15.2 13.9 13.8

보통 36.2 29.4 46.4 42.6 39.5

빈도 낮음 46.4 64.7 38.4 43.5 4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빈도 높음’은 주 3~4회 이상 해당 소재지를 방문하는 경우이며, ‘빈도 낮음’은 반

년에 1~2회 이하 방문하는 경우임.

   2) 강조 표시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임.

   3) 비교 목 상 시‧군청 소재 읍  동부의 응답은 제외하고 집계함.

표 4-7.  시‧군별 각  심지 방문 빈도 비교

단 : %

  반 인 이용 빈도를 기 으로 했을 때 안성시와 해남군 응답자가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모두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35. 

특히 해남군 주민들은 방문 빈도가 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모

두 낮게 나타났다. 읍‧면  군청 소재지 모두 어느 정도 심지로서의 역

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심지의 계층구조 역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평창군의 경우는 주민의 이용 빈도 면에서 군청 소재지의 구심력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읍 방문 빈도가 높은 응답자는 6%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65% 가까이가 소재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드문 것

으로 집계되었다. 평창군은 면 소재지 방문 비율 역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지역 간 엄 한 실태 비교를 해 시‧군청 소재 읍  동에 거주하는 응답자

의 답변은 제외하고 집계하 다. 이하의 문항 역시 생활권 설정과 련되는 

경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집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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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별 심성 정도, 시‧군청 소재지의 향력 정도 등을 보다 구체

으로 비교하고자 방문 빈도를 수화하여 읍‧면별로 집계하는 작업을 하

다. 집계된 수를 기 으로 지역 체 인 공간구조 황을 악하기 

함이다. 이를 해 우선 심지 방문 빈도에 따라 최  6 , 최소 0 을 

부여하여36 응답자별로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를 지수

화하 다. 이를 응답자 거주 읍‧면 단 로 합산하여 읍‧면별 평균값을 산

정하 다. 그 결과가 <표 4-8>에 제시되었다. 

  읍‧면 소재지 방문 수가 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은 경우와 시‧군청 

소재지 방문 수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는 로 강조 표시하 다37. 이러

한 읍‧면들은 해당 지역의 시‧군청 소재지 향권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

인 생활권을 이루거나, 타 시‧군 심지로 일상생활권이 형성되는 경

우라 할 수 있다. 평창군의 읍‧면들을 보면 이처럼 시‧군청 소재지 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이 많다. 미탄면과 방림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이 평창

읍 생활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안성시나 해남군, 양군의 경우에도 시‧군청 소재지 심권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 수가 높은 곳들이 있다. 그러한 읍‧면

은 시‧군별로 개 1~2개가 있는데, 표 으로 일죽면(안성), 북평면과 

계곡면(해남), 석보면( 양)을 들 수 있다.

36 설문 응답 결과에 하여 방문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를 부여하 다

: 거의 매일(6 ), 주 3~4회(5 ), 주 1~2회(4 ), 월 1~2회(3 ), 반년 1~2

회(2 ), 연 1~2회(1 ), 거의 방문 않음(0 ).

37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표 4-8>의 읍‧면 명에 로 강조 표시

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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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읍‧면
소재지별 방문 빈도 수

심지 계층
읍‧면 소재지 시‧군 소재지

안성시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미양면
덕면
고삼면
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보개면
서운면

3.14
3.72
3.96
3.31
3.88
4.98
3.72
3.96
3.97
3.10
3.94
4.76

1.92
3.15
1.74
3.11
3.41
2.47
3.36
1.99
2.52
2.70
4.17
2.56

2-2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2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2계층
3-2계층

평창군

미탄면
방림면
화면
평면
용평면
진부면
령면

3.64
3.64
4.26
3.86
2.80
4.25
3.84

2.55
2.59
2.44
1.41
1.42
1.46
1.26

3-2계층
3-2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2-2계층
3-1계층

해남군

마산면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산면
송지면
북평면
삼산면
화산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4.00
4.07
4.41
4.50
3.94
3.46
4.23
3.97
4.46
4.30
4.80
4.11
4.02

3.06
2.84
2.47
2.76
1.48
2.63
2.76
2.23
3.33
2.55
2.67
2.88
2.30

3-2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1계층
3-2계층
3-2계층

양군

일월면
수비면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3.58
4.79
4.30
3.00
4.33

2.30
2.80
2.56
2.80
1.83

3-2계층
3-2계층
3-2계층
3-2계층
3-2계층

체 응답자 평균 3.96 2.46

주: 1) 주민들의 읍‧면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를 다음과 같이 수화하여 읍‧면별

로 평균치를 집계한 것임

      : 거의 매일(6 ), 주 3~4회(5 ), 주 1~2회(4 ), 월 1~2회(3 ), 반년 1~2회(2 ), 

연 1~2회(1 ), 거의 방문 않음(0 )

   2) 읍‧면 소재지 방문 수값이 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거나, 시‧군 소재지 방문 

수값이 체 평균보다 낮은 경우 로 강조함.

표 4-8.  각  심지 이용 빈도 수의 읍‧면별 비교



사례 지역의 농  심지 실태68

  이러한 결과를 공간상에서 더욱 명확히 악하고자 빈도 수를 기 으로 

하여 시‧군청 소재지 방문 수가 평균값보다 낮거나(그림 4-2 참조), 반

로 읍‧면 소재지 방문 수가 평균값보다 높은 읍‧면(그림 4-3 참조)을 그림

으로 표시하 다. 자는 시‧군청 소재지 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후자는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이용도가 높은 곳을 의미한다. 두 

가지 그림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시‧군청 소재지의 구심력이 작용하는 공

간  범 가 어느 정도인지 단할 수 있다.

  비교를 해 의 그림에서는 제3장에서 분류한 읍‧면 계층도 함께 제

시하 다. 심지 기능을 분류한 결과와 더불어 생활권 양상을 악함으로

써 사례 지역의 공간구조 특성을 찾기 해서이다. 이상의 사례 지역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떠한 읍․면이 시‧군청 소재지 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이다. 일

죽(안성), 진부, 령, 평(이상 평창), 화원, 북평(이상 해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타 시‧군 심지의 향을 받아서 지역 외부로 서비스 이용권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공도, 원곡(이상 안성), 령(평창), 화원, 계곡(이상 

해남), 석보( 양) 등이 그러하다. 

  셋째, 읍‧면 소재지 자체의 독자 인 기능이 강할 경우에도 시‧군청 소

재지 생활권에 속하지 않게 된다. 표 인 것이 평창군의 화면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화면은 기 서비스 시설 분포 정도에서 평창읍에 비해 

그리 뒤떨어지지 않는 수 이다. 화면은 평창읍과 하고 있으며, 면 소

재지에서 군청 소재지까지의 거리도 약 17.8km 정도여서 근성이 그리 

나쁘지 않으나, 기 서비스 심지로서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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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2) 평창군

(3) 해남군 (4) 양군

시·군청 소재지 이용빈도 낮은 읍·면

그림 4-2.  시‧군청 소재지 이용 빈도가 낮은 읍‧면

주: 그림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된 읍․면이 주민의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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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2) 평창군

(3) 해남군 (4) 양군

그림 4-3.  자체 소재지 이용 빈도가 높은 읍‧면

주: 그림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된 읍·면이 주민의 자체 소재지 방문 빈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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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읍‧면  시‧군 심지 이용 빈도에 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제3장에서 분류한 심지 계층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시‧

군청 소재지에서 상 으로 원격지에 치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심 

기능도 갖추고 있는 읍‧면의 경우 체로 해당 시‧군 심지에 포섭되지 

않고 독자 인 생활권을 이룬다는 을 알 수 있다. 심지 분류로 2-2계

층에 해당하는 진부면(평창), 3-1계층에 해당하는 일죽면(안성)과 북평면

(해남) 등이 표  사례이다.

  둘째, 심지 계층에 따라 주민들의 소재지 이용 빈도가 어떻게 달리 나

타나는지 악해볼 수 있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입각했을 때는, 상  계

층에 속한 곳일수록 주민들의 해당 읍‧면 소재지 이용 비율이 높고, 반

로 하  계층에 속한 곳은 시‧군청 소재지 이용 비율이 높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지역 분석 결과 그러한 경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4-8>을 보면, 3-2계층에 속한 면들의 경우 

체 평균치에 비해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수는 체로 높게 나타난

다. 하지만, 이러한 하  계층 면들 에도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 수 

한 높은 곳들이 상당수 발견된다38.

  이러한 은 어느 지역의 심지 기능을 악하자면, 심시설이나 사업

체 분포 정도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종합 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와 같이 주민들의 농  심지 이용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각종 자료와 설문

조사 결과, 사례지역 장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

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38 안성시의 고삼면과 서운면, 해남군의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양군의 수비

면, 입암면, 석보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례 지역의 농  심지 실태72

2.2. 사례 지역의 중심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2.2.1. 공간 단 별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집계

  농 의 심지 활성화 정도나 주민들의 이용 정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악하기 해 우선 심지 계층별로 주민들이 이

용하는 서비스의 수를 집계하여 비교해보았다. 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체 24개 항목의 서비스39에 해 마을, 읍‧면 소재지, 시

‧군청 소재지, 지역 외부 등으로 공간 단 를 구분하여 주로 이용하는 장

소가 어디인지를 질문하고, 이에 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심지

의 기능 정도를 악할 수 있다. 

  <표 4-9>에서는 각각의 심지 별로 이용하는 서비스 개수를 합산하여 

시‧군별로 평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0. 앞서 실시한 방문 빈도 집계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응답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군청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개수가 많은 모습이다. 해남군의 

경우는 읍‧면 소재지 단 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이 가장 많다. 

  한 평창군은 마을 인근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

다. 가장 표 인 곳이 방림면으로 해당 값이 5.5개이다. 제1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면 소재지 외에 별도의 심지 역할을 하는 거  마을이 배

후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41. 한편 안성시의 경우에도 택지 개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마을 인근에 기 인 편의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주거

39 이는 제3장의 농  통신원 조사에서 분석한 서비스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었

다. 단, 이하의 분석 결과는 24개 항목  교육 분야의 서비스 4개를 제외하고 

20개 항목의 서비스를 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등학생의 학교‧학원 이용 

등의 경우 자녀를 둔 일부 응답자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24개 

서비스 항목은 부록에 첨부한 설문조사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표 4-9>의 분석을 보다 세분화하여 읍‧면별로 서비스 이용 항목 수를 집계한 

결과를 <부록 2>에 제시하 다.

41 출장소가 자리잡고 있는 계 리 일 가 그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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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근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의 항목이 비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공도읍과 같이 도시화 진행률이 높은 곳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42.

이용장소

거주지역

공간 유형별 이용하는 서비스 개수
이용 않는

서비스

개수
마을 인근

(A)

읍‧면

소재지

(B)

시‧군청

소재지

(C)

지역 내부

(A+B+C)

지역 

외부

안성시 2.2 6.2 5.8 14.3 1.8 4.5

평창군 2.4 8.5 2.4 13.3 1.9 5.0

해남군 1.3 9.6 3.8 14.6 0.7 5.0

양군 0.8 7.0 4.6 12.4 1.8 5.6

체 1.7 8.1 4.2 14.0 1.4 4.9

주: 1) 조사 상 20개 서비스  응답자가 해당 공간 유형별로 이용하는 항목 수를 시‧

군별로 평균하여 집계함.

   2) 비교 목 상 시‧군청 소재지 거주 응답자의 답변은 집계에서 제외함.

   3) 강조 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우임.

표 4-9.  공간 단 별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 비교

단 : 개

2.2.2. 읍‧면별 근성과 기능 수 에 따른 심지 이용 양상

  다양한 변수들이 농 의 공간구조 형성에 향을 주지만, 그 에서 

근성이 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제3장에서 개략 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근성 정도에 따라 주민들의 농  심지 이용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나

며, 그 결과 마을, 읍‧면, 시‧군 등으로 이어지는 농  정주체계 특성이 지

역마다 상이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읍‧면 수 의 분석으

로서, 각 읍‧면이 시‧군 내에서 어떠한 치에 있느냐에 따라 주민의 심

42 공도읍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답한 서비스 항목이 

평균 4.2개로 집계되어 다른 곳보다 높게 나타났다(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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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용 패턴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거주하는 마을의 근성 정도

에 따라서도 심지 이용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먼  처음 문제에 해 살펴본다. <표 4-10>에서 이에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군청 소재지 근성이 높은 읍‧면과 낮은 읍‧면43으로 

응답자를 구분하여 읍‧면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개수와 시‧군

청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를 비교한 것이다. 

구 분
거주 읍‧면

시‧군 구분

응답자의 거주 읍‧면 구분

시‧군청 소재지
근성 높음

시‧군청 소재지
근성 낮음

읍‧면 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

안성시 7.8 10.2

평창군 9.5 11.2

해남군 10.3 11.3

양군 7.9 7.7

체 8.7 10.9

시‧군청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

안성시 6.4 4.2

평창군 3.9 2.1

해남군 4.7 3.1

양군 4.8 3.8

체 5.4 2.9

주: 1) 조사 상 20개 서비스  응답자가 해당 심지 유형별로 이용하는 항목 수를 

시‧군  읍‧면 유형 기 으로 집계함.

   2) 근성은 국 읍‧면별로 소속 지역의 시‧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교통거리를 측

정하여 평균한 값(15.1km)을 기 으로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

   3) 비교 목 상 시‧군청 소재지 거주 응답자의 답변은 제외하고 집계함.

표 4-10.  시‧군  읍‧면 소재지의 이용 서비스 수

(읍‧면별 근성 정도에 따른 비교)

단 : 개

43 읍‧면별로 시‧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거리가 15.1km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기 으로 근성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하 다. 이는 국의 읍‧면마다 소

재지에서 소속 지역의 시‧군청까지 이르는 교통거리를 측정하여 평균한 값이

다. 이 값은 인터넷 지도사이트(http://www.congnamul.com/)를 이용해서 연구

자가 2007년에 산출한 측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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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으로 시‧군청 소재지 근성이 높은 읍‧면의 응답자는 근성이 

낮은 곳의 응답자에 비해 시‧군청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개수가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반 로 시‧군청 소재지 근성이 낮은 읍‧면은 높은 

경우보다 자체 읍‧면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가 높게 나타난

다. 즉 근성이 높은 곳일수록 시‧군청 소재지 이용권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 로 근성이 낮고 자체 소재지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은 시‧군

청 소재지 생활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 4-10>의 결과를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시‧군별 차이

도 발견할 수 있다. 컨  해남군은 다른 지역에 비할 때 시‧군청 소재지 

근성이 높은 면의 경우에 읍‧면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의 수

가 상 으로 많다(10.3개). 체로 시‧군청 인  면일 경우 시‧군청 소

재지 향권에 들어가므로 읍‧면 소재지 기능이 발달하지 않으리라 상

할 수 있지만, 해남군은 타 지역보다 그러한 경향이 덜한 것이다. 반면에, 

평창군은 근성이 높은 면인데도 타 시‧군에 비할 때 군청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가 은 편이다(3.9개). 다른 한편, 양군의 경우

는 군청 소재지의 근성이 낮으면서도 면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수

가 다른 지역보다 어(7.7개) 면 심지 기능이 상 으로 약함을 시사한

다. 이와 달리 안성시는 근성이 낮은 읍‧면의 경우에도 타 지역보다 시

청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가 많은 편이다(4.2개)

  이러한 시‧군별 차이 으로 짐작해볼 때, 근성 변수만이 일률 으로 

심지 이용도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  읍‧면 

심지 자체의 기능 수 과 각 읍‧면별 근성 정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지역별 심지 이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  안성시의 경우 시청 소재지가 1-2계층에 속해 그 기능이 상 으

로 강한 편이어서 근성이 낮은 읍‧면까지 그 향권으로 포 하는 것으

로 보인다. 반 로 평창군의 경우는 군청 소재지의 기능이 약한 편이며(2-2

계층으로 분류), 근성이 상 으로 높은 면이라 하더라도 군청 소재지 

향권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해남군은 다른 곳에 비할 때 근성 정

도와 상  없이 면 소재지 서비스가 두루 이용되는 편이어서, 면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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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단된다(상당수가 3-1계층). 마지막으

로, 양군은 면 소재지 기능이 가장 취약한 편이어서(모두 3-2계층으로 분

류) 군청 소재지 근성이 낮은 면이라 하더라도 자체 인 생활권을 형성

할 만한 수 에 이르지는 못한다.

2.2.3. 거주 마을의 근성에 따른 심지 이용 양상

  읍‧면 단 뿐 아니라 마을 수 의 분석도 요하다. 원격지에 속하는 마

을 주민과 소재지에 인 한 마을 주민은 심지 이용 양상에서 차이를 보

이리라 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표 4-11>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사례지역 주민의 거주 마을 유형을 소재지 마을과 일반 마을, 원

격지 마을44 등 세 가지로 구분한 후,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를 세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재지  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원격지 마을 주민들에 비해 심지 방문 빈도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 근성 정도가 심지 이용 빈도

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임을 말해 다.

  따라서 원격지 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일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할 때 

심지 활성화에 제약이 더 크리라 짐작된다. 앞서 <표 4-7>에서 평창군

과 양군 응답자들의 읍‧면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모두 다른 곳

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는 원격지 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이들 두 지역의 정주 여건과 히 연 되는 결과라 단

44 마을 유형을 구분하기 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의 거주 마을별로 읍‧면 

소재지까지 이르는 거리를 인터넷 지도사이트(http://www.congnamul.com/)를 

활용해서 실제로 측정하 다. 참고로 조사 상자들의 거주 마을과 소재지 간 

거리를 평균한 값은 3.9km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평균값에 표 편차(3.2km)를 

더한 수치(7.1km)를 기 으로 원격지 마을과 일반 마을을 구분하 다. 원격지 

마을 거주자는 체 응답자  약 10%로 집계되었다. 한편 읍‧면 사무소를 

기 으로 도보권에 속한 마을을 소재지 마을로 분류하 는데, 응답자 집계 결

과 소재지 서비스의 도보 이용권은 약 1.8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

재지 마을 거주 응답자는 체의 약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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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로 <표 4-12>에서 사례지역별로 응답자의 거주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에 이르는 거리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평창군과 양군은 평균값이

나 최 값 모두 안성시나 해남군에 비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배후에 원격지 마을이 범 하게 분포해 있는 지역일 경우 심지 육

성 시책의 이 달라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구  분 

소재지 근성에 따른 마을 유형 구분

체
(n=890)

소재지 
인  마을
(n=219)

일반 마을
(n=520)

원격지 마을
(n=151)

방문 빈도 높음 60.3 38.1 27.8 41.8

보통 24.7 45.2 56.3 42.0

방문 빈도 낮음 15.1 16.7 15.9 16.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빈도 높음’은 주 3~4회 이상 해당 소재지를 방문하는 경우이며, ‘빈도 낮음’은 

반년에 1~2회 이하 방문하는 경우임.

   2)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한 일반 읍‧면 거주 응답자를 상으로 한 집계 결과임.

표 4-11.  마을 유형별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

단 : %

시‧군 평균 최소값 최 값 표 편차

안성시 3.3 0.1 12.6 2.4 

평창군 4.8 0.4 19.0 4.3 

해남군 3.7 0.4 14.9 2.7 

양군 4.3 0.3 20.5 4.0 

체 3.9 0.1 20.5 3.2 

주: 응답자 거주 마을별로 읍‧면 소재지 치까지 실제 교통거리를 측정하여 시‧군별로 

평균값을 집계함.

