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연구보고 M121 | 2013. 7.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민 경 택

정 호 근

김 명 은

구 자 춘

김 의 경

이 정 민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위 촉 연 구 원

위촉전문연구원

경 상 대 학 교

(사 )생태산촌



연구 담당

민 경 택
정 호 근
김 명 은
구 자 춘
김 의 경
이 정 민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위촉전문연구원

경상대학교 교수

(사)생태산촌 사무국장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5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제3장 집필

제2장 집필

현장조사, 제4장 집필

현장조사, 제4장 집필



i

머  리  말

우리나라 산촌은 인구 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수준 등으로 

촌락의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촌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며 여기

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도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산촌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고 있지만 총량적이며 

평균적인 분석에 치우치거나 미시적 조사라 하여도 일회성으로 끝나서 산촌주

민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산촌 사회에 

대한 미시적 조사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

리 산촌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조사하는 산촌 사회경제 조사 의 예비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산촌과 관련된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산

촌 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기존의 산촌 조사가 물리적 환경과 경제

지표에만 중점을 둔 조사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적자원에 대한 부

분을 보강하여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는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

며 산촌정책 또는 산촌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조사에 애써주신 (사)생태산촌 활동가와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조사

에 협조해 주신 산촌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가 산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산촌에 대한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3.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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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산촌은 인구 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수준 등의 문제

를 안고 있다. 산촌의 농가 호당 소득은 도시근교나 평야지대의 70~80%에 불

과하며, 극심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촌락의 존립조차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산촌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토 공간이용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게 증가할 수 있다.

산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 전국 단위의 산촌기초조사 가 실시되

어 산촌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경제사정 등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통계자

료로서 유용하지만 산촌의 전통과 문화, 주민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산촌에 대한 폭넓고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산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주공간으로서의 산촌, 생태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산

촌, 경제영역으로서의 산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학제적이고 연속적인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 분

석과 조사항목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촌은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

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이며,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이고,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산촌은 419개 읍·면으로, 국토면적의 46%, 임야의 58%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낮은 소득과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구유출이 심화

되어 인구의 4%가 거주하는 과소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산촌의 고

유 특징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지표(예를 들면 산림 관련 사업에 종사하

는 인구의 비율)를 반영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산촌의 인구 증감과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산촌의 인구는 급격

히 감소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여 왔다. 코호트변화율법을 활용한 연령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30대의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많고 40대 이상 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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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 취업을 기회로 젊은 세대의 

비산촌지역으로의 이동이 많고, 최근 들어 은퇴 후 귀농·귀촌의 관심이 증대한 

것에 따른 경향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산촌인구

는 68만 명으로 감소하며 노령화 지수는 1,035로 상승한다. 이는 산촌이 촌락

으로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촌의 붕괴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산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

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표 작성은 산촌의 지

속가능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여 자연환경, 사회문화, 경제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조사표의 검증을 위해 전문가와 산촌 관계자를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산촌연구가 물리적 환경과 경제지표에만 중

점을 둔 조사인데 반해 본 조사는 산촌인구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산촌 연구의 필요성에 비하여 산촌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다. 산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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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ocioeconomic Survey of Mountain 
Villag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ountain village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and make the population projection in 
the mountainous area and establish a questionnaire for the socio-economic 
survey of mountain villages. The report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notion and characteristics of mountain villages by reviewing 
literatures. Second,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and 
make population projection in mountainous areas, employing the cohort-change 
ratios method. Finally, we propose the questionnaire for the microscopic survey 
of mountain villages. 

Mountainous areas are defined as towns (eup or myeon) with a forest 
ratio of more than 70 percent, population density under 111 per square 
kilometers, and a plowland ratio of less than 21 percent. The population in 
mountainous areas has decreased dramatically, while the ageing index has 
increased. To make the population projection, the cohort-change ratios method 
is applied. Cohort-change ratios revealed that the multitude of young 
generation moved to cities to find education and job chances, and some 
matured generation people over 40 moved to mountainous areas. This 
continuing trend will culminate in 680 thousand people and 1,035 ageing 
index in 2030, which brings about unbalanced land development and 
inefficient forest managemen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policy makers 
need to develop some stimulus plans that revitalize and stabilize the economy 
of mountainous areas. 

For the purpose of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mountain villages, a 
questionnaire classified as three se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was developed and investigated by stakeholders that include 
residents and specialists in the mountain village. As for the environmental 
sector of the indicators, 'the harmoniza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surroundings', 'water pollution', and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appeared to be important. In the social sector, indicators for human 
resources such as the existence of a community leader are consider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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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essential factor, while in the economic sector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roducts appeared to be important. It is noteworthy that the indicators in 
this study unlike others not merely focus on physical and economic aspects 
but encompass social and human resources factors. 

Maintaining and revitalizing the local society and economy are crucial 
to seek the balanced development and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forests. 
To develop the monitoring scheme that observes and improves the sustainable 
indicators, support and research on mountain villages should be provided.

Researchers: Kyung-Taek Min, Ho-Gun Chong, Myeong-Eun Kim, Ja-Choon 
Koo

Research period: 2013. 2. - 2013. 7.
E-mail address: minkt@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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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숲은 목재와 산림부산물 등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고 공기와 수질을 정화하

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숲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

비스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숲 가까이에서 숲에 의

지하여 살아왔는데, 이것이 산촌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문명

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고 인간과 숲의 거리는 멀

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산촌문제를 야기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 국토는 농업생산에 적합한 평야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산악 지형

으로 덮여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증산과 연료재 채취를 위하여 산기슭

을 개간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간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정착하여 산촌이 형

성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도시가 팽창하여 농산촌을 점령하였고 

공업이 성장하면서 농산촌 인구를 흡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촌은 해체되

거나 변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에서 숲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다. 여기에 의존하여 살

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산촌이다. 산촌은 국토의 생태 안정성을 지지하는 

산림을 건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촌은 조림과 숲가꾸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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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력을 공급하며 적절한 산림 이용으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한

다. 또, 산촌에는 아직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어 전통문화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산촌에 사람이 살면서 세대를 이어가고 촌락을 유지하는 것은 국

토의 균형발전, 산림의 생태계 유지와 공익기능 증진, 전통문화 유지의 관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산촌은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산촌의 농가 호당 소득은 도시근교나 평야지대에 비하

면 70~80%에 불과하며,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촌락의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산촌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토 공간 이용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에서 종전과 다른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것

은 사람이 기꺼이 살려고 찾아올 수 있는 산촌을 만들기 위한 산림정책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원증식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산을 이용하는 인간에 대한 관

심을 높여야 한다. 산촌의 붕괴로 인해 임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하나는 숲을 관리하고 생산을 담당할 계층의 부재로 산지를 경제자원

화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산촌은 그 거주조건이 열악하여 

다른 지역보다 과소화가 더 심화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방치해 두면 산촌의 퇴

화와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확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진행된 한국 사회의 산

업화·도시화는 산촌의 인구구조, 가족형태, 생산구조, 집단의식 등 산촌사회 전

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촌에 대한 연구

가 거시적이고 총량적이며 평균적인 분석에 치우쳐 산촌 사회의 구성요소인 

주민과 사회가 부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간과한 사례가 많았다. ‘산촌 

사회경제 조사’는 산촌사회의 변화과정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촌을 지키면서 산촌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가구, 마을을 분석 

단위로 하여 그 변화를 추적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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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사회경제 조사가 필요하다. 산촌주민의 소득원, 생활환경, 인구특성, 공간

지리 특성, 마을숲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산촌 연구와 산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정주공간으로서의 산촌, 생태공간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산촌, 경제영역으로서의 산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폭넓

은 분석이 필요하다. 산촌에 대한 폭넓고 깊은 조사 결과는 산촌 정책 수립뿐

만 아니라 산촌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산림청에서 담당하던 산촌생태마을 사업이 2010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산림청은 기존에 지정된 산촌생태마을 관리만 담당

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도 산촌에 대한 별도

의 배려가 부족하여 산촌은 여전히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산촌에 대한 사회경제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산촌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산촌 사회경제 조사’는 산촌의 실태와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가능케 하는 조사 항목을 작성하는 데 목적을 두며,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조사에서는 이 설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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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산촌유형화

산촌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산촌지역을 유형화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다. 산촌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에는 장우환 등(1989)이 있는데, 사회경

제 속성 관련 22개 변수를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 산촌을 ① 남부 초지농업, 공업발달형 ② 중부 과수, 답작기반 발달형, ③

북부 전작, 축산업 발달형 등 3개 대분류와 그 아래 8개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군 단위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실제 정책수행 단위인 면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촌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로 보기 어렵다.

또, 배재수(1993)는 군 단위의 경지율, 임야율, 인구밀도를 조사하여 평균 이상

과 미만으로 산촌을 구분하였다. 김의경 등(1995)은 우리나라 산촌지역을 임야

율 70% 이상이면서 자연부락 평균해발고가 250m 이상이거나 임야율과는 상

관없이 자연부락 평균해발고가 400m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산촌지역을 규정하였다. 손철호 등(1997)은 전국 900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적 특성과 관련한 11개 변수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산촌

지역의 입지유형을 크게 5개로 대별하였다.

3.2. 산촌조사

산촌주민의 생활상과 주민의식에 대한 조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박

은규(1980; 1981)는 지리산 지역 산촌을 중심으로 산촌주민의 의식구조, 사회

구조, 인구구성과 노동력 등을 조사하였다. 배재수(1993)는 평창군과 구례군의 

산촌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환경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김인애(2005)는 마을숲 

17개소를 조사하여 마을숲이 소실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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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연구원(2003)은 전국 단위로 산촌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산촌의 정주여

건, 생활환경, 경제사정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산촌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토지이용 형태나 사

회복지 수준에 초점을 두어 물리적인 여건을 주로 조사하였다. 이후 서정원 등

(2009)은 전국 산촌업무 담당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산촌기초조사에 대

한 인지도와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하였고, 산촌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림

정책 수립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베이스의 주

기적인 업데이트를 제안하였다.

3.3. 산촌개발

산촌이 정책대상으로 주목받으면서 산림청은 산촌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산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행하여졌다. 김성일 등(1999)은 

녹색관광을 통한 산촌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2001)은 우리나라 산촌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부 사례지역을 조사한 

후 산촌 관련 정책들을 평가하였는데, 산촌의 특성으로서 자연환경적 특성, 사

회문화적 특성, 산업경제적 특성, 정주생활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향토지적재

산본부(2005)는 산림휴양과 농촌관광의 관점에서 산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2010)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실태조사

를 위해 전체 사업 대상인 204개 마을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산촌활성

화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3.4. 산촌인구분석  

우리나라에서 산촌의 인구변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다. 임업

연구원(2003)이 산촌기초조사를 수행하면서 산촌지역 인구통계를 제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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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특성분석과 장래 추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농촌지역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김경덕(2004)은 농촌·농가 인구 변화에 대한 

계량경제 모형을 추정하고 인구이동과 이농요인을 분석하였다. 채종현 등

(2007)은 농촌지역 인구변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장래 인구를 추산하

였다. 한석호 등(2010)은 코호트 요인분석 모형으로 농촌 인구를 추계하고 농가

소득변화에 따른 농촌 인구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김정섭 등(2011)은  도시

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 추이를 분석하여 귀촌인구수를 산출하였고, 김정섭 

등(2012)과 김경덕 등(2012)은 인구 코호트별 추계를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 변화를 추계하였다. 이들 연구는 농촌의 일부로서 산촌을 포함하고 있지만 

산촌의 인구변동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산촌 인구는 산림관리에 참여하고 산림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인구변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산촌인구에 대한 독립적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林(2012)가 산촌의 인구동태와 전망을 분석하였는데, 일본 산촌 인

구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산촌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정리이다. 문헌을 통해 산촌의 개념과 특성

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산촌이 처해 있는 현황을 정리한다.

둘째, 산촌지역 인구 동향 분석이다. 우리나라 산촌 인구변화의 특징을 분석

하고, 2030년까지 장래 인구를 추계한다. 여기에서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 변화율법을 이용하였다.

셋째, 산촌 사회경제 조사의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산촌들을 그 특성에 따

라 구분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조사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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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촌의 개념과 현황

1. 산촌의 개념과 특성

1.1. 산촌의 개념

산촌은 산지(山地) 가까이에 형성된 촌락(村落)이다. 우리나라 산지는 사면

의 경사가 급하여 농경지가 많지 않으며 농작물 생육여건이 불리하고 기계작

업이 어려워 농업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산촌에서는 밭농사 외에 목

재·약초·산나물·버섯 등을 생산하는 임업과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토지 생산력이 낮은 산촌의 촌락은 대개 그 규모도 

작고, 가옥이 여기저기 흩어져 산촌(散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산촌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산간오지에 위치한 촌락' 또는 ‘산림이 많은 지역' 등으로 이해되거나,

도시 또는 농촌과 구별되는 지역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을 가리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농촌의 연장

선에서 산촌을 이해하는 시각도 있으며 낙후지역, 후진지역, 사회적 공백지역

의 의미로 바라보기도 한다. 또는 도시와 자연의 중간에서 점차 과소화되는 지

역으로 산촌을 이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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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의 개념은 시대적으로나 학문적, 정책적으로 단순하고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다. 시대적인 여건 변화, 학문 영역, 정책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평야지나 산간지의 생산활동이 모두 농업에 집중되었

기 때문에 산촌을 식량생산 지역의 하나로 보아 농촌과 구별없이 농촌의 산간

지대로 인식하거나(이광원 1987), 화전민이 거주하는 촌락 또는 나무·장작·숯 

등의 생산을 생업으로 하는 촌락 등으로 농촌과 구분짓기도 하였으나 그 의미

는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멀어 접근성이 불리한 산간

마을’ 또는 ‘사회적·경제적 조건불리지역’ 등으로 산촌을 인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분으로는 낙도, 오지 등과 구분되지 않는다. 또, 학문 영역에 따라 산

촌은 ‘산지(山地)에 있는 마을’ 이라는 지리학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임업이 

발달하여 임업 의존도가 높은 마을’이라는 임학적 접근도 있지만, 임업이 발달

한 마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산촌에 대한 개념은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1965년부터 산촌을 농

촌과 구분하여 산촌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산촌진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산촌의 구분지표로 임야율과 인구밀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교통조건과 경제적·문화적 혜택이 낮고 산업 발전 정도가 낮으며 주

민 생활환경 수준이 미비한 산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산촌지역이

라는 표현보다는 해발고 또는 경사도에 따라 산간 또는 산지에 위치한 산악지

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농업활동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해발고가 높거나 경

사가 심하여 채산성이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 경사도

가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에서 기계사용이 어렵거나 비용이 높아 생산성이 크

게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촌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산촌진흥을 위한 정

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즉, 경제성장기에 식량증산을 목

표로 하는 농림정책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산촌지역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대상으로서 산촌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림기본법 시행령은 산촌의 개념을 산림면적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①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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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근 거 지 표

일본

산촌진흥법(1965)
-임야율 75% 이상

-인구밀도 1.16인/㏊ 이하

특정농산촌법(1993)

-경사 1/20 이상 논이 논 면적의 50% 이상

-경사 15도 이상 밭이 밭 면적의 50% 이상

-농지율 81% 이상

-임야율 75% 이상

-농림업 종사자 비율 10% 이상 또는 농림지 비

율이 81% 이상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1990)

-인구감소율 25% 이상

-인구감소율 20%이상이고 65세 이상 인구비율

16% 이상

-인구감소율 20%이상이면서 15∼30세 인구비율

16% 이하

-재정력지수 0.44이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1969)
-임야율 80% 이상

-경사지 농업과 임업소득이 40% 이상

독일

연방지역정비기본법

(1965)

-군민소득이 취업인구 1인당 4,180DM 미만

-인구밀도 97인 미만

-1,000명당 공업취업 인구율 78인 미만

-물건세가 주민 1인당 93DM 미만 등 이상의 지

표에서 3개 지표가 수준이하일 경우

-해발고 800m 이상

-해발고 600m 이상이며 경사도 18% 이상

프랑스
-해발고 700m 이상

-경사도 20% 이상

스위스 국토개발법(1980)

-지역평가에 의한 지역계급지수가 0.3 이하

-토지평가점수가 평균 1.5 이하

-토지면적에 대한 인구비율 1.11 이하

-물건세가 주민 1인당 130Fr. 이하

미국
애팔래치아 산간정비 기본

시책에 관한 의정서(1960)

-소득수준이 전체평균의 75% 이하

-피고용자 교육수준이 평균 10년 이하

자료: 이광원 등(1995)을 기초로 일부 수정함.

표 2-1. 나라별 산촌 구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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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표
면적
(천ha)

해당 읍·면 국토공간상의 비중

임야율 70%

경지율 21% 이하

인구밀도 111인/㎢ 이하

4,569

(45.9%)

119개 시·군

508개 읍·면

4,972개 법정리

인구 187만 명 (3.9%)

농가수 395천 호 (29.6%)

임야면적 4,569천 ha(58.5%)

경지면적 533천 ha(26.1%)

자료: 임업연구원(2003).

표 2-2. 산촌 구분지표에 의한 산촌의 비중

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

일 것, ③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기준에 의거하여 임업연구원(2003)의 지

표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 인구밀도 111인/㎢ 이하, 경지면적의 비율이 

21% 이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면을 산촌진흥지역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산촌에 해당되는 읍면은 508개로 전체 

1,254개 읍면의 40.5%이며 산촌지역의 전체 면적은 456만 9,377ha로 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다. 산촌지역은 국토면적의 46%, 임야면적의 58%를 차지

하는 방대한 지역이나 낮은 소득과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인구의 4%가 거주하는 과소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분은 오지(奧地)1 또

는 농촌의 산간지역 등과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산림청은 산촌 가운데 임업경영의 여건이 양호하고 임업기능인력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하며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이하에 해당하는 면을 산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산촌진흥 지역은 산림청 고시 제2005-102호 

(2005.11.14.)에 의해 105개 시·군의 419개 읍·면, 4,052개 법정리가 지정되어 

있다(산림청 2008). <그림 2-1>은 산촌진흥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 것인

데, 태백산맥의 줄기를 따라 국토의 동북부에서 서남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

1 지금은 폐지된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 “오지라 함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

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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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촌진흥지역의 지리적 분포

여준다.

산촌은 주민과 산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 산지에 위치하여 광업 종사

자들이 거주하는 광산촌은 산촌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산림면적 비율이 높아도 

주민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농촌과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 소

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산림 또는 임산물생산에서 얻는 마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림의 보전과 경영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마을을 산촌이라 할 

수 있겠다. 주민의 과반수가 임업과 관련된 사업에 의존하고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지대를 산촌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울진군과 봉화군의 산촌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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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취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산림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산촌의 단위는 마을 단위, 또는 적어도 행정

리 단위로 보아야 한다. 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면적이 매우 크고 

동일한 면에서도 산촌의 특성을 가지는 마을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산촌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것은 어렵다.

인쇄물이나 웹에서 마을단위 또는 행정리 단위로 제공되는 통계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촌연구를 위해 기초 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또, 산림청이 지정한 산촌진흥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엄밀하게 산촌

은 마을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

에 현실적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2. 산촌의 특성

1.2.1. 자연환경적 특성

산촌의 가장 큰 특징은 산지(山地)에 가까이 형성되어 있다는 자연환경 조건

이다. 농촌은 대체로 평지에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하고 어촌은 바다에 면해 있

다고 본다면 산촌은 산 또는 숲의 존재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촌

은 지형적으로 경사지가 많아 농업생산에 불리하고 다른 지역보다 산림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 산촌은 다른 지역보다 생태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맑은 물

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림을 바탕으로 하는 녹

색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생태자원은 앞으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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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회문화적 특성

사회적 관점에서 산촌의 특성은 과소화와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인구가 도시

로 집중될 때 분해되는 지역의 바깥 경계에 산촌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산촌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과소화 지역이며 그 구성에서 노

인인구 비율이 높아 심각한 고령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는 산촌의 접근성이 

낮고 생산성 증대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어 산업기반과 생활기반이 열악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교육이나 취업기회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격차에 의한 인구이동으로 산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의 도시 집중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도시의 혼잡에 따른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산촌 사회경제의 회복과 진흥은 도시 인구를 분산하여 국

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산촌은 전통 문화의 원형이 비교적 남아있는 곳이다.