표 4-12.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평균 거리

단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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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인 기동성 정도에 따른 심지 이용 빈도의 차이

  심지 이용 정도는 근성 등 지역 인 여건의 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동성 수 과도 한 련을 갖는다. 이를 <표 

4-13>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인  특성을 기 으로 응답 주민

을 분류한 후, 각  심지별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 평균값을 집단 

간에 비교한 것이다. 집계 결과, 연령, 학력, 차량 소유 여부, 직장 치 등 

응답자의 인  특성에 따라 심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연령별로 20 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시‧군 소재지의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외부의 서비스 이용도 다른 연령층보다 

활발하다. 반면에 60  이상은 시‧군 소재지 서비스 이용 빈도가 가장 낮

았으며, 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서비스 항목 수가 6개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학 재학 이상인 경우 지역 외부 서비스 

이용 빈도가 상 으로 높다. 차량 소유 여부 역시 서비스 이용에 향을 

주는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계층은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수가 상

으로 더 많다. 한 직장이 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도 타 지역 심지의 서

비스를 상 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반 로 개인  근성에서 취약한 계층의 경우 상당수 서비스, 특히 고

차 서비스를 이용조차 하지 않는다는 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과 기동성 

있는 계층을 구분해서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를 보여주는 <표 4-14>에 

그러한 비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45.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심지 육성 시책과 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지 않다. 개인 인 기동성이 취약하여 심지 이용에 근본 인 제약이 

있는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일 경우 특히 그 시사 이 크다. 이런 곳

45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안성시와 같이 상 으로 근성이 우세한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요 서비스 이용 정도에서 다른 지역과 그다지 두드러

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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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배후 마을을 고려하지 않고 심지만을 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

하게 되면 기 한 효과를 거두는 데 근본 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심지 련 사업과 배후 마을의 공간구조 재편을 한 사업이 통합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응답자 특성

해당 심지의 서비스 이용 항목 수

마을

인근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지역

외부

이용

않음

연령

19-29세 1.99 7.26 5.45 2.18 4.06

30 2.06 8.52 4.34 2.15 3.65

40 2.16 8.97 4.72 1.40 3.66

50 1.75 7.87 4.04 1.46 4.92

60 이상 1.23 7.91 3.37 0.67 6.46

학력

졸 이하 1.41 8.29 3.56 0.70 5.86

고졸 2.16 8.41 4.30 1.82 3.94

재 이상 1.67 7.10 5.68 2.49 4.02

차량
소유

차량 소유 1.88 8.16 4.59 1.66 4.23

차량 비소유 1.43 8.03 3.46 0.91 6.07

직장
치

거주하는 시‧군 1.66 8.76 4.15 1.28 4.54

타 시‧군 1.70 6.44 5.71 3.31 3.96

직장 무/무응답 1.79 7.51 4.05 1.29 5.45

체 평균 1.72 8.08 4.18 1.39 4.92

주: 1)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한 일반 읍‧면 거주자를 상으로 집계함.

   2) 로 강조 표시한 것은 타 응답자 계층에 비해 이용 항목 수가 많은 경우임.

표 4-13.  주민의 인  특성과 심지별 이용 서비스 항목 수

단 : 개



사례 지역의 농  심지 실태80

구 분 심지 방문 빈도 안성시 평창군 해남군 양군 체

기동성

 있는

응답자

방문 빈도 높음 20.9 6.3 24.7 24.4 19.4

보통 32.6 35.4 45.9 35.6 37.7

방문 빈도 낮음 46.5 58.3 29.5 40.0 4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약

계층

응답자

방문 빈도 높음 5.3 6.5 6.8 5.3 6.3

보통 36.8 19.4 46.2 39.5 39.7

방문 빈도 낮음 57.9 74.2 47.0 55.3 5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동성이 있는 응답자는 차량을 소유한 20~50  연령층이 해당됨. 취약계층은 60  이

상 연령층으로서 본인 는 가구원이 차량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의미함.

표 4-14.  개인 기동성에 따른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단 : %

2.2.5. 농  심지 이용 정도와 련을 갖는 변수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이 농  주민의 심지 이용 빈

도와 련을 갖는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지 부터는 실제 심지의 활성

화에 향을 주는 요소를 보다 면 히 분석하고자 몇 가지 지표를 기 으

로 상 계수를 산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상 계수 분석은 사례지

역의 읍‧면 단 를 상으로 할 것이며46, 지역의 반 인 정주 여건을 나

타내는 변수들과 심지 이용 정도 간에 어느 정도로 한 연 성이 존

재하는지 악하는 것이다. 정주 여건 련 변수는 인구 특성이나 사업체 

분포, 근성 련 지표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심지 이용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는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개수

를 기 으로 하 다. <표 4-15>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상 계수를 집계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본다47.

46 단, 시‧군청 소재 읍과 동을 제외하고 4개 시‧군의 37개 읍‧면의 데이터를 분

석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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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 이용도

읍‧면 정주 여건 변수

심지 형태별 서비스 이용 항목 수

읍‧면 소재지 시‧군 소재지

읍‧면 인구 -0.179 0.026

사업체 수 0.004 -0.220

종사자 수 -0.382 0.265

기 서비스업체 수 0.120 -0.329

읍‧면～시‧군청 소재지 간 교통거리 0.415 -0.657

면 (㎢) 0.182 -0.478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0.332 -0.172

주: 1) 응답자들이 읍‧면 소재지와 시‧군청 소재지 각각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를 집계하여 읍‧면별 평균을 구한 후 표에 제시한 주요 변수와의 상

계 계수를 각각 구함. 

   2) 련 데이터는 2005년 자료를 기 으로 함.

   3) 비교 목 상 시‧군청이 소재한 읍과 동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상 계수 값이 0.4 이상인 경우 음 으로 강조함.

표 4-15.  농  심지 이용도  주요 변수 간 상 계수

  첫째, 주민들의 읍‧면  시‧군 소재지 이용도와 련을 맺는 변수로서 무

엇보다 근성 변수가 통계 인 유의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소재

지에서 시‧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교통거리가 그것이다. 읍‧면별 행정구역 

면 도 시‧군 소재지 이용 정도와 한 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근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다.

  교통거리는 읍‧면 소재지의 이용 정도에는 정(正)의 상 계를 가지며, 

시‧군 소재지 이용 정도에는 부(負)의 상 계를 갖는다는 도 요하

47 농  심지 이용과 련한 변수는 4개 사례 시‧군의 읍‧면을 상으로 도출한 것

이므로, 국 농 지역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 여건을 지닌 37개 읍‧면을 상으로 하므로, 

농  심지 이용과 련하여 상당 부분 비  있게 고려할 만한 시사 을 던져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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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근성 변수를 기 으로 할 때, 읍‧면  시‧군 소재지 이용도 

간 상 계수가 각기 반  부호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의 생활권 설

정과 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시‧군청 소재지 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의 경우는 시‧군 심지와 별도로 어느 정도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 로 시‧군청 소재지 인근 읍‧면들은 시‧

군 심지 향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말해 다.

  둘째, 인구 련 지표로는 고령인구 비율이 읍‧면 단  기  심지 이

용에 해 어느 정도 정의 상 계를 가지고 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고

령인구는 시‧군청 소재지보다는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 소재지를 이용하

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 읍‧면별  인구 규모 자체는 

심지 이용도와 직 인 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 련 지표  심지의 서비스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들이다. 우선 각 읍‧면 심지의 기 서비스 여건을 나타내는 읍‧면별 

기 서비스업체 수는 시‧군청 소재지 이용과 어느 정도 부(負)의 상

계가 존재한다. 기 서비스 부문이 발달한 읍‧면의 경우 시‧군청 소재지 

이용 빈도가 상 으로 낮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 사업

체 수는 주민들의 심지 이용도와 그다지 큰 상 계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읍‧면별 사업체 종사자 수는 해당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이용 정도

와 부(負)의 상 계를 보인다는 이 특이하다. 한 이는 통계 으로 유

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군청 소재지 서비스 이용 정도와 다소간 정

(正)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 발달로 고용이 늘어난 읍‧면이

라 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서비스 심지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48.

48 특히 안성시의 일부 읍‧면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도시근교권에 치

한 안성시는 최근 사업체 입지가 늘고 고용이 증가한 읍‧면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곳들이 반드시 주민들의 통 인 서비스 심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기 인 서비스 기능은 이러한 고용 증가 읍‧면보다는 기존의 통 인 농

 심지가 더 우세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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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연구 종합  시사

3.1. 사례 분석 결과 종합

3.1.1. 사례지역의 공간구조 진단

  지 까지 농  주민들의 심지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공간구조 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한 주민들의 

농  심지 이용 빈도와 한 련성이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악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주변도시 연계권에 속하는 안성시  자체생활권에 

속하는 평창군, 해남군, 양군 등 네 개 시‧군을 사례로 이루어졌다. 이상

의 분석 결과를 재정리함으로써 정책 인 시사 을 명확히 하기로 한다.

  우선 사례지역 주민들의 읍‧면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서비스 이

용 항목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범 의 배후 읍‧면들

이 시‧군청 소재지의 향권에 포함되는지, 는 어떠한 읍‧면들이 독자

인 생활권으로 기능하는지 등에 해 사례지역별로 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시‧군청 소재지의 향권이 형성되는 공간  범 는 지역마다 균일

하지 않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낳는 주된 요인으로, 첫째, 시‧군청 소재지 자체가 갖는 

심지 기능 수 을 들 수 있다. 안성시나 해남군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할 때 심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가 많거나, 배후지역 주민들

의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해남군은 다수의 배후 

읍‧면이 군청 소재지 향권에 들어간다. 이와 련하여 심지 계층 상 

안성시의 시청 소재지가 1-2계층, 해남군의 군청 소재지가 2-1계층에 속

하여 타 지역보다 상 으로 높은 계층으로 분류되는 을 지 할 수 있

겠다. 

  평창군과 양군은 2-2계층으로 심지 기능에서 이들보다 낮은 수 으

로 분류된다. 따라서 안성시나 해남군에 비해 군청 소재지의 구심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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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평창군의 경우 군청 소재지 향권에 포함되는 

면이 일부에 불과하며, 상당수 면들이 별도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양군의 경우는 군청 소재지 이외에 다른 면들은 심 기능에서 모두 최하

 계층(3-2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자체 인 생활권을 형성

할 만한 타 심지는 발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배후 면 지역 주민들이 

군청 소재지를 방문하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개

의 배후 면들이 양읍 향권에 포함된다.

  둘째, 배후의 읍‧면들이 갖는 심 기능 수 도 시‧군청 소재지의 향

권 형성에 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이는 각 읍‧면과 시‧군청 소재지 간

의 근성 정도와 더불어서 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컨  군

청 소재지의 구심력이 가장 약한 평창군의 경우, 배후 면들  상당수가 

심지 기능 수 에서 군청 소재지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원

거리에 치해 있어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49. 이와 

조 으로 양군은 면 기능이 취약한 까닭에, 특정 면이 군청 소재지와는 

별도의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셋째, 주변에 다른 거 도시의 발달 정도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는 

특히 주변도시 연계권에 속한 안성시 같은 경우에 두드러진다. 공도읍, 원

곡면 등 인근의 거 도시(평택시)와 인 한 면들은 시청 소재지 향권에

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배후의 원격지 마을 분포 정도도 심지의 향권 형성에 연 되

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원격지 마을에는 체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인

구가 많이 거주하므로, 어느 읍‧면 내에 이러한 마을들이 범 하게 분포

할 경우 심지의 활성화에도 제약이 되게 마련이다. 원격지 마을이 많은 

평창군과 양군에서 주민들의 면 심지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 

많다는 데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49 반면, 해남군의 경우는 다수의 면들이 기 인 서비스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

고 있기는 하지만, 해남읍이 행정구역 심에 치하고 있어 평창군과 달리 상

당수가 그 향권에 포섭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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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제4장에서는 농 의 심지가 어느 정도의 공간  범 에 걸쳐 

얼마만큼의 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다양한 변수들을 기 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지의 공간 인 세력권 형성에 향을 주는 요소를 명확히 찾아

보고자 몇 가지 변수들에 해 상 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가 함

축하는 바를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 어느 읍‧면이 시‧군청 소재지에서 원

격지에 치해 있을 경우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근 해 있으면 시‧군청 소재지 향권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기 서비

스 부문이 발달해 있거나, 읍‧면 내에 고령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읍‧면 자

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 으로 많을 수 있다. 실제로는 이와 같

이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농  정주

체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3.1.2. 심지 육성과 련한 사례지역의 안 검토

  이상과 같이 농 의 심지 기능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지역  여건 

차이를 반 하여 네 개 시‧군은 심지 육성과 련한 안에서도 각기 차

이를 보이게 된다. <표 4-16>에서는 심지 활성화를 한 안이 무엇인

지 단할 때 고려할 만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시‧군청 소재지에 

을 두어 주민들이 심지 이용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사례

지역별로 집계하 다.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안성시는 시설  서비스의 질  수  개선 

문제라든지 시설의 효과 인 입지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요한 안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평창군이나 양군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소재지 

근성 개선 문제가 요함을 보여 다. 소재지까지 거리가 멀다거나 교

통이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들 지역에 소규모로 분

산 분포하며 근성이 떨어지는 원격지 마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심지 육성을 한 정책 수립 시에는 이러한 마을들의 공간  

재편 략과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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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거주지역

시‧군 심지 이용의 불편 사항

소재지까지

거리가 멂

시설/서비스

질이 낮음

교통이

자주 없음

시설 분산으로

이용 불편
기타

시‧군

안성시 25.1 27.1 18.7 23.7 5.4

평창군 32.5 24.7 17.0 19.1 6.7

해남군 28.5 20.9 22.5 19.9 8.3

양군 28.6 21.4 27.9 15.7 6.4

마을

유형

소재지 마을1 20.6 37.1 9.3 22.7 10.3

소재지 마을2 31.3 22.9 17.9 24.0 3.9

일반 마을 27.4 20.6 23.8 20.4 7.9

원격지 마을 35.3 17.3 28.6 14.3 4.5

  체 28.2 23.7 21.0 20.3 6.7

주: 소재지 마을1은 시‧군청 소재지, 소재지 마을2는 일반 읍‧면임.

표 4-16.  지역  마을별 시‧군 심지 이용시 느끼는 불편 사항

단 : %

  한편 네 지역이 공통 으로는 농 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정주 여건 개선

과 서비스 근성 향상을 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는 도시  성격이 상 으로 강한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과제이

다. <표 4-17>은 문화‧여가 련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여주는 주민 조사 

결과로서, 련 시설  서비스를 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을 집

계한 것이다. 주민의 거주 지역을 읍‧면‧동부로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 면

부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 공연 등의 문화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취미강

좌라든가 도서 , 노인여가시설 등 공공의 투자로 조성된 시설의 경우에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60~70% 수 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50.

50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설의 분산  입지나 이동 거리, 교

통 여건 등의 근성 문제나 서비스의 질  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는 문화‧여가 서비스의 경우, 생활에 필수 이지 않다고 여겨 아  

심을 갖지 않거나, 련 지식이 없고 이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

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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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에 응하기 해서는 심지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에 

한 주민의 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다 근본

으로는 배후지에 한 효과 인 서비스 달을 해 농 의 정주체계를 

재편하는 과제가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거주 지역

서비스 항목
동 부 읍 부 면 부  체

노래, 춤, 풍물 등 취미강좌 수강 33.0 59.6 64.3 60.5 

도서  42.3 53.6 70.4 64.4 

헬스장, 수 장 등 체육시설 39.6 69.0 76.6 71.7 

화 람 33.3 50.4 67.2 60.7 

연극, 음악회, 시회 등 문화행사 35.5 58.8 70.6 65.0 

복지회 , 노인의집 등 노인여가시설 58.2 73.2 62.2 64.0 

운동이나 야외의 여가활동 27.3 38.7 50.4 45.9 

표 4-17.  문화‧여가 분야 서비스의 미이용 주민 비율

단 : %

3.2. 정책적 시사점

  정책 방안에 해 본격 으로 논의하기 에 제4장의 사례 분석 결과 얻

게 되는 시사 을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농  심지의 상에 

한 사항이다. 도시권을 심으로 진행되는 국토 공간구조의 역화 

상을 보면, 일견 기 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농  심지의 요성이 감소

하는 것으로 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로 미 볼 

때, 농  심지는 주민들이 일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로서 여 히 

그 역할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역화 상이 확 된다고 해서 농 의 

기 인 서비스 심지의 육성 필요성 역시 약화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

다. 역화는 주로 인구 분산이나 경제활동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

서비스 이용권역 자체가 확산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역화의 

향을 많이 받는 도시연계권인 안성시의 경우에도 오히려 시‧군 는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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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의 서비스 이용 정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 

이를 시사한다.

  다만, 심지의 활력이 하되는 것은 배후 마을의 인구 감소나 고령화 

등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 할 필요가 있다. 즉 농  심지의 기능 하

를 래하는 요인을 역화 자체에서 찾기보다는 배후 농 의 활력 하

와 고령화 등 내부 인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농 의 소재지 

기능이 하되는 상황은 기동성 증 와 도시 근성 향상으로 주민들이 보

다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지역 외부의 거 도시를 극 으로 이용

한 결과에서 부분 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그것이 농  심지 쇠퇴의 근

본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농  인구가 어들고 고령화되면서 심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 자체가 축되고 있는 것이 농  심

지가 안고 있는 근본 인 문제인 것이다. 

  둘째, 심지와 배후지를 통합한 정책 근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할 

수 있다. 향후 농  심지 육성에서 요한 쟁   하나는 바로 소재지

의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배후 마을의 연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이다. 부분의 마을들이 공동체 활동의 심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상황이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분산 분포하는 소규모 마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으려면 가까운 기 서비스 심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

를 해 공공 부문에서는 일정 수 까지 기 인 서비스 기 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 하는 등 서비스 

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달체계의 개선 시도를 통해서는 농 의 과소화, 공동화

라는 근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는 근본 인 한계를 지 할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화로 인해 농 의 공동체 기능이 하되고 서비스 달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에 해 보다 장기 인 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즉, 배후 마을의 정비를 포함한 농 의 반 인 공간구조 재편

까지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농  심지 련 시책 추진 방

안도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재지 육성만을 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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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사업이나 반 로 마을 단  시설 조성에 을 두는 사업이 별개

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농  심지 육성 시책은 지역 단 에서 종합 인 근이 요구된

다. 사례 조사 결과 자연마을, 마을권역, 읍‧면, 시‧군청 소재지 등은 각기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한 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컨  

거  마을  읍‧면 소재지 이용도가 높은 평창군 같은 곳은 상 으로 군

청 소재지의 기능이 약하다. 마을과 면 소재지 기능들이 체로 취약한 

양군의 경우는 군청 소재지 기능을 분담할 만한 복수 심지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처럼 농  심지 련 시책 추진을 해

서는 그러한 각  공간단 와 여러 계층의 심지 간 상호작용의 실태를 

면 히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어떠한 심지를 선별해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주체계  생활권 

여건에 한 장기 인 진단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한 농  심지 상 정책의 추진을 해서는 다양한 정주 여건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 인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  성격이 강한 자체

생활권 시‧군이라 하더라도 할 행정구역 내에 분포하는 심지 여건이나 

공간구조 특성은 각기 상이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이 안고 있는 

안도 마다 다를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안에 응하기 해서는 결

국 지역 차원의 자율 인 정책 추진 역량이 축 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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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의 농  심지 련 정책 

1.1. 농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현황

  앙정부 차원에서 농  심지 육성과 련하여 정책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행정안 부에서 주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 표 으로, 

읍 지역을 상으로 각종 개발‧정비 사업이 시행되었다. 면 소재지를 상

으로 하는 사업은 최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주 으로 추진되기 시작했

다.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그것이며, 재까지는 시범사업 단

계이다. 이들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본다.

1.1.1.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소도읍을 배

후 농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심지역으로서 자족  능력을 갖추

도록 개발하기 한 사업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소도읍을 선정하여 사

업 테마에 맞도록 집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 의 거 지역인 소도읍에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이다.

  사업 상은 2001년 지정‧고시된 국 194개 읍 지역이며, 상향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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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시‧군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안 부와 소도읍육성 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4년 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계획 내용에 따라 투자할 수 있

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어 2007년까지 총 72개 읍에

서 사업이 시행되어오고 있다51.

시도 읍별 육성 방향 주요 사업 내용

경기 여주읍
역사‧문화‧ 심형

자족도시 건설

․세종테마 크 조성사업

․수생야생화 생태단지조성사업

․녹색 도시환경 조성사업

충북 내수읍
웰빙 시 의 테마형

특화지역 육성

․ 정 천수 지 조성

․내수시가지 테마거리 조성

․ 술마을 조성

남 담양읍 죽향 문화의 심거 지역 개발
․ 나무 바이오 단지 조성

․메타세콰이아 통놀이마당 조성

경북

풍기읍
‘건강한 고을’ 이미지

제고로 생태환경도시 육성

․죽령 옛길 복원

․인삼축제마을 조성

․소백 생태 마을 조성

․인삼랜드 조성

울릉읍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웰빙 섬’ 육성

․울릉 오징어타운 조성

․울릉 약소 명품화 사업

․해양박물  조성

제주 남원읍
스포츠와 화가 어우러진 

사계  도시 육성

․지역거  활성화 사업

․스포츠 산업육성  공원 조성

․체험  활성화 사업

표 5-1.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 시(2007년 사업)

자료: 행정안 부 내부자료 재구성.

51 당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12년까지 12조 원(국비와 지방비 각 2조 원, 민

자 등 기타 8조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포 보조 방식의 지

역개발 체계 개편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 자체는 수정될 수밖에 없고, 향후 

지자체의 재량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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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에서는 2007년에 선정된 상지역의 주요 사업 황을 시하

고 있다. 체로 농 의 정주체계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배후마을에 한 

직 인 지원 기능을 갖는 사업보다는 읍 소재지 자체의 정비에 을 

둔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유통시설

의 화, 도시인 라 확충,  활성화를 한 시설 조성‧정비 등의 사

업들이 그동안 진행되어왔다.

1.1.2.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

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는 기존에 마을 권역 단 로 진행하던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선정된 면 소재지 마

을을 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을 권역당 3년 간 70억 원 범 에서 지원하

도록 계획되었다. 생활편의, 문화‧복지, 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 거 지

역인 면 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주로 지원한다.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도시  소도읍의 서비스권역 외 지역

의 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해 시‧군당 2～3개소의 거 면을 육성하려는 

구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5일장 등 실질 인 심면 소재지 기

능 여부를 단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여 사업 상지를 선정한다. 선정

된 면 소재지에는 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존 시설을 화하고 시가

지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생활편의시설: 가로,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 정비 등

․문화‧복지시설: 다목  복지회 , 건강 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경 개선시설: 마을숲  녹지 정비, 가로경  정비, 경 해시설 정비, 

불량간  정비, 경 조형물 설치 등

․지역상권시설: 재래시장 정비, 특산품 홍보, 지역축제 활성화 등

․기획운 S/W: 주민문화 활동, 지역 홍보, 시설물운 로그램 개발, 추진

원회  마을개발 의회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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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재까지 8개 시범사업 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례로서 서천군 한산면에서는 심지 일  4개 리에 

하여 시가지 정비, 면사무소 주변 공원화 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

년 미디어 문화센터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 간 총 70억 원이 투입될 정이며 서천군의 건설과가 해당 사업

의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서 괴산군 청천면에서도 커뮤니티센터 조성, 터미  복합

공간 조성, 다목  교류 장 조성  경  정비 등의 사업 분야에 70억 원

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타 사업비로 보건지소 신축, 생태숲 조성

사업, 하천 정비 등 연계 시설에 한 투자가 이루어질 정이다.

그림 5-1.  괴산군 청천면 소재지와 사업 부지

1.1.3. 단 사업에 의한 소재지의 서비스 시설 조성과 운

  이상의 두 사업을 제외하고는 읍‧면 소재지 정비 자체를 고유 정책 목표로 

삼는 종합개발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 보건‧복지, 교육, 여

가‧체육 등의 련 시설을 조성하는 개별 단 사업들이 련 부처의 주 으

로 진행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개 시‧군청 소재지나 읍‧면 소재지에 입지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심지 련 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국내‧외의 농  심지 련 정책  95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부처별 보건‧복지  교육 분야 사업들  상

당수가 간 으로 농  심지 육성과 련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거  

공공의료기  육성, 농산어  보육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등 복

지기반을 확충하기 한 사업들과 농산어  우수고교 육성, 방과후 교육활

동 활성화, 농산어  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 학교도서   장서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한 사업들을 그 로 들 수 있다.

  시설 조성사업 이외에도 여러 농 의 소재지에서는 지역사회 단 의 문

화‧여가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읍‧면사무소 건물에 치한 주

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강좌를 진행하고, 동아리나 주민 모임의 장소

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업들과 다소 맥락이 다르지만, 소기업청의 재래시

장활성화지원사업도 농  심지 육성과 어느 정도 련되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5년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장경 지원센터가 주 하고 있으며, 시장 정비  시설 화 사

업이 진행된다. 읍‧면 소재지의 재래시장들도 해당 사업 상으로 선정되어 

각종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52.

1.2. 최근의 농촌 중심지 관련 시책 추진 동향

1.2.1. 복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시설 설치

  기존에 단 시설 설치를 주로 하던 정부 부처별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

에서 연계하여 규모 거 시설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늘고 있다. 

52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의 경우도 

2005년에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 상으로 선정되어 소재지의 시장 시설 정

비사업에 13억 원의 지원 이 투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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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립을 한 산을 다수의 부처에서 지원받되 이를 하나의 사업 

상지로 집 으로 투입하여 다양한 기능과 규모를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

하는 것이다. 

  표  사례로서 여러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조성한 산군의 

다락원을 들 수 있다. 다락원은 2004년 10월에 개원하여 문화, 보건, 복지, 

교육, 환경, 체육 등 다양한 부문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합

시설이다. 문 회 , 공연장, 보건소, 노인회 , 청소년수련 , 장애인 복지

회 , 문화체육센터 등 개별 시설들이 한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구)문화

부, (구)보건복지부, (구)농림부, 농 진흥청, (구)행정자치부 등 여러 정

부부처와 정부출연기 이 지원하는 12개 개별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한 결

과이다(표 5-2 참조). 총 310억 원(국비 110억, 도비 19억, 군비 181억)의 사

업비가 투입되어 농 지역의 문화복지시설로는 선례가 없을 만큼 다양한 

시설과 로그램이 한 곳에 갖추어졌다. 문화 술 공연을 유치할 뿐만 아니

라 정부나 공공기 의 교육, 국이장 의회, 군청 산하기  내부회의 등 

다양한 회의와 지역 동호회 모임이 이루어지는 등  수요도 높다. 기존

의 단 시설 방식의 사업이었다면 이러한 효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양군의 사례에서도 규모 복합시설 건립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양군

에서는 양읍 내에 종합복지회 을 새로이 건설하고 있다. 복지회 에는 1단

계로 어린이집,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시설 등이 들어설 정이며, 이후 

보건소와 야외공연장이 순차 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설 조성을 해 본

래 농지 던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각각의 소  부처로부터 산을 받

아 하나의 사업 부지로 모으되, 련 사업을 연차 으로 투입하여 종합복

지타운 개념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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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조  사업명

앙정부
부처

문화 부

∙ 문 회  건립

∙ 문화원 건립 

∙ 야외공연장 건립

보건복지부

∙ 보건소 건립

∙ 노인복지회  건립

∙ 청소년 수련  건립 

∙ 장애인 복지회  건립 

농림부 ∙ 농업경 인회  건립 

농 진흥청 ∙ 농 여성 생활과학  건립 

행정자치부 ∙ 청소년 수련  건립

정부출연
기

마사회 ∙ 농‧어  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료: 송미령 등. 2006. ｢농 의 변화를 보다｣  산군 편. 

표 5-2.  다락원 건립에 투입된 보조  사업 내역 

그림 5-2.  산군의 다락원 건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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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농 의 신규 거  지원을 한 앙정부와 지자체 시책

  200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50～300호 규모의 농어 뉴타운을 

조성하는 구상을 진행 이다. 이는 신규 취농인력 유치를 주 목 으로 추

진되는 사업이지만, 농  심지 육성과도 히 연계될 망이다. 은

층이 거주하도록 생활편의시설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인데, 그러자

면 기존의 농  심지와 연계해서 련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재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에 5개소를 시범사업 상

으로 선정하여 총 1,1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53. 그리고 시범

사업 후에 2017년까지 총 53개소까지 농어 뉴타운을 확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이 향후 농 의 공간구조 변화에도 지 않은 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농 에 새로운 심지를 인 으로 육성하여 배후 마을까지 포함한 공

간구조 재편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극 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남도의 행복마을사업  경상북도의 미래형 농어 마

을 재개발사업을 통한 거 마을 육성사업이 그 사례이다. 이는 마을 단

로 분산된 기존의 사업 방식을 지양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마

을의 정주 기능 쇠퇴라는 상황에 응하여 거 마을뿐만 아니라 읍‧면 소재지 

육성에 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우선 행복마을사업은 라남도에서 농어  주민의 지속  거주와 도시민

의 이주를 하여 경제·문화·교육·복지가 충족되는 유기  복합 생활공간

을 조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농  심마을 육성  마을정비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해 행복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농어 지역에 한 

앙부처의 각종 지원사업을 도 차원에서 패키지(package)화하여 집 으로 

연계‧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이 공 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목 에서이다.

53 국고 900억 원(보조 396, 융자 504)과 지방비 248억 원이 시범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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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 방식

거  개발형

․면 소재지( 심마을)를 심으로 마을생활권 정주체계 재구축

․면 소재지의 주민 착형 서비스네트워크 기능 강화

․ 심면 소재지의 기능을 설정할 때 장기 인 에서 도시민의 

이주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간의 질’ 제고

심마을 집  
육성형

․공간  통합형: 개별 으로 흩어져 있는 독농가 는 쇠락의 정도

가 심한 마을을 집 화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식

․기능  통합형: 기존의 마을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심마을을 상

으로 공공 인 라를 집  투입함으로써 주변 마을이 공공서비스

를 공동 이용하도록 정비하는 방식

도‧농 
통합형

도시
주변형

․도시와 30분～1시간 거리, 도시의 문화시설과 편익시설 공유

농
심형

․도시생활과 원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지역
거 형

․ 소도시 외곽, 40～50  가구주의 4인 가족 심, 아 트 등 공

동주택 선호자 심

정비 보완형

․기존의 마을에 인 라를 확충하여 소득기반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

․농 다움의 유지와 개발

․농산어 의 통  생활 공동체 정신 회복

자료: 라남도 행복마을과 내부자료.

표 5-3.  행복마을사업의 유형

  이 사업은 상 마을의 지리 상, 정주체계 상의 입지와 특성에 따라 거

 개발형, 도‧농 통합형, 심마을 집  육성형, 정비 보완형의 네 가지 유

형으로 정비 개발하되, 마을과 마을을 상호 유기 으로 연결시킨다는 개념

을 제시하고 있다(표 5-3 참조). 이  거  개발형과 심마을 집  육성

형(표에서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이 농  심지 육성과 히 련되며, 

농  정주공간체계 상에서 배후 지역에 한 생활서비스 공  등 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54.

54 거  개발형 행복마을은 농 의 정주체계상 상  심지로서 배후 농 지역에 

한 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 소재지 마을(복수 마을을 포함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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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유형에 따라 몇 가

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앙정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이나 마을

종합개발사업, 원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하기도 하며, 라남도에서 자

체 으로 정주여건개선형 행복마을을 선정하여 련 시설 지원을 하기도 

한다. 도 개발공사에서 신규 주거단지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도 있다. 2008년 재까지 총 25개소가 이처럼 여러 유형의 행복마을 사

업 상지로 선정되어 계획이 추진 이다.

 (사업  ▲)                                 (사업 후 ▼)

자료: 경상북도 농 개발과 내부자료.

그림 5-3.  미래형 농어 마을 조감도 

권역도 가능)을 집 으로 육성한다. 심마을 집  육성형 행복마을은 배후

마을들에 하여 공간 으로 는 기능 으로 통합하여 공공서비스를 달하

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면 소재지 심마을보다는 하  심지가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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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농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래

형 농어 마을 재개발사업을 추진 이다(그림 5-3 참조). 이 역시 행 지

역개발사업이 넓은 지역에 걸친 자연부락별 분산 투자로 인해 효과성이 

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반 인 사업 내용은 농 마을종합개

발사업, 원마을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존 마을을 농 다우며 도시

인 편리성도 갖춘 마을로 재개발하여 농 에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

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55. 이때 집합형의 취락 구조를 가지는 마을은 

마을 역에 걸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이 넓게 분산된 지역의 

경우는 심마을을 다운타운(Downtown)형태의 거 마을로 집  개발한다

는 략이다56. 

1.3. 국내의 농촌 중심지 관련 정책의 특징과 과제

1.3.1. 농  심지 련 정책의 특징과 문제

  그동안 추진된 농  심지 련 정책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소도읍육성사업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사업과 같이 농 의 심지를 고유한 상으로 하는 종합개발 방식의 사업

에서 나타난 문제 들은 다음과 같다57.

55 미래형 농어 마을 재개발사업은 기존 농  주민들을 상으로 하는 공간 

정비보다는 도시  편리성 확보를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를 형성하는 데 을 두고 있다. 

56 미래형 농어 마을은 유지‧보존형과 개조‧발 형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지‧보존형은 역사‧ 통문화 는 경 ‧생태  가치가 있는 마을

을 상으로 자원 자체를 최 한 살려 특성화 개발하고, 개조‧발 형은 취락

구조가 집합 는 분산된 농어  마을을 집합  취락구조를 가지는 마을로 개

발할 계획이다. 

57 이하에서 논의하는 특징들은 지난 몇 년 간 시행되어온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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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농  심지 상의 종합개발사업들은 각기 행정안 부와 농림수

산식품부의 소 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읍은 행정안 부에서 담당

하고 면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사업 

상을 편의 으로 나  방식인 것이다. 일률 으로 이 같이 구분한 까닭에 

도농복합시의 소재지는 정책 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도농복합시

의 심지 역시 군청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배후의 농  읍‧면에 한 지원 

역할을 한다는 을 고려할 때, 읍‧면 심지만을 상으로 하는 기존 정

책은 그 포 성 면에서 다소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심지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별 인 정책 수단이 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종합개발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여

러 성격의 사업 내용이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감안

하여 역 을 두어야 할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에 해 명확한 정책 목표가 

서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 결과 상지 별로 소득사업이나 환경정비 사업

이 다양하게 추진되지만, 사업 내용에서 지역별로 실질 인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배후 마을의 분포나 주민 구성 등에서 근본 인 차이를 보이는 도시 근

교 지역과 농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자체생활권 지역은 심지 육

성과 련해서도 서로 다른 안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존의 소도

읍 육성사업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충분히 반 되지 않고 있다.

  셋째, 기존의 농  심지 정책에서는 배후 마을과 심지의 통합 인 

발  략을 모색하는 데 소홀했다. 사업 상 자체는 심지라 하더라도 

배후 마을 주민들의 시설 이용 수요와 서비스 여건 개선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은 그 지 않았다. 

체로 소재지 자체에 한정하여 거 시설 조성과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

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지역 유형에 따른 사업 내용의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처럼 배후 마을을 통합 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 단된다58.

58 이와 련하여 사업 상을 읍과 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행정안 부와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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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기존 사업에서는 주로 물리 인 시설 설치와 환경 정비에 역 을 

두었다. 가로 정비, 소공원 조성, 특정 테마의 거 센터 설치 등과 같이 물

리 인 시설 조성을 주로 하는 사업들을 여러 상지마다 공통 으로 실

시하는 모습이다. 반면, 주민 참여 유도를 통해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한

다거나 추진 주체 양성을 통해 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

안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하천 정비나 공원 조성 등 공공의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주력했던 측면이 있다.

  종합개발 방식의 사업뿐 아니라 농  심지와 련되는 지역개발사업 

일반으로 논의 상을 확 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

다. 첫째, 소재지를 상으로 특정한 거 시설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확

되고 있으나 그 이용 상이 제한 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배후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근성을 개선하는 시책이 연계해서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복합거 시설 사례로 소개한 다락원의 

경우에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다양한 시설과 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다락원 역시도 주요 이용자들은 다락원이 입지한 산읍 내에 거주하

고 있는 주민들이 부분을 차지하며, 면 지역에서 찾아오는 주민들은 매

우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59.

  둘째, 정부 지원을 통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원활히 운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면 소재지에 조성된 복지회  같은 시설의 상당

수가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표 인 사례이다. 이는 해당 시

설을 운 할 수 있는 로그램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담당할 인력도 

산식품부가 할하도록 편의 으로 구분했던 문제도 지 할 수 있다. 담당 부

처의 구분으로 인해 배후 농  마을 상의 정책과 소도읍 상의 정책이 통

합 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59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락원에서는 배후 농 지역에 해서 방문보건사

업(보건소), 찾아가는 화마을(노인의집), 경로당 활성화사업(보건소), 책읽기

교실(기 의도서 ) 등 농 지역 순회 로그램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그램의 수혜 범 는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 반을 포 할 수 있

는 수 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다락원 시설 운  계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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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  심지 육성 시책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하는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근본 인 제약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농  심지 련 정책만이 아니라 농 개발사업들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과 

운 을 기획할 만한 역량이 축 된 곳을 제외하고는 시설 투자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보다 근본 인 문제로서 농 의 심지 육성 정책의 목표가 명확

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효과 인 정책 추진을 

해서는 마을 → 읍‧면 소재지 → 시‧군청 소재지 → 거 도시 등으로 이

어지는 농  정주체계의 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농

 심지의 육성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로는 정부 

차원의 농  공간구조 발   재편 략이 미비한 상태이며, 심지 지원

을 통해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도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 정책 

로그램 단 로 심지 련 시책이 단편 으로 추진되어온 도 이러한 

문제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나 최근의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의 공간구조 발  

방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개별 소재지 자체의 물리  정비

에 을 둔 사업들이 주로 진행된 문제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한다. 

  넷째, 그동안은 지자체 차원의 체계 인 심지 발 계획을 유도할 만한 

제도 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이

하 국토계획법)｣에 입각한 행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개의 시‧군의 경

우 공통 으로 지역 차원의 생활권 설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농  소도읍

이나 일부 면 소재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장래 도시개발 정지를 설정하는 데 주 목 을 두는 경우

가 많으며,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 역시 행  제한  용도 

지정이 주된 목 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장기 인 농  심지 발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60.

60 실제로 도로 주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이외에 농  소재지의 활성화를 한 

로그램을 행 국토계획법 체계에 담기는 힘든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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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농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장기 인 공간구조 발  방향을 담은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심지 육성 방향에 해서도 체계 으로 근하지 못

했다. 즉, 면 단 로 진행된 기존의 정주기반확충사업은 개별 마을의 기반

정비 사업들의 묶음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소재지 련 시책과

도 연계되지 못했다. 심지 시책과 마을 단  사업이 각기 별개의 논리에 

따라 별다른 연 성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 로 장기 인 농  

공간구조 재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온 시책들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지 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특

히 농 의 과소화와 마을 공동화가 격히 진행되는 남이나 경북에서 자

체 인 시책으로 행복마을사업이나 미래형 농어 마을 재개발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 의 장기 인 공간구

조 재편에 한 지역 나름의 문제의식을 히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그것의 실행 과정에서는 체계 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의 행복마을사업은, 공동화되는 농  마을을 상으로 하는 

분산 투자를 지양하고 거 마을  심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하

지만, 최근에는 한옥마을 조성 지원 는 몇몇 원형 주거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방향을 다소 선회한 상태이다. 지원 상지 선정에 

한 객  기 이 부재한 상태에서 마을별로 고르게 분산 투자하는 방식

을 극복할 만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주민들

이 10호 이상 집단으로 한옥을 신축하려는 의지를 가진 마을에 한하여 

련 사업들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책이 변모한 상황이다. 