농촌과 어촌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마을문화의 전통을 산촌에서 발견할 수 

있다(남성진 등 2011). 언론매체를 통해 도시문화가 팽창하는 가운데에도 산촌

에는 전통문화의 원형과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남아 있다. 산업화와 도시 확대,

인구 증가 등으로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이 퇴화되었지만, 산촌은 도시에 비해 

문화자원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문화·전통과 역사적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

으며 그러한 무형 자원이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잘 보존·계승된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에서 체험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주

민들이 마음을 모아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지역자원을 슬기롭게 활용한다면 새

로운 산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2.3. 경제산업적 특성

경제활동 관점에서 본다면 산촌은 임업이 다른 산업보다 우월한 지역이다.

특히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먹거리와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서 흉내내기 어려운 산촌의 강점이다. 또, 산촌은 숲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14

산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산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임업 중심의 산촌은 1960

년대 이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산촌에서도 임업생산의 비중은 높지 않

다. 이광원(1987)이 기술한 바와 같이 평야지나 산간지나 생산활동은 농업에 

집중되어 있어 산촌의 특성을 찾기 어렵고 농촌에서 산촌을 구분할 근거가 희

박하여 산촌을 농촌 범주의 산간지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산림부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끌어 가는 부락을 산촌이라 볼 

수 있는데, 산채류 생산이 많은 강원도 평창군과 고로쇠 수액 생산이 많은 전

남 구례군에 자연부락들이 대표적 산촌이라 할 수 있다.

산촌은 농업의존성이 강하지만 경작지 대부분이 경사지에 위치하여 농업조

건이 매우 불리하다. 논 보다는 밭 면적 비율이 높고 지형적·기후적 제약으로 

평지 농촌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일부 광업지역을 제외하면 2~3차 산업 종사

자 비율이 낮고 농업 이외의 취업기회도 적다. 임업소득은 수실류 채취, 버섯과 

산나물 재배 또는 채취 등에 한정되어 있다. 넓지 않은 경작지와 영세한 임업

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므로 농림산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새롭게 부각

되는 자연환경문화 요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 5일제 근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시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런 장기 휴가를 산이

나 강, 바다 등 자연 속에서 자연을 활용하는 휴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산

림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농업 및 산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등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체

험의 장으로서 산촌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경제적 관점에서 산촌을 바

라본다면 임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목재 또는 산림부

산물 생산 중심의 임업에서 산림휴양과 레저 등을 융합하는 6차 산업의 관점에

서 산촌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1.2.4. 정주공간적 특성

우리나라 산촌의 촌락은 산기슭에 자리한 경우가 많은데, 땅이 우묵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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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골’에 많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촌락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형에 따라 가옥

이 한 채씩 들어섰기 때문에 괴촌(塊村)을 이루고 있으며 평면으로 보면 무질

서하고 불규칙하게 군집되어 있다(이전 2011). 이처럼 우리나라 산촌은 마을 

규모가 작고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과 통신, 복지, 문화 시설의 

투자 효율성이 낮다. 또, 도시에서 생성되는 정보와 기술이 파급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역혁신의 역량이 낮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어 산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산촌의 자원을 성장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정주공

간을 형성하게 되고, 도시로 향했던 인구의 회귀는 물론 이농자의 기대생활수

준을 충족시키는 정주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3. 산촌진흥정책의 전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와 

녹화에 집중하였고 산촌 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

았다. 1973년부터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여 국민식수,

입산통제 등을 통한 강력한 녹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의 산림정책은 조기녹

화의 달성을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산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정

책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산주들은 심각

한 재산권 침해를 겪었고 적극적 산림경영의 의지도 약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에 행하여진 화전정리사업(1965~1979)은 산촌의 소개와 산촌주민의 생활터전

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산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녹화 중심의 

산림정책은 산촌주민의 소득과 생활안정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산촌은 열등한 위치 때문에 각종 개발사

업의 우선순위에서 열세였고 소득이 낮아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

에 교통과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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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세부내용

1994. 3 UR 이후 산촌대책방향 세미나 개최

1994. 4 제49회 식목일 행사에서 산림·산지·산촌 종합개발 대책 대통령 보고

1994. 4 농어촌발전대책위 소위원회에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촌개발방향 보고

1994.10 농산어촌현대회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995. 1 산촌종합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95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시범사업 착수 및 조성

1996 임업연구원 주관 전국산촌지역 구분조사 실시

1997 임업연구원 주관 전국산촌지역 실태조사 실시

1999∼2000 221개 산촌마을에 대한 산촌유형별 모델 개발

2001∼2002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2003 전국 산촌기초조사 실시

2005. 11 산촌진흥지역 지정·고시

2007. 7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고시

2007 ‘산촌개발사업’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2008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 및 우수산촌마을 선정제도 도입

200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농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통합

2012 산촌개발사업 마을 활성화 대책 수립

자료: 산림청(2012).

표 2-3.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전개과정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토의 46%를 

차지하는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

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산촌의 개념과 국토공간상의 위치, 산촌종합대책 등에 

관한 제안과 토론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주민복지를 향상하며 도시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의 효율적 이용

을 도모하기 위한 산촌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1995년 농산어촌현대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산촌개발사업은 강원

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

계되었고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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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99
까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사전
설계

300 59 17 17 15 10 20 15 18 33 36 30 30 - -

조성
완료

300 9 16 22 12 34 15 10 20 15 18 33 36 30 30

투자비3,962 437 207 207 243 269 162 204 257 294 314 350 329 417 272

자료: 산림청(2012).

표 2-4. 산촌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억원

추진되었다. 2001년도에 산림기본법 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02년도에 관련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산촌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2007년에는 산촌을 생태적

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한다는 정책방향에 걸맞게 사업명

칭을 ‘산촌개발사업’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촌진

흥기본계획(2008~2017) 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8~2009년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 

주민의 역량배양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고 사업대상

지 선정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비선정제를 도입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였다.

또, 완료된 산촌개발사업 마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산촌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 조성중인 

산촌개발사업 마을에는 운영업무를 지원하도록 운영매니저를 배치·지원하고,

산촌 소득·체험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하여 산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단

계에서 조성·경영에 이르기까지 산촌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 컨설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촌지원센터를 구성하였다.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시행

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으

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산촌은 다른 지역보다 교통·통신 여건이 

불리하여 지역혁신 역량이 낮아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산촌이 소외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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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높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으로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성과

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산촌개발사업의 운영성과를 높이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2. 우리나라 산촌의 현황2

2.1. 지역특성

우리나라의 지세는 대체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경동(傾東)지형을 이룬다.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해안 쪽에 치우쳐 국토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등줄

기를 이루는 산지는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임박하고, 서쪽으로

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서해안에 다다른다. 산지 사이의 경사를 따라 서쪽

과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하천의 중·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 평야가 형성

되어 있다. 이들 평야에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고 농촌을 형성하고 있다.

산촌은 산지 특성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 지역분포로 보면 강원도 전지역과 

경북 중심부를 제외한 동서부 지역인 청량산과 주왕산, 경남은 가지산과 지리

산 주변, 전남은 지리산 주변과 무등산, 조계산, 전북은 덕유산, 내장산, 마이산,

충북은 월악산과 속리산, 경기지역은 화악산과 명지산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충북은 칠갑산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산촌의 거주지 평균 해발고는 약 248m이다. 최저값은 137m이며 최고

값은 484m이다. 연평균 기온은 12.5℃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연평균 강우량

은 1,113.3㎜로 전국 평균 1,272.5㎜보다 적다. 산촌지역의 연평균 서리 기간은 

84.8일, 강설기간은 32.7일로 전국 평균보다 길고 풍속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이며 일조시간은 연평균 2,201.3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다.

2 임업연구원(2003) 의 전국 산촌 기초조사 보고서 를 기초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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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소유별 임종별 임상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인공림 천연림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전국 6,416 1,441 491 4,484 1,666 4,750 2,692 1,672 1,896 156

100.0 22.5 7.6 69.9 26.0 74.0 42.0 26.1 29.6 2.4

산촌 3,755 1,124 328 2,302 917 2,837 472 1,115 1,150 17

100.0 29.9 8.7 61.3 24.4 75.6 39.2 29.7 30.6 0.5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6. 산림면적의 분포

단위: 천 ㏊, %

구분

지 형 기 후

거주지
해발고

연평균
기온(℃)

연간
강수량(㎜)

서리
기간(일)

강설
기간(일)

평균
풍속(㎧)

일조
시간(hr)

전국 - 12.7 1,272.5 45.9 21.4 2.3 2,206.8

산촌 


 12.5 1,113.3 84.4 32.7 2.4 2,201.3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5. 지세와 기후

2.2. 산림의 분포와 이용

산촌의 특성은 산림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촌지역의 산림면적은 

375만 4,645ha으로 전국 641만 5,920ha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별로 보

면 사유림 61.3%, 국유림 29.9%, 공유림 8.7%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평균보

다 국유림 비중이 높고 사유림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은 주민들의 

국유림 의존도가 높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종별로 보면 천연림 75.6%, 인공림 24.4%로 구성되어 있고,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 39.2%, 혼효림 30.6%, 활엽수 29.7%, 죽림 0.5%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의 전체 산주 수는 225만여 명이며 산촌지역 산주 수는 91만 8,91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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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1㏊ 미만 1∼5㏊ 5∼10㏊ 10∼50㏊ 50㏊

소재

산주

전국 1,167,669 778,123 298,671 55,490 32,763 2,622

산촌 534,681 302,258 162,973 44,640 20,977 3,833

부재

산주

전국 1,084,887 684,620 299,930 61,628 35,431 3,278

산촌 384,237 178,245 137,232 42,749 23,076 2,935

합계
전국 2,252,556 1,462,743 598,601 117,118 68,194 5,900

산촌 918,918 480,503 200,205 87,389 44,053 6,768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7. 산림경영 규모별 산주수

단위: 명

로 전국 대비 40.8%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의 특징이 산림에 대한 높은 의존성

이라고 하지만 산림의 대부분은 비산촌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유 산림 규모의 영세성인데, 산

촌지역에서 10ha 미만 산림소유자는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임

업인 도시인들이 산림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 부재산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재산주의 비율은 58.2%이고 부재산주의 비율은 41.8%이다.

산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가구는 8만 2,149가구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

데 유실수 재배가 3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나물 재배 29.2%, 산림버섯 

재배 14.5%, 약용식물 7.3%, 야생조수 4.5%, 수액 3.0%, 용재 1.9%, 조경수 

1.8%, 산양삼 0.8% 순이었다. 산촌지역 주민들의 산림자원 활용은 채취임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배를 통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

반마련이 필요하다. 산촌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높은 임업의존도를 들고 있지

만 실제 용재생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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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농지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기타
전 답

전국 9,953,800 809,864 1,232,599 6,510,026 53,996 55,622 238,725 1,052,968

100.0 8.1 12.4 65.4 0.5 0.6 2.4 10.6

산촌 4,569,377 263,235 269,561 3,691,798 10,105 13,803 35,248 285,627

100.0 5.8 5.9 80.9 0.2 0.3 0.8 6.3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9.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ha, %

구분 용재 임산버섯 유실수 산나물 수액 장뇌삼 약용식물 조경수 야생조수 기타

전국 15,999 9,903 27,706 3,939 714 - 2,806 3,521 947 1,834

비율 23.7 14.7 41.1 5.8 1.1 - 4.2 5.2 1.4 2.7

산촌 1,585 11,947 27,852 23,960 2,490 680 5,996 1,446 3,723 2,470

비율 1.9 14.5 33.9 29.2 3.0 0.8 7.3 1.8 4.5 3.0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8.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단위: 가구, %

2.3. 토지 이용 현황

산촌지역의 토지는 임야가 369만 1,798ha로 전체 면적의 80.8%, 농지는 53만 

2,796ha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지 가운데 밭이 49.4%, 논이 50.6%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의 토지이용에서 임야가 가장 많지만 소득원으로서 활용도

는 여전히 낮다. 따라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야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촌지역 산림에서 생산임지는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익임지는 

15.3%, 소득증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준보전임지는 67만 2,869h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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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림 농지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 호
구 역

생산임지
공익
임지

준보전
임지

농업진흥지역

기타농업진흥
구역

농업보호
구역

전체
임업진흥
권역

전국 3,548 1,280 1,429 1,475 952 196 1,063 54 13

55.0 - 22.1 22.9 43.0 8.9 48.1 - -

산촌 2,506 990 575 673 178 47 307 45 35

66.8 39.5 15.3 17.9 33.4 8.9 57.7 - -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0.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천 ㏊, %

합계 0.5㏊ 미만 0.5～1.0㏊ 1.0～3.0㏊ 3.0㏊ 이상

전국 1,334,372 458,564 368,695 431,676 75,437

34.4 27.6 32.4 5.7

산촌 394,783 133,788 129,190 111,591 20,214

33.9 32.7 28.3 5.1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1. 농업 경영규모별 농가수

단위: ㏊, %

17.9%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지역에서 임업용 생산임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많

지만 실제 산촌에서 용재생산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 또, 산

촌지역 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42.3%, 그 외 농지는 57.8%를 차지하고 있으

며 개발제한구역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촌지역이 경지정리와 관배수,

기계화 등에서 불리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산촌지역 개발제한

구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84.0%로 대부분에 해당한다.

산촌의 농업경영 규모는 1ha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가 39만 4,783가구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ha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농

업경영 규모의 분포는 전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의 농업경영 형태는 논벼가 가장 많은 45.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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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벼 전작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기타

전국 705,348 77,871 137,479 240,935 32,772 9,938 70,480 59,549

52.9 5.8 10.3 18.1 2.5 0.7 5.3 4.5

산촌 222,558 93,276 40,588 57,648 27,057 944 35,902 8,965

45.7 19.2 8.3 11.8 5.6 0.2 7.4 1.8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2. 농업 경영형태별 농가

단위: ㏊, %

합계 1차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림업 어업

전국 1,677,566 21,362,000 2,056,131 136,869 19,000 4,199,000 1,575,000 3,875,000 9,501,000

- 100.0 9.6 0.6 0.1 19.7 7.4 18.1 44.5

산촌 103,057 418,704 79,874 5,128 6,367 75,362 15,904 52,541 183,528

- 100.0 19.1 1.2 1.5 18.0 3.8 12.58 43.8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3.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

밭작물 19.2%, 채소 11.8%, 과수 8.3%, 축산 7.4%, 특용작물 5.6%를 차지하고 

있다. 벼는 전통적으로 재배하여온 작물이며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촌에

서도 다락논을 개발하여 여전히 논벼 생산이 많다.

2.4. 산업과 취업

산촌지역의 산업별 사업체수는 10만 3,057개소이며, 그 사업체의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41만 8,704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산업 종사자는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8만 5,00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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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남자 여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합 계
전국 42,166,979 100.0 21,061,600 100.0 21,105,379 100.0

산촌 1,900,873 100.0 969,767 100.0 931,106 100.0

0∼14세
전국 5,822,278 13.8 3,082,196 14.6 2,740,082 13.0

산촌 251,143 13.2 131,869 13.6 119,274 12.8

15∼64세
전국 32,972,895 78.2 16,692,007 79.3 16,280,888 77.1

산촌 1,236,606 65.1 642,519 66.3 594,087 63.8

65세 이상
전국 3,371,806 8.0 1,287,397 6.1 2,084,409 9.9

산촌 413,124 21.7 195,379 20.1 217,745 23.4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

표 2-14.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명, %

2.5. 인구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촌지역의 총인구는 187만 473명으로 전체 인

구의 3.9%였다. 산촌지역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구 

규모는 1995년 대비 12.4% 감소하였다. 산촌지역 농가인구는 1995년 대비 

9.9% 감소하였다. 특히 여성의 감소 폭은 11.5%로 나타났다.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노동인구의 비율은 65%이며, 이 가운데 남자가 

52%를 차지하였다. 특히 30~49세 여성 인구가 타연령층에 비해 매우 적어 여

성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촌 노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에서 50세 이상의 장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산촌의 주된 노동

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촌의 노령화 지수는 164.5로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인 57.9보다 월등히 높다. 산촌은 이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접어들었다.

2.6. 농업소득기반

산촌지역 가구당 평균소득은 1,831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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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전국 논벼 794,000 채소 225,000 과수 143,000 일반밭작물 102,000

산촌 논벼 487,921 밭작물(고추) 27,915 채소 12,536 일반밭작물 9,680

비율 61.5 12.4 8.8 9.5

자료: 2002 농업통계연보;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6. 주요 소득 작목

단위: 원, %

가구당 평균소득 1인당 평균소득 농가 평균소득

전국 32,517,984 11,490,000 23,907,000

산촌 18,307,492 6,243,612 16,158,582

비율 56.3 54.3 67.6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5. 평균 소득 현황

단위: 원, %

3,252만 원의 56.3%에 불과하며, 1인당 평균소득은 626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

체 1인당 평균소득 1,149만 원의 54.3%에 해당한다. 농가의 평균소득은 1,616

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평균소득 2,391만 원의 67.6%에 불과하다. 이러

한 결과는 산촌지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주요 소득 작목은 수도작, 채소재배, 과수재배, 일반 밭

작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산촌지역 소득 작목은 수도작(논벼), 일반 밭작물

(고추와 전작 포함), 채소(과수, 전작 포함), 일반 밭작물(토마토, 무, 표고버섯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촌은 주민의 고령화와 험난한 작업조건 때문에 많은 

작업에 기계화가 필요하지만 산림작업 기계는 개발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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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전국 8,343 5,987 2,865 1,995 333

산촌 737 896 393 145 14

비율 8.8 15.0 13.7 7.3 4.2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7. 교육시설

단위: 개소, %

2.7. 사회복지 시설

산촌지역에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육과 의료문화시설이 다른 지

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산촌지역의 교육시설의 개수는 전국과 비교하여 유치원은 8.8%, 초등학교는 

15.0%, 중학교는 13.7%, 고등학교는 7.3%, 전문대 이상은 4.2%에 불과하다. 산

촌의 인구감소가 산촌지역 교육시설의 퇴출을 가져온 면도 있지만 역으로 교

육시설의 부족이 주민의 이촌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좋은 학교의 존재가 지역 

활성화와 젊은 인구 유인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

요하다.

산촌지역 의료시설은 교육시설보다 더욱 열악하다. 전국과 비교하여 3.3%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보건소가 49.1%로 가장 많고 병원은 1.4%, 약국은 2.1%

가 산촌에 위치하고 있다. 산촌지역의 인구구성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

실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나마 국

가기관인 보건소는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전국의 24%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보건소만이라도 많은 산촌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산촌지역의 복지시설은 마을회관이 7,554개소로 가장 많고 구판장과 복지회

관의 순이다.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전국대비 각각 21.4%, 28.8%로 높은 편이

나 공동목욕탕은 2.3%, 체육시설은 6.9%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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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복지시설

병원 보건소 약국
마을
회관

복지
회관

구판장 경로당
공동
목욕탕

보육
시설

체육
시설

전국 21,686 3,401 26,194 - - - 33,486 10,098 653 6,150

산촌 309 824 544 7,554 332 623 7,161 232 188 427

비율 1.4 24.2 2.1 - - - 21.4 2.3 28.8 6.9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8. 의료·복지 시설

단위: 개소, %

상수도 하수도
소각장

오폐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평균

보급률
설치거리

평균
보급률

설치거리

전국 87.8 - 73.2 - 6,168 183 187 879

산촌 25.4 13,077 10.9 2,491 137 2,503 402 67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9. 상하수도와 분뇨, 쓰레기 시설

단위: 개소, %

생활필수 시설이며 삶을 질을 평가하는 중요 요소인 상하수도 시설은 주민 

건강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결과 크게 향상되었다. 산촌지역 보급률은 각각 

25.4%, 10.9%로 전국 평균보급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쓰레기 

소각장과 처리시설은 전국과 비교하여 각각 2.2%, 7.6%로 나타났다. 특히, 하

수도와 쓰레기 시설의 취약함은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산촌지역 도로는 총연장 38,346㎞인데 이 가운데 비포장도로의 비율이 

40.6%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8.2%보다 훨씬 높다. 또, 산촌지역 농촌도로의 

총연장은 17,491㎞인데 이 가운데 비포장도로의 비율은 61.1%로 나타나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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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 우체국 일반은행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기타

전국 2,800 3,685 4,762 871 114 1,730 1,268 -

산촌 29 528 7 516 12 133 53 51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20. 통신과 금융기관 현황

단위: 개소, %

역보다 생활환경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지역 대중교통 여건은 

버스노선회수 23.2%, 군청에서 면 사무소까지의 평균거리는 21.1㎞, 평균 소요

시간은 27분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리에서 면사무소까지의 평균거리는 14.0㎞,

소요시간은 21분으로 조사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인 통신과 금융시설에서 전국과 비

교하여 전화국은 1.0%, 우체국 14.3%, 일반은행 0.1%, 농협 59.2%, 산림조합 

10.5%, 새마을금고 7.7%, 신협은 4.2%를 나타냈었다. 이는 산촌지역이 통신과 

금융의 소외지역이며 그만큼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산촌지역 유형화

본 절에서는 산림청이 2005년에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419개

면(8개 시·도 10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산촌이라 하여도 

지형과 입지에 따라 인구변동이나 주민들이 종사하는 업종 등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용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촌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 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점이 있다. 읍·면 통계자료는 105개 시·군 홈페이

지 통계연보에서 구하였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표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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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1. 연혁

2. 토지, 기후

3. 인구

4. 노동

5. 사업체

6. 농림축산업

7. 광업 및 제조업

8. 전기, 가스, 수도

9. 유통, 금융, 보험 및 기타서비스

10. 주택 건설

11. 교통, 관광, 정보통신

12. 보건, 복지

13. 환경

14. 교육, 문화

15. 재정

16. 행정, 사법, 소방

표 2-21. 시·군 통계연보의 자료 현황

농촌이나 산촌의 유형화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지형적 조건(임야율, 경지

율, 접근성, 해발고도, 기복량), 사회경제적 조건(산업구조, 인구밀도, 인구성

장, 복지수준, 문화수준, 지방재정)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19

개 읍·면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토지와 기후, 인구 정보의 중분류 자료를 이

용하였다. 복지, 문화, 재정 등은 읍·면 수준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유형화를 위해 중분류 자료를 가공하여 <표 2-22>와 같이 2차 자료를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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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2.53678 0.64424 0.2819 0.2819

Factor2 1.89254 0.78278 0.2103 0.4921

Factor3 1.10976 0.11924 0.1233 0.6155

Factor4 0.99052 0.0759 0.1101 0.7255

Factor5 0.91462 0.28414 0.1016 0.8271

Factor6 0.63047 0.16205 0.0701 0.8972

Factor7 0.46843 0.11691 0.052 0.9492

Factor8 0.35152 0.24616 0.0391 0.9883

Factor9 0.10536 . 0.0117 1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36) = 1221.15 Prob>chi2 = 0.0000

표 2-23. 요인분석 결과

원자료
2차 자료

대분류 중분류

2. 토지, 기후

총면적ⓐ 총면적(㎡) ⓐ

논 면적ⓑ

경지비율(%) (ⓑ+ⓒ+ⓓ)/ⓐ밭 면적ⓒ

과수원 면적ⓓ

산림 면적ⓔ 산림비율(%) ⓔ/ⓐ

대지 면적ⓕ 대지비율(%) ⓕ/ⓐ

3. 인구

인구(2010)①
인구(명) ①

인구밀도(명/㎡) ①/ⓐ

외국인 인구② 외국인 비율(%) ②/①

65세 이상 인구③ 고령화율(%) ③/①

인구(2000)④ 인구변화율(%) (④-①)/④

표 2-22. 산촌유형화 활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 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 활용하였다. 주성분분석은 다변량 변수로부터 소수의 주성분을 추출하는 방

법으로, 대상을 유형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2-23>은 주성분

분석의 결과이다.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성분(요인)은 3개로 도출되었

다. 3개 성분에 의한 누적 설명량은 61.55%이다. 이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3

개 유형 Ⅰ, Ⅱ, Ⅲ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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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는 9개 변수에 대한 적재치를 나타낸다. 제Ⅰ유형에서 높은 적재

치를 보이는 변수는 대지비율, 인구, 인구밀도, 고령인구비율이다. 그 부호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와 대지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유형의 산촌은 다른 산촌보다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건전하게 유

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제Ⅱ유형에 대한 적재치가 높은 변수는 총면적,

산림비율, 인구, 고령인구비율이다. 이는 총면적과 산림면적이 많으면서 상대

적으로 인구수는 많고 고령인구비율은 적은 특성을 나타낸다. 이 유형의 산촌

은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제Ⅲ유형에서 적재치가 높은 변수는 경지비율

과 인구변화율이었다. 이는 경작지 비율은 높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

소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유형의 산촌은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actor1 Factor2 Factor3 Uniqueness

총면적(㎡) -0.2372 0.8430* -0.0233 0.2325

경지비율(%) 0.1481 -0.2679 0.7407* 0.3577

산림비율(%) -0.4446 0.5820* 0.3078 0.3689

대지비율(%) 0.6114* -0.2790 -0.1199 0.5340

인구(명) 0.7436* 0.5150* 0.0247 0.1813

인구밀도(명/㎡) 0.9018* -0.1627 0.0992 0.1505

외국인 비율(%) 0.3681 0.1318 0.0187 0.8468

고령인구비율(%) -0.6169* -0.6193* -0.0437 0.2340

인구변화율(%) 0.0705 0.0311 -0.6624* 0.5553

주: 적재치의 절대값이 0.5이상인 변수이다.

표 2-24. 읍·면·동 특성 변수에 대한 요인별 적재치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는 차례로 제Ⅰ유형, 제Ⅱ유형, 제Ⅲ유

형을 419개 면에 유형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색이 짙을수록 각 성분

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제Ⅰ유형은 수도권과 인접한 경기 동남

부와 강원 서부 등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수도권의 확장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평창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낸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강원랜드 등 상업



그림 2-2. 제Ⅰ유형 산촌의 분포 그림 2-3. 제Ⅱ유형 산촌의 분포 그림 2-4. 제Ⅲ유형 산촌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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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추가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Ⅱ유형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강원도와 경상

북도 산간 지역의 값이 낮게 도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Ⅲ유형은 충남과 전

라도,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요인점수(factor score)는 요인 특성을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 여기에서는 임석회(2005)의 분류에 따라 각 유형에 대하여 요인점수가 2

이상, 1 이상 2 미만, 0.5 이상 1 미만으로 상위 3개 그룹을 선별하였다. 요인점

수가 평균 0, 표준편차 1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A그룹은 요인특성이 탁월

한 지역, B그룹은 요인특성이 비교적 탁월한 지역, C그룹은 요인특성이 우세

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산촌을 면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형구분에

서도 대표성을 가지는 산촌을 추출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본조사에 들

어가기 전에 현장방문 또는 지역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산촌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연번
A그룹: 19개

(2 이상: 상위 4.5%)
B그룹: 36개

(1 이상 2 미만: 상위 13.1%)
C그룹: 44개

(0.5 이상 1 미만: 상위 23.6%)

1 안성시 금광면 4.87 철원군 서면 2.00 김제시 금산면 1.00

2 가평군 외서면 4.15 울진군 북면 1.96 거제시 동부면 0.98

3 춘천시 동면 3.73 홍천군 내면 1.95 홍천군 서석면 0.96

4 김해시 상동면 3.71 화천군 사내면 1.91 횡성군 우천면 0.94

5 순천시 서면 3.55 강릉시 연곡면 1.85 밀양시 무안면 0.94

6 포천군 내촌면 3.53 포천군 이동면 1.80 고성군 죽왕면 0.91

7 남양주 수동면 2.87 평창군 도암면 1.77 합천군 가야면 0.89

8 평창군 진부면 2.85 공주시 반포면 1.76 김천시 대항면 0.85

9 원주시 소초면 2.84 인제군 기린면 1.76 홍천군 화촌면 0.84

10 가평군 하면 2.79 천안시 북면 1.74 무주군 설천면 0.84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표 2-25. 제1 요인 점수에 따른 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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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A그룹: 8개

(2 이상: 상위 1.9%)
B그룹: 26개

(1 이상 2 미만: 상위 8.1%)
C그룹: 82개

(0.5 이상 1 미만: 상위 27.68%)

1 안성시 금광면 7.69 고창군 부안면 1.79 의령군 화정면 1.00

2 강진군 대구면 3.48 홍성군 장곡면 1.62 파주시 적성면 0.97

3 강진군 옴천면 3.41 양평군 강하면 1.57 하동군 황천면 0.97

4 창녕군 영산면 3.30 완도군 군외면 1.43 순천시 황전면 0.95

5 담양군 창평면 2.54 하동군 북천면 1.34 고성군 삼산면 0.94

6 횡성군 청일면 2.52 고성군 죽왕면 1.30 예천군 상리면 0.93

7 보령시 청소면 2.09 서천군 판교면 1.29 임실군 청웅면 0.93

8 고창군 고수면 2.04 여주군 금사면 1.28 포천군 화현면 0.90

9 예산군 신양면 1.27 고창군 아산면 0.90

10 고성군 동해면 1.25 부안군 진서면 0.9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표 2-26. 제2 요인 점수에 따른 지역 구분

연번
A그룹: 3개

(2 이상: 상위 0.72%)
B그룹: 2개

(1 이상 2 미만: 상위 1.19%)
C그룹: 26개

(0.5 이상 1 미만: 상위 7.4%)

1 청양군 정산면 9.26 김천시 대덕면 1.20 창녕군 영산면 0.99

2 청양군 대치면 9.23 상주시 은척면 1.20 서천군 판교면 0.89

3 청양군 장평면 8.94 정선군 북평면 0.79

4 성주군 금수면 0.79

5 홍성군 장곡면 0.77

6 보성군 율어면 0.75

7 고성군 상리면 0.74

8 철원군 서면 0.69

9 상주시 내서면 0.67

10 상주시 화남면 0.67

이하 생략

표 2-27. 제3요인 점수에 따른 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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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촌지역 인구 동향 분석

1. 산촌인구 변동의 특징 

1.1. 시계열로 본 산촌인구 변동

오늘날 산촌은 인구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수준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산촌지역의 가구당 소득은 도시 근교 또는 평야지대의 

70~80%에 불과하며,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촌락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본 장에서는 1990~2010년 산촌지역 

인구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장래 산촌인구를 추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산

촌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읍·면 단위 산촌진흥지역을 말하며, 분석에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의 읍·면 단위 인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촌진흥지역은 2013

년 현재 105개 시·군의 419개 읍·면, 4,052개 법정리이다. 엄밀하게 산촌은 마

을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정리 단위의 인구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고 법에서도 읍·면 단위로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읍·면 단위 자료를 이용한다.

우리나라 산촌의 인구를 연도별로 집계하여 정리한 것이 <표 3-1>이다. 산촌 

인구는 1990년 188만 명에서 2010년에는 106만 명으로 20년간 43.4%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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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연령별

0∼14세 420,961 248,989 184,624 136,623 102,086

15∼64세 1,245,199 973,146 845,606 674,220 601,648

65세 이상 213,415 236,985 283,580 331,505 359,306

산촌 인구(명) 1,879,577 1,459,128 1,313,834 1,142,348 1,063,040

전기대비 증감률(%) - -22.4 -10.0 -13.1 -6.9

고령인구비율(%) 11.4 16.2 21.6 29.0 33.8

노령화 지수 51 95 54 243 352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표 3-1. 우리나라 산촌의 인구변화, 1990～2010

단위: 명

였다. 또,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까지 5년간의 인구감소율은 각각 

22.4%, 10.0%, 13.1%, 6.9%였던 것에서 산촌인구의 감소추세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인구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

르면 우리나라 산촌은 1990년초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1990년대 후반

에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바뀌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3

이처럼 비교적 큰 인구감소가 어느 세대에서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 산촌인구 분포의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것이 <그림 3-1>이다. 30대 전반 

이하의 젊은 세대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산촌에는 10대의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의 인구

가 많았다. 시간이 가면서 10대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고령층 연령도 증가하

여 2010년에는 70대 초반의 인구가 가장 많아졌다. 1990년에는 11.4%였던 고

령화(65세 이상 인구)율이 2010년에는 33.8%로 상승하였다. 또, 1990년에는 

3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 이상~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2010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10년 전(2000) 7.2%보다 3.8%p 증가하였다. 우리나

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촌인구는 2010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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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산촌인구 연령별 분포의 변화

10~14세였던 산촌의 연령별 인구 정점이 2010년에는 70~74세로 옮겨진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고령층의 인구 정점이었던 50~54세 연령층의 이촌

율이 낮아 그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1.2. 지역별 산촌인구

다음으로 산촌인구의 현황과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지

역별 산촌인구는 많은 순으로 강원도 26만 명, 경상북도 22만 명, 경상남도 11

만 명이었다.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 경북, 경남지역에 산촌인구가 많이 분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2010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산촌은 진안

군 상전면(555명), 삼척시 노곡면(615명), 강진군 옴천면(643명)이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산촌은 가평군 청평면(10,881명), 춘천시 동면(10,305명), 순천시 서

면(9,719명)이었다.

2010년 지역별로 산촌인구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비율은 높은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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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산림율

(%)
51.83 81.98 66.70 50.73 55.35 56.73 70.57 67.12

산촌인구 110,164 260,057 95,714 76,080 99,153 98,373 215,280 108,219

고령인구

(65세 이상)
25,631 67,765 35,353 26,198 36,129 40,182 85,138 42,910

고령인구비율

(%)
23.3 26.1 36.9 34.4 36.4 40.9 39.6 39.7

자료: 임업통계연보; 인구주택총조사.

표 3-2. 지역별 산촌인구와 고령인구(2010)

단위: 명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90
120,946 399,031 172,018 145,161 199,539 238,550 414,931 189,4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5
110,005 322,562 139,145 108,094 146,486 156,958 319,632 156,246

91.0 80.8 80.9 74.5 73.4 65.8 77.0 82.5

2000
113,243 295,804 125,694 96,401 126,383 132,591 286,159 137,559

93.6 74.1 73.1 66.4 63.3 55.6 69.0 72.6

2005
111,475 269,233 104,475 82,322 109,071 112,546 234,332 118,894

92.2 67.5 60.7 56.7 54.7 47.2 56.5 62.8

2010
110,164 260,057 95,714 76,080 99,153 98,373 215,280 108,219

91.1 65.2 55.6 52.4 49.7 41.2 51.9 57.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표 3-3. 지역별 산촌인구와 1990년 대비 변화율, 1990～2010

단위: 명, %

전라남도 40.9%, 경상남도 39.7%, 경상북도 39.6%이었다. 산촌인구의 분포와

는 달리 전남지역산촌에서 노령화 진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서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강원도는 산촌 인구가 많지만 고령화율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산림률이 높은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공업 발전이 되어 있

지 않아 관광 등으로 산림자원의 소득원 활용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경기도에서는 산촌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에서 유리하

기 때문에 젊은층 이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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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촌인구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 <표 3-3>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

분의 지역에서 산촌인구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전남과 전북의 산촌인구는 

1990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산촌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하여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와 강원도의 산촌 인구 감소는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다.

1.3. 산촌인구의 코호트 변화

산촌의 인구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대별 코호트 변화율을 이용한다.

코호트(cohort)는 같은 해에 출생한 집단을 의미한다. 코호트 변화율은 t년에서 

t+a년까지 동시출생집단의 인구변화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관측된 15~19세 인구는 5년 뒤에 20~24세가 되는데 이 집단의 인구변화율이 

코호트 변화율이다. 산촌인구 감소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동세대의 인구변

화, 즉 코호트 변화율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 <그림 3-2>이다. 이를 보면 몇 가

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첫째, 모든 세대에서 코호트 변화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는 산촌의 인구

감소율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40~44세→

45~49세, 45~49세→50~54세, 50~54세→55~59세의 코호트 변화율은 1을 넘어

서고 있다. 즉, 이들 세대에서는 전입자수가 전출자수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40대 이상의 전입이 증가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에서는 일단 유출한 다음에 돌아오는 U턴,

비산촌출신의 사람들이 귀촌하는 I턴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60대 이

상에 코호트 변화율은 완만하게 상승하여 왔는데, 이는 의료수준의 향상에 의

해 고령 세대의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모든 시기에서 10대와 20대의 코호트 변화율이 매우 낮다. 10대 세대

는 취학 때문에 지역을 떠나 지역외의 고교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20~24세→25~29세대의 코호트 변화율이 가장 낮은데 이는 20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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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산촌인구 코호트 변화율, 1990～2010

지역에 남은 젊은이도 아마 취업 문제로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10대 전후반에 진학과 취직을 기회로 유출하는 사람들이 증

가하기 시작하여 20대 전후반에는 취직을 기회로 유출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30대 전반까지 유출경향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젊은층의 코호트 변화율은 1990년대 전반에 크게 낮아졌다가 1990년

대 후반에 약간 상승하고 2000년 초반에 다시 낮아졌다가 2000년대 후반에 다

시 상승하였다. 젊은층 코호트 변화율은 사망보다는 인구 유출의 결과로 이해

해야 할 것인데, 유출의 원인은 취업, 입대, 결혼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 2008

년 리먼 쇼크로 상징되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산촌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갈 기회가 줄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넷째, 산촌은 농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산촌인구의 변화는 농촌인구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 큰 맥락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겠지만 약간의 차이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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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김경덕 등(2012)은 2005년 이후 30대 이상의 생산가능연령층에서 농촌지

역 순인구유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산촌에서는 40대 후반부터 

인구증가가 발견된다. 이를 보면 젊은층이 생업을 위해 산촌에 들어가는 경우

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 산촌이 농촌보다 농업생산에서 불리한 

조건임을 감안하다면 귀농보다는 전원생활이나 휴양 등 다른 목적의 귀촌으로 

이해된다.

1.4. 산촌 코호트의 지역별 비교

산촌 인구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산촌 지역 인구변화와 비교해 보

았다. 또, 산촌이라 하여도 도시와 가까운 산촌과 먼 산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인

구변화의 특징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이에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 산촌과 상

대적으로 거리가 먼 전라남도의 산촌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았다. 지역의 인구

이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데, 이는 남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과 <그림 3-4>는 각각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산촌

인구와 비산촌인구의 전체 그리고 성별 코호트 변화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경기도에서는 비산촌의 코호트 변화율이 대체로 1 이상인데 비하여 전라남

도에서는 비산촌 코호트 변화율도 25~29세→30~34세를 제외하면 1 이하이다.

수도권에 가까운 경기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라남도에서는 대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한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 경기도 산촌 코호트 변화율은 전라남도 산촌 코호트 변화율보다 높다. 전

라남도에서는 산촌과 비산촌 구분없이 15~19세→20~24세, 20~24세→25~29세

의 코호트 변화율이 매우 낮은데 비하여 경기도의 젊은층 코호트 변화율은 1보

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기도에는 상대적으로 학교가 많고 수도

권에 가까운 산촌에서는 도심의 학교로 통학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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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인구 유출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경기도에는 전라남도보다 취업의 기

회가 많은 것도 인구유출이 적은 이유가 될 것이다.

40대 후반과 50대의 코호트 변화율에서도 경기도가 전남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산촌에서 40대 후반의 코호트 변화율이 1 이상으

로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경기도에서 더 높다. 이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비산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귀촌 희망자도 많고 이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 산촌

으로 귀촌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산촌 코호트 변화율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남자의 경우 

20~24세→25~29세가 가장 낮고, 여자의 경우 15~19세→20~24세가 가장 낮다.