1.3.2. 지역개발제도 개편에 따른 새로운 과제 두

  최근의 지역개발정책 개편 움직임에 따라 향후의 농  심지 련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나타나리라 상된다. <그림 5-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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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던 지역개발사업들(주로 균특회계 사업 상)을 

통합하여 포 보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앙정부에서는 큰 사업군만 제시한 채 산을 지원하고, 세부 

로그램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시‧군 단 에서 수립하

는 ‘기 생활권 발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5-4.  포 보조  제도  기 생활권 발 계획의 개념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8. “지역정책 추진 환경 재편에 따른 농식품부 사업의 체계

화 방안(미발간 워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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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변화의 결과로 향후 농 정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인 계획 역량이 무엇보다 강조될 망이다. 포 보조 방식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시 지역의 역량이 축 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발  비 과 장기  계획을 갖

는 것이 요해진다61. 이는 추가 인 산 지원을 얻는 데도 요한 단

의 잣 가 될 것이다.

  기존에 앙부처 차원에서 마련했던 심지 련 정책의 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마을 단 의 사업과 심지 상의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데 한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앙정부 입장에서는 소도읍육성사업을 비롯한 기존의 심지 련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더 이상 직 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

단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포 보조 방식의 산 지원이 이루어지

면 앞으로의 농  심지 육성 시책의 추진 여건도 근본 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향후 어떠한 과제가 요구되는지에 해

서는 제6장에서 보다 구체 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외국의 농  심지 육성 련 정책

  농  심지의 기능이 쇠락하고 배후 지역에 한 향력을 잃어가는 추

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농  심지들이 활

력을 잃어가는 공통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응해서 외

국에서 이루어지는 련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 을 

얻고자 한다. 

61 농  생활환경 분야 정책의 경우로 한정해 보면 시‧군 단 로 매 5년마다 생

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농어 정비법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고

되어 있다. 종 에 면 단 로 이루어지던 농 정주기반확충사업도 시‧군 단

의 농 계획에 바탕을 두어 추진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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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 지역재생제도62

① 정책의 배경과 의미

  1990년  말까지 일본의 지방에 한 지역개발 정책은 앙정부 주도

으로 개되었으나, 1990년  말 버블경제  붕괴로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

되고 지방 분권  민 화로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그간의 앙집권  정

책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 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쇠퇴해 가는 지역을 살리기 해 민간의 노하우와 자

력을 활용하고, 발 을 한 지역 자체의 신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3년 

10월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 고, 

2005년 4월 ｢지역재생법｣을 근거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 다. 

지역재생사업에서는 ‘자생(自生), 자립(自立), 자고(自 )의 정신’을 바탕으

로 하여 지역 차원에서 자립 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앙정부에서는 

이에 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역 차원에서의 창의  기획‧운 은 정책군 제도로 인하여 

가능하 다. 정책군은 유사사업의 투자로 인한 산의 낭비를 이고 산을 

 배분하는 것을 목 으로 도입된 성청(省廳) 간 횡단면 인 산 조정 

제도인데(송미령 등 2007)63,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책군 방식을 통

해 보다 독립 이고 자율 으로 산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62 지역재생제도와 련해서는 주로 유학열 등(2008)  송미령 등(2008)을 참조하

여 정리하 다.

63 일본은 2004년도 산 편성부터 정책군 방식을 용해 오고 있으며, 동일한 정책

군에 하여 해당 정책군과 련된 성청들 간에 횡단 으로 산 사정을 실시

한다. 산 사정 과정을 통해 정부는 복  산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에 정책군에 한 포  보조 을 지 함으로써 유사․ 복  정책의 시행을 

피하고 결과 으로 산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재 

정책군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축’, ‘도시와 지방의 활성화’, ‘안

한 사회의 실 ’의 3가지 역으로 구분되고, 그 하 에 총 17가지 군으로 구성

되어 있다(송미령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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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종래에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련 부처로부

터 개별 단  사업을 받아 해당 사업 지침에 맞추어 추진하 다. 이러한 

정책 환경 하에서는 자체 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역의 체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맞추어 자율 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해 나가는 데 제

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개발 사업들이 기존 방식에서 정

책군 방식을 통한 포  보조방식으로 환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재량에 

따라 자율 이고 창의 으로 지역의 발  략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② 지역재생사업의 황  추진 방식

  지역재생사업은 일본의 4  지역활성화사업64  지방소도시  농 지역

의 재생을 한 사업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구도심에 한 재

생 사업이고, 심시가지활성화사업이 인구 50만 명 정도의 지방거 도시

( 청 소재지 )의 상업 기능 활성화가 인 데 반해, 지역재생사업은 

지방의 소도시, 농 지역, (村)을 상으로 하는 재생사업이다65.

  2005년 지역재생법 공포‧시행 이후 2008년 3월까지 1,006개의 지방공

공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았다. 시정 ( 町村) 통합을 고려한다면 

실제 999개 지방공공단체가 인정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국 1,822개

(2008년 3월 기 ) 지방공공단체의 54.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인구가 

64 일본의 4  지역활성화사업은 ① 도시재생사업, ② 구조개 특별구역추진

사업, ③ 심시가지활성화사업, ④ 지역재생사업이다. 2007년 11월에 발표한 

｢지방재생 략｣에서는 이들 실시 주체를 통합하여 지방재생을 한 략을 입

안‧실시하는 체제로서 ‘지역활성화통합회합’을 새로이 설치하고, 산하에 사무국

을 두어 일원화된 응체계를 구축하 다. 

65 기 통계자료로 살펴본 지역재생사업 상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유학열 등 2008). 

․평균 인구: 54,253명

․평균 세 수: 18,899호

․평균 총면 : 약 321㎢

․평균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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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이하인 지방 소도시에서 인정받은 경우는 182건( 체의 18.1%)이며, 

한 지역(시)에서 복수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한 순(純) 지역 수는 165개이다. 

  지역재생사업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재생법｣에 의거하여 ‘지역재

생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지역재생본부의 내각총리 신이 승인하면 과세

의 특례,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 의 교부, 보조 상 시설의 용 차의 특

례 등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재생추진체로서 지역재생본부는 지역재생본부장(내각총리 신), 지

역재생부본부장, 지역재생본부원(모든 국무 신)으로 구성된다. 지역재생

본부에서는 지역재생기본방침안을 작성하고, 인정을 신청한 지역재생계획

을 검토하고 인정한다. 한 승인받은 지역재생계획에 해서는 사업이 원

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련 성청과 의‧조정하며, 지원 조치를 추진하는 

총  역할을 수행한다66.

  한편, 지방 차원에서는 지역재생사업 추진을 해 지역재생 의회를 구성

해야 한다. 지역재생 의회는 지방공공단체  지역재생계획사업을 실시할 

주체를 반드시 포함하며, 그 외에 지역재생계획과 련되는 주체로서 지방

공공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지역주민, 지연조직, 상공단체, 문가, NPO 등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재생 의회는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수렴

하여 지방공공단체와 의하며,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의 내용과 함께 지역재생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계획서에 기재

하도록 한다. 

③ 지역재생사업에 한 지원 상의 특징

  지역재생사업을 한 정부 지원은 크게 3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지역의 인재 육성과 인  네트워킹(networking)을 지원

한다.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구심 으로서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지

66 지역재생제도에서는 지방공공단체으로부터의 제안을 내각부 내의 지역재생본

부가 받아, 사업을 소 하는 성청이 아닌 제안자의 입장에서 담당 성청과 조정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유학열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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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거 재생 로그램, 지역고용재생 로그램, 지역유 재생 로그램, 지역

재도 (재취업)추진 로그램 등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한 다양한 지

원 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보조  개  등을 통해 지방의 재량성을 존 한다. 이는 크게 지역

재생기반강화교부 과 보조 상자산의 유효 활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 은 내각부에 산이 일  계상되어 지역의 재량에 

의해 자유롭게 시설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계획 신청 등의 창구를 일원

화하여 사업 간 산의 연계 운용  연도 간 사업량 변경이 용이하게 처

리된다. 

  사업 간 연계 운용의 경우 종래 보조 과 달리, 도로‧오수 처리‧항만 등

의 분야 간 연계 운용을 제외하고는 교부 결정액의 1/2 미만을 타 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시설별 최종  충당률(보조율)이 체 사업 기간

의 국비 충당률에 정하다면 문제가 없다. 연도 간 융통의 경우 단년도마

다 보조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일정 범  내에서는 국비 반환  이월 

차가 필요치 않다. 즉, 사업 기간 체의 국비 충당률이 하다면 단년

도의 충당률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 방 자 치 단 체

내 각 부 이 체 관련 성청이 집행
사업 A

당해년도 차년도

사업 B

사업 C

타 사업에
충당 가능

연도 간
융통

지역재생계획

교
부
신
청

결
정

신
청

인
정

그림 5-5.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  

자료: 유학열 등(2008).



국내‧외의 농  심지 련 정책  112

  셋째, 민간의 노하우와 자 의 활용을 진한다. 지역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67에 한 투자를 상으로 세제 상 우 하고,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에 해 투자액 공제, 손실 연장, 양도

수익 축소 등의 세제 상 특례가 주어진다. 지역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는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등 공익  시설의 정비‧운  사업, 환경 책을 

한 신에 지 시설 등의 정비‧운  사업, 지장산업(향토산업) 지원을 

한 실험, 연구시설 등의 정비‧운  사업이 있다. 

2.2. 프랑스: 탁월한 농촌거점(Pô̂le d'exellence rurale) 정책68

① 정책의 배경과 의미

  최근 랑스의 농 지역은 도시지역 밖으로의 거주지 이주, 도시  삶의 

방식의 일반화,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향한 요구 발생 등의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  공간의 성격과 농 의 흡인력(attractivité)에 

한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농 지역이 거주지  휴양지로서의 공

간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략  경제 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시각이다. 

  농  공간에 한 이러한 근본  시각의 변화를 바탕으로 농 의 개별 

67 세제 상 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10명 이상의 상근 고용자

② 지역재생사업을 행하는 기업

③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100 이상, 1/3 이하의 주식을 보유

④ 비상장회사

⑤ 소기업( 기업의 자회사 미포함)

⑥ 주식투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68 랑스의 정책 사례는 주로 ‘탁월한 농 거 ’ 웹사이트(http://poles-excellence- 

rurale.diact.gouv.fr)의 각종 련 문서들과 송미령·박주 (2007)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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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잠재성을 발굴‧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정책  시도가 나타났는데, ‘탁월한 농 거 (Po ̂̂le d'exellence 

rurale)’ 정책이 그것이다. 랑스의 농 거  정책은 종래와 같이 낙후된 

지역에 하여 보조 을 지 한다는 수동  시 에서 벗어나, 지역 발 의 

잠재력을 가지는 지역에 하여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다 능동 이고 발 인 지역 정책의 시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농 거  정책은 도시지역과는 차별되는 농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고용과 신을 창출하기 한 정책이다69. 2002년 지역개발청(CIADT)이 

‘균형발 ’에서 ‘국토경쟁력 강화’로 정책 기조를 환한 바와 같이 랑스

의 국토정책 기조 변화를 반 하는 것으로, 산업클러스터 경쟁거 (Po ̂̂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낙후된 농 에 한 지원과는 달리 공모를 통한 사업 상 선정 등 

경쟁에 의거한 농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② 정책의 내용과 추진 방식

  농 거  정책은 농림수산부(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장

과 국토개발부(Ministre chargé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장 이 

공동으로 주 하며, DIACT(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 국토와 지역의 경쟁력을 한 범부처 

간 표단)가 시행한다. 사업 공모 상지역은 랑스 농  에서도 낙후

지역인 농 재활력지역(ZRR: zone de revitalisation rurale)과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2006년 기  총 477개의 코뮌

69 과거의 랑스 농 지역 정책이 ‘ 정  차별’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선정된 

선호지역(zonage préférentiel)에 을 두었던 데 비하여, 탁월한 농 거  정

책은 모든 지역이 각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각기 다른 농 지역들이 고유의 탁월성을 보임으로써 성장을 가능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결과 으로 랑

스 국가 체의 발 과 매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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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e)이 이에 해당한다.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제1차 로젝트

는 2005년 12월에 착수되어 176개 지역을 선정하 고, 2006년 6월 제2차 

로젝트에서는 203개 지역이 선정되어 총 379개 농 거  지역이 지정되

었다.

  선정된 379개 농 거 에 해서는 국가가 총 2억 3천 5백만 유로를 지원

한다. 1백만 유로의 범  내에서 제안한 로젝트 액의 최  33%를 

국가가 지원(코뮈노떼의 공동 지원을 포함)한다. 단, 보조 이 지원되는 제안 

과제는 최소 30만 유로의 투자 규모를 만족해야 한다. 체 사업의 2/3가 

농 재활력지역에 치하는데, 이러한 농 거 에는 사업비의 50% 규모

까지 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 발 을 우선 으로 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 하는 정책의 효과로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농 지역의 직  고용 13,000명을 포함하여 총 3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망한다. 

  사업의 시행 주체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지 않고 

코뮌들 간 력체인 코뮈노떼(Communautée), 빼이(Pays)70, 민간 등 다양

한 주체들이 로젝트를 수립하고 제출하고 있어 랑스 지역거버 스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 다. 부분의 농 거  사업들은 코뮈노떼 는 빼

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코뮈노떼는 200개 사업, 빼이는 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탁월한 농 거  정책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랑스 농 개발

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다음의 4개 분야로 농 거 의 특화 유형을 구분

하여, ① 자연‧문화‧ 자원의 개발(41%), ② 서비스 제공  인구 유인

(19%), ③ 바이오 자원의 가치 증 (활용)  리(22%) ④ 다양한 산업부

70 빼이(Pays)는 자율 으로 결성된 코뮈노떼들이 규모가 작은 도시와 그 배후 농

 간의 통합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통합 으로 리하기 해 

제도화된 력기구이다. 빼이는 지역사회가 지역발 의 주체가 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공공기 과의 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 

스스로 발 을 도모하고자 조직된 기구이다(송미령 등 2008a). 



국내‧외의 농  심지 련 정책  115

자연․문화․ 자원의 개발 바이오 자원의 가치 증   리

서비스 제공  인구 유인 다양한 산업 부문을 한 기술 신

혼합 유형

자료: 탁월한 농 거  웹페이지(http://poles-excellence-rurale.diact.gouv.fr).

그림 5-6.  선정된 379개 탁월한 농 거 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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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한 기술 신(18%)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유형들에는 생

산을 한 경제활동과 거주 환경 측면에서의 경제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71.

③ 사업 추진 사례: 오트잘 (Hautes-Alpes)의 엑셀래르 오트잘  

(Excell'air Hautes-Alpes)의 거

  농 거  정책의 사업 추진 사례로서 오트잘 (Hautes-Alpes)72의 엑셀

래르 오트잘 (Excell'air Hautes-Alpes) 거  사업을 간단히 소개한다. 엑

셀래르 오트잘  거  사업은 오트잘  의회(Conseil Général des Hautes- 

Alpes)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오트잘 의 비행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

행기, 헬리콥터, 라이더, 자유비행, 낙하산 등을 통한 크리에이션 분

기를 조성하고, 이와 련된 사업체를 조직하고 지역의 련 활동을 활성

화시키고자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세쉬산(la montagne Séche)의  활동을 다양화하여 연

 부분의 기간 동안 객들이 방문한다. 지방에서 가능한 직 체험활

동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 시키고 있는 사례이며, 데 르트망에서 추진하

는 지역 시책의 방향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  역할을 하고 있다.

71 탁월한 농 거  정책에서는 제조업 등 ‘생산을 한 경제활동(économie  pro-

ductive)'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역사‧문화 유산, , 거주민에 한 

서비스 등과 같은 ‘거주 환경 측면에서의 경제활동(économie résidentielle)’을 

강조한다. 문화 ‧자연  유산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자원이 가지

고 있는 가치를 부가(附加)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을 창출

하는 것을 주요한 략으로 단한다.

72 로방스 알 코트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주(Région)에 있는 데 르

트망(Départ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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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탁월한 농 거  웹페이지(http://poles-excellence-rurale.diact.gouv.fr)

주: 녹색 계열로 처리된 부분은 농 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코뮈노떼임

    (녹색은 구  농 재활력지역, 연두색은 조건부 농 재활력지역, 노란색은 일시  

농 재활력지역).

그림 5-7.  탁월한 농 거 의 시: 오트잘 (Hautes-Alpes)

2.3. 영국의 마켓타운 이니셔티브(Market Town Initiative)73

① 정책의 배경  의미

  국의 마켓타운은 인구 규모가 1만~3만 명 혹은 그 이하인 농  심

73 국의 정책 사례는 마켓타운을 한 행동(Action for Market Town) 웹사이트

를 비롯하여, 국의 각 행정지역  행정구 등 정부 청의 웹사이트(참고 

문헌의 웹사이트 참조)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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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말한다. 마켓타운은 국토 공간구조 상에서의 최하  심으로서, 

국 역에 1,200여 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체 인구의 1/4이 거주한다.

  마켓타운은 주변의 농 지역에 하여 고용과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지로 기능하나, 최근에는 제조업체  타 통업체 등 지방 산업의 쇠

퇴  변화, 정주여건 악화, 서비스의 양 ‧질  하, 개발 압력 등 복합

인 어려움을 겪으며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다수의 마켓타운이 사회‧

경제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농 지역의 주민들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해 외부의 농  심지나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나면서 결과

으로 지역의 서비스 공  여건은 더욱 낙후되는 악순환  기를 마주하

고 있다. 

  2000년 11월 정부의 농 백서(Rural White Paper)의 정책 지침에서는 농  

심지인 마켓타운의 요성을 강조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 다. 

농 백서를 근거로 하여 농 청(Countryside Agency)74에서는 마켓타운 

이니셔티 (MTI: Market Towns Initiative)를 시작하 다. 마켓타운 이니셔

티 는 마켓타운을 상으로 범 한 분야를 포함하는 략  행동 계획

(action plan)을 수립하고, 핵심 사업들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활기를 재생

시키고 지방의 거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3년 단 의 자 지원 로

그램이다. 여기에는 환경, 지역의 경제  발 , 사회  이슈 는 커뮤니티 

련 이슈, 교통수단과 근성에 한 이슈들이 포함된다. 

  2001년 앙정부는 43개 마켓타운을 선정하고, 100만 운드씩 지원

하기로 계획하 다. 마켓타운에 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사업을 통해 

마켓타운 자체의 재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농 지역

의 경제까지도 활성화시키는 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것이다. 

74 국의 농 청(Countryside Agency)은 농  환경  농 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1999년 설립된 법정 기 이다. 농 청은 기존

의 농 원회(Countryside Commission)와 농 발 원회(Rural Development 

Commission)가 통합되면서 이들 원회의 권한을 이 받았다. 