여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후 이촌하는 사례가 많고 남자의 경우 20대 중반이 

되어서 이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군 입대와 관

련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여성의 조기 이촌은 산촌지역 가임여성의 인구

수를 크게 줄이기 때문에 산촌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촌에서 20~24세→25~29세의 코호트 변화율이 불규칙하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20대 초반 여성의 귀촌이 증가했다고 보기 보다는 산

촌에 결혼 이민 온 외국인 여성의 인구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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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기도 전체

(ㄴ) 경기도 남자

(ㄷ) 경기도 여자

그림 3-3. 경기도 산촌·비산촌 코호트 변화율, 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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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남 전체

(ㄴ) 전남 남자

(ㄷ) 전남 여자

그림 3-4. 전라남도 산촌·비산촌 코호트 변화율, 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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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촌지역 장래 인구 추계

2.1. 인구추계 방법

인구는 출생하는 만큼 증가하고 사망하는 만큼 감소한다. 사망보다 출생이 

초과하여 인구가 증가하면 이를 자연증가라 한다. 또, 인구는 유입에 의해 증가

하고 유출에 의해 감소하는데 유출보다 유입이 초과하면 사회증가라 하며 유

입과 유출을 인구 이동이라 한다. 어느 지역의 두 시점 인구변화는 그 기간의 

출생아수, 사망자수, 유출과 유입 인구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네 가지 요인을 

인구변동의 직접적 요인이라 하고 인구추계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 이들 요

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은 다

음과 같다(통계청 2012).

                         

  : 년도 인구

    :    출생아수

    :    사망자수

    :    유입자수

     :    유출자수

인구를 결정하는 4개 변수 가운데 ‘출생’은 경제수준과 여성의 취업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사망은 주로 의료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유입되고 유출되는 인구이동은 주로 지역간 경제수준, 교육여건, 취

업기회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국과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는 인구변동 요인의 변화를 이용하

는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고 있다(김태헌 등 

2006). 코호트 요인법은 어느 시점의 성·연령별 인구를 기준인구로 하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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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을 5세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연령 5세 계급별 이동률, 생존율, 출생

률을 이용하여 5년후 성·연령 비율을 추계하는데 그 과정을 반복하여 장래인구

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순이동률은 코호트 변화율과 생존율의 차이로 산출한

다. 여기에서 코호트 변화율은 두 시점의 성·연령별 인구에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코호트 요인법으로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 데에는 해당 지역의 성·연령

별 생존율과 순이동률,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코호트 

요인법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잘 반영하므로 지역별 자료의 신뢰성만 확보된다

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전국 추계인구와 소지역 추계인구가 일치하도록 추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한 추계보다 설명력이 높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 인구를 추계할 때 인구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구 동태자료의 유무, 이용가능 상태 등에 따라 추

계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김태헌 등 2006).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큰 

단위 지역에서는 입수 가능하지만 작은 단위 지역에서는 구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예를 들면 성·연령별 이동자수는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며 

생명표는 시도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비해 코호트 변화율법(Cohrot-change ratios method)은 순이동률과 생존

율을 합한 코호트 변화율의 장래치를 설정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Hamilton and Perry 1962). 출생수를 산출할 때는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 대신 

母兒比(Child-women ratios, 15~49세 가임연령층 여성인구에 대한 0~4세 인구 

비율)를 이용한다. 따라서 코호트 변화율법을 응용하면 두 시점의 성·연령별 

인구 자료만으로 장래 추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0년의 5~9세 인구는 

2005년 0~4세 인구에 코호트 변화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코호

트 변화율은 0~4세가 5년 동안 5~9세에 이르는 비율이다. 이는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2010년의 남자 0~4세 인구는 2010년의 가임여성 인구

에 모아비(母兒比)를 곱하여 구한다. 사망자수에 대한 자료이용의 한계로 85세 

이상 인구의 코호트 변화율 대신 80세 이상(80~84세와 8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코호트 변화율을 적용하였다. 2015년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80세 

이상 인구에 2005~2010년 80세 이상의 코호트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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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합하면 5년 단위로 성·연령별 인구를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의 코호트 변화율이 장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장래 인구를 추계한다.

두 시점 간의 코호트 변화율은 이동과 사망이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동과 

사망에 대한 별도의 동태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인구이동 

자료를 구하기 힘든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인

구추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mith, Tayman, and Swanson 2001). 통계청 

통계연구과(2004)는 인구 유출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기대인구로

서 적합한 반면, 유입이 많은 신흥 도시지역에서는 정확한 기대인구를 추정하

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2.2. 산촌인구 추계 결과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범위를 설정하면 여기에

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촌과 어촌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산촌인구를 추계하는 데에는 적어도 읍·면 단위의 인구자료가 필요하다. 그러

나 읍·면 단위에서 지역별 성·연령별 생존율과 순이동률, 여성의 연령별 출생

률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호트 요인법을 사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시점의 성·연령별 인구만으로 추계가능한 코호트 변

화율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앞서 설명한 코호트 변화율법을 응용하여 우선 2005-2010년의 코호트 변화

율과 모아비(母兒比)가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2030

년까지 산촌 인구를 추계하였다.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역에 따라 인구동태

와 코호트 변화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 별도로 추계

하는 편이 실제 인구변화를 더욱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작게 하면 우연에 의한 차이와 특수 사정에 의한 인구변동을 

반영하여 특수한 값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광역

자치단체별로 산촌지역의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이를 합하여 전국 산촌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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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산촌인구 추계 결과, 1990～2030

인구를 전망하였다.

산촌인구의 추계 결과를 보면 산촌인구는 2020년에 88만 명으로 2010년보다 

9.7% 감소하고, 2030년에는 69만 명으로 2010년보다 29.4% 감소하게 된다. 통

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30년 인구는 5,216만 명으로 추계되는데, 산촌인

구는 1.3%에 해당하게 된다.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0년 33.8%에서 2030년에는 51.7%로 

증가하고, 노령화 지수는 2010년 352에서 2030년 1,036으로 증가한다. 우리나

라의 2030년 노령화 지수가 213.8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산촌은 독립적으

로 부양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된다. 이는 사회발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산촌에서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창출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즉, 산촌의 전통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산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젊은층 

또는 장년층이 정착하여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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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5 2020 2025 2030

연령별

0∼14세 102,086 73,392 57,217 44,345 34,399

15∼64세 601,648 542,169 465,875 375,614 298,468

65세 이상 359,306 359,985 357,539 363,372 356,343

합계* 1,063,040 975,546 880,631 783,331 689,209

전기대비증감율(%) -6.9 -8.2 -9.7 -11.1 -12.0

노령화 지수 352 490 625 819 1,036

주: 연령 미상 인구 제외한 수치임.

표 3-4. 산촌지역 장래인구 추계

단위: 명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산촌은 인구가 크게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촌이 촌락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국토의 45.9%에 인구의 1.3%만이 살게 되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가 된다. 산촌의 붕괴는 국토의 이용과 산림자원의 관리, 전통

문화 유지의 면에서 크나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촌 경제

를 유지하고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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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조사항목 설정과 예비조사

1. 기존 조사의 검토 

1.1. 2003년 전국산촌기초조사

1.1.1. 조사배경과 목적

2001년 5월 산림기본법 이 제정되고 그해 12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는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0조에는 산촌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정되

어 있다. 이에 따라 산림기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촌

진흥지역으로 정의된 읍·면 또는 법정리를 대상으로 산촌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국 산촌기초조사는 산촌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행정 단위에 따라 약간 다르다. 읍·면 또는 리·동 산촌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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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은 8개 분야에 각각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특

성에 관한 항목 3개, 산림의 분포·이용에 관한 항목 7개, 농지의 분포·이용에 

관한 항목 4개,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항목 4개, 생태관광 자원

에 관한 항목 2개, 농림업 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항목 4개, 의료·교육시설

과 생활편의시설 현황에 관한 항목 3개, 기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목 7

개 등이다.

구분 세부내용

마을구분 -조사지역명 -마을 유형

인구와 가구 -인구수 -가구수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적 -용도별 면적

산림현황

-소유별 면적

-영급별 면적

-협업체 가입면적

-해발고

-임종별 면적

-임도현황

-영림단 개수

산림자원이용과

농림산물 생산

-산림사업 내용

-주소득 작물

-산림자원활용 가구수와 소득

순위

교육·의료 및

문화복지시설

-학교현황

-복지시설 현황

-의료기관 현황

기반시설, 기타

-도로 현황

-상수도 유무

-녹색관광·생태관광 자원

-문화예술 현황

-교통 현황

-생산기발시설 현황

-타부처 사업 수혜여부

산촌의 전망, 역할
-지역의 장래 전망

-장래 산촌역할에 대한 의견

-실현조건

자료: 전국 산촌 기초조사 보고서.

표 4-1. 리·동 산촌기초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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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마을 구분 -조사지역명 -마을유형

자연조건 -위치(방위), 연혁과 지세 -기후

면(읍)관내 행정구역도

인구, 취업구조 및

주택현황

-세대 및 인구,

-산업별 취업자수

-연령별 인구

-주택 현황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 -용도별 토지 이용 현황

신림자원 이용 현황

-산림 면적

-영급별 면적

-협업체 등 임업인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산림소유형태별 산주수

-임도 현황

-산림사업 실적

농업경영 현황 -경영규모별 농가 -경영형태별 농가

소득 현황 -평균소득 현황 -주소득 작물

교육·의료 및

문화복지시설
-교육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

재해, 생활환경 시설

-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하천 현황

-자동차 및 교통현황

-상하수도 및 분뇨, 쓰레

기 처리

-도로 현황시설

농림업용 기구·기계

및 생산기반시설
-농림업용 기구·기계 보유 대수 -생산기반 시설

시장, 은행 현황 -시장 분포 -통신 및 금융기관 점포수

관광 및 문화자원

-공원, 자연휴양림 및 관광객

이용시설

-타부처 사업 수혜여부

-보호수 및 문화예술

산촌의 전망, 역할
-지역의 장래 전망

-21세기 산촌의 역할에 대한 의견
-실현 조건

자료: 전국 산촌 기초조사 보고서.

표 4-2. 읍·면 산촌기초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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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조사 방법 

산촌지역 기초조사표에 의거하여 읍·면 또는 마을별로 조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군 또는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청문과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간접

조사를 병행한다.

산촌기초조사반은 128개 반으로 조직하였다. 중앙 총괄반은 산림청 국유림

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10명(산림청3, 임업연구원3, 대학교수4)의 반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산촌기초조사 계획수립과 시행(산림청), 산촌기초조사표 

와 지침서 작성, 자료입력 포맷과 기본표 양식 작성, 도별 보고서 목차 표준안 

작성, 기초조사 지도와 총괄보고서 작성(임업연구원) 등이다.

각 도에는 도 단위 총괄반을 두는데 광역시는 인접도에 편입하고 시·군만 조

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도 총괄반은 도청 산촌개발 업무 담당과장을 반장

으로 하여 산촌 업무담당계, 산림환경연구소, 대학교수, 산촌 대표 등을 포함하

여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시·군 기초조사 자료 취합과 1차 검토,

시·군의 기초조사 지원과 총괄(도청), 산촌기초조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도별 보고서 작성(대학교수, 산림환경연구소), 도별 보고서와 총괄보고서 작성 

자문(대학교수) 등이다.

시·군 조사반은 119개인데 지자체의 산촌개발업무 담당과장을 반장으로 하

여 산촌 업무담당계, 전문가, 산촌 대표 등 5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주요 역할

은 시·군 기초조사 계획수립, 기초조사원 사역과 기초조사 실시, 조사표 집계 

후 보완조사 등이다. 조사 대상 마을수에 따라 기초조사원 소요 인원을 산정하

고 마을 실정에 따라 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원을 배치하였다.

1.1.4. 산촌기초조사 DB 구축·활용

2003년 전국 산촌기초조사의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구축한 전국산촌기

초조사 지원시스템에 입력되어 집계와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의 산촌별 DB 자료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정원 등(2009)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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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기초조사 DB 이용실태 분석과 활용 방안 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 실시한 

전국 산촌기초조사는 산촌 자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 다음 전국 산촌기초조사에서 조사기관과 DB 관리기관을 재선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10년 단위의 조사는 산촌의 변화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현실성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자료제공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대

부분의 산촌 관련 DB는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수시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촌기초조사 DB를 전국의 산촌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의 자료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시·군의 자료가 필요할 때는 별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전국 산촌기초조사의 주기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거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산촌의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림관련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신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촌기초조사 주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다(서정원 등 2009).

2003년 산촌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전국 산촌과 시·도의 산촌을 비교하

여 지역산촌의 현재 상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산촌

기초조사 자료에 국한하여 지역산촌의 전체상을 파악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비교될 수 없는 여러 조건의 문제로 인하여 비교 

분석보다는 조사결과만을 분석·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명확한 산

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 조사보다 읍·면별 산촌에 대한 기

초적인 조사를 통해 산촌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김세빈 등 2004; 안기완 등 2005).

또, 대부분의 산촌관련 사업이 읍·면 또는 마을 단위(리·동)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군 단위 조사보다 읍·면 또는 마을 단위 산촌에 대한 기초 

조사에 집중하여 산촌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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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가경제조사

1.2.1. 임가경제조사  개요

임가경제조사는 임가경제의 동향과 임업경영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수집하고자 2005년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제13623호)로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국가통계로 생산되고 있다. 임가경제조사는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지역별·업종별 표본설계에 따라 1,100 여 임가를 조사 대상으로 

1년간 매일 기입하는 일계부와 연1회 조사한 원부 내용을 분석해 해당연도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민간조사기관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이 조사는 ① 임가경제 지표와 동향을 파악하여 임가소득 증대 등 임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② 임가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 임가경제 

지표를 생산하여 임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임가(林家)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

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지난 5년

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등이다.

1.2.2.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

임가경제조사는 표본임가가 작성하는 일계부와 임가원부(자산조사표)에 기

초하여 조사된다. 일계부는 임산물 재배현황과 수입·지출, 임업노동 투입내역,

동력 사용시간, 임업 생산물 중 자가소비량 등을 기록하는 것이며, 임가원부는 

임가자산과 임가부채를 기록하는 것이다. 경영주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

칙으로 하되 기장능력이 없는 임가에 대해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을 

실시한다.

이 조사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조사된 97,108 임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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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업종합계
업종분포
(%)

육림업/벌목업 16 18 14 6 12 66 6.0

채취업 1 32 3 27 47 110 10.0

밤나무 4 2 60 59 96 221 20.2

수실류

(밤나무제외)
29 7 31 55 146 268 24.5

버섯재배업 10 5 47 26 29 117 10.7

조경재업 21 6 21 46 29 123 11.2

기타재배업 11 25 32 49 74 191 17.4

지역합계 92 95 208 268 433 1,096 100.0

지역분포(%) 8.4 8.7 19.0 24.5 39.5 100.0

표 4-3. 임가경제조사의 표본임가 분포

단위: 명

여 추출된 표본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할당은 임가경제조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가 업종이므로 우선 조사대상을 8개 업종으로 제한하

였으며, 업종별 추정치의 안정성을 위하여 최소 표본 50개를 우선할당하고 나

머지에 대해서는 비례할당을 원칙으로 하였다. 층화는 전국의 9개 각 권역에 

대해서 임가가 보유한 산림의 면적에 따라 5개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1차 추출

단위는 12가구 이상의 임가를 포함하고 있는 읍·면·동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각 

임가이다.

업종별 추정치의 안정성을 위해 주요 업종별로 50개 표본을 우선 할당하였

으므로 업종별·지역별 표본 임가의 분포가 목표 모집단의 구성비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종별로나 지역별로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구성비에

서 차이가 유의할 정도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추출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표본가중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한다면 추정치의 편향이 보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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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임가소득(A) 27,148 27,846 28,501 27,288 27,288 27,391 28,471 29,609

가계지출(B) 20,452 22,871 23,531 23,130 23,701 24,125 25,636 25,460

임가잉여액

(A-B)
6,696 4,975 4,970 4,158 3,690 3,553 2,835 4,149

임가부채 32,957 34,645 35,671 36,853 36,365 34,207 32,761 31,608

임가자산 340,971 364,457 365,149 358,960 358,960 363,706 359,689 374,961

주: 임가소득 = 경상소득(임업소득+임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표 4-4. 임가경제조사의 주요지표 동향

단위: 천 원

1.2.3. 2012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임가경제조사는 임업 또는 임가의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다. 2012년까지 조사된 임가

경제통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가의 경제동향을 주요지표의 시계열

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임가소득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과 2010년에 경기침

체, 기상여건 악화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임가소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만 가계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임가 소득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

게 나타나 임가잉여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임가부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

가 부채는 임업용 부채보다 임업용 이외 부채가 더 많으며 이것이 매년 증가추

세에 있다.

임가의 자산동향은 2005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유동자산이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고자산(미처리 임산물 등)의 증가가 주원인이다.

재고자산 가운데 미처분임산물 비중이 많은 것은 자본회수기간이 긴 임업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신상욱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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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목표 세부항목

자연환경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쾌적한 환경형성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수자원, 산
림자원, 에너지 자원과 이용, 오염물
질 관리

사회문화 건전한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형성
인구, 안전성,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보건·복지, 문화·전통, 교통과 접근성,
교육

경제 경제적 안정 생산기반, 소득, 지역개발, 고용·인력

표 4-5. 부문별 지속가능성 조사의 목표와 세부항목

2. 산촌조사항목의 설정

2.1. 산촌조사의 기본방향 

오늘날 산촌은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화하여 촌락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촌조사의 기본방향은 

산촌의 지속가능성에 두고자 한다. 지속가능성은 흔히 환경요소, 사회요소, 경

제요소가 조화될 때 달성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산촌의 지속가능성 지표 항목을 자연환경 부문, 사회문화 부

문, 경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3개 부문이 조화를 이루고 그 기능과 역할

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마을을 지속가능한 산촌마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산촌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정책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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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1차 조사

자연환경 2영역 9세부영역 36항목

사회문화 3영역 12세부영역 44항목

경제 4영역 20항목

종합 3개부문 9영역 21세부영역 100항목

표 4-6.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지표수

2.2. 산촌조사항목 

마을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목적으로 산촌조사지표와 조사항목을 개발

하였다. 산촌조사지표는 자연환경부문, 사회문화부문, 경제부문에 대해 각각 

세부영역을 나누어 작성되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지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동일체계로 작성한 것이다.

산촌조사는 항목별로 조사대상을 마을대표, 마을주민,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

가로 구분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마을대표는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일부 마을에 대한 전문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마을주민에 대

해서는 삶의 질에 대한 항목이 주를 이룬다. 지자체 담당자는 마을에 대한 정

보와 통계자료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

요한 항목은 전문가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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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1.
물
리
적
환
경

1.
교통

객 1. 도로포장률 마을도로 포장률 지자체

주
2. 도로이용편의도 인접 도로 이용 편의성 이장

3. 대중교통편의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주민

2.
주택

객

1. 주택보급률 마을 주택 보급률 지자체

2. 상수도보급률 마을 상수도 보급률 지자체

3. 기존지형 변형정도 주택 조성 시 지형변경 정도 전문가

주

4. 주거환경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주민

5. 자연환경과의 조화 주택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전문가

6. 마을정체성과의 연계 주택과 마을정체성과 연계 전문가

3.
토지

객 1. 토지이용비율
택지, 농경지, 녹지, 유보지

보유 비율
지자체

주
2. 보차분리와 보행환경 쾌

적성
보행 시 안전도와 만족도 주민

4.
폐기
물관
리

객
1. 생활쓰레기 수거율 분리수거 여부와 빈도 이장

2. 농업폐기물 수거율 수거여부와 빈도 이장

주

3. 폐기물 감소 노력 폐기물 재활용 여부 주민

4. 폐기물 관리교육과 주민

인식정도
주민교육 여부와 인식도 주민

5.
재생
산에
너지

객 1. 재생산에너지 생산량 재생산 에너지 생산량 지자체

주

2. 재생산에너지자원과

이용률
재생산에너지 이용률 지자체

3. 에너지재생산시스템과

마을경관과 조화
시스템과 마을경과 조화 전문가

2.
자
연
·
생
태
적
환
경

1.
물

객

1. 물자원 공급원 확보 물자원 형태 지자체

2. 수질오염도 용수별 오염도 지자체

3. 하수도 관리시스템 하수도 시스템 유형 지자체

주
4. 물자원 건강성 변화정도 물자원의 수질변화 이장

5. 물자원보호 주민인식 물자원 보호 노력과 인식 주민

2.
대기

객 1. 대기오염도 대기오염여부 지자체

주 2. 대기 청정성 변화정도 공기질 변화 이장

표 4-7. 자연환경 부문 지속가능성 지표항목과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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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3.
산림

객
1.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 마을 면적 중 산림 비율 지자체

2. 산림자원 활용도 산림에서 올리는 가구소득 주민

주 3. 산림자원의 발전 가능성 산림에 대한 기대 주민

4.
자연
보전
과
복원
경관

객

1. 자연자원 보전계획 수립

여부
자연자원 보전계획 여부 지자체

2. 자연자원의 다양성 정도 자연자원의 다양성 정도 전문가

3. 마을조성으로 인한 경관

생태적 구성요소의 변화율

마을조성으로 인한 경관

생태적 구성요소의 변화율
전문가

4. 원생태경관의 보전정도 산촌생태경관의 보전정도 전문가

주

5.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주민

6. 자연보전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인식

자연보전활동에 주민 참여와

인식
이장

7. 인공구조물과의 조화성 인공구조물과의 조화성 전문가

8. 마을계획 시 자연경관

훼손방지계획 수립여부

마을계획 시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여부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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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1.
사회
일반

1.
인구

객

1. 마을 총인구 마을 총인구 지자체

2. 인구증감율 최근 3년 인구증감 지자체

3. 인구밀도 ㎢ 당 인구수 지자체

4. 연령계층별 구성비 마을 연령별 구성비 지자체

5. 귀농귀촌 가구 마을 귀농귀촌 가구 수 이장

주
6. 인구증가 혹은 감소원인

인구증감율 10% 이상일

경우 원인
이장

7. 인구증가 긍정성 인구증가에 대한 긍정 여부 전문가

2.
보건
관리

객 1. 의료시설 거리 보건시설까지 거리 이장

주 2. 의료서비스 시설과 수준 만족도 의료시설 서비스 만족도 주민

3.
교육

객
1.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여부 주민교육프로그램 여부 지자체

2. 마을 내 교육시설 학교거리/방과 후 교육시설 이장

주 3. 주민교육프로그램 실용성 정도 주민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주민

4.
마을공
동시설

객 1. 공동시설 여부 마을공동시설 현황 이장

객 2. 공동시설 만족도 주민 시설이용 만족도 주민

5.
예술과
레저

객 1. 마을축제 유무 마을축제 유무/유형 이장

주
2. 여가문화생활 만족도 여가문화생활 만족도 주민

3. 여가문화생활 참여정도 여가문화생활 여부 주민

2.
지역
공동
체성

6.
커뮤니
케이션

객 1.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도입여부 마을회의 소집/빈도 이장

주
2. 마을 관련 의견교환의 양방향성 마을회의 만족도 주민

3. 마을 내 다양성 수용 정도 의견수렴 방법 이장

7.
의사결
정·갈
등관리
력

객
1. 갈등관리시스템 마련여부 마을 내 자치규약 여부 이장

2. 주민대상 의사결정 교육제공 의사결정 교육제공 현황 이장

주

3. 주민 간 친밀도와 연계성 주민 화합 정도 주민

4. 의사결정의 평등성과 투명성 의사결정과정의 만족도 주민

5. 자발적인 주민참여도 마을회의 참여율 이장

6. 주민조직체계와 운영효율성 마을운영체계의 효율성 전문가

표 4-8. 사회문화 부문 지속가능성 지표항목과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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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8.
안전성

객

1. 범죄율 마을 범죄발생 건수 지자체

2. 치안 관련 기관과 설치물 수 마을 내 치안시설 현황 이장

3. 마을기금 유무 마을 공동기금 조성 현황 이장

4. 자연재해 피해 자연재해의 재산피해 현황 이장

주
5. 마을 내 안전에 대한 만족도 안전에 대한 만족도 주민

6. 자연재해 복구와 보상 복구와 보상 만족도 이장

9.
문화적
지속성

객 1. 마을 내 문화유산의 보존정도 마을 내 문화유산 보존정도 전문가

주 2. 마을역사 인지정도 마을역사 인식 정도 주민

10.
정신적
지속성

객 1. 마을통합에 대한 비전과 목표
마을 비전/목표/계획 수립

현황
이장

주 2. 위기상황에서 주민협력 만족도 비상 시 주민단합/행동 여부 이장

3.
인적
자원

11.
인적자
원구성

객

1. 마을리더 존재여부 이장 외 리더 그룹 여부 이장

2. 마을리더의 역량교육 여부 이장 교육 여부 이장

3. 구성원 역할분담에 대한 체계 마을조직 체계/역할/대표 이장

주
4. 마을리더 역량정도 마을리더 역량 전문가

5.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정도 마을 공동작업/사업 참여 이장

12.
지속성
관련
시스템

객
1. 사무지원시스템 여부 사무장/사무실 여부 이장

2. 마을자체의 지원 여부 사무장(총무) 급여 지원 이장

주 3. 사무지원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사무장(총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여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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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1. 소득

객

1. 마을 총 생산 마을 연간 생산량 지자체

2. 마을소득 마을 연간 소득 이장

3. 주민 개인 소득 주민 평균 연소득 이장

4. 주민 개인 부채 부채로 어려운 가구 비율 이장

5. 소득계층별 분포도 소득계층별 비율 이장

6. 유기농 비율 마을 유기농가 비율 이장

7. 마을공동생산시설 여부 공동생산시설 현황 이장

8. 마을공동사업 수입여부 공동사업 수입 현황 이장

주

9. 마을소득 만족도 마을의 소득 만족도 이장

10. 개인소득 만족도 개인 수입에 대한 만족도 주민

11. 타지역과 비교우위 만족도 인근 마을과 비교 우위 만족도 이장

2. 시장성 객

1. 가용노동력 확보정도 경제활동 가구수 이장

2. 마을특산품의 시장경쟁력 마을특산품 현황과 경쟁력 전문가

3.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동여부
마을 자원의 활용도 평가 전문가

3. 생산과
분배

객 1. 식료품 자가 공급률 농업 생산량 중 자가소비비율 주민

4. 고용과
인력

객
1. 취업률/실업률 마을 주민 중 고용현황 지자체

2. 주당 평균 근로시간 매일 근로시간 주민

주

3. 타지역 이주희망도 도시지역으로 이주희망도 주민

4. 타지역 이직희망도 도시지역으로 이직희망도 주민

5. 일자리 창출수준의 만족도
현재 일자리 창출수준에 대한

만족도
주민

표 4-9. 경제 부문 지속가능성 지표항목과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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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촌조사항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1. 조사방법

산촌의 지속가능성 지표와 항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산촌에 대한 연구를 하였거나 산촌진흥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에 응답하

여 회신된 전문가는 11명(55%)이다.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촌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시하고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와 추가사

항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해서는 산촌의 지속가능성 지

표로서 ‘매우 적합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적합함(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빈도결과와 동의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 전문가 구성 총 인원
응답자
(비율)

생태건축 4

20
11명
(55%)

경제학 3

관광학 4

문화 3

생태학 3

커뮤니티 3

표 4-10. 산촌 지속가능성 지표와 항목 조사내용

3.2.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촌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산출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평가항목 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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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발된 지표 조사결과

환경 2영역 9세부영역 36항목 2영역 8세부영역 25항목

사회 3영역 12세부영역 44항목 3영역 12세부영역 43항목

경제 4영역 20항목 4영역 18항목

종합 3개부문 9영역 21세부영역 100항목 3개부문 9영역 20세부영역 86항목

표 4-11.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지표수의 변화

4인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하였거나 각 분야에서 평균이하로 평가된 항목은 삭

제하거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의 적정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은 영역은 환경

부문 중 물리적 환경영역으로 전체 18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평가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반면, 사회부문

은 전체 44개 지표 중 1개 지표만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산촌의 

지속가능성에는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부문 지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

문가의 의견으로 평가된다.

전문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지

표들을 살펴보면 환경부문에서는 주택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수질오염도, 산림

자원의 발전가능성 그리고 마을조성으로 인한 경관생태적 구성요소의 변화율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부문에서는 의료시설까지의 거리, 마을리더 존재여부, 마을리더의 역량

교육 여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인적자원영역 대부분의 지표들은 사

회부문 평균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아 인적자원이 지속가능한 산촌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부문에서는 마을특산품의 시장경쟁력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용여부가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라 산촌 사회경제 조사의 항목은 3개 부문, 9 영역, 20

세부 영역, 86항목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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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평균 표준편차

물
리
적

환
경

교통

객 도로포장률 2.82 0.9816

주
도로이용편의도 3.45 0.9342

대중교통편의도 3.55 1.5725

주택

객

주택보급률 3.36 1.2863

상수도보급률 3.00 1.3416

기존지형 변형정도 3.91 1.0445

주

주거환경만족도 3.64 1.1201

자연환경과의 조화 4.45 0.9342

마을정체성과의 연계 3.45 1.5076

토지
객 토지이용비율 3.27 1.3484

주 보차분리와 보행환경 쾌적성 3.00 1.1832

폐기물
관리

객
생활쓰레기 수거율 3.27 1.1037

농업폐기물 수거율 3.18 1.0787

주
폐기물 감소 노력 3.18 1.1677

폐기물 관리교육과 주민 인식정도 3.36 1.2060

재생
에너지

객 재생산에너지 생산량 3.36 1.3618

주
재생산에너지자원과 이용률 3.73 1.0090

에너지재생산시스템과 마을경관과 조화 3.64 0.9244

자
연
·
생
태
적
환
경

물

객

물 자원 공급원 확보 3.73 1.1037

수질오염도 4.09 1.2210

하수도 관리시스템 3.18 1.3280

주
물자원의 건강성 변화정도 3.64 1.2060

물자원보호 주민인식 3.64 1.0269

대기
객 대기오염도 3.18 1.4013

주 대기 청정성 변화정도 3.36 1.2863

산림
객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 3.64 1.1201

산림자원 활용도 3.64 1.1201

주 산림자원의 발전 가능성 4.27 0.7862

표 4-12. 환경 부문 지속가능성 지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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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평균 표준편차

자연
보전과
복원경관

객
자연자원 보전계획 수립여부 3.64 1.2863

자연자원의 다양성 정도 3.82 0.8739

주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3.82 1.1677

자연보전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인식 3.82 1.1677

객

마을조성으로 인한 경관 생태적
구성요소의 변화율

4.27 0.7862

원생태경관의 보전정도 3.91 0.9439

주

인공구조물과의 조화성 3.7 0.9487

마을계획 시 자연경관 훼손방지계획
수립여부

3.73 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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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평균 표준편차

사

회

일

반

인구

객

마을 총인구 3.27 1.1037

인구증가율 3.36 0.8090

인구밀도 2.73 1.1909

연령계층별 구성비 3.18 1.2505

귀농귀촌 가구 3.45 0.6876

주
인구증가 혹은 감소원인 3.50 1.2693

인구증가 긍정성 3.40 1.0750

보건관리

객 의료시설 거리 4.27 0.6467

주
근거리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시설과 수준 만족도
3.64 1.2060

교육
객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여부 3.82 1.1677

마을 내 교육시설 3.09 1.0445

주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용성 정도 3.45 0.8202

마을공동

시설

객 공동시설 여부 3.64 0.6742

객 공동시설 만족도 3.55 1.0357

예 술 과

레저

객 마을축제 유무 3.3 0.9487

주
여가문화생활 만족도 3.44 1.0138

여가문화생활 참여정도 3.60 1.0750

지

역

공

동

체

성

커뮤니케

이션

객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도입여부 3.55 1.1282

주
마을 관련 의견교환의 양방향성 정도 3.36 1.0269

마을 내 다양성 수용 정도 3.36 1.2060

의 사 결

정 ·갈등

관리력

객
갈등관리시스템 마련여부 3.80 1.0328

마을주민에게 의사결정 교육제공 여부 3.36 0.9244

주

주민간 친밀도와 연계성 3.91 0.9439

의사결정과정의 평등성과 투명성 3.64 0.8090

자발적인 주민참여도 3.82 1.2505

주민조직체계와 운영효율성 3.73 1.1909

표 4-13. 사회 부문 지속가능성 지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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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평균 표준편차

안전성

객

범죄율 3.45 1.1282

치안 관련 기관과 설치물 수 3.18 0.9816

자연재해 피해 3.70 0.9487

마을공동기금 유무 3.73 0.7862

주
마을 내 안전에 대한 만족도 3.82 1.2505

자연재해 복구와 보상 3.27 1.1037

문 화 적

지속성

객 마을 내 문화유산의 보존정도 3.91 1.2210

주 마을역사 인지정도 3.73 1.1037

정 신 적

지속성

객
커뮤니티 통합에 대한 비전과 목표

수립여부
3.64 0.9244

주 위기상황에서의 주민협력 만족도 3.73 0.9045

인

적

자

원

인적자원

구성

객

마을리더 존재여부 4.36 1.0269

마을리더의 역량교육 여부 4.18 1.1677

구성원 역할분담에 대한 체계확립 3.64 1.0269

주
마을리더 역량정도 3.91 1.2210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정도 3.82 1.2505

지속성

관련

시스템

객
사무지원시스템 여부 3.73 1.3484

마을자체의 지원 여부 3.64 1.1201

주 사무지원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3.45 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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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평균 표준편차

소득

객

마을 총생산 3.45 1.2933

마을소득 3.55 1.2933

마을개인 소득 3.55 1.0357

마을개인 부채 3.73 1.0090

소득계층별 분포도 3.73 0.7862

유기농 비율 3.45 1.0357

마을공동생산시설 여부 3.64 0.9244

마을공동사업 수입여부 3.55 1.0357

주

마을소득 만족도 3.45 1.2136

개인소득 만족도 3.55 1.4397

타지역과 비교우위 만족도 3.55 1.1282

시장성 객

가용노동력 확보정도 3.55 1.2933

마을특산품의 시장경쟁력 4.00 1.0000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경제활동여부 4.00 1.0954

생산과

분배
객 식료품 자가공급률 3.55 1.2933

고용과

인력

객
취업률/실업률 3.36 1.2060

주당 평균 근로시간 3.36 1.0269

주

타지역 이주희망도 3.27 1.0090

타지역 이직희망도 3.36 0.9244

일자리 창출수준의 만족도 3.00 1.4142

표 4-14. 경제 부문 지속가능성 지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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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일 정 조사지역

1차 2013년 6월 28일(금) 충청남도 보령 청라면 장현1리 은행마을

2차
2013년 7월 2일(화)

～ 5일(금)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1리 산촌생태마을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중상마을

3차
2013년 7월 16일(화)

～ 18일(목)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백제인동마을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파로호 느릅마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소호마을

표 4-15. 예비조사 일정과 조사지역

4. 조사항목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 

산촌 마을단위의 지속가능성 조사는 마을대표, 마을주민, 지자체 담당자 그

리고 전문가용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이에 임의의 산촌지역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별로 직접 설문·조사해 봄으로써 각 대상에게 적절히 문항이 배분되어 있

는지, 문항에 오류는 없는지, 답변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는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조사

항목의 문제는 수정하여 다음 차수 현장조사에서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1. 조사 방법

예비조사는 산촌을 방문하여 마을대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

시하였다. 전문가용 조사항목은 마을대표 조사 자료와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자

료를 참고로 마을 내·외부를 관찰하며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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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현장조사

조사에서는 마을 대표와 마을 주민을 인터뷰하고, 동행한 전문가들이 마을 

자원을 조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걸쳐 보완·수정된 

조사항목을 마을대표, 마을주민, 전문가용으로 분류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1리 은행마을로 정하였다. 그리

고 마을대표에게 조사목적과 방법 등을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여 진행하였

다. 마을 대표와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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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비조사 결과

3차례 현장조사에서 답변이 애매하거나 현장 적용이 어려운 항목과 질문이 

도출되었다. 현장조사 대상자의 의견에 따라 각 항목별 내용과 질문을 보완·수

정하여 최종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각 항목별로 현장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종

합하면 <표 4-16~18>와 같다.

질문항목 반응

1) 최근 3년 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

업이나 활동이 있었습니까?

-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연보전에 대한 항목이 필요한지 의

문임.

2) 재생산에너지 시스템과 마을경관과의

조화도
- 재생산에너지 시스템은 의미가 모호함.

표 4-16. 환경 분야 질문항목에 대한 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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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항목 반응

1) 마을 내 공동시설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까?

- 마을 공동생활을 하는지, 1년에 몇 개

월 정도 이뤄지는지, 모여서 무엇을 하

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 지 알 수 있

다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

2) 보건소(진료소), 병의원 등 지역 의료

기관의 의료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 노인복지 차원에 조사가 추가되면 좋겠

음. 연령에 따라 어떤 질환으로 보건진

료소를 방문하는지 조사되면 농·임업

인의 직업병 형태를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무릎관절, 허리통증. 쯔쯔가무시,

들쥐, 벌에 쏘이는 경우 등임.

- 농한기에는 읍내 물리치료실을 거의 매

일 이용함. 보건소, 진료소 외에 이런

형태도 조사되어야 함.

3)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육프

로그램이 있습니까?

-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름에 대한 문항이

있어야 함. 없어도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4) 귀하는 평소 여가문화생활을 하고 있

습니까?

- 여가문화생활의 내용이나 이름에 대한

질문 항목이 있어야 함.

5) 사무장(또는 운영매니저)을 포함한 사

무지원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 대부분 사무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시

스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음. 다만, 권

역으로 마을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지

역 일부에는 2명 이상의 사무지원인력

존재함.

표 4-17. 사회 분야 질문항목에 대한 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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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항목 반응

1) 마을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2) 소득계층별 분포를 알려 주세요.

- 마을 연소득은 평균치로 산출되는데 대

규모 농가가 차지하는 소득이 크기 때

문에 마을 전체가 잘 사는 것으로 나타

날 수 있음.

- 80～90세 소농인구가 50～60% 되는데

이들의 소득을 나타내기 어려움.

- 마을대표가 요구 사항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것임.

3) 마을 주민들 중에 부채 때문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까? 있다

면, 그 비율은 어떠합니까?

- 부정적인 상황은 감추는 편이기 때문에

마을대표라 해도 대략적인 비율도 모를

것임.

4)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가 있

습니까? 있다면 비율은 어떠합니까?

- 대표용 조사에서는 현황만 조사되기 때

문에 마을 주민 개개인의 의식조사가

필요함. 주민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5) 귀하의 농작물 생산량 중 자가소비량

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비율이 어떠

합니까?

- 주민이 생산한 작물은 당연히 자가소비

함. 기타 경제작물이 있는지 묻고, 그

비율이나 매출에 대해 묻는 것이 좋음.

6)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응답해 주

십시오.

- 집안일은 주로 여성에게만 해당됨.

- 노인에게는 하루 근로시간을 질문하고

7을 곱하여 조사자가 계산해야 함.

7) 사시는 지역(읍/면)의 일자리 창출 수

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에서 청소 용역

등을 주는 것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일

부에게만 기회가 부여되며,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하는 경향이 있음.

- 농업인에게 의미 없는 질문임. 농한기

일자리가 있는지, 이에 대한 지자체 노

력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이 좋겠음.