국내‧외의 농  심지 련 정책  119

② 사업 추진 상의 특징

  마켓타운 이니셔티  로그램의 용 상 마켓타운에 해서는 우선

으로 건강도 측정(healthcheck)75을 실시한다. 건강도 측정은 마켓타운 

이니셔티 의 주요한 도구(tool)로서, 해당 마켓타운에서의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워크시트로 구성되고, 타운과 련된 

사항들을 객 이고 실제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수요와 희망사항에 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수의 마켓타운 이니셔티 에서는 트 십(market town partnership)을 

시한다. 마켓타운 트 십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독립  조직체로서, 

사업을 통해 재생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이 직면한 제약  이슈들에 

응해 나가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트 십에는 지

역사회를 포함시켜, 지역사회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타운의 장기 비 을 

해 어떠한 요소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마켓타운 트 십에 의해 제기되는 사회·경제  수요  환경  수요에 

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한편, 마켓타운의 육성을 극 으로 구‧지원하기 한 국가  규모의 

단체로서 ‘마켓타운을 한 행동(Action for Market Town)’76이 마련되어 

있다. 마켓타운을 한 행동은 통합  근 방법을 통하여 소규모 타운

(small town)에 활기를 주고 생존력을 높이기 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한

다. 마켓타운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트 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75 국의 교외지방청에서는 지역의 진단을 한 마켓타운 건강도 검사

(healthcheck)와 계획 시스템(Market Town Healthchecks and the planning sys-

tem)을 제공한다. 마켓타운 트 십을 한 안내서(guidance for market town 

partnership)와 마켓타운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를 한 안내서(guidance for 

local planning authorities)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76 마켓타운을 한 행동(Action for Market Town)은 비 리회사이자 등록 민

간단체로서 회원제 조직으로 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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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s), 정부기 , 상업  조직 등에 마켓타운의 활성화 사례에 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과정에서의 건의 사항들이 국가  정책 수

립에 반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사업 추진 사례: 뉴 즈(New Mills)

  마켓타운 육성의 한 사례로서 뉴 즈(New Mills)77 마켓타운 이니셔티

가 있다. 뉴 즈는 2004년부터 마켓타운 이니셔티 를 통해 마켓타운의 재

생을 한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로그램에의 참여 

기, 건강도 측정을 실시하고 행동 계획을 발 시키는 과정에서는 지역사

회 그룹(community group)과 타운 의회(Town Council)가 트 십을 조직

하 고, 지역의 발 을 한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구체 으로 발 시

켜 나갔다. 2004년부터 재까지 행동 계획에 따라 수행된 몇 가지 구체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리(Market Street) 시설물의 페인트를 새로 칠함

∙지역의 자원 사자들을 동원하여 마을 곳곳의 지 분한 곳들을 

정화‧정비함(그림 5-8 참조)

∙토어 주차장 타워(Torr Top car park)를 건립하고 안내 을 설치함

∙토어스 강변 공원(Torrs Riverside Park)에 있던 벽면낙서(graffiti)를 

제거하기 한 자 을 확보함

∙새로운 안내 표지 과 강변 조명, 피크닉벤치, 쓰 기통 등을 설치함

  뉴 즈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선

정하고, 새로이 타운의 심지 환경을 개선하기 한 트 십을 조직하

다. 2008년도에는 버스정류장의  벽면을 정비하고, 포이코 (Foy's 

corner)의 환경을 개선하기 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 다. 이미 

77 뉴 즈(New Mills)는 북아일랜드 서부의 티론 카운티(County Tyrone)에 치

한 작은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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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민간 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거리(Meal Street)의 포장을 정비하

고, 타운 심부에 갖가지 지역의 이벤트를 개최하기 해 새로운 장막과 

깃발을 고안하는 등 심부의 분 기를 조성하는 사업들도 제안되었다. 

  뉴 즈의 트 십은 마켓타운 이니셔티 의 지원으로 2004년에 조직

되었다. 2007년 4월까지는 시간제 간사를 두어 트 십을 지원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타운 의회와 자치구 의회(Borough Council)가 로젝트 개발과 

환경 개선을 한 기  조성을 해 지역의 단체들과 직 으로 함께 일

그림 5-8.  마켓타운 이니셔티 의 시: 뉴 즈의 정화 사업

자료: 하이피크 자치구 웹페이지(http://www.highpeak.gov.uk/neighbourhood/NewM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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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컨 , 보존 기 (Conservation grants)을 받아 타운의 거주민

과 소매상을 한 이니셔티 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 다. 

  트 십은 하이피크 자치구 의회(High Peak Borough Council), 뉴 즈 

타운 의회(New Mills Town Council), 더비셔 주 의회(Derbyshire County 

Council), 뉴 즈 학교(New Mills School), 러 퍼 이드(Miller Parade), 

뉴 즈 자원 센터(New Mills Volunteer Centre), 그 외 자원 사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트 십 모임이 뉴 즈의 자원 센터(Volunteer Centre)에

서 1분기에 1회씩 있으며, 타운과 련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 상이다. 

2.4. 외국 사례의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 랑스,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  심지 련 정책에 

하여 검토하 다. 농 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  배경에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농  심지 활성화 정책에 있어 고려할 만한 몇 가지 

시사 들을 도출하 다. 농  심지를 선정‧육성하기 한 기본  시각

이나 원칙과 련된 보다 근본  부분에서의 함의를 찾는 한편, 보다 세부

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 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농 지역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장기 으로 지

역의 자립  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의 요성을 인식하고 극  지원 

의지를 보인다. 랑스에서는 각기 다른 농 지역들이 가지는 고유의 탁월

성에 주목하고, 이를 발굴‧개발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은 물론 국가 체의 

성장까지도 가져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에 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국가  지원은 농 지역을 랑스 발 의 동력으로 보는 

‘투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하겠다. 

  일본 역시 국토의 부분을 이루는 지방의 농 지역이 갖는 요성을 인

식하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게 하기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국

가의 4  지역활성화사업  하나로 지방소도시와 농 지역의 재생에 특화

시킨 지역재생사업을 따로 마련하고, 지방의 자체  기반을 확립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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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을 단행하는 등 국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각 지역의 강 에 주목하되, 지역 내에서는 거 을 선정하여 집

으로 육성한다. 랑스의 농 거  정책에서는 균형  에서 국에 

분포한 각기 다른 농 지역이 고유의 탁월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각 

지역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역 발 을 선도하는 거 (Po ̂̂le)을 선정하여 

집 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국토 체 으로는 

균형  시각을 유지하더라도, 구체  사업을 해서는 략 으로 선택과 

집 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의 마켓타운 이니셔티  역시 마켓타운이 배후 지역에 한 심지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재생시킴으로써 체 농 지역의 활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산 제도의 개 을 통

해 지역개발사업 시 선택과 집 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선행하

다. 정책군 방식을 도입하고 산개 을 단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

율 인 재정 운용 기반을 확보하고 앙정부로부터 보다 독립 으로 사업

을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재생계획을 통해 지역의 핵심 략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포 보조 방식으로 지원될 국내의 농 개발사업 추

진과 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 사용을 유연화하고 기존 사업을 

통한 시설의 용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 상의 유연성을 높인다. 일본

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 은 지역의 재량에 의해 자

유롭게 배치될 수 있으며 계획 신청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업 간 산

의 연계 운용  연도 간 사업량 변경이 용이하게 처리된다. 한 보조 상

자산의 유효 활용 제도를 통해 교부 에 의해 정비된 학교 는 사회체육

시설 등을 용도 변경을 통해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률이 

히 떨어진 시설에 하여 더욱 긴요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

상 자산의 운용 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러한 세 한 정책  배려들은 

지방의 자율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응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강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균특회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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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 정도 자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지방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더욱 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지역의 발 을 해 여러 형태의 트 십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를 개발‧활용한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의 

다양한 련 주체를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랑스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을 한 다양한 사업추진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농 거  정책과 

련해서는 공공과 민간과의 트 십을 강조한다. 코뮈노떼(Communautée), 

빼이(Pays),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을 수립‧제출하는 등 랑스의 

발달된 지역 거버 스를 살펴볼 수 있다. 

  국의 사례에서도 지역의 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 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가는 데 지역사회를 포함한 트 십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생계획의 수립 시 지역재생 의

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이해 계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의 노하우와 자 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지원 시의 핵심  방향

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문제에 처하고 발 을 진하기 해 

다양한 추진 주체를 포함시키고 활용하기 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  역량을 강화하고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 한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의 개발‧

활용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책 추진의 트 십을 

조직하는 데 있어 선행  단계로, 지역 내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발 을 

하여 일할 수 있는 인  자원을 육성하기 한 의도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심을 가지고 자

신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때에 사업이 정  성과

를 거둘 수 있다.

  농 지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사안들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지역의 인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요

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을 인식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 간의 

인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데 을 두고 다양한 지원 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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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기에는 인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내 네트워킹을 구

축함으로써 지역 발 을 한 토 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발 을 해 

요구되는 사업의 기획‧추진 시에도 극 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심화시켜 나간다면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  심지 활성화를 한 정책 방안  제6장

1. 농  심지 련 정책의 기본 방향

1.1. 정책 추진을 위한 전제

  농  심지의 활성화를 한 장기 정책 방향에 해 본격 으로 논의

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과 련한 제도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심지 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 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으므로, 정책 안 모색을 해서는 우선 으로 이러

한 제약 조건에 해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심지 육성 자체가 매우 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해 정

책 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을 감안해야 한다. 무

엇보다 심지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 에서 상당수는 민간 

부문의 역에 속한다. 공서나 보건기 , 교육시설 등 공공 부문에서 조

성하여 운 하는 시설과 서비스도 요하지만, 상업 기능을 비롯한 기

인 서비스  다수는 개별 사업체 단 의 경제활동 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지 활성화를 해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둘째, 농  심지 육성을 해 투자할 수 있는 산  련 자원들에

도 제약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농 의 모든 읍‧면 심지를 지원 상

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실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 목표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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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을 선별해서 육성하는 략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러한 선별의 기

을 일률 으로 정할 수는 없고 지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앙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정책  목표에 근거하여 기 을 

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개발 추진체계 개편이 상되고 있는 도 향후 앙정부의 

농  심지 련 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요한 변수가 된다. 포  

지원 방식으로 사업 추진체계가 바 게 되면, 심지 육성과 련한 사업 

추진은 본질 으로 앙정부의 소 을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율 으로 추진할 역이 되므로 앙정부에서 의지를 갖

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어들 수밖에 없다. 사업 내용에 해

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원 상을 선별하는 과정에도 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심지 육성을 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앙정부 재량

로 정할 수는 없으며, 거 지역에 입지하는 모든 시설이나 로그램을 지

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지역개발 정책이 이

과 근본 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제한 상태에서 향후의 농  심지 

련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안을 마련해야 할 시 이라 하

겠다. 

  이러한 제약 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앙정부에서 할 수 있

는 일이란 정책 방향과 우선 지원의 원칙만 분명하게 정하고, 이러한 방향

이 철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바탕 에서 실질

인 사업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채워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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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 중심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2.1. 농  심지 육성 정책의 목표 설정과 지원 상 선정

  농  심지 발 을 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해서는 먼  앙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심

지 분야 정책은 앙정부의 주도로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산 지원 등을 

포함한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목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사업 자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포 보조 방식의 산제도가 도입되면 

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분명히 서 있는지의 여부가 사업 성패에 요한 작

용을 할 것이다. 어떠한 목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세부 과제와 추진 방안

을 도출하는 작업도 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정책 목표로서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산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 분야와 특정 거 에 한 선별 투자가 

이루어질 분야를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지란 본질 으로 

다양한 활동이 모이는 거 이다. 따라서 심지를 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간 으로 분산 투자를 지향하기보다는 특정 장소에 집 되는 투자 방식

을 취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느 지역 내에서는 이런 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다수 분포할 수 있다는 이 요하다. 심지 육성 사업이라 하더라

도 복수의 상지  소수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집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반 로 여러 심지들에 분산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심지 육성 사업에서도 어떠한 경우에 거  지원 방식을 취할 

것이며, 반 로 어떠한 경우에 분산 지원을 하게 될 것인지에 해 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의 경우는 체로 사업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이룰 필요가 있는 부문일 것이

다. 특정 공간을 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내외 인 경제활동의 거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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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으로 소수 읍‧면을 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때로는 지

역 간 연계 사업 방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후자는 서비스 기 (service standard)에 의거하여 고르게 지원이 이

루어지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여러 심지들에 걸쳐 일률 인 기

으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신규 시설 투자보다는 

가능하면 기존 시설의 효율 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처럼 서비스 기  설정을 통해 가능한 한 다수의 

주민을 상으로 지원해야 할 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기 서비스 역에서는 실질 으로 주민들의 근성을 높이기 해 가능

한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  지

원이 효율 인 분야가 무엇인지 악하여 이러한 성격의 사업에 해서는 

가능한 한 경쟁 원리에 의해 사업의 효율과 효과가 높은 상지를 선별 지

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인 고차 서비스인 문화‧여가 분야를 로 들자면, 향후 조성할 문

회 , 공설운동장 등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집  지원하며, 시

‧군마다 하나씩 조성하는 것보다는 연계권에 포함된 복수 시‧군이 공동으

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 이다. 이미 부분의 지자체가 기

인 수 의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소수 거 에 조성하는 이러한 고차 서비스 

시설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주거지와 보다 가까운 곳에 소규모 시설들이 

치하도록 하는 략도 병행해야 한다. 문화서비스에 한 농  주민 

근성을 높이도록 면 단  복지회 을 리모델링한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이다. 이처럼 큰 규모의 거 시설을 소수 지

원할 분야와 작은 규모의 시설을 다수 지원할 분야를 구분하는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 인 농 의 공간구조 재편에 한 정부 차원의 비 을 마련

하여 정책에 반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과소화와 고령

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공동체 기능이 퇴조한 배후 마을의 장기 인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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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농  심지 육성 정책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 읍‧면, 

시‧군 소재지 등 각  공간 단 별로 장기 인 재편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을 고려하여 장기 인 발  구상을 지니고 있는 지역에 해 보다 우선

인 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련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앙정부 

차원에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농  심지 련 시책이 

더욱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 의 읍‧면 소재지의 활성화 정도는 단지 어떤 사업체가 얼마나 

많이 분포하느냐는 식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느 농 개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단 의 활동 경험이 축 된 곳과 그 지 않은 곳은 

동일한 정책을 투입하더라도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러 주

체들이 자율 으로 참여하여 시설의 지속 인 운  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 단 의 역량이 갖추어진 곳일수

록 사업비 지원의 명분이 높으며, 사업 효과도 크리라고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심지 육성 시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고 운 할 만한 잠재력을 갖춘 곳을 가려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2. 시‧군 여건  심지 유형을 감안한 정책 방향

  심지 련 사업의 지원 논리는 정책 목표를 기 으로 달라질 뿐 아니

라, 어느 지역의 입지  여건이나 심지 유형에 따라서도 차별화되어야 한

다. 앞서 데이터 분석  사례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심지 육성 시책의 

안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컨  지원 상인 심지가 주변도시 

연계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자체생활권에 해당하느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78. 지원 상이 심지 계층 상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변수이다.

78 제3장에서는 시‧군 유형을 주변도시 연계권과 간지역, 자체생활권 등 세 가

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주변도시 연계권과 자체생활권 간의 비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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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  심지로

서 1계층 심지가 상 으로 많이 분포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1계

층 심지는 군청 소재지보다는 도농복합시의 심인 시청 소재지가 주로 

해당한다. 이들 시청 소재지는 지 까지는 소도읍육성사업을 비롯한 농  

심지 련 정책의 상에서 체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 유형의 심지에 해서도 나름의 발  략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 까지는 주로 도시정책의 상으로 다루어졌지만, 이들 

심지가 도농연계 발 의 거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는 시책이 도입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주변도시 연계권 시‧군의 심지는 도시개발의 향이 강하며, 

특히 심지의 신규 개발의 압력이 높다. 과 한 구시가지에 입지한 공

서와 보건소 등 공공시설  버스터미  등을 외곽으로 이 하려는 경향도 

다수 나타난다. 문제는 이 경우 배후 농  마을 주민들의 소재지 이용에는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심지에 해서는 

시설의 외곽 이   신시가지 개발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성시가지의 효과

인 재생과 지속 인 활력 유지를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배후 읍‧면 

주민들은 근성 문제 때문에 신시가지보다는 기존의 구시가지에 입지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변도시 연계권에 포함되는 인  시‧군들은 일정 수  이상의 거

시설을 제각기 조성하기보다는 어느 한 곳에 보다 복합 인 기능의 고

시설을 규모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의 시‧군들이 이러한 

거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이처럼 몇 개 시‧군에서 거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것을 제로 

앙정부에서는 추가 인 사업비를 지원해  수도 있을 것이다.

두드러지며, 간지역의 경우 이들 양자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간지역에 해 별도로 다루지는 않고, 주변도시 연

계권  자체생활권 지역 두 유형의 심지 발  방향을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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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자체생활권 지역의 상  심지로는 주로 2계층에 해당하는 군청 

소재지가 해당된다. 이들은 1계층 심지에 비해 배후마을에 한 지원 기

능이 보다 강한 농 형 심지 성격이 두드러진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

미 기존의 소도읍육성사업의 상으로 각종 시설 조성 사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심지는 각종 정주기반이 취약한 지역 내 하  심지에 비할 때 

경제활동 여건이 상 으로 나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심지가 지역발

을 견인하는 경제활동 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략이 필요하

다. 지역의 자원 여건이나 강·약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편의시설과 서비스 이용 여건에서도 타 심지보다 상 으로 

나으므로 도시민 유치 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사업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시‧군청 소재지가 아니면서 어느 정도의 심기능을 갖춘 차상  

심지에 한 발  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지는 2계층에 

해당하는 일부 읍이 체로 해당된다. 는 3계층에 주로 분포하며 타 면

보다 상 으로 기 서비스 부문이 발달한 거 면이 해당된다. 이들은 시‧

군청 심지보다는 작은 향권을 상으로 거  기능을 수행한다는 에

서 ‘소생활권 심지’라 부를 수 있겠다. 사례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지역이든 근성 문제로 시‧군청 소재지가 행정구역 역을 포 하여 동

일한 구심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생활권 심지를 

시‧군마다 선별하여 상  심지의 기능을 분담토록 할 필요가 있다. 육성

해야 할 소생활권 심지의 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르겠으나, 시‧

군당 평균 으로 1~3개 읍‧면이 해당될 것으로 단된다.

  이들 소생활권 심지는 기 인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도시민 유치사업 등과 연계하여 인구 정착기반 강화 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확  추진될 농어 뉴타운 사업과의 극

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들 심지는 시‧군청 소재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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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 기반이 보다 강한 것이 일반 이기 때문이다. 

  넷째, 가장 하  계층(3-2계층)에 속하는 일반 면을 상으로는 가장 기

인 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하는 데 우선순 를 둔다. 이러한 곳들은 무

엇보다 서비스 기 을 마련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데 주안 을 둘 필요가 

있다. 한 투입 가능한 자원 제약 등을 감안하여 이들 심지에 해서는 

신규 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운  로그램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최하  계층 심지의 경우 배후에 근성이 불리하며,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원격지 마을이 다수 분포하기 마련이다. 특히 자체생활권 지역

에 치한 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마을과 소

재지 간의 근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자를 주 

상으로 하여 배후 마을에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노력도 병

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의 심지 육성 략 추진 시에는 공동화와 기능 

축소를 겪고 있는 마을의 재편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 단 의 

정주 기능이 발휘되기 힘들 정도로 과소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근본 으로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정비에 한 원칙과 기 을 수립하여 몇몇 

거 마을과 소재지를 심으로 주민의 생활권을 재편하는 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략의 진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게 될 여

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농  마을의 장기 인 재편 방향을 

마련한 후 그러한 시책을 우선 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 각종 

사업을 연계 지원하도록 한다.

1.2.3. 농  정주체계 특성에 따른 심지 육성 정책의 

  지역의 입지  여건  농  심지의 기능과 더불어 각 시‧군별로 생활

권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요한 과제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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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심지 분포 양상 등 농  정주체계가 상이하게 마련인데, 이에 

한 일률 인 지원 기 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제4장에서 논의한 

사례 분석 내용을 참고로 하여 생활권 유형에 따라 지원의 이 어떻게 

다를 것이며, 주된 지원 상 심지는 무엇이 될지 살펴보고자 한다(표 

6-1 참조).