표 4-18. 경제 분야 질문항목에 대한 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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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1.
물리
적
환경

1.
교통

주 1. 도로이용편의도 인접 도로 이용 편의성 이장

2.
주택

객
1. 주택보급률 마을 주택 보급률 지자체
2. 기존지형 변형정도 주택 조성 시 지형변경 정도 전문가

주
3. 주거환경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주민
4. 자연환경과의 조화 주택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전문가

3.
폐기물
관리

객
1. 생활쓰레기 수거율 분리수거 여부와 빈도 이장

2. 농업폐기물 수거율 수거여부와 빈도 이장

4.
재생산
에너지

주
1. 재생산에너지자원과 이용률재생산에너지 이용률 지자체
2. 에너지재생산시스템과 마을
경관과 조화

시스템과 마을경과 조화 전문가

2.
자연
·
생태
적환
경

1.
물

객
1. 물자원 공급원 확보 물자원 형태 지자체
2. 수질오염도 용수별 오염도 지자체

주
3. 물자원의 건강성 변화정도 물자원의 수질변화 이장
4. 물자원보호 주민인식 물자원 보호 노력과 인식 주민

2.
대기

주 1. 대기 청정성 변화정도 공기질 변화 이장

3.
산림

객
1.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 마을 면적 중 산림 비율 지자체
2. 산림자원 활용도 산림에서 올리는 가구소득 주민

주 3. 산림자원의 발전 가능성 산림에 대한 기대 주민

4.
자연
보전과
복원
경관

객

1. 자연자원 보전계획 수립 자연자원 보전계획 여부 지자체
2. 자연자원의 다양성 정도 자연자원의 다양성 정도 전문가
3. 마을조성으로 인한 경관 생
태적 구성요소의 변화율

마을조성으로 인한 경관 생
태적 구성요소의 변화율

전문가

4. 원생태경관의 보전정도 산촌생태경관의 보전정도 전문가

주

5.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주민
6. 자연보전에 대한 주민 참여
와 인식

자연보전활동에 주민 참여와
인식

이장

7. 인공구조물과의 조화성 인공구조물과의 조화성 전문가
8. 마을계획 시 자연경관 훼손
방지계획 수립여부

마을계획 시 자연경관 관리
계획 수립여부

이장

표 4-19.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의 지표항목과 조사내용

4.3. 산촌조사항목의 수정

전문가 조사와 예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지표와 

조사항목은 <표 4-19~21>과 같이 수정하였다. 이에 따른 조사표는 마을대표,

마을주민,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조사용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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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1.
사
회
일
반

1. 인구

객

1. 마을총인구 마을 총 인구 지자체

2. 인구증감률 최근 3년 인구증감 지자체

3. 연령계층별 구성비 마을 연령별 구성비 지자체

4. 귀농귀촌 가구 마을 귀농귀촌 가구 수 이장

주
5. 인구증가 혹은 감소원인

인구증감률 10% 이상일 경우
원인

이장

6. 인구증가 긍정성 인구증가의 경우, 긍정성 여부 전문가

2. 보건
관리

객 1. 의료시설 거리 보건시설까지 거리 이장

주
2. 근거리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 시설과 수준 만족도

의료시설 거리와 서비스 만족도 주민

3. 교육

객
1.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여부 주민교육프로그램 여부 지자체

2. 마을 내 교육시설 학교거리/방과 후 교육시설 이장

주
3. 주민교육프로그램 실용성
정도

주민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주민

4.
마을공
동시설

객 1. 공동시설 여부 마을공동시설 현황 이장

객 2. 공동시설 만족도 주민 시설이용 만족도 주민

5.
예술과
레저

객 1. 마을축제 유무 마을축제 유무/유형 이장

주
2. 여가문화생활 만족도 여가문화생활 만족도 주민

3. 여가문화생활 참여정도 여가문화생활 여부 주민

2.
지
역
공
동
체
성

6.
커뮤니
케이션

객
1.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
스템 도입여부

마을회의 소집/빈도 이장

주

2. 마을 관련 의견교환의 양
방향성 정도

마을회의 만족도 주민

3. 마을 내 다양성 수용 정도 의견수렴 방법 이장

7.
의사결
정·갈등
관리력

객

1. 갈등관리시스템 마련여부 마을 내 자치규약 여부 이장

2. 마을주민대상 의사결정
교육제공 여부

의사결정 교육제공 현황 이장

주

3. 주민 간 친밀도와 연계성 주민 화합 정도 주민

4. 의사결정과정의 평등성과
투명성 정도

의사결정과정의 만족도 주민

5. 자발적인 주민참여도 마을회의 참여율 이장

6. 주민조직체계와 운영효율성 마을운영체계의 효율성 전문가

표 4-20.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의 지표항목과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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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8.
안전성

객

1. 범죄율 마을 범죄발생 건수 지자체

2. 치안관련 기관과설치물수 마을 내 치안시설 현황 이장

3. 마을기금 유무 마을 공동기금 조성 현황 이장

4. 자연재해 피해 자연재해의 재산피해 현황 이장

주

5. 마을 내 안전에 대한 만
족도

안전에 대한 만족도 주민

6. 자연재해 복구와 보상 복구와 보상 만족도 이장

9.
문화적
지속성

객
1. 마을 내 문화유산의 보존
정도

마을 내 문화유산 보존정도 전문가

주 2. 마을역사 인지정도 마을역사 인식 정도 주민

10.
정신적
지속성

객
1. 커뮤니티 통합에 대한 비
전과 목표수립여부

마을 비전/목표/계획 수립 현황 이장

주
2. 위기상황에서 주민협력
만족도

비상 시 주민단합/행동 여부 이장

3.
인
적
자
원

11.
인적자
원구성

객

1. 마을리더 존재여부 이장 외 리더 그룹 여부 이장

2. 마을리더의 역량교육 이장 교육 여부 이장

3. 구성원 역할분담에 대한
체계확립 여부

마을조직 체계/역할/대표 이장

주
4. 마을리더 역량정도 마을리더 역량 전문가

5.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정도 마을 공동작업/사업 참여현황 이장

12.
지속성
관련
시스템

객
1. 사무지원시스템 여부 사무장/사무실 여부 이장

2. 마을자체의 지원 여부 사무장(총무) 급여 지원 여부 이장

주
3. 사무지원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정도

사무장(총무) 시스템의 효율
적 운영 여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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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영역 지표 조사내용
조사
대상

1. 소득

객

1. 마을 총 생산 마을 연간 생산량 지자체

2. 주민 개인 소득 주민 평균 연소득 이장

3. 주민 개인 부채 부채로 어려운 가구 비율 이장

4. 소득계층별 분포도 소득계층별 비율 이장

5. 유기농 비율 마을 유기농가 비율 이장

6. 마을공동생산시설 여부 공동생산시설 현황 이장

7. 마을공동사업 수입여부 공동사업 수입 현황 이장

주

8. 마을소득 만족도 마을의 소득 만족도 이장

9. 개인소득 만족도 개인 수입에 대한 만족도 주민

10.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 만
족도

인근 마을과 비교 우위 만
족도

이장

2. 시장성 객

1. 가용노동력 확보정도 경제활동 가구 수 이장

2. 마을특산품의 시장경쟁력 마을특산품 현황과 경쟁력 전문가

3.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경
제활동여부

마을 자원의 활용도 평가 전문가

3. 생산과
분배

객 1. 식료품 자가 공급률
농업 생산량 중 자가소비
비율

주민

4. 고용과
인력

객
1. 취업률/실업률 마을 주민 중 고용현황 지자체

2. 주당 평균 근로시간 매일 근로시간 주민

주
3. 타 지역 이주희망도 도시지역으로 이주희망도 주민

4. 타 지역 이직희망도 도시지역으로 이직희망도 주민

표 4-21.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야의 지표항목과 조사내용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조사항목의 내용에 따라 마을대표, 마을주민,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조사용으로 나누어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마을대표와 지자체 

담당자용 조사표는 산촌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을주민 대상 조사표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내용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전문가 조사표는 산촌의 환경·사회·경제적 상황과 마을자원을 평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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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 부문 항목 총 질문수

마을대표

마을일반 부문 4 12

환경 부문 2 5

사회 부문 3 17

경제 부문 2 9

마을주민

환경 부문 2 4

사회 부문 2 9

경제 부문 3 4

산촌전문가

환경 부문 2 7

사회 부문 2 5

경제 부문 1 2

지자체 담당자

환경 부문 2 4

사회 부문 2 4

경제 부문 2 2

표 4-22. 조사대상 별 조사표(설문지) 항목 수

5. 예비조사 결과

앞 절에서 개발된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지표와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6

개 산촌마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효율성, 적합성 등을 확인하였다.

마을대표 조사는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로 진행하였

다. 마을주민조사는 마을별 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하여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과 함께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다. 전문가 조사는 산촌전문가(교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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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마 을 비 고

1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활성화 마을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활성화 마을

3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활성화 마을

4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1리 도 약

5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도 약

6 충청남도 보령군 청라면 장현2리 정 체

표 4-23. 예비조사 대상 산촌마을

현장전문가 등)가 직접 마을을 방문·조사하여 조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마을은 마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선정하였다.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3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 2개 그리고 여전

히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1개를 선정하였다. 마을의 활성화 정도는 

전문가의 현장답사와 사단법인 생태산촌이 활동과정에서 획득한 마을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5.1. 마을대표조사 결과 

마을대표조사는 환경부문 6개, 사회부문 17개 그리고 경제부문 9개의 질문

으로 구성되며 총 32개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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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도로이용편의도

(5점)
4 5 3 2 3 3

생활쓰레기 수거율 주2 주1 주1 주1 주2 거의 없음

농업폐기물 수거율 년2 연2 주1 연1 연2 거의 없음

물자원의 건강성

변화정도 (5점)
2 4 3 2 3 2

대기청정성

변화정도 (5점)
3 4 3 3 3 3

자연보전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인식
O - - O - -

마을계획 시

자연경관

훼손방지계획

수립여부

O - - O - -

표 4-24. 마을대표 조사결과-환경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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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인구증가율 10% 15% 2% 0% 0% 0%

귀농귀촌 가구 30 10 0 7 3 2

의료시설 유무 ○ ○ ○ ○ - -

의료시설 거리 마을 내 마을 내 7㎞ 8㎞ 2㎞ 2.5㎞

마을 내 교육시설 ○ ○ - - - -

교육시설 거리 마을 내 마을 내 5㎞ 4㎞ 3㎞ 4㎞

공동시설만족도(5점) 4 4 1 4 2 3

마을축제 유무 ○ ○ ○ ○ ○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도입여부
○ ○ ○ ○ ○ ○

자발적

주민참여도(5점)
4 5 3 5 4 3

의사결정 교육제공 3 5 4 2 3 2

갈등관리시스템 마련 × × ○ × × ×

마을공동기금 유무 ○ ○ ○ ○ ○ ○

자연재해피해(회/년) - - - 1 1 1-2

자연재해 복구 및

보상(5점)
- - - 4 2 4

커뮤니티 통합에

대한 비전과 목표
○ - ○ ○ ○ -

위기상황에서

주민협력만족도(5점)
3 4 3 4 3 3

마을리더 존재여부 ○ ○ ○ ○ ○ ○

마을리더의 역량교육 ○ × ○ ○ ○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정도(5점)
4 5 3 5 5 5

사무지원시스템 ○ ○ ○ ○ × ×

마을자체의 지원 × × × × - -

표 4-25. 마을대표 조사결과-사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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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마을소득 16.9억 20억 20억 4억5천 10억 15억

마을개인 소득

(천만 원)
0.8 1.5 0.5 1 0.7 0.6

마을개인 부채

(%)
- 10 - - 20 20

유기농 비율

(%)
5 0.004 30 0.04 10 ×

마을공동생산시설

여부
- ○ - ○ - -

마을공동사업

수입여부
- - - - - -

타지역과 비교우위

만족도 (5점)
4 4 4 3 3 2

가용노동력

확보정도 (%)
80 65 90 85 50 80

표 4-26. 마을대표 조사결과-경제 부문

2천만원미만 2천-4천만 원 4천-6천만 원 6천-8천만 원 8천만원이상

화천 유촌리 50 16 16 16 2

울산 소호리 60 37 - 3 -

부여 거전리 94 - - - 6

영양 수하1리 81 15 2 2 -

무주 청량리 82 18 - - -

보령 장현2리 100 - - - -

표 4-27. 마을대표조사-소득계층별 구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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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주거환경만족도

(5점)
3.6 3.9 3.4 3.4 4 2.8

산림자원 활용도

(5점)
0.5 8 12.6 1 0 7

산림자원의 발전

가능성(5점)
3.4 3.7 3.8 3.2 2.3 2.5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4 4 3.2 4.1 4.1 3.3

표 4-28. 마을주민조사-환경 부문

5.2. 마을주민조사 결과 

마을대표조사는 환경부문 4개, 사회부문 9개 그리고 경제부문 4개의 질문으

로 구성되며 총 15개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주민 15명의 

평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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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근거리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시설 및

수준 만족도(5점)

3.4 3.8 3.9 4.3 3.4 3.1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여부
○ ○ ○ ○ - ○

주민교육프로그램

만족도(5점)
3.75 3.5 3.5 3.75 - 3

공동시설 만족도 3.7 3.3 3.7 4 3.9 3.9

여가문화생활 여부 ○ ○ - - - -

여가문화생활 만족도

(5점)
3.5 3.2 - - -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스템 도입여부

(만족도, 5점)

3.6 3.3 3.7 4 4.1 3.7

마을 내 다양성 수용

정도(5점)
3.5 3.3 3.7 4 4 3.6

주민간 친밀도 및

연계성 정도(5점)
4.1 3.7 3.7 4.7 4.3 4.1

마을 내 안전에 대한

만족도(5점)
3.5 3.8 3.5 4 4 3.5

마을역사 인지정도

(5점)
3.3 3.6 2.4 2.9 2.7 2.6

표 4-29. 마을주민조사-사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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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개인소득 만족도

(5점)
2.9 3.2 2.7 2.7 2.8 2.5

식료품 자가공급률

(%)
20 33.8 33.9 54.4 32 49.4

주당 평균 근로시간

(농번기)
65 42.9 72.6 67.7 54.3 69

주당 평균가사

노동시간(농번기)
37.3 7.3 19.6 21 14 19.3

주당 평균

근로시간(농한기)
1.3 28.5 5.2 28 0 22.8

주당 평균가사

노동시간 (농한기)
32 20.4 19.6 21 14 19.3

주당 평균근로시간

(비농림업)
42.7 40 56 28 - -

주당 평균가사

노동시간(비농림업)
11.7 6 21 14 13.6 15.8

타지역 이주희망도

(5점)
2 2.3 1.9 2.5 1.8 2.1

표 4-30. 마을주민조사-경제 부문

5.3. 지자체 담당자조사 결과 

지자체 담당자조사는 환경부문 4개, 사회부문 4개 그리고 경제부문 2개의 질

문으로 구성되며 총 10개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설문지)는 

각 지자체(군청)의 산촌담당자에게 공문과 함께 발송하였다. 조사내용 중 타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문항이 있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가 3곳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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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마을총인구 520 250 120 110 289 114

인구증감률(%) +10 +7 +2 -12 -14.7 -4

연령

계층별

구성비

1～19세 90 10 15 8 32 10

20～39대 20 10 5 0 47 22

40～64세 262 40 40 22 134 28

65세 이상 148 190 60 80 142 54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여부
- - -

범죄율 0 0 0

표 4-31. 지자체 담당자조사 사회 부문 결과

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마을총생산(억원) 11 15 3

취업률/실업률 - - 70/30

표 4-32. 지자체 담당자조사 경제 부문 결과

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주택보급률(%) 100 100 100

재생에너지자원

이용률(%)
- 0 1

물자원 공급원 계곡 상수도 지하수

수질오염도 양호 양호 양호

산림면적율 85 80 80

자연자원 보전계획 - - -

표 4-33. 지자체 담당자조사 환경 부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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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기존지형 변경정도

(5점)
2 2 3 4 4 4

자연경관과의 조화

(5점)
2 2 3 4 3 3

에너지재생산시스템

과 마을경관과 조화

(5점)

1 1 - - - -

자연자원의 다양성

정도(5점)
4 4 3 4 3 2

마을조성으로 인한

생태적 구성용소의

변화율(5점)

2 2 4 4 4 4

원생태경관의

보전정도(5점)
3 4 4 4 4 4

인공구조물과

조화성(5점)
2 2 3 4 4 4

표 4-34. 전문가조사 환경 부문 결과

5.4. 전문가조사 결과 

전문가조사는 환경부문 7개, 사회부문 5개 그리고 경제부문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총 14개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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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인구증가 긍정성

(5점)
5 4 4 3 4 1

주민조직체계의

운영효율성(5점)
4 4 3 4 3 2

마을 내 문화유산의

보전정도(5점)
2 1 - - - -

마을리더의

역량정도(5점)
4 4 4 4 3 3

사무지원시스템의

효율성 정도(5점)
4 3 4 4 - -

표 4-35. 전문가조사 사회 부문 결과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마을특산품의

시장경쟁력(5점)
4 5 4 4 3 2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경제활동 여부

(5점)

4 4 4 3 3 2

표 4-36. 전문가조사 경제 부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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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결과 고찰

산촌 마을단위의 사회·경제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

와 조사항목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산촌마을 조사에서 환경 부문의 항목들은 활성화 마을과 개발단계의 마을 

사이에 점수 차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활성화 마을이 여러 가지 환경 부문 지

표에서 개발단계의 마을보다 낮은 평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는 

주택 및 인공시설물의 조화,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한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

았는데 이는 활성화 과정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과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된다.

사회 부문 조사에서 인구증가, 귀농귀촌인의 수, 공동시설물 만족도 등 일부 

항목에서 활성화 마을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항목에

서는 발전단계의 마을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개발단계의 마을들이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주민 수와 연령별 주민

구성에서 활성화 마을의 인구가 증가추세이고 연령계층별 구성비 중 중장년층

이 많아 마을의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역시 

활성화 마을의 인구변화 긍정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경제 부문 조사에서 활성화 마을과 개발단계 마을 사이에 경제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주민조사에서 개인소득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마

을대표 조사에서 인근 마을에 비해 활성화마을은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

다고 답변하였다.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은 경제활동과 주요 작물의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경제력이 좋은 마을은 

귀농귀촌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본 조사에서는 마을인구 수에 대비한 표본수를 고려하지 않고 15명의 주민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확한 마을주민의 만족도를 평

가하였다거나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주민 수와 연령계층별 분포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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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대상을 적절히 선정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화, 공동화, 청정 환경, 생활공동체 그리고 낮은 경제수준은 산촌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표와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보다 정확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본 조사의 필요성과 이용계획 등을 설명하여 

조사에 대한 당당자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지자체 담

당자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산촌조사의 목적은 산촌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조사

를 통해 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산촌 마을단위의 발전계획 뿐 아니라 권역별 발전계획, 산촌진

흥 정책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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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산촌은 임야율 70% 이상, 인구밀도 111인/㎢ 이하, 경지면적 비율 21% 이하

인 읍·면으로 규정된다. 산촌은 국토면적의 45.9%, 임야의 58.5%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이지만 인구의 3.9%가 거주하는 과소지역으로 분류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촌진흥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마을 단위의 미시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산촌 관련 통계자료의 예비분석과 조사항목 설정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산촌은 지형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산림과의 관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산림에서 얻는 마을, 그렇기 때문

에 주민들이 산림의 보전과 경영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마을(행정리 단

위)을 산촌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특성의 마을을 통계자료에서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면(面) 단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도 행정

리 단위 산촌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면 단위 통계자료를 이용하

여 대강을 파악한 후 지역을 방문하여 산촌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지역별 유형별 대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대상 산촌마을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또, 산촌 인구변동의 특성과 장래추계를 실시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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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왔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여 왔다. 산촌인구 코호트 

변화율을 보면 젊은 층의 유출이 많은데, 이는 교육과 취업기회,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40대 이상 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촌에서 여성인구의 조기 

이촌이 많은데 이는 산촌지역 성 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와 산촌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와 같은 인구 변동이 계속된다면 2030년의 산촌지역 

인구는 68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령화 지수도 1,035로 상승한다. 이는 산촌이 

촌락으로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촌의 붕괴는 국토의 균형발전

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산촌 경제

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산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

다 산촌주민의 소득 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

화자원과 생태자원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림청에서

는 산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그 성과

가 미흡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고 그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사업으

로 통합되었는데, 여기에서 산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산촌의 지속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연환경, 사회문화, 경제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세부 항목

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산촌조사가 물리적 환경과 경제지표에만 중점을 둔 조

사인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단편적 

영역의 지표가 아닌 총체적 접근을 통해 산촌 마을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마을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마을대표나 

주민에 대한 평가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마을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마을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하

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촌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촌 마을단위의 지속가능성 

조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성 지수의 변화를 관찰하며 산촌이 어떠한 모

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촌의 지속가

능성 지표의 개발과 평가는 앞으로도 현장조사를 거쳐 보강되어야 하고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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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촌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현재 산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산촌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마을 지속성과 비교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원하는 산촌주민에게 마을발

전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조사표를 이용하

여 6개 마을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산촌이 가지는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기능에 비하여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산촌은 농촌과 달리 행정리 단위로 분류해

야 하지만 행정리 단위의 기초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

라서 산촌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산촌에 대한 기초 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자연조건, 인구변화, 생활환경, 산업과 취업,

사회복지 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산촌을 유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형에 따라 산촌이 변화하는 양상도 달

라질 것이고 산촌진흥정책의 접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산촌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산촌에 대한 관리