  사례 조사를 통해 살펴본 안성, 평창, 해남, 양 등 네 지역은 마을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등의 심 기능 수 , 주민의 서비스 이용 

장소, 생활권의 형성 양상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 이를 각각 계층형

(도시형), 마을/읍‧면 심형, 계층형(농 형), 시‧군 단일 심형으로 명명

하 다79.

  먼  도시연계권에 속하는 안성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이 상

으로 많이 이루어진 결과, 마을  읍‧면 등 근린 단 의 서비스 이용 여

건이 다른 농 지역보다 나은 곳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시‧군청 소재지 

상의 정책은 체로 배후 농  주민보다는 소재지 자체의 주민들을 상

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배후 읍‧면  상당수는 인  도시 생활권에 포함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  농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도 여

히 높으므로 심지 정책에서도 도농통합 인 발  방향을 보다 극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군 소재지와 더불어 배후 농  지원 

기능을 갖는 다른 거  읍‧면을 함께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마을과 읍‧면의 정주 기능이 상 으로 강한 평창군과 같은 생활

권 유형에서는 타 읍‧면에 비해 기능 으로 확고한 우 를 보이는 단일한 

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군청 소재지만을 단일 거 으로 지

원하는 정책은 사업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분산 지원의 우려가 있더라도 개별 읍‧면 단 의 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심지들 간에 효과 인 연계를 이루는 방안

79 물론 이들 시‧군 내에서도 읍‧면 간에 정주체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에 제시한 분류는 편의상의 분류로서 타 지역과 비교한 해당 지역의 상 인 

특징만 나타낸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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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남군은 마을 → 읍‧면 → 시‧군으로 이어지는 계층 인 심지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각  심지들의 배후 농  지원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편이므로 이들 간에 보완 인 계가 지속되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컨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한 일반 읍‧면들은 농업 인 서

비스 지원에 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시‧군청 소재지 이외에 한두 곳의 

서비스 심지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시‧군청 소재지 이외에는 별다른 읍‧면 심지가 분포하지 않는 

양군과 같은 생활권 유형은 시‧군 소재지의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데 우

선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읍‧면과 시‧군청 소재지 간의 근

성을 확 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취약한 기 서비스가 읍‧

면 소재지 단 에서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원격지 마을이 많이 분포하므로 이러한 마을들을 운행하는 

교통편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 할 것은, 평창군이나 양군과 같이 과소화되는 농  마

을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장기 인 

마을 재편과 심지 발 략을 통합 으로 고려하여 정주체계 발 략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성이 극히 불리한 소규모 마을이 범

하게 분포하는 상태에서 심지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략이 효과를 거

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몇 가지 유형 외에도 다른 생활권 유형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의 네 가지와는 정책의 강조 과 주요 지원 상에

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

역의 안에 해 면 히 분석하는 작업이 각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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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  심지 활성화를 한 정책 방안

  앞서 언 했듯이 지역개발 추진 방식과 산 지원 제도의 변화 망에 

따라 농 의 심지 활성화를 한 세부 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 앙정부 

수 에서 이루어질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활동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체 인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 지원 방향 제시와 

평가, 유도 등이 앙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통합 인 추진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요구되며, 커뮤니티 

차원의 다양한 활동들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지원 로그램을 기획

하고 실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1. 중앙정부의 추진 과제

2.1.1. 농  심지 육성을 한 계획 수립지침 마련

  앞으로 농  심지의 육성을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앙정부의 역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데 맞추어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체계 인 실태 분석과 지역 진단 작업을 거쳐 지역별 

심지 발  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계획 수립 지침을 앙정부 차원에서 작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별 사업을 한정하지 않고 산이 지원되는 포 보조의 성격상 이러한 

계획 수립지침은 반 인 방향만을 제시하는 성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해 지침에 한 상세한 해설서도 더불어 작성하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립지침에서는 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  심지 분야 

시책 추진을 장려하도록 거  면 육성사업 등 연계 지원 로그램의 컨텐츠

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 육성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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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시‧군 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발 계획은 

농  심지 육성이라는 시책에 을 맞춘 사업 지원을 고유 목 으로 

하는 계획 제도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이를 해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  심지 육성 계획 수립에 해 

구체 으로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연계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진단  계획 수립 련 작업의 방향 등이 

해당 지침에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련해서 귀감이 될 만한 사례로서, 마켓타운 육성을 해 련 

조언과 기술  지침 제공 등을 목 으로 개발된 국의 마켓타운 지침

(market town toolkit)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농  심지 육성이

라는 취지에 맞도록 배후마을 지원을 한 로그램을 담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마켓타운의 잠재력과 제약 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

고 있으며, 심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 방식을 담도록 해당 모델과 사

례를 제시한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 삼아 심지 육성에 한 계획 지침에서 다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  공간구조 분석에 바탕을 두어 

집  육성할 소도읍  거  읍‧면의 선정에 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한

다. 이때 근성, 배후마을 분포 여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역량, 마을 간 

연계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다. 특히 시‧군청 소재지 단 에서 포

할 공간  역을 설정하며, 소생활권 거 을 분석함으로써 시‧군청 소재

지, 읍‧면, 마을 등 심지 계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시책을 마련한다. 둘째, 

소도읍을 상으로 하여 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주민 참여 확  방안

을 마련한다. 셋째, 배후 마을 주민들의 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하며, 장

기 인 농  공간구조 발  방향에 한 원칙을 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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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의 마켓타운 지침(market town toolkit) 개요

○ 마켓타운 지침은 사업지침과 마켓타운 재활성화에 극 으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을 한 정보를 포함함.

○ 이는 지역사회가 그 심지와 배후마을의 활력을 평가하고, 증진시키기 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한 것임.

○ 이러한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제공됨.

 ∙Healthcheck Handbook(지역의 건강도 체크를 한 핸드북): 마켓타운의 잠재

력과 제약을 확인하고 응 략을 수립하기 한 지역사회의 력 방안

 ∙Worksheet: Healthcheck Handbook의 세부 항목

 ∙Business Support Directory: 마켓타운에서의 사업 지원에 한 정보를 제공

 ∙Community Participation Directory: Healthcheck에 련된 인사에 한 정보

를 제공

 ∙Data Sources and Survey Methods Directory: Worksheet 작성에 필요한 통계

자료의 출처

 ∙Funding Directory: 마켓타운과 련된 기 에 한 정보를 제공

 ∙Research Directory: 지역사회의 Healthcheck 수행에 유용한 문서정보를 제공

 ∙Training Directory: 마켓타운의 Healthcheck를 수행하기 한 교육정보를 제공

 ∙Transport Directory: 교통계획과 련된 기 에 한 정보를 제공

 ∙Useful Contents Directory: 마켓타운을 한 자문기 의 정보를 제공

자료: 한상욱‧송두범(2006)

2.1.2. 지원 가능한 연계 사업 메뉴 개발

  심지 육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의 연계 방안을 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포 보조 방식으로 추진될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 에 속하게 되겠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농  심지 활성화를 한 정책 방안  141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계 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단될 

경우 앙정부에서 추가 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해 먼  포 보조 방식으로 지원될 기존의 균특회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심지 육성과 련해 효과를 나타낼 만한 부처별 사업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메뉴화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제시함으로써 일선의 사업 담당자들이 이를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컨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특산물의 가공 

 유통 련 시설이 농  심지에 연계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설의 조성 시에는 해당 시설이 복합기능을 갖도록 다양한 

사업의 연계 추진을 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운  효율성과 비용 감을 

해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한 곳에 집단 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컨 , 산군 다락원과 같이 종합복지센터 방식의 시설 조성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양군에서와 같이 다양한 시설이 복합 으로 입지

하는 종합복지회 을 기존 공공시설(문화회 , 운동장 등)과 인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 여러 앙부처 간에도 원활한 력체계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구에서 진행된 거 면 소재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처 간 사업 연계를 이루려 시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괴산군 청천면의 경우 지구당 70억 원이 지원되는 해당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 부지와 연 한 곳에 보건지소 신축, 하천 정비, 재래시장 정비, 

생태숲 조성 등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것이다(표 6-2 참조). 

이들 사업은 모두 농림수산식품부 소 이 아닌 타 부처 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처럼 거 면 개발의 효과를 높이도록 연계 지원 시도를 했다

는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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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구  분 사업 내역 사업비(백만 원)

괴산군
청천권역

편익복지

시설정비

생태숲(후평숲)조성사업 1,000

청천보건지소신축 600

청천재래시장진입도로정비 750

지역경

시설정비

후평지구(달천)하천정비 2,500

청천하수 거정비 8,430

합  계 13,280

여주군
북내권역

복지여건개선  공공디자인사업 2,800

교류활성화 
 북내면 친환경유통클러스터 1,995

 당우리 펜션조성 1,093

경 개선 
 면 소재지 경 형성 3,620

  당천수질개선사업 278

합  계 9,786

자료: 한국농 공사 내부자료 재구성.

표 6-2.  거 면 소재지 개발사업의 연계 지원 사업 사례

2.1.3. 농 의 정주 여건 개선에 한 기  설정

  향후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 서비스를 직  집행하고 공 하던 것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보다 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는 심지 육성 분야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배후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과 련되는 사업들이 상당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평가를 해서는 먼  서비스의 기 과 그에 따른 개선 목표가 

정부 차원에서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구비되었을 때만이 향후 사업

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양만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질 수 있는 것

이다. 

  이런 에서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농  기 에 맞는 서비스 기 을 수립

하는 작업은 시 하고 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바, 보다 요한 역에 해 우선 으로 실태 

조사를 거쳐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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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  구분 설  명 련 서비스 종류

시설의 유지
지역사회 유지를 해 존속시

킬 필수 시설 명시

학교, 우체국, 열차 여객수송 서

비스

목표 수  제시
재 수 보다 향상된 서비스 

근성 개선 목표 제시

육아 서비스 련 지표, 버스 운

행 기 , 의료 서비스 이용, 주택‧

보건‧각종 사회서비스(고령자 등) 

제공, 법률 서비스망 구축 등

지리  근성

기  명시

서비스 이용을 한 최  근

거리  시간 기  설정

도서 , 고용센터 등(기  과 

시 이동 서비스 제공)

수요 응 시간

설정

긴  서비스에 한 응 시간 

목표 설정

응  의료, 경찰 출동, 소방  출

동 등

화 서비스 제공 화를 통한 상담  정보 제공 24시간 건강 상담, 고용 정보 제공

온라인 서비스

근

인터넷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

(학교, 도서 , 우체국 등 기반)

모든 정부 서비스, 학교 교육 교

재, 육아 정보, 우체국을 통한 온

라인 뱅킹, 모든 공공도서  서

비스, 교육기 , 건강 상담, 법률 

 법원 서비스, 연  서비스, 고

용 정보 련 서비스 등

교통비 보조

조건 설정

불리한 여건의 주민에 한 교

통비 보조 기  설정

상  학교교육, 연 기  방문, 

특정 지역의 취업, 구직 련 교

통비

자료: DETR(2000)을 재구성.

표 6-3.  잉 랜드 농 의 주요 서비스 기  설정 내용

  이를 해 국의 농  서비스 기  설정 작업에서 여러 가지 귀감을 얻을 

수 있겠다. 국에서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나름의 기 을 설정하여 그에 

맞추어 서비스 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실태 변화 

추이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 1999년부터 농 청(Countryside Agency) 

주 으로80 발간되어온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보고서의 조사 작

80 농 청의 기구 개편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2006년부터는 농 지역사회 원회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소 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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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특

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목표치의 달성 정

도를 연차 보고서를 통해 지속 으로 악하고 있다. 이러한 기 을 체

으로 분류해서 정리한 결과는 <표 6-3>와 같다.

  물론 이러한 기 을 설정하는 작업은 국가별로 그 목표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농 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요하다. 이는 주민들의 실제 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 도시와 

비교한 상  격차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해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참고로 우리의 농  실정에 맞는 기 을 개발하려면, 특히 개별 기동성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을 우선 으로 감안해야 함을 지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의 서비스 근성 개선을 한 목표를 무엇보

다 우선 으로 설정해야 한다. 

  컨  본 연구의 사례지역 주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버스 운행 기 을 

국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국은 어도 1시간에 1회 이상 버스가 

운행되는 정류장까지 도보 소요시간이 10분 미만인 농  주민 비율이 

2000년 기 으로 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2010년까지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우리 농 의 경우 약 71%의 

주민들이 정류장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은 1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버스 운행 회수를 살펴보면 하루에 어도 10회 이상 버스가 운행

하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이 이보다 더욱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6-4 참조). 

  향후 서비스 기 을 설정할 때는 이와 같이 구체 인 실태 조사에 바탕을 

두고 선진국의 기 과도 비교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게 설정된 서비스 기 은 농  심지 육성에 한 계획 수립지침

에도 반 되어 향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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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빈도 구분
버스 행선지 구분

읍‧면 소재지행 시‧군청 소재지행

일 1～2회 8.5 7.6

일 3～4회 28.3 19.9

일 5～7회 18.0 20.1

일 8～10회 10.7 11.7

일 11회이상 15.6 22.0

마을 근처에 이용 가능한 버스가 없다 8.8 15.3

소재지 가까이 살아서 이용할 필요없다 10.2 3.3

합  계 100.0 100.0

주: 연구 사례지역 주민 조사 결과를 집계.

표 6-4.  농  마을의 버스 운행 실태

단 : %

2.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포 보조 방식의 정책 재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폭

으로 커지지만,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확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반 사업의 성공 인 추

진을 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 달리 보다 능동 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

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심지 육성 분야에 을 두어 지

방자치단체의 련 주체들이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심지 발  방안을 포함한 시‧군 농 계획 수립

  앞으로 포 보조 방식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시 지역의 역량이 축 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성공 인 사업 추진을 해

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발  비 과 장기  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농  심지 육성에 한 사항은 이러한 장기 계획에서 

한층 의미가 크다. 이는 개별 심지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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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지역의 체 인 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  심지 육성을 비롯하여 농 의 정주 환경 분야의 장기 구상을 

담아서 이를 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행 계

획제도 하에서 효과 인 방법은 농어 정비법을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정되어 있는 농어 정비법의 개편에 따라 농  생활환경 분야 정책

의 경우도 시‧군 단 로 매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되며, 종 에 면 단 로 이루어지던 농  정주기반확충사업도 시‧군 단

의 농 계획에 바탕을 두어 추진될 망이다. 이에 따라 개별 단 사업별 

추진계획에 입각하여 진행되던 기존의 농  분야 사업 방식에서 한 차원 

격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 차원에서 농 공간을 발 시키기 한 비

과 장기 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환경정비계획이 형식 으로 수립되지 않고 지역의 장기 인 

농  공간 재편 방안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지의 선별과 육성 

략을 포함하여 배후의 마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을 공동화와 고령화가 속도로 진행된 원격

지 농 일수록 이러한 과제는 요할 수밖에 없다. 찾아가는 서비스 확  

 심지와 배후 마을 근성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수 까지 기 서비

스를 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효과 면에서 근본 으로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남도나 경북도에서 마을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시범

으로 검토하고 있는 농  공간구조 재편의 아이디어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극 으로 추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신규 개발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심지 형성에 해서도 해당 계획

에서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시‧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농  생활환경정비계

획의 수립을 해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하고 

공동의 략을 마련하는 작업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천성 있는 계획을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른 각  계획과

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시‧군의 장기  발  략에 기

반한 농어  심지 상 사업을 추진하기 해 필요시에는 도시계획과 연

계하는 작업이 요하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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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 시 주민 생활권 분석에 입각하여 장기 인 공간구조 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체로 도시개발에 

을 맞춘 것이어서 농 지역의 마을과 심지 육성에 한 략을 담지는 

못했던 것이 실이다. 향후에는 지자체 도시계획에서도 농  마을과 심

지 발 에 한 비 을 담으며, 계획과 사업을 체계 으로 연계시키는 작

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연계 등을 통해 

장기 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2. 효과 인 사업 추진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부서 간에 연계를 통해 시설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력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과

거에 비해 훨씬 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부서별로 업무 분야가 연결되는 상  앙부처와 조를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앞으로 포 보조 지원 방식 하에서는 이

를 기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의 구상과 기획, 연  업무 분야의 력 계 구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 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진 조직을 시‧군 단 에서 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련하여 농 개발사업을 총 해서 기획하고 추진

한 경험이 있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진안군에서는 2000년에 외부 계약직 문가를 채용하고 농 개발 정책 

구상과 사업 추진 역할을 담당토록 하 다. 한 제반 농 개발사업들을 

지역 단 에서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 

차원의 정비도 진 으로 이루어냈다. 정책기획단 내 ‘마을만들기 ’에서 

농 개발 련 사업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마을만들기 은 진안

군의 고유 사업인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련 주체들을 조직하고 내외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 마을 표를 도와서 마을의 제반 사업 진행을 맡도록 마을 간사를 

채용하는 작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다. 이처럼 군청 조직으로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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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 구성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문가가 군의 정책 개발 업무를 담

당하여 체계 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되면

서 진안군은 농 개발정책 분야에서는 국내의 앞서가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그림 6-1.  농 개발사업 추진체계 시: 

진안군 마을만들기 과 마을간사제도

    자료: 성주인·구자인(2008).

2.2.3. 심지 육성과 타 사업의 극 인 연계 지원

  농  심지와 련되는 사업은 거 에 한 지원 로그램과 시설 도입

을 의미하는바, 마을개발사업이나 타 정주환경 분야 단 사업들에 비해 여

러 사업을 연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한층 극 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심지에 각종 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 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포 보조 방

식으로 지원되는 기존 균특회계 부문 사업만이 아니라 여러 앙부처의 고

유 사업들까지도 연계할 만한 여지가 없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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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러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기 이 지원

하는 단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거 시설을 설치한 다락원 사례에서 

귀감을 얻을 수 있다. 

  농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처럼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로서 도시민 유치사업을 로 들 수 있겠다. 여건이 되는 지

역에서는 소재지에 신규 단지로서 조성되는 농어  뉴타운 사업, 원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거 면을 심으로 기 서비스 확충  제반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농어  뉴타운에 입주하는 상

으로 은 귀농‧귀  가구가 필요로 하는 보육, 교육, 문화 등의 복합

인 서비스 기능이 제공되도록 거  면 인  부지에 뉴타운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거  육성을 목 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계사업

의 발굴 필요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 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력을 이루려는 시도는 앞으로 

역경제권 발 에 강조 을 두는 앙정부로부터 추가 인 지원을 제공

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마을 단  사업의 연계 추진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는 특히 과소

화 지역의 분산된 마을 재편과 련해서도 요하다. 기존 마을의 정비와 

더불어 신규로 진행될 개발행 가 분산 추진되기보다는 장차 육성하고자 

하는 거 마을이나 소재지를 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과소화지역에서는 장기 인 공간구조 재편 략에 바탕을 두어 

향후 시행될 마을개발사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거 마을이나 소재지를 

심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할 수 있겠다.

2.3.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단위의 활동 지원

  농 의 심지 육성 시책의 효과 인 추진을 해서는 장기 인 공간

구조 발  략에 입각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주민 역량도 고려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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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농  심지의 활성화를 해서는 어떠한 시설 투자 자체보다

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는 주체들의 역량 

여부가 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이처럼 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로그램의 도입 방안에 해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2.3.1. 기존 시설을 활용한 기 서비스 확충 

  다양한 소 트웨어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기존의 공공시설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회 , 주민자치센터 등 읍‧면 단

의 기존 시설과 문화 련 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한 로,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일종의 자치 로그램으로서 어머니학교

를 면 소재지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이용하여 운 한다. 어머니학교는 지

역의 활력과 지역의 일에 한 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요한 역

할을 한다. 안남면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담당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안남면에서는 면 소

재지에 안남배바우작은도서 이라는 소규모 도서 을 운 하고 있다. 배바

우작은도서 은 단순히 도서 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극 반 하여 컨텐츠를 구성하여, 도서 이

자 아이들의 방과후 놀이방, 아이들 먹거리를 만들 주방, 주민교육‧토론회

의 회의장 등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 간에는 긴 한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의 일을 주도 으로 담당해 나간다. 