와 유지, 발전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산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나은 산촌을 향한 평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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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사회경제 조사 (마을대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촌 사회경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산촌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촌의 변화를 조사하여 산촌발전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월

조사담당자 :

조사책임자 :

Tel) E-mail)

조사날짜 2013년 월 일 조 사 자

조사지역 도 면 리 마을 응 답 자 (직책 )

부록 1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조사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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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인구 명( 세대) 남/여 명/ 명

연령분포
20세 미만 명 20～30대 명

40～65세 미만 명 65세 이상 명

귀농인수 명( 세대) 남/여 명/ 명

다문화가정

농림가 농가 ( )세대 임가 ( )세대

공가 빈 집(농가) 수 ( )채

항목 산업과 품목 상세설명

주요산업

마을의 주요산업 (농업, 임업, 체험산업 등)

특산물

마을 대표하는 농임축산물, 가공품, 음식과 술

특용작물

담배, 목화, 약재 등

전통공예품
한지, 종이, 볏짚공예, 직물, 목공예 등

특산기술
지역기술, 농법, 체험프로그램 등 무형 특산자원

 ■ 마을 일반 부문 

1. 마을 일반현황

1) 인구현황

2) 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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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원명 특성

자연
환경
자원

산·하천·자연관찰로
(등산로, 산책로)

농임업 경관자원

생물 (식물, 동물)

자연보존활동

역사
문화
자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전통행사

공동체
자원

축제 (이벤트)

공동체
(품앗이, 향약, 두레)

기타

자원명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확시기 유통망 생산조직 비고

공동기금
(마을기금)

금액

조성방법

사용처

특이사항

공동토지

토지면적

토지 이용현황

토지 소유자

토지 위치

공동사업 사용가능여부

2. 마을 자원현황

1) 일반자원 현황

2) 주요 농임업자원 현황 

3) 마을 공동자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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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운영형태 주요활용내용

공동생활
시설

마을회관

노인회관

기반시설

상수도 공동주차장 등

하수도

공공편익
시설

보건소 병원, 파출소, 도서관, 목욕탕 등

환경관리
시설

소각장 오폐수 정화시설, 쓰레기 처리장

농업시설
공동작업장, 저장고 등

여가시설
놀이터,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교육시설
학교, 정보화시설 등

관광시설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등

휴양시설
리조트, 펜션, 민박 등-방실 수

특산자원
시설

특산물판매점, 공동음식점 등

상업시설
은행, 슈퍼, 공판장, 철물점 등

4) 마을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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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역할(소속) 비고

조직유형 명칭 대표자명 대표자거주지 조직설명

비
제
도
적
조
직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마을회

작목반

대동계

상조회

친목모임

두레

제
도
적
조
직

영농조합

법인

생활협동조합

지역단체

관변단체

3. 마을 인적 현황

1) 마을조직 현황

2) 마을의 리더그룹 (주요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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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명 지원년도(지원기간) 지원내용

조직명 (지원자) 분야 지원형태 지원년수 지원실적

나이 귀농귀촌년도 마을활동

이름 상세설명 비고

역사적 유명인물과 현재 유명인물

준비중인 추진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

3) 외부지원연계

4) 귀농귀촌인

5) 유명인물

4. 지역활성화 대응현황

1) 산촌개발사업(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또는 다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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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활용품 ①분리수거 (주 회) ②매립 ③소각 ④기타 ( )

2-2) 폐영농자재 ①분리수거 (주 회) ②매립 ③소각 ④기타 ( )

구분
① 매우
나빠졌음

② 나빠졌음 ③ 변화없음 ④ 좋아졌음
⑤ 매우
좋아졌음

1-1) 수질

1-2) 대기질

 ■ 환경 부문

1. 물리적 환경

1) 마을 인접 도로(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등)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마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2. 자연·생태적 환경

1) 과거에 비해 마을 수질과 대기질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2) 최근 3년 내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있었다면, 사업명(활동명)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또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율은 어떠합니까?

① 있음 ( )% ② 없음

3)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경관 훼손방지 계획이 반영되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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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부문

- 있었다면, 계획명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사회일반

1) 마을의 인구는 3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① 증가 ( )% ② 변화 없음      ③ 감소 ( )%

- 만약 인구증감률이 10% 이상이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마을에 귀농귀촌한 주민이 있습니까? ① 있음 ( 가구) ② 없음

3) 마을 내 보건소(진료소)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보건소(진료소)가 없다면, 마을에서 보건시설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Km (차량으로 약       분 소요)

4) 마을 내 교육시설(공공교육기관 또는 방과 후 교육시설)이 있습니까?

① 있음 ( ) ② 없음  

- 마을내 교육시설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Km (차량으로 약       분 소요)

5) 마을 내 공동시설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마을에 연중행사나 축제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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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마을에 연중행사나 축제가 있다면, 명칭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지역공동체성

1)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수렴,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다면, 그 제도는 무엇입니까?

- 이 제도에 대한 주민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 주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마을 내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

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다면, 그 제도나 방법은 무엇입니까?

4) 마을의 공동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5)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합니까? ① 있음 ( )회/년     ② 없음

-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집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마을발전을 위한 장기비전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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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은 간략히 무엇입니까?

7) 마을 내 긴급상황(자연재해, 산불, 화재 등) 시 대피, 동원 등 주민들의 단체행동이 

원활히 이루어집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인적자원

1) 마을 일꾼(이장을 포함한 마을리더)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다면, 일꾼의 이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2) 마을 일꾼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었다면, 교육(또는 프로그램) 명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3) 마을일(공동작업, 행사 등)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마을에 사무장(또는 운영매니저 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다면, 명칭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 사무장(또는 운영매니저 등) 급여는 마을에서 지급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급여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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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천만 원
미만

2천～
4천만 원

4천～
6천만 원

6천～
8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가구수

 ■ 경제 부문

1. 소득

1) 마을 전체의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 원)

2) 마을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원)

3) 마을주민들 가운데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비율

은 어떠합니까? ① 있음 ( )% ② 없음

4) 소득계층별 분포를 알려주세요.

5)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비율은 어떠합니까?

① 있음 ( )% ② 없음

6) 마을 내 공동생산시설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다면, 시설명과 규모는 어떠합니까?

7) 마을 공동생산시설을 이용한 이익(수수료 제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

입니까?

① 있음 ( 연간           원 )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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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근 마을과 비교하여 우리 마을이 경제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시장성

1) 마을 가구 중 경제활동가구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

<<응답자 통계분류 문항>>

성별 남자 2. 여자

연령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교육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6. 무학

결혼여부 기혼 2. 미혼

거주년수 귀하께서는 산촌에 거주하신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년

가족
동거인 ( )명 비동거인 ( )명
비동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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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사회경제 조사 (마을주민)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촌 사회경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산촌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촌의 변화를 조사하여 산촌발전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월

조사담당자 :

조사책임자 :

Tel) E-mail)

조사날짜 2013년 월 일 조 사 자

조사지역 도 면 리 마을

 ■ 환경 부문 

1) 마을 생활환경의 쾌적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비율은 어떠합니까?

① 있음 ( )% ② 없음

3) 마을 내 산림자원의 발전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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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 주변 자연환경의 쾌적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사회 부문 

1) 보건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있다면,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마을 내 공공시설(마을회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귀하는 평소 여가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여가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마을회의(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마을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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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부문 

생업관련 근로시간 집안인(가사노동)하는 시간

농림업 가구만 응답
농번기 ① 주당 시간 ② 주당 시간

농한기 ③ 주당 시간 ④ 주당 시간

비농림업 가구만 응답 ⑤ 주당 시간 ⑥ 주당 시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마을의 안전 수준(재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인지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 귀댁의 가구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농작물 생산량에서 자가소비량이 있습니까? 있다면, 비율이 어떠합니까?

① 있음 ( )% ② 없음

3)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4) 귀댁은 여건이 되면 도시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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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교육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6. 무학

결혼여부 기혼 2. 미혼

거주년수 귀하께서는 산촌에 거주하신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년

가족
동거인 ( )명 비동거인 ( )명
비동거 사유 :

<<응답자 통계분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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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부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촌 사회경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산촌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촌의 변화를 조사하여 산촌발전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월

조사담당자 :

조사책임자 :

Tel) E-mail)

산촌 사회경제 조사 (산촌전문가)

조사날짜 2013년 월 일 조 사 자

조사지역 도 면 리 마을 응 답 자 (직 책)

1) 주택 조성 시 기존지형 변형정도

① 매우 변형 없음     ② 대체로 변형 없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변형 있음      ⑤ 매우 변형 있음

2) 주택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도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3) 재생산에너지 시스템과 마을경관과의 조화도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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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 자연자원의 다양성 수준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5) 마을 조성으로 인한 경관 생태적 구성요소의 변화율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6) 마을의 원생태계(산촌생태경관)의 보전 정도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7) 인공구조물과 자연·생태환경과의 조화성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 사회 부문

1) 마을인구가 증가했다면, 인구증가의 긍정성은?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2) 주민조직체계와 운영의 효율성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3) 마을 내 문화유산의 보존상태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4) 마을일꾼(이장을 포함한 마을리더)의 역량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5) 사무장(또는 운영매니저)을 포함한 사무지원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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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1. 남자 2. 여자

전공분야

학위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기타( )

소속/직책 /

특산품명 시장경쟁력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 경제 부문

1) 마을 특산품의 시장경쟁력

2) 마을경제활동에 대한 마을자원 활용도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전문가 통계분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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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사회경제 조사 (지자체 담당자)

조사날짜 2013년 월 일 조 사 자

조사지역 도 면 리 마을 응 답 자 (직책)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촌 사회경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산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촌의 변화를 조사하여 산촌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월

조사담당자 :

조사책임자 :

Tel) E-mail)

 ■ 환경 부문

1) 마을의 주택보급률 : %

2) 마을의 재생산에너지자원과 이용률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기타 ( )

이용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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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부문

마을인구 명( 세대) 남/여 명/ 명

연령분포
20세 미만 명 20～30대 명

40～65세 미만 명 65세 이상 명

귀농인수 명( 세대)

다문화가정

공가 빈 집 수 ( )채

3년 전 인구 증감율

남자 %

여자 %

합계

3) 마을 물자원 공급원 확보 현황과 수질상태

취수원 형태 수질상태

식수

농업용수

기타

4) 자연자원 보전계획 수립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다면, 계획명과 내용을 간략히 쓰세요.

1) 인구현황

2) 인구증감률 (3년 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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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부문

작물/생산품 생산량 금액

원

원

원

취업률 실업률

3)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진행)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만약 있다면, 프로그램명과 내용을 간략히 쓰세요.

4) 마을의 범죄율 : 건/년

1) 마을 총 생산량

2) 마을주민의 취업률과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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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법 정 리

리 법 정 리 명

합 계 105 419 4,052

경기 9 24 171

가평군 5 46

북 면 8 도대, 목동, 백둔, 소법, 이곡, 적목, 제령, 화악

상 면 9 덕현, 봉수, 상동, 연하, 율길, 임초, 태봉, 항사, 행현

설악면 15 가일, 묵안, 미사, 방일, 사룡, 선촌, 설곡, 송산, 신천, 엄소, 위곡, 이천,
창의, 천안, 회곡

외서면 7 고성, 대성, 삼회, 상천, 청평, 하천, 호명

하 면 7 대보, 마일, 상판, 신상, 신하, 하판, 현

광주시 1 8

중부면 8 검복, 광지원, 불당, 산성, 상번천, 엄미, 오전, 하번천

남양주시 2 13

수동면 7 내방, 송천, 수산, 외방, 운수, 입석, 지둔

조안면 6 능내, 삼봉, 송촌, 시우, 조안, 진중,

안성시 1 14

금광면 14
개산, 금광, 내우, 사흥, 삼흥, 상중, 석하, 신양복, 오산, 오흥, 옥정, 장죽,
한운, 현곡

양평군 6 44

강하면 6 동오, 성덕, 왕창, 운심, 전수, 항금,

단월면 9 덕수, 명성, 보룡, 봉상, 부안, 산음, 삼가, 석산, 향소

서종면 8 노문, 도장, 명달, 문호, 서후, 수능, 수입, 정배

양동면 8 계정, 고송, 금왕, 단석, 매월, 삼산, 석곡, 쌍학

옥천면 4 신복, 아신, 옥천, 용천

부록 2

산촌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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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법 정 리

리 법 정 리 명

청운면 9 가현, 갈운, 다대, 도원, 비룡, 삼성, 신론, 여물, 용두

여주군 3 16

강천면 9 가야, 간매, 강천, 걸은, 굴암, 도전, 부평, 이호, 적금

산북면 6 백자, 상품, 송현, 용담, 하품, 후

금사면 1 주록

연천군 1 9

신서면 9 갈현, 내산, 답곡, 대광, 덕산, 도밀, 도신, 마전, 신현

포천군 4 20

내촌면 6 내, 마명, 소학, 신팔, 음현, 진목

이동면 4 노곡, 도평, 연곡, 장암

창수면 7 가양, 고소성, 신흥, 오가, 운산, 주원, 추동

화현면 3 명덕, 지현, 화현

파주시 1 1

적성면 1 객현

강원 15 82 740

강릉시 6 53

강동면 10 모전, 산성우, 상시동, 심곡, 안인, 안인진, 언별, 임곡, 정동진, 하시동

사천면 9 노동, 덕실, 미노, 방동, 사기막, 사천진, 산대월, 석교, 판교

성산면 9 관음, 구산, 금산, 보광, 산북, 송암, 어흘, 오봉, 위촌

연곡면 9 동덕, 방내, 삼산, 송림, 신왕, 영진, 유등, 퇴곡, 행정

옥계면 10 금진, 낙풍, 남양, 도직, 북동, 산계, 조산, 주수, 천남, 현내

왕산면 6 고단, 대기, 도마, 목계, 송현, 왕산

고성군 3 46

죽왕면 12 가진, 공현진, 구성, 마좌, 문암진, 삼포, 송암, 야촌, 오봉, 오호, 인정, 향목

토성면 17 교암, 금화정, 도원, 백촌, 봉포, 성대, 성천, 신평, 아야진, 용암, 용촌, 운봉,
원암, 인흥, 천진, 청간, 학야

현내면 17 검장, 대강, 대진, 마달, 마차진, 명파, 명호, 배봉, 사천, 산학, 송도진, 송현,
제진, 죽정, 철통, 초도, 화곡

삼척시 6 73

가곡면 5 동활, 오목, 오저, 탕곡, 풍곡

근덕면 14
광태, 교가, 교곡, 궁촌, 금계, 덕산, 동막, 매원, 부남, 상맹방, 용화, 장호, 초곡,
하맹방

노곡면 16
개산, 고자, 둔달, 상군천, 상마읍, 상반천, 상월산, 상천기, 여삼, 우발, 주지, 중마읍,
하군천, 하마읍, 하반천, 하월산

미로면 14 고천, 내미로, 동산, 무사, 사둔, 삼거, 상거노, 상사전, 상정, 천기, 하거노,
하사전, 하정, 활기

신기면 8 고무릉, 대기, 대이, 대평, 마차, 서하, 신기,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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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법 정 리

리 법 정 리 명

하장면 16
갈전, 공전, 광동, 대전, 둔전, 번천, 숙암, 어, 역둔, 용연, 장전, 중봉, 추동, 토산,
판문, 한소

양구군 3 33

남 면 15 가오작, 구암, 도촌, 두무, 명곶, 송우, 심포, 야촌, 용하, 원, 적, 죽,
창, 청, 황강

동 면 9 덕곡, 비아, 사태, 원당, 월운, 임당, 지석, 팔랑, 후곡

방산면 9 건솔, 고방산, 금악, 송현, 오미, 장평, 천미, 칠전, 현

양양군 3 55

서 면 20
가라피, 갈천, 공수전, 내현, 논화, 미천, 범부, 북암, 북평, 상평, 서림,
서선, 송어, 송천, 수, 영덕, 오색, 용소, 용천, 장승

현남면 21
견불, 광진, 남애, 동산, 두, 북분, 상월천, 시변, 원포, 인구, 임호정, 입암,
전포매, 정자, 주, 죽, 지경, 지, 창, 하월천, 후포매

현북면 14 기사문, 대치, 도, 말곡, 면옥치, 명지, 법수치, 상광정, 어성전, 원일전,
잔교, 장, 중광정, 하광정

영월군 7 42

남 면 6 광천, 북쌍, 연당, 조전, 창원, 토교

북 면 5 공기, 덕상, 마차, 문곡, 연덕

서 면 5 광전, 신천, 쌍용, 옹정, 후탄

수주면 5 도원, 두산, 무릉, 법흥, 운학

주천면 6 금마, 도천, 신일, 용석, 주천, 판운

중동면 6 녹전, 석항, 연상, 이목, 직동, 화원

하동면 9 각동, 내, 대야, 예밀, 옥동, 와석, 외룡, 주문, 진별

원주시 7 46

귀래면 5 귀래, 용암, 운계, 운남, 주포

부론면 6 노림, 단강, 법천, 손곡, 정산, 흥호

소초면 8 교황, 둔둔, 수암, 의관, 장양, 평장, 학곡, 흥양

신림면 7 구학, 금창, 성남, 송계, 신림, 용암, 황둔

지정면 7 가곡, 간현, 보통, 신평, 안창, 월송, 판대

판부면 3 금대, 서곡, 신촌

호저면 10 고산, 광격, 대덕, 만종, 매호, 무장, 산현, 옥산, 용곡, 주산

인제군 5 30

기린면 5 방동, 북, 서, 진동, 현

남 면 12 갑둔, 관대, 남전, 부평, 상수내, 수산, 신남, 신월, 신풍, 어론, 정자,
하수내

북 면 4 용대, 원통, 월학, 한계

상남면 4 김부, 미산, 상남, 하남

서화면 5 가전, 서화, 서흥, 심적,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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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법 정 리

리 법 정 리 명

정선군 5 36

남 면 5 광덕, 낙동, 무릉, 문곡, 유평

동 면 7 건천, 몰운, 백전, 북동, 석곡, 호촌, 화암

북 면 6 고양, 구절, 남곡, 봉정, 여량, 유천

북평면 6 나전, 남평, 문곡, 북평, 숙암, 장열

임계면 12 가목, 고양, 골지, 낙천, 덕암, 도전, 반천, 봉산, 송계, 용산, 임계, 직원

철원군 2 8

근남면 6 마현, 사곡, 양지, 육단, 잠곡, 풍암

서 면 2 와수, 자등

춘천시 8 66

남 면 7 가정, 관천, 박암, 발산, 추곡, 한덕, 후동

남산면 10 강촌, 광판, 방곡, 방하, 백양, 서천, 수동, 창촌, 통곡, 행촌

동 면 10 감정, 만천, 상걸, 신이, 월곡, 장학, 지내, 평촌, 품걸, 품안

동산면 3 군자, 봉명, 원창, 조양

북산면 10 내평, 대곡, 대동, 물로, 부귀, 오항, 조교, 청평, 추곡, 추전

사북면 10 가일, 고성, 고탄, 송암, 신포, 오탄, 원평, 인람, 지암, 지촌

서 면 10 금산, 당림, 덕두원, 방동, 서상, 신매, 안보, 오월, 월송, 현암

신동면 5 의암, 정족, 증, 팔미, 혈동

평창군 7 58

대화면 5 개수, 대화, 상안미, 신, 하안미

도암면 6 병내, 수하, 용산, 유천, 차항, 횡계

미탄면 9 기화, 마하, 백운, 수청, 율치, 창, 평안, 한탄, 회동

방림면 3 계촌, 방림, 운교

봉평면 9 덕거, 면온, 무이, 원길, 유포, 진조, 창동, 평촌, 흥정

용평면 8 노동, 도사, 백옥포, 속사, 용전, 이목정, 장평, 재산

진부면 18
간평, 거문, 동산, 두일, 마평, 막동, 봉산, 상월오개, 상진부,송정, 수항, 신기, 장전,
척천, 탑동, 하진부, 호명, 화의

홍천군 9 92

남 면 11 남노일, 명동, 시동, 신대, 양덕원, 용수, 월천, 유목정, 유치, 제곡, 화전

내 면 6 광원, 명개, 방내, 율전, 자운, 창촌

내촌면 8 광암, 답풍, 도관, 문현, 물걸, 서곡, 와야, 화상대

동 면 11 개운, 노천, 덕치, 방량, 삼현, 성수, 속초, 신봉, 월운, 좌운, 후동

두촌면 7 괘석, 역내, 원동, 자은, 장남, 천현, 철정

북방면 18
구만, 굴지, 노일, 능평, 도사곡, 본궁, 부사원, 북방, 상화계, 성동,

소매곡, 역전평, 원소, 장항, 전치곡, 중화계, 하화계, 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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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12
개야, 굴업, 길곡, 대곡, 동막, 두미, 마곡, 모곡, 반곡, 어유포, 중방대,