  홍성군 홍동면의 여성농업인센터도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복지회  공

간을 리모델링하여 운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홍동면 주민을 상

으로 농업을 포함한 농 생활  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농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곳이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홍동면 지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  가정을 상으로 주

택을 알아보는 일부터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귀농 가정의 생활과 련한 

모든 사항에 하여 상담하고 안내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이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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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들은 홍동면의 주민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활발히 운 되고 있다. 

  민간 부문과 경합을 피하는 선에서 목욕탕, 이발소, 찜질방 탁 운 도 

가능하다. 특히 양군의 입암면, 수비면, 일월면, 일죽면, 방림면 등 민간 

부문 서비스 시설이 발달해 있지 않은 원격지 면 단 에서는 복지회  등

의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일상 으로 이용하는 기 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양군과 비슷한 여건의 많은 농  면 단 에서는 이처럼 기

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81.

  각  소재지 간에 주요 시설의 운  로그램  컨텐츠를 연계하여 시

지 효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 순회 방식의 서비스 제공으로 여러 읍‧면 

단  시설들의 효율 인 운 을 시도하는 것이다. 안성시 일죽면의 ‘작은

도서 ’에서는 안성시립도서 과 도서 상호 차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주민이 시내까지 가지 않고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1 연간 약 2천만 원 가량의 유류비를 지원하면 면 소재지 당 이러한 시설을 1개

소 운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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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양군의 면 복지회  운  사례

 입암면 종합복지회

○ 2007년 공하여 올해 9월 8일부터 운  개시하 으며, 한 동은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다른 한 동에서는 목욕탕을 운 함. 

- 이 밖에 입암면을 찾는 외부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는 숙소로 사용하는 
시설이 목욕탕 건물 3층에 마련되어 있음.

입암면 종합복지회

 수비면 종합복지회

○ 수비면 종합복지회 은 농 구조개선 책의 일환으로 1999년에 정부 지원

(농특회계)을 받아 설치한 시설임.

- 사업명: 농업인건강 리실(시설 규모 약 188㎡)

○ 건강 리실은 찜질방(피로회복실, 샤워실 포함)과 체력단련실을 운 하며, 

복지회  내에는 목욕탕과 이용원도 있음. 

수비면 종합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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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면 소재지 복지회 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작은도서

주: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한 작은도서  사례.

2.3.2. 거 시설과 연계한 농 형 문화여가 로그램 도입

  각종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농  주민들은 교육  의료 등의 기

서비스 외에는 화, 공연 등 문화시설 이용이나 노인들의 여가시설 문

제를 불편한 사항으로 지 하는 경우가 많다(송미령 등 2007). 시‧군청 소

재지 등 인근 심지에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은 마찬가지이다. 시‧군 소재지 단 에 문 회  등의 공연시설이나 시

장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드문 실정이다. 이에는 물리 인 근

성 문제 못지않게 사회 인 요인 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82.

  따라서 농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여가 서비스에 

한 실질 인 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는 특히 시‧군청 소재

지가 아닌 읍‧면 단 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신

규 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복지회 이나 주민

82 컨  농  주민들은 거리가 가깝더라도 도시에 치한 고 문화시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산군 추부면에 소재한 문화의집 운  담당자 인터뷰 결

과 확인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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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 등 기존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기존 건물을 재이용하도록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능하면 주변에 읍‧면 

사무소, 보건지소, 농 , 출소, 학교, 우체국 등 주민들이 일상 으로 이

용하는 시설들과 한 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정

례 으로 농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

<참고> 산군 추부면 문화의집 시설  로그램 황

○ 주요 시설: 독서실, 자료실, 비디오 CD 인터넷부스, 어린이 놀이방, 로비, 

휴게소, 문화 람실, 동아리방, 시실, 생활체육실

○ 상설 로그램: 서 교실, 헬스클럽, 스강좌,  미술교실, 이야기방 강좌, 

한자교실, 어회화교실

○ 개최 행사: 짓기, 그리기 회, 스경연 회, 야외 화상 , 가을음악회, 

정월 보름행사, 노인 상 춤 교실

구 분 주요 시설 황

1층 64평
독서실, 자료실, 안내데스크, 비디오 CD 인터넷부
스, 어린이 놀이방, 로비, 휴게소, 화장실 등 

2층 64평 문화 람실, 동아리방, 개인연습실, 로비겸 시실

별 (3층) 30평 생활체육실, 옥상테라스 

보건소(2층) 27평 문화사랑방, A/V룸 

<추부 문화의집 시설 황>

 

구 면사무소 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한 추부 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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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화 상 회나 음악회, 시회 등을 소재지

의 장에서 정례 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마을 단 에서도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열도록 순회 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산군 추부면 문화의집에

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농  주민 상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많

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그램 자체는 소박한 수 이

지만,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로그램의 미덕인 것이다.

2.3.3. 사회  일자리 로그램과 연계한 소재지 거 시설 운

  소재지에 치한 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컨텐츠의 소 트

웨어 로그램이 운 되도록 하자면, 인력에 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만이 담당할 수는 없으며, 민간의 참여를 확 해서 지역 내에 

이러한 활동에 심을 가진 주체들이 운 토록 하는 것이 효율 이다. 사

업 효과 면에서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게다가 정한 인건비 지원

이 이루어짐으로써 농 형 사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미 

이러한 사례들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는 도시민 유치 로그램과도 연계 운 이 가능하다. 홍성군 홍동면의 

경우, 귀농자들이 심이 되어 커뮤니티 활성화 로그램을 운 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홍동면에는 꾸 히 귀농‧귀 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지역사회의 은 인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표 으로 풀무학교, 

생 , 상가, 작은 동조합 등 각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

총무 등 실질  마을 일에 참여‧종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는 사회  일자리 도입을 통한 시설을 운 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사회  일자리 방식의 로그램 활용을 통해 도시민의 커

뮤니티 활동 참여를 유도하며, 기존 시설의 효율 인 운 을 도울 수 있다. 



농  심지 활성화를 한 정책 방안  156

<참고> 홍성군 홍동면의 여성농업인센터

○ 홍동면에 치한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홍동면 주민을 상으로 농업을 포

함한 농 생활  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농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각

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운 기 임(2001년 농림부 여성농업

인육성 시범사업으로 시작).

○ 여성농업인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홍동면 지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  가정을 상으로 주택을 알아보는 일부터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

지 귀농 가정의 생활과 련한 모든 사항에 하여 상담하고 안내하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강 은 직  여성농업인이 일상 으로 쉽게 근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생활에 1차 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임.

  - 국 60% 이상의 여성농업인센터가 면 지역에 치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는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 등 직원들이 일을 통해 해당 복지

업무를 익 , 차후 홍성아동센터 등 지역내 동종업계의 타 기 의 직원으

로 취업하는 등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일부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직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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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농  심지를 도농교류 거 으로 육성

  농  소재지를 외부 방문객들도 찾을 수 있는 매력 인 장소로 육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장흥 토요풍물시장, 정선 오일장 등과 같이 국 인 지명

도를 얻은 사례도 있지만, 작은 면 소재지 단 에서도 이러한 명소 만들기 

로그램을 시도해 직하다. 를 들어 진안군 백운면의 경우 주민들의 참

여를 바탕으로 면 소재지를 개성 있는 공간으로 가꾸고자 유도하는 일련의 

구상을 진행한 바 있다. 소재지의 상  간 들을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바꾸

는 작업을 한 결과 농 다운 소박함을 간직하면서도 문화 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면 소재지가 변모하기도 했다(성주인‧송미령, 2007)83.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간 을 통일되게 조성하는 활동, 소재지의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가꾸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해 심지 육성 로그램

의 일환으로 지원 가능할 것이다84.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이미 도시화가 상

당히 진 되어 주민이나 상인들 사이에 복합 인 이해 계가 존재하는 읍

보다는 면 소재지를 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해서는 주민 조직 구성이 요하다. 기존 시가지를 상으로 한 재개발

이나 신규 시설 조성 등 물리 인 정비사업이 투입되는 경우 련 주체들

의 입장 조율이 필수 이며, 사업의 성공 인 운 을 해서도 추진  운

 조직 구축이 핵심인 것이다. 이해 계자의 조직 구성을 통해 소재지를 

정비하고 활력을 높이는 활동을 유도한다. 면 소재지 단 에서 이러한 사

83 거리 간 을 꾸미는 작업은 2007년 문화 부의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 컨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목 을 노리고 시작

한 일이 아니었으나 독특하면서 흥미 있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소재지 모습

이 화제가 되어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도 하 다.

84 일본에서는 농 의 소재지를 상으로 한 경 리 활동이 이 부터 매우 활

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를 들어 일본 나가노 의 오부세정에서는 상 가

의 정원이 아름다운 집과 가게에 해 ‘open garden ○○번’이라는 번호를 부

착하여 방문객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 다. 재 이곳에는 이와 같이 조성

한 open garden이 총 76개 분포하고 있다(그림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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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하면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보다 배후 농 과 연계한 로그램

의 추진도 상 으로 용이할 것이다. 

  도농교류 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소재지를 명소로 가꾸는 

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진안군 마을 직거래 요장터 운  사례와 

같이 농  마을과 소재지 연계 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6-3.  특색 있는 간  정비를 벌인 진안군 백운면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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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진안군 마을직거래 요장터

○ 진안군에서는 매주 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각 으뜸마을에서 가져온 

마을의 특산품을 진안군청 앞마당에서 매하는 마을직거래 요장터를 

개설함.

  - 요장터를 주최하는 진안군마을만들기 원장 의회는 2008년 5월 9일 군

청 앞 주차장에서 첫 장을 열고 마을 특산품과 친환경 상품, 가공품 등을 

매하기 시작함.

○ 요장터는 공무원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정기 

구입 통로를 제공하고, 마을만들기지구 농·특산물의 통합  유통채 을 확

보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함.

○ 주로 군청 공무원들을 상으로 하되, 진안군에 거주하는 주민들  외지

인들에게 마을의 생산물을 매하는 통로를 마련함.

  - 요장터가 열리는 군청 주차장 인근에는 군청 근무자 300여 명, 진안농 과 

경찰서 근무자 50여 명, 기타 학교와 세무서 등 기  근무자 100여 명, 일반 

주민 100여 명 등 략 550여 명의 비 소비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기차여행과도 연계하여 체험행사를 심으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객들

에게도 지역 특산품을 알려 외지인 수요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임.

○ 진안군 요장터는 군청 소재지라는 상 의 농  심지와 각 농 마을간 

네트워킹의 한 사례임. 

  - 상시 으로 기능하는 물리  공간(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하드웨어보다는 

소 트웨어  로그램 기획‧운 을 통해 농  심지와 배후마을들을 연

계하여 으로써 상호 달 체계를 모색하는 로그램의 운  사례임.

자료: 진안신문(http://www.ja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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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일본 오부세정의 가로변 개방정원(open garden) 가꾸기 사례

2.3.5. 커뮤니티 단 의 안  교통 수단 운

  읍‧면 소재지에 한 근성을 개선하기 한 커뮤니티 버스를 운 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성이 불리한 원격지 농  마을 주민들이 소

재지에 손쉽게 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차원의 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마을의 근성이 불리한 면 단  순회교통을 우선 으로 확충하

며, 주요 공공시설들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 할 필요가 있다. 교통 여

건이 특히 불편하고 교통 운행이 부족한 곳에서 우선 으로 시행한다.

  이와 련하여 일본의 커뮤니티 버스 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

에서는 승합버스(노선 버스)의 이용자가 차 감소하 으며, 이에 해 지

방을 심으로 버스 운행을 보조하는 한편, 비용 삭감을 한 버스 노선의 

폐지가 진행되었는데, 이런 에 1990년  반부터 과소 지역을 심으로 

교통 공백지 에 있는 주민의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하여 ‘커뮤니티 버

스’가 운행되었으며, 이것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커뮤니티 버스는 민간 노선이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 확보나 시가

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정부 개입을 통해 주민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제공하는 버스이다. 교통 공백  불편 해소, 고령자 등의 편의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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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화, 공공시설 등의 이용 진을 해 지방자치단체가 직  주체가 되

어 운 한다. 커뮤니티 버스는 일반 으로 소형의 차량을 사용하며, 이용률

을 높이기 하여 요 을 낮게 책정하고, 주택지나 상업지를 순회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면 단 에서 마을 순회 버스를 운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 안남면의 사례인데, 소재지에 치한 소규모 주민 

문화시설을 거 으로 하여 셔틀버스 형태로 개별 마을들을 운행하고 있다. 

미니버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버스가 닿지 않던 작은 마을까지도 빠지지 않

고 순회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참고> 안남면 커뮤니티 버스 운 사업 추진

○ 지역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안남면내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면 소재지

내 상가 등 시설에 한 이용률을 높이고 결과 으로 면 소재지가 보다 살

아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자체 내에서 계획함.

○ 안남면의 각 마을을 거쳐 면 소재지까지 연결‧순회하는 버스가 있어야 한

다는 주민의 필요성에 따라 재는 배바우작은도서  셔틀버스 운 사업을 

추진함. 

-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버스 노선이 각 마을까지 들어오지 않아 일

부 마을만이 소재지와 연결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

○ 특히 안남면내 셔틀버스는 일반 학생들과 어머니학교(면 소재지의 주민자치

센터 건물 이용) 학생들의 높은 수요를 반 한 것임. 

- 기존에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배바우작은도서 )이나 어머니학교를 마치

는 시간에는 이미 버스가 끊겨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수요가 상당히 있

음에도 이용 가능한 이동 수단이 없는 형편임.

○ 마을순회버스를 구입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례가 없고 운수사업

법에도 되는 등 장애가 많았으나, 안남면지역발 원회 원장이 군청 

 계공무원을 계속 으로 설득하는 노력으로 철되어 감. 

 ※ 재 자가용 노선운행시 병원, 학원, 도서  등의 외 조항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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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셔틀버스를 연계 운 하는 옥천군 안남면의 공동체 도서



요약  결론  제7장

1. 연구 결과 요약

  배후의 농  마을들에 한 서비스 역할을 담당하는 거 을 농  심지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라는 거시 인 맥락 속에서 

이러한 농  심지의 실태와 문제를 규명하고, 향후 심지의 발 을 

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 으로 이루어졌다.

  반 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국 

단 의 국토 공간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 연구의 논의 을 제시하 다

(제2장). 다음으로 련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 의 정주 여건을 반

으로 고찰한 후, 지역 유형화 작업과 병행하여 농  심지의 기능  

이용 실태를 개 하 다. 심지 계층 분류 작업도 진행하 다(제3장). 사

례지역 연구를 통해서는 주민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검토하고, 각  심

지의 향권 등 사례지역의 공간구조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

지 찾고자 했다(제4장). 다음으로 농  심지 활성화와 련한 국내‧외 정

책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 과 과제를 다루었다(제5장) 마지막으로 농  

심지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한 정책 방안이 어떠해야 할 것인

지 논의하 다(제6장). 

  장별로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본다. 제2장에서는 거시 인 에

서 국토 공간구조 황  도시체계의 변화 추이를 다룬 연구들을 우선 고

찰하 다. 이들 연구에서는 수도권 심의 역화  역도시화 상,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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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 도시 주 성장 경향을 살펴보면서 도시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하  

계층의 심지가 약화됨을 지 하 다. 농  정주생활권 련 연구들에서

는 주민의 일상 인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국토 역화 경향 

속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 기능이 여 히 기 인 생활권 

단 에서 이용된다는 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도읍이나 면 소재지 육성 

사업 등 심지 련 정책의 발  방안과 개선책을 다룬 연구들도 검토하

다.

  제3장에서는 반 인 농  심지 여건이 지역 유형별로 다르다는 것

을 살펴보는 데 을 두었다. 우선 농 의 정주 여건을 고찰하 으며, 생

활권 역화와 배후 농 의 인구 고령화, 과소화 등이 농 의 심지 활성

화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아울러 농  심지 여건

을 지역 유형화 작업 결과와 연계하여 보다 면 히 살펴보고자 국 시‧군

을 ‘주변도시 연계권’, ‘ 간지역’, ‘자체생활권’ 등으로 분류하 다. 경제

활동 기회가 증 하는 주변도시 연계권 지역과 달리 농  특성이 강한 

자체생활권 시‧군의 경우 기 서비스 부문 사업체가 감소하는 등 반

으로 심지 기능의 침체가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심지 여건을 보다 면 히 비교하고자 기 서비스 기능을 기 으로 

국의 농  심지를 계층 분류하 다. 지역 유형별로 심지 계층 분포나 

심지 기능의 특화도 등이 달리 나타난다는 을 살펴보았으며, 주민들의 

심지 서비스 이용 양상도 차이가 있음을 개 하 다. 분석 결과 특히 자

체생활권 시‧군의 하  계층 심지일 경우 배후 마을의 공동화  고령화

와 같은 여건 변화로 인해 농 의 심지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더욱 많을 

것임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농  주민들의 심지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사례지역의 공간구조 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한 주민

들의 농  심지 이용 빈도와 한 련성이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악해보았다. 사례연구 상 지역은 시‧군 유형  읍‧면 심지 계층, 생

활권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안성시와 평창군, 해남군, 양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 으며, 주민 설문조사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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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용 여건을 분석하 다. 

  우선 사례지역 주민들의 읍‧면  시‧군청 소재지 방문 빈도, 서비스 이

용 항목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범 의 배후 읍‧면들

이 시‧군청 소재지의 향권에 포함되는지, 는 어떠한 읍‧면들이 독자

인 생활권으로 기능하는지 등에 해 사례지역별로 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시‧군청 소재지의 향권이 형성되는 공간  범 는 지역마다 균일

하지 않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심지의 공간 인 향권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는 을 살펴보았다. 시‧군청 소재지  읍‧면 소재

지가 갖는 심지 기능 수 , 근성, 주변의 다른 거 도시 발달 여부, 배

후의 원격지 마을 분포 정도 등을 기 으로 지역별 심지 향권이 형성

되는 양상을 비교해보았다. 컨  심지 계층 상 비교  상  심지에 

속하는 안성시나 해남군의 경우는 시‧군 심지의 향권이 넓은 편이었

다. 군청 소재지의 구심력이 가장 약한 평창군의 경우, 배후 면들  상당

수가 심지 계층 상 군청 소재지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원거

리에 있어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안성시 

같은 경우 거 도시인 평택시와 하여 일부 읍‧면은 지역 외에서 서비스 

이용권이 형성되고 있다. 한 배후에 원격지 마을이 많은 평창군과 양

군은 면 소재지 활성화에 제약이 많음을 살펴보았다.

  한 제4장에서는 농  심지의 공간 인 세력권 형성에 향을 미치

는 요소를 명확히 찾아보고자 몇 가지 변수들에 해 상 계를 분석해보

았다. 분석 결과, 어느 읍‧면이 시‧군청 소재지에서 원격지에 치해 있을 

경우 독자 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군청 소재지와 근

해 있으면 그 향권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기 서비스 

부문이 발달해 있거나, 읍‧면 내에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면 읍‧면 자체 서

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 으로 많다는 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농  정

주체계가 형성된다는 을 주장하 다.

  제5장에서는 먼  농  심지 련 국내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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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읍 단 에서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최근에 면 소재지를 상

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검토하 다. 

한 기존에 단  시설별로 소재지에 설치하던 문화, 보건의료, 청소년, 교

육 등의 기능이 복합화된 거 시설을 조성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심지 련 시책들의 경우 개 배후 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소재지만의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아울러 어떠한 곳을 거 으로 육성하며, 장기 인 생활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 시킬지 지역 차원의 면 한 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심지 

련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도 살펴보았다.

  한편 포 보조 방식의 산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균특회계 분야 사

업들이 통폐합되는 등 최근의 정책 동향에 해서도 언 하 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던 심지 련 사업들도 면 으로 재편되리

라는 을 지 하 다. 즉 정부에서는 큰 사업군만 제시한 채 산을 지원

하고 세부 로그램은 지방에서 결정하도록 바뀜에 따라 지자체에서 심

지 육성 사업을 자율 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정책 방안 마련에 귀감이 될 외국의 사례들도 검토하 다. 일본

의 지역재생사업이라든가 랑스의 농 거  육성, 국의 마켓타운 지원

책 등이 그것이다. 지역재생사업이나 농 거  사업의 경우 농 지역의 경

쟁력을 키움으로써 장기 으로 지역의 자립  발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

원하는 데 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역재생사업에서 여러 성청의 

사업 산을 통합 으로 활용하여 추진토록 한 것이라든가, 랑스에서 클

러스터 모델에 귀감을 얻어 농 거 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인센티

를 지원하는 시도가 이를 말해 다. 한 외국의 정책 사례들은 사업의 지

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주체 육성  인  네트워크 구성을 시한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향후 농  심지 활성화를 한 정책의 방향과 세부 인 

실천 과제를 도출하 다. 먼  기본 방향으로서 앙정부 차원에서 농  

심지 육성에 한 청사진을 담아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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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몇몇 심지를 선별 육성하는 데 주력할 분야의 일과 서비스 기

에 의거하여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 다. 한 심지 유형을 감안하여 차별 인 정책 방향 수

립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컨  기존의 시·군청 소재지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심성을 지니고 있는 읍이나 일부 거 면을 선별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근성이 불리하며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원격지 마을이 다

수 분포하는 자체생활권 지역의 하  계층 심지의 경우, 고령자를 상

으로 하여 배후 마을에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노력을 병행하

는 동시에, 이들 지역의 심지 육성 략 추진 시에는 공동화와 기능 축

소를 겪고 있는 마을 재편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 다.

  이와 련하여 농 의 공간구조 재편에 한 정부 차원의 비 을 마련하

여 정책에 반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을 언 하 다. 공동화‧

과소화가 진행되어 공동체 기능이 퇴조하고 있는 배후 마을에 해 장기

인 재편 작업과 농  심지 육성 정책을 연계하는 노력을 보다 극 으

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공간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어디를 거 으로 육성할 것인지 면

히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사례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어 

농 의 정주체계 유형을 계층형(도시형), 마을/읍‧면 심형, 계층형(농

형), 시‧군 단일 심형 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따라 

지원 상 선정의 원칙이 어떠해야 할지 시 으로 논의하 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사항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을 구분하여 실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 다. 

체 인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 지원 방향 제시와 평가, 유도 등이 앙

정부의 역할인데, 무엇보다 농  심지 육성을 한 계획 수립지침 마련

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이러한 지침은 지자체 차원의 심지 련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연계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차

원의 시책에 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담는 것이다. 

아울러 농 의 서비스의 기 과 그에 따른 개선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 갖

추는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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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 정책 목표에 근거하여 실제 심지 육성을 한 사업 내용과 

구체 인 지원 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자체의 추진 과제로 

제시하 다. 특히 농  심지 발  방안을 포함한 시‧군 농 계획을 수립

해야 함을 지 하 다. 기 생활권 발 계획을 포함하여 농어 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리계획 등 제반 계획이 그것이

다. 아울러 심지 육성 사업의 연계 추진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도록 지

자체 차원에서 통합 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언 하 다.

  한 배후 지역과 심지의 연계 발 에 한 시사 을 제공하는 다양한 

장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시도들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각종 소 트웨어 로그램 연계를 통한 기존 시설의 효율 인 

이용 사례라든지 농 형 문화여가 로그램 도입, 사회  일자리 로그램

과 연계한 소재지 거 시설 운  등을 시도해야 함을 지 하 다. 특히 배

후 마을 주민의 심지 근성 개선을 해 커뮤니티 단 의 안  교통 

수단 운 이 필요하다는 도 언 하 다. 

2. 연구의 시사 과 과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를 크게 네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  심

지 육성 문제를 보다 큰 농  공간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 이다. 

그동안 농  심지의 기능 하에 한 진단은 이 부터 많이 이루어졌

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그러한 농  심지 침체의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국토 반 인 공간구조 황을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 으며, 주민의 

심지 이용 실태 분석과 사례 조사 등 다각도의 작업을 진행하 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  심지의 쇠퇴 요인을 국토 공간구

조 역화보다는 배후 농  자체의 활력 하와 고령화 등 내부 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함을 지 하 다. 즉 농  인구가 어들고 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심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 자체가 축



요약  결론 169

되는 것이 농  심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에서 배후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가 심지와 극 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 육성이라는 과제는 소

재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배후 마을과 연계 속에서 해법을 모색할 사항이

라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인 농  공간구조 재편 

방향에 한 검토와 함께 심지 련 시책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을 지 할 수 있겠다.

  둘째, 다양한 데이터 분석  주민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지 실

태를 실증 으로 악할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유형화 작업 결

과를 토 로 사례지역 고찰을 함으로써 농 의 정주 여건이 지역 유형별로 

상이하며, 그에 따라 심지 여건도 매우 다양하다는 을 살펴보았다. 생

활권 특성이나 심지의 구심력이 작용하는 범  등에서 지역마다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므로, 심지 육성 시책의 추진 방향도 일률 으로 제시하기

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향후 지역정책 추진 환경 변화에 을 두어 심지 육성에 있어

서도 지자체 차원의 역 인 시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어 향후 농  심지 육성 시책의 세부 인 추

진 과정의 성패가 상당 부분 지역의 자율 인 역량에 좌우될 것임을 살펴

본 것이다. 특히 포 보조 방식의 지역개발제도 개편 등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이 보다 더욱 커질 것임은 분명하므로 향후 농  심지 육성을 

해 지방 단 에서 추진할 과제들에 을 두어 정책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넷째, 이와 련하여 심지 활성화  배후 주민의 이용도 제고를 목

으로 지역 차원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도 이 

연구의 의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공통 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창의 인 방식의 소 트웨어 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시설 설

치 못지 않게 운  방식에 한 안 모색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해 심지 련 사업에 참여할 주체들을 지원하는 등 반 인 지역 

역량을 높이는 활동이 시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훈들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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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농  심지 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이어 향후 이루어질 연구 과제를 간략히 언 하기

로 한다. 우선 심지뿐만 아니라 마을 변화 등 농 의 정주 여건 실태에 

한 범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지 문제

에 을 둔 까닭에 농 의 반 인 정주 여건 변화 경향에 해 보다 

종합 인 그림을 제시하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한 까닭이다. 앞으로 실증

인 조사 작업을 통해, 심지뿐 아니라 마을 실태에 한 보다 폭넓은 연

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재의 실태 진단에 그치

지 않고 장기  망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 심지 여건 변화를 꾸 히 모니터링하도록 앞으로도 유사한 실태 

조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하다. 특히 주민의 서비스 이용 

여건이나 심지의 서비스 기능 변화 추이 등을 면 히 살펴 으로써 정책

으로 반 할 만한 시사 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축 되

어야만, 농 의 기  서비스 기  마련과 같은 과학 인 정책 추진 기반

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1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표

농촌의 생활환경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

SQ1. 거주지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SQ2. 성별(목소리로 판단할 것!)  ① 남자        ② 여자

SQ3.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 선생님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편도 기 )는 하루에 몇 회나 운행합니까? (      )

① 1～2회       ② 3～4회       ③ 5～7회       ④ 8～10회       ⑤ 11회 이상

⑥ 마을 근처에 이용 가능한 버스가 없다   ⑦ 소재지 가까이 살아서 이용할 필요없다

2. 선생님 마을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편도 기 )는 하루에 몇 회나 운행합니까? (      )

① 1～2회       ② 3～4회       ③ 5～7회       ④ 8～10회       ⑤ 11회 이상

⑥ 마을 근처에 이용 가능한 버스가 없다   ⑦ 소재지 가까이 살아서 이용할 필요없다

3. 선생님 에서 버스를 타기 해 가까운 정류장까지 걸어서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      )

① 10분 미만      ② 10～20분      ③ 20～40분      ④ 40～60분      ⑤ 1시간 이상

4. 재 살고 계신 읍/면의 소재지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4회 ③ 일주일에 1～2회

④ 한달에 1～2회 ⑤ 반년에 1～2회 ⑥ 일년에 1～2회

⑦ 거의 방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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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고 계신 읍/면이 속한 시/군청 소재지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4회 ③ 일주일에 1～2회

④ 한달에 1～2회 ⑤ 반년에 1～2회 ⑥ 일년에 1～2회

⑦ 거의 방문하지 않음

6. 읍/면 소재지에 가실 때는 주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십니까? (      )

  (1번 문항에서 ⑦번을 답한 응답자는 질문하지 않고 자동으로 ①번으로 분류)

① 걸어서 ② 자 거 ③ 본인 는 가족 차량

④ 버스 ⑤ 오토바이 ⑥ 경운기

⑦ 열차 ⑧ 이웃 주민의 차량 ⑨ 기타(                )

7. 시/군청 소재지에 가실 때 주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십니까? (      )

  (2번 문항에서 ⑦번을 답한 응답자는 질문하지 않고 자동으로 ①번으로 분류)

① 걸어서 ② 자 거 ③ 본인 는 가족 차량

④ 버스 ⑤ 오토바이 ⑥ 경운기

⑦ 열차 ⑧ 이웃 주민의 차량 ⑨ 기타(                )

8.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다

음의 <보기>에서 골라 표의 (     ) 안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어주십시오.

< 보 기 >
① 살고 있는 마을 주변 ② 우리 마을이 속한 읍‧면 소재지

③ 시‧군청 소재지(내가 사는 시‧군) ④ 우리 시‧군의 다른 읍‧면(시‧군청 소재지 제외)

⑤ 주변의 다른 시‧군 ⑥ 도시(특별시, 역시)

⑦ 이용 않는다

종  류 주로 이용하시는 장소

① 간단한 일용품 구입 (담배, 과자 등) (            )

② 음식료품 구입 (육류, 채소‧과일 등) (            )

③ 의류, 신발류 구입 (            )

④ 시계‧귀 속류 구입 (            )

⑤ 가구, 가 제품, 주방기기 구입 (            )

⑥ 이‧미용실 이용 (            )

⑦ 목욕탕, 사우나(찜질방) 이용 (            )

⑧ 은행  융기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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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에서 답하신 ①~⑧번까지의 항목  살고 계신 읍/면 내에는 련 시설이 없어 이

용하려면 읍/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당 번호를 모두 어주십시오.

          (                                   )

9. 여가와 취미생활, 친목 도모나 모임 등을 해 주로 이용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표의 (     ) 안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어주십시오.

< 보 기 >
① 살고 있는 마을 주변 ② 우리 마을이 속한 읍‧면 소재지

③ 시‧군청 소재지(내가 사는 시‧군) ④ 우리 시‧군의 다른 읍‧면(시‧군청 소재지 제외)

⑤ 주변의 다른 시‧군 ⑥ 도시(특별시, 역시)

⑦ 이용 않는다

종  류 주로 이용하시는 장소

① 노래, 춤, 풍물 등 취미강좌 수강 (            )

② 도서  이용 (            )

③ 헬스장, 수 장 등 체육시설 이용 (            )

④ 화 람 (            )

⑤ 연극, 음악회, 시회 등 문화행사 람 (            )

⑥ 복지회 , 노인의집 등 노인여가시설 이용 (            )

⑦ 운동이나 야외의 여가활동(게이트볼 등) (            )

⑧ 외식  지역 내 각종 모임의 회식 (            )

   9-1. 에서 답하신 ①~⑧번까지의 항목  살고 계신 읍/면 내에는 련 시설이 없어 이

용하려면 읍/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당 번호를 모두 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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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이나 보건의료와 련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다음의 <보기>에서 골

라 표의 (     ) 안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어주십시오. 

< 보 기 >
① 살고 있는 마을 주변 ② 우리 마을이 속한 읍‧면 소재지

③ 시‧군청 소재지(내가 사는 시‧군) ④ 우리 시‧군의 다른 읍‧면(시‧군청 소재지 제외)

⑤ 주변의 다른 시‧군 ⑥ 도시(특별시, 역시)

⑦ 이용 않는다

종  류 주로 이용하시는 장소

① 취학 인 자녀 보육  유아교육 (            )

② 등학생 자녀 학교 교육 (            )

③ ‧고등학생 자녀 학교 교육 (            )

④ 자녀의 학원 수강과 과외 (            )

⑤ 간단한 약의 조제  의약품 구입 (            )

⑥ 병의원  보건기 (보건소, 보건지소)의 간단한 진료 (            )

⑦ 문 진료를 한 종합병원, 문병원 이용 (            )

⑧ 응 환자 발생 시 부를 수 있는 응 의료기 (            )

   10-1. 에서 답하신 ①~⑧번까지의 항목  살고 계신 읍/면 내에는 련 시설이 없어 

이용하려면 읍/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당 번호를 모두 어주십시오.

          (                                   )

11. 앞의 8, 9, 10번에서 ④, ⑤, ⑥번을 답하신 경우 해당 읍/면이나 시/군 명칭을 답해주십

시오. 복수의 읍/면 는 시/군을 답하셔도 됩니다.

   ④ (            )읍/면 → 같은 시/군인 경우

   ⑤ (            )시/군 (            )읍/면 → 주변의 다른 시‧군인 경우

   ⑥ (            )시 → 도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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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생님께서는 평소 농 에서 생활하시면서 다음 여러 가지 생활여건  무엇이 가장 불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생활편의(일상용품 구입 등) ② 교통 여건

③ 보건‧의료(병원, 보건소 등) ④ 교육(자녀 취학, 방과후활동)

⑤ 문화(취미강좌, 화 등) ⑥ 노인여가시설

⑦ 정보통신(인터넷 사용) ⑧ 융(은행, 농  등)

⑨ 기타 (                   )

13. 선생님께서는 시/군청 소재지에 치한 시설 이용과 련해서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리가 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② 시설이 도시보다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③ 버스 등 이용 가능한 교통이 자주 없다 

 ④ 여러 시설들이 모여 있지 않고 소재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

 ⑤ 기타 (                       )

14. 선생님께서는 지  살고 계신 곳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     )

① 지  사는 곳에 계속 살 것이다 ②  시/군의 소재지로 이사할 것이다

③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것이다 ④ 도시로 이사할 것이다

⑤ 도시가 아닌 다른 농 으로 이사할 것이다

   14-1. ( 의 질문에서 ②, ③, ④, ⑤번을 답하신 분께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지역

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

① 수입이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② 직장에 다니려고

③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고             ④ 자녀교육 때문에

⑤ 농 이 낙후하고 생활이 불편해서    ⑥ 기타 다른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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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선생님 에서는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     )

①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②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DQ2.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졸이하  ② 고졸  ③ 재이상  ④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DQ3.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 업자 (소규모 장사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 사 등) 

      ③ 입법공무원/ 고 임직원  리자 (정부/기업 고  임원, 일반 리자 등)

      ④ 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술가 등)

      ⑤ 기술공  문가 (컴퓨터 련 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 사, 운동선수, 연 인, 종교인 등)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⑧ 매종사자 (상 원, 보험설계사, 나 이터 모델  홍보종사자 등)

      ⑨ 기능원  련기능 종사자 ( 부, 기/ 자장비 설비  정비 종사자, 수공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건설  기타 이동장치 운 종사자, 자동차 운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불러주지 말 것!)무직 

       (☞불러주지 말 것!)기타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DQ 3-1. (DQ3에서 ①～⑭, 에 응답자만) 그 다면, 재 직장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DQ4. 선생님  가족 체의 보 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70만원이하    ② 71～100만원   ③ 101～150만원   ④ 151～200만원    

      ⑤ 201～250만원  ⑥ 251～300만원  ⑦ 301～400만원  ⑧ 401～500만원   ⑨ 501만원 이상  

      ⑩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DQ5. 선생님 에는 가족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명

DQ6. 선생님 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을 (      ) 안에 모두 √ 

표시해주십시오.

① 배우자 (     )      ② 미성년 자녀  (     )      ③ 성년 자녀 (     )

④ 부모 (     )        ⑤ 손자/손녀 (     )         ⑥ 기타 (     )

※ 끝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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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 마을 인근 읍면 소재지 시군 소재지 지역 외부 이용 않음

안성시

공도읍 4.20 5.87 3.64 3.50 3.94 

양성면 1.23 6.68 5.20 0.67 6.10 

원곡면 2.32 2.64 4.22 6.93 4.24 

미양면 1.02 4.51 8.92 0.84 4.85 

덕면 2.78 3.84 8.68 1.22 4.25 

고삼면 0.49 5.99 6.94 0.21 5.86 

면 0.87 3.74 8.14 0.60 5.55 

일죽면 1.08 10.71 3.89 1.04 4.31 

죽산면 1.60 8.74 4.48 1.26 4.32 

삼죽면 2.63 5.92 6.50 0.58 4.39 

보개면 2.27 6.89 7.19 0.71 3.66 

서운면 0.35 4.39 10.70 1.40 4.06 

안성1동 0.00 0.00 16.05 0.72 4.25 

안성2동 14.99 0.00 4.55 0.37 2.43 

안성3동 11.54 0.00 5.49 1.34 3.18 

평창군

평창읍 0.60 0.00 13.04 1.34 5.13 

미탄면 0.93 9.78 3.95 1.14 4.78 

방림면 5.47 3.30 3.87 0.84 5.86 

화면 0.97 10.78 2.17 1.19 5.13 

평면 1.89 8.64 2.71 2.71 4.56 

용평면 3.76 6.64 3.16 2.00 4.47 

진부면 2.50 9.36 1.15 2.15 5.05 

도암면 1.14 9.61 1.77 2.27 5.35 

부  록 2

사례지역 주민의 심지 유형별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

(읍‧면‧동별 비교)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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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 마을 인근 읍면 소재지 시군 소재지 지역 외부 이용 않음

해남군

해남읍 0.21 0.00 16.43 0.76 3.77 

마산면 0.66 7.96 5.10 0.24 6.04 

산이면 1.74 10.78 2.06 2.08 4.14 

황산면 2.41 9.15 3.94 0.45 4.49 

문내면 1.19 9.29 2.26 1.89 5.49 

화원면 0.77 8.09 3.17 1.90 6.02 

산면 1.90 10.19 3.19 0.29 5.08 

송지면 1.21 10.61 2.83 0.51 5.05 

북평면 1.13 9.68 3.43 0.34 5.29 

삼산면 1.40 9.12 6.11 0.23 4.14 

화산면 1.01 8.90 3.65 0.33 5.70 

북일면 0.67 11.66 4.18 0.66 3.68 

옥천면 0.80 9.18 3.79 0.14 5.96 

계곡면 0.84 10.96 3.54 0.23 4.95 

양군

양읍 0.47 0.00 13.10 1.74 4.95 

일월면 0.74 7.51 5.81 0.83 5.14 

수비면 0.59 7.98 4.21 1.74 5.31 

입암면 0.85 9.17 3.00 2.23 4.84 

청기면 1.21 3.73 6.37 2.04 6.23 

석보면 0.47 6.55 3.54 2.08 6.63 

체 2.30 6.17 5.95 1.33 4.71 

주: 1) 각 공간단 별로 사례지역 응답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 수가 몇 개인지 집계한 후, 

읍‧면별로 평균 개수를 산출한 결과임.

   2) 주민 조사를 실시한 24개 서비스 항목  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20개 분야에 해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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