팔봉

서석면 8 검산, 상군두, 생곡, 수하, 어론, 청량, 풍암, 하군두,

화촌면 11 구성포, 군업, 굴운, 내삼포, 성산, 송정, 야시대, 외삼포, 장평, 주음치, 풍천

화천군 4 32

간동면 7 간척, 구만, 도송, 방천, 오음, 용호, 유촌

사내면 5 광덕, 명월, 사창, 삼일, 용담

상서면 11 구운, 노동, 다목, 마현, 봉오, 부촌, 산양, 신대, 신풍, 장촌, 파포

하남면 9 거례, 계성, 논미, 삼화, 서오지, 안평, 용암, 원천, 위라

횡성군 7 70

갑천면 13
구방, 대관대, 매일, 병지방, 삼거, 상대, 율동, 전촌, 중금, 추동, 포동,

하대, 화전

강림면 3 강림, 부곡, 월현

공근면 18
가곡, 공근, 덕촌, 도곡, 매곡, 부창, 삼배, 상동, 상창봉, 수백, 신촌, 어둔,

오산, 창봉, 청곡, 초원, 학담, 행정

서원면 6 금대, 석화, 압곡, 옥계, 유현, 창촌

안흥면 7 가천, 상안, 성산, 소사, 송한, 안흥, 지구

우천면 14
두곡, 문암, 백달, 법주, 산전, 상대, 상하가, 양적, 오원, 용둔, 우항, 정금,

하궁, 하대

청일면 9 갑천, 고시, 봉명, 속실, 신대, 유동, 유평, 초현, 춘당

충북 9 42 509

괴산군 5 69

문광면 10 광덕, 대명, 문법, 방성, 송평, 신기, 양곡, 옥성, 유평, 흑석

연풍면 9 갈금, 분지, 삼풍, 원풍, 유상, 유하, 적석, 주진, 행촌

장연면 7 광진, 방곡, 송덕, 오가, 장암, 조곡, 추점

청천면 31

강평, 거봉, 고성, 관평, 귀만, 금평, 대전, 대티, 덕평, 도원, 무릉, 부성,

사기막, 사담, 삼락, 삼송, 상신, 선평, 송면, 신월, 여사왕, 운교, 월문, 이평,

지경, 지촌, 청천, 평단, 화양, 후영, 후평

칠성면 12 갈읍, 도정, 두천, 비도, 사은, 사평, 송동, 쌍곡, 외사, 율원, 율지, 태성

단양군 6 76

가곡면 8 가대, 대대, 덕천, 보발, 사평, 어의곡, 여천, 향산

단성면 14
가산, 고평, 대잠, 두항, 벌천, 북상, 북하, 상방, 양당, 외중방, 장회, 중방,

하방, 회산

대강면 19
괴평, 남조, 남천, 당동, 덕촌, 두음, 무수천, 미노, 방곡, 사동, 사인암, 성금,
신구, 올산, 용부원, 장림, 장정, 직티, 황정

어상천면 8 대전, 덕문곡, 방북, 석교, 심곡, 연곡, 율곡,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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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춘면 14
남천, 동대, 만종, 백자, 별방, 사이곡, 사지원, 상, 오사, 용진, 유암, 의풍,
장발, 하

적성면 13 각기, 기동, 대가, 상, 상원곡, 성곡, 소야, 애곡, 파랑, 하, 하원곡, 하진, 현곡

보은군 6 87

내북면 20 대안, 도원, 동산, 두평, 법주, 봉황, 상궁, 서지, 성암, 성티, 세촌, 신궁,
아곡, 염둔, 용수, 이원, 적음, 창, 하궁, 화전

내속리면 11 갈목, 구병, 대목, 만수, 백현, 북암, 사내, 삼가, 상판, 중판, 하판

마로면 14
갈전, 갈평, 관기, 기대, 변둔, 세중, 소여, 송현, 수문, 오천, 원정, 임곡, 적암,
한중

산외면 18
가고, 구티, 길탕, 대원, 동화, 문암, 백석, 봉계, 산대, 신정, 아시, 어온, 오대,
원평, 이식, 장갑, 중티, 탁주

외속리면 9 구인, 봉비, 불목, 서원, 오창, 장내, 장재, 하개, 황곡

회북면 15 갈티, 건천, 고석,눌곡, 부수, 송평, 신대, 신문, 쌍암, 애곡, 오동, 용곡, 용촌,
죽암, 중앙

영동군 8 82

매곡면 8 강진, 공수, 노천, 수원, 어촌, 옥전, 유전, 장척

상촌면 11 고자, 궁촌, 대해, 돈대, 둔전, 물한, 상도대, 유곡, 임산, 하도대, 흥덕,

양강면 14
가동, 괴목, 구강, 남전, 두평, 만계,묘동, 묵정, 산막, 쌍암, 양정, 유정, 죽촌,
지촌

양산면 9 가곡, 가선, 누교, 봉곡, 송호, 수두, 원당, 죽산, 호탄

용화면 7 안정, 여의, 용강, 용화, 월전, 자계, 조동

추풍령면 9 계룡, 관, 사부, 신안, 웅북, 작점, 죽전, 지봉, 추풍령

학산면 10 도덕, 박계, 범화, 봉림, 봉소, 서산, 아암, 지내, 학산, 황산

황간면 14
광평, 금계, 난곡, 남성, 노근, 마산, 서송원, 소계, 신흥, 용암, 우매, 우천,
원촌, 회포

옥천군 2 23

군서면 10 금산, 동평, 사양, 사정, 상중, 상지, 오동, 월전, 은행, 하동

안내면 13 답양, 도율, 도이, 동대, 방하목, 서대, 오덕, 용촌, 월외, 인포, 장계, 정방, 현

제천시 6 70

금성면 14 구룡, 대장, 동막, 사곡, 성내, 양화, 월굴, 월림, 위림, 적덕, 중전, 진, 포전, 활산

덕산면 7 도기, 도전, 선고, 성암, 수산, 신현, 월악

백운면 9 덕동, 도곡, 모정, 방학, 애련, 운학, 원월, 평동, 화당

송학면 8 도화, 무도, 송한, 시곡, 오미, 입석, 장곡, 포전

수산면 22 계란, 고명, 괴곡, 구곡, 내, 능강, 다불, 대전, 도전, 상천, 서곡, 성, 수곡, 수,
수산, 오티, 원대, 율지, 적곡, 전곡, 지곡, 하천

한수면 10 덕곡, 복평, 북노, 상노, 서창, 송계, 역, 탄지, 한천, 황강

진천군 1 9

백곡면 9 갈월, 구수, 대문, 명암, 사송, 석현, 성대, 양백, 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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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2 36

낭성면 12 갈산, 관정, 귀래, 무성, 문박, 삼산, 이목, 인경, 지산, 추정, 현암, 호정

미원면 24 가양, 계원, 구방, 금관, 기암, 기암, 내산, 대덕, 대신, 미원, 성대, 수산,
쌍이, 어암, 옥화, 용곡, 운교, 운암, 운용, 월용, 종암, 중, 화원, 화창

충주시 6 57

노은면 8 가신, 대덕, 문성, 법동, 수룡, 신효, 안락, 연하

산척면 4 명서, 석천, 송강, 영덕

살미면 13 공이, 내사, 무릉, 문강, 문화, 설운, 세성, 신당, 신매, 용천, 재오계, 토계, 향산

수안보면 8 고운, 미륵, 사문, 수회, 안보, 온천, 중산, 화천

소태면 9 구룡, 덕은, 동막, 복탄, 야동, 양촌, 오량, 주치, 중청

앙성면 15 강천, 능암, 단암,돈산, 마련, 모점, 목미, 본평, 사미, 영죽, 용대, 용포, 조천, 중전,
지당

충남 11 25 269

공주시 4 62

반포면 13
공암, 국곡, 도남, 마암, 봉곡, 봉암, 상신, 성강, 송곡, 온천, 원봉, 하신,
학봉

사곡면 13
가교, 계실, 고당, 대중, 부곡, 신영, 운암, 월가, 유룡, 해월, 호계, 화월,
회학

신풍면 14 대룡, 동원, 백룡, 봉갑, 산정, 선학, 쌍대, 영정, 용수, 입동, 조평, 청흥,
평소, 화흥

정안면 22 고성, 광정, 내문, 내촌, 대산, 문천, 보물, 북계, 사현, 산성, 상룡, 석송,
쌍달, 어물, 운궁, 월산, 인풍, 장원, 전평, 태성, 평정, 화봉

금산군 4 42

군북면 10 내부, 동편, 두두, 보광, 산안, 상곡, 외부, 조정, 천을, 호티

남이면 10 건천, 구석, 대양, 매곡, 상금, 석동, 성곡, 역평, 하금, 흑암

복수면 9 곡남, 구례, 다복, 목소, 백암, 수영, 신대, 용진, 지량

진산면 13 교촌, 두지, 막현, 만악, 묵산, 부암, 삼가, 석막, 엄정, 오항, 읍내, 지방, 행정

논산시 1 14

벌곡면 14 검천, 대덕, 덕곡, 덕목, 도산, 만목, 사정, 수락, 신양, 양산, 어곡, 조동,
조령, 한삼천

보령시 3 26

미산면 14
남심, 내평, 늑전, 대농, 도화담, 도흥, 봉성, 삼계, 옥현, 용수, 은현, 평라,
풍계, 풍산

청라면 11 신산, 옥계, 음현, 의평, 장산, 장현, 향천, 황룡, 나원, 내현, 소양

청소면 1 성연

부여군 3 40

내산면 10 금지, 마전, 묘원, 온해, 운치, 율암, 저동, 주암, 지티, 천보

외산면 13 가덕, 갈산, 만수, 문신, 반교, 복덕, 비암, 삼산, 수신, 장항, 전장, 지선,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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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면 17
가곡, 가중, 각대, 거전, 경둔, 금공, 나령, 내지, 대양, 신대, 오번, 용두, 은
산, 장벌, 합수, 홍산, 회곡

아산시 1 13

송악면 13 강당, 강장, 거산, 궁평, 동화, 마곡, 송학, 수곡, 역촌, 외암, 유곡, 종곡, 평촌

예산군 2 13

대술면 12 궐곡, 농, 마전, 방산, 산정, 상항, 송석, 시산, 이티, 장복, 화산, 화천

신양면 1 여래미

천안시 2 24

광덕면 11 광덕, 대덕, 대평, 매당, 무학, 보산원, 신덕, 신흥, 원덕, 지장, 행정

북 면 13 납안, 대평, 매송, 명덕, 사담, 상동, 양곡, 연춘, 오곡, 용암, 운용, 은지, 전곡

청양군 3 33

대치면 16 개곡, 광금, 광대, 구치, 농소, 대치, 상갑, 수석, 시전, 오룡, 이화, 작천, 장곡,
주정, 탄정, 형산

정산면 16
광생, 남천, 내초, 대박, 덕성, 마치, 백곡, 서정, 송학, 신덕, 역촌, 와촌, 용두,
천장, 학암, 해남

장평면 1 도림

서천군 1 1

판교면 1 심동

홍성군 1 1

장곡면 1 광성

전북 11 47 384

김제시 1 13

금산면 13 구월, 금산, 금성, 삼봉, 선동, 성계, 쌍용, 용산, 용호, 원평, 장흥, 청도, 화율

남원시 3 26

산내면 8 내령, 대정, 덕동, 백일, 부운, 입석, 장항, 중황

산동면 7 대기, 대상, 목동, 부절, 식련, 월석, 태평

주천면 11 고기, 덕치, 배덕, 송치, 용궁, 용담, 은송, 장안, 주천, 호경, 호기

무주군 5 40

무풍면 8 금평, 덕지, 삼거, 은산, 증산, 지성, 철목, 현내

부남면 6 가당, 고창, 굴암, 대소, 대유, 장안

설천면 10 기곡, 길산, 대불, 두길, 미천, 삼공, 소천, 심곡, 장덕, 청량

안성면 8 공정, 공진, 금평, 덕산, 사전, 장기, 죽천, 진도

적상면 8 괴목, 방이, 북창, 사산, 사천, 삼가, 삼유, 포내

부안군 2 10

변산면 7 격포, 대항, 도청, 마포, 운산, 중계, 지서

진서면 3 석포, 운호, 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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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4 63

구림면 14
구곡, 구산, 구암, 금창, 금천, 방화, 성곡, 안정, 운남, 운북, 월정, 율북, 자
양, 화암

동계면 13 관전, 구미, 내령, 동심, 서호, 수장, 수정, 신흥, 어치, 유산, 이동, 주월, 현포

복흥면 17 금월, 농암, 답동, 대방, 동산, 반월, 봉덕, 산정, 상송, 서마, 석보, 어은, 정
산, 주평, 지선, 하, 화양

쌍치면 19 금성, 금평, 도고, 둔전, 방산, 시산, 신성, 쌍계, 양신, 오봉, 옥산, 용전, 운암, 전
암, 종곡, 종암, 중안, 탕곡, 학선

완주군 6 38

경천면 3 가천, 경천, 용복

구이면 9 계곡, 광곡, 덕천, 두현, 백여, 안덕, 원기, 평촌, 항가

동상면 4 대아, 사봉, 수만, 신월

상관면 5 마치, 신, 용암, 의암, 죽림

운주면 6 고당, 구제, 금당, 산북, 완창, 장선

화산면 11 성북, 승치, 와룡, 우월, 운곡, 운산, 운제, 종, 춘산, 화월, 화평

임실군 7 73

강진면 10 갈담, 문방, 방현, 백련, 부흥, 옥정, 용수, 필봉, 학석, 회진

관촌면 13 관촌, 덕천, 도봉, 방수, 방현, 병암, 복흥, 상월, 슬치, 신전, 용산, 운수, 회봉

덕치면 8 가곡, 두지, 물우, 사곡, 일중, 장암, 천담, 회문

삼계면 14 뇌천, 덕계, 두월, 봉현, 산수, 삼계, 삼은, 세심, 어은, 오지, 죽계, 학정, 홍곡,
후천

성수면 11 도인, 봉강, 삼봉, 삼청, 성수, 양지, 오류, 오봉, 왕방, 월평, 태평

신덕면 9 금정, 삼길, 수천, 신덕, 신흥, 오궁, 월성, 조월, 지장

청웅면 8 구고, 남산, 두복, 석두, 옥석, 옥전, 청계, 향교

장수군 4 51

계북면 7 농소, 매계, 양악, 어전, 원촌, 월현, 임평

번암면 11 교동, 국포, 노단, 논곡, 대론, 동화, 사암, 유정, 죽림, 죽산, 지지

장계면 10 금곡, 금덕, 대곡, 명덕, 무농, 삼봉, 송천, 오동, 월강, 장계

천천면 10 남양, 봉덕, 삼고, 연평, 오봉, 와룡, 용광, 월곡, 장판, 춘송

정읍시 3 21

산내면 6 능교, 두월, 매죽, 예덕, 장금, 종성

산외면 8 동곡, 목욕, 상두, 오공, 정량, 종산, 평사, 화죽

칠보면 7 무성, 반곡, 백암, 수청, 시산, 와우, 축현

진안군 9 59

동향면 6 능금, 대량, 성산, 신송, 자산, 학선

백운면 9 남계, 노촌, 덕현, 동창, 반송, 백암, 신암, 운교, 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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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면 9 거석, 궁항, 두남, 봉암, 세동, 수항, 신정, 오룡, 황금

상전면 6 갈현, 구룡, 수동, 용평, 월포, 주평

성수면 8 구신, 도통, 신기, 외궁, 용포, 좌산, 좌포, 중길

안천면 4 노성, 백화, 삼락, 신괴

용담면 6 송풍, 수천, 옥거, 와룡, 월계, 호계

정천면 5 갈용, 망화, 모정, 봉학, 월평

주천면 6 대불, 무릉, 신양, 용덕, 운봉, 주양

고창군 3 3

부안면 1 용산

고수면 1 은산

아산면 1 반암

전남 14 52 542

강진군 2 13

대구면 6 계율, 구수, 사당, 수동, 용운, 저두

옴천면 7 개산, 기좌, 봉림, 영산, 월곡, 정정, 황막

고흥군 1 4

영남면 4 금사, 남열, 양사, 우천

곡성군 6 64

고달면 7 고달, 뇌죽, 대사, 두가, 목동, 백곡, 호곡

삼기면 12 경악, 괴소, 근촌, 금계, 금반, 노동, 농소, 수산, 원등, 월경, 의암, 청계

석곡면 12 구봉, 능파, 당월, 덕흥, 방송, 봉전, 석곡, 연반, 염곡, 온수, 유정, 죽산

오곡면 10 구성, 덕산, 명산, 미산, 봉조, 송정, 승법, 압록, 오지, 침곡

오산면 9 가곡, 단사, 봉동, 선세, 연화, 운곡, 율천, 조양, 청단

죽곡면 14
고치, 남양, 당동, 동계, 봉정, 삼태, 신풍, 연화, 용정, 원달, 유봉, 태평, 하
한, 화양

광양시 4 27

다압면 5 고사, 금천, 도사, 신원, 하천

봉강면 7 구서, 봉당, 부저, 석사, 신룡, 조령, 지곡

옥룡면 8 동곡, 산남, 용곡, 운곡, 운평, 율천, 죽천, 추산

진상면 7 금이, 비평, 섬거, 어치, 지원, 청암, 황죽

구례군 4 38

간전면 9 간문, 금산, 삼산, 수평, 양천, 운천, 중대, 효곡, 흥대

문척면 4 금정, 월전, 죽마, 중산

산동면 15 계천, 관산, 내산, 대평, 둔사, 수기, 시상, 신학, 외산, 원달, 원촌, 위안, 이
평, 좌사, 탑정

토지면 10 구산, 금내, 내동, 내서, 문수, 송정, 오미, 외곡, 용두,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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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 11

다도면 11 궁원, 덕동, 덕림, 도동, 마산, 방산, 송학, 신동, 암정, 판촌, 풍산

담양군 5 41

남 면 11 가암, 경상, 구산, 만월, 무동, 연천, 인암, 정곡, 지곡, 풍암, 학선

대덕면 11 갈전, 금산, 매산, 문학, 비차, 성곡, 용대, 운산, 운암, 입석, 장산

용 면 8 도림, 두장, 쌍태, 용연, 용치, 월계, 추성, 통천

월산면 10 광암, 신계, 오성, 용암, 용흥, 월계, 월산, 월평, 중월, 화방

창평면 1 외동

보성군 6 50

겸백면 9 남양, 도안, 사곡, 석호, 수남, 용산, 운림, 은덕, 평호

노동면 10 감정, 거석, 광곡, 금호, 대련, 명봉, 신천, 옥마, 용호, 학동

문덕면 9 귀산, 덕치, 동산, 봉갑, 봉정, 양동, 용암, 운곡, 죽산

복내면 12 계산, 동교, 반석, 복내, 봉천, 시천, 용동, 용전, 유정, 일봉, 장천, 진봉

율어면 9 고죽, 금천, 문양, 선암, 유신, 율어, 이동, 장동, 칠음

웅치면 1 대산

순천시 7 94

상사면 11 도월, 마륜, 봉래, 비촌, 쌍지, 오곡, 용계, 용암, 응령, 초곡, 흘산

서 면 14
구만, 구상, 대구, 동산, 비월, 선평, 압곡, 운평, 죽평, 지본, 청소, 판교, 학
구, 흥대

송광면 15
구룡, 낙수, 대곡, 대흥, 덕산, 봉산, 삼청, 신평, 신흥, 오봉, 우산, 월산, 이
읍, 장안, 후곡

외서면 8 금성, 도신, 반용, 신덕, 쌍율, 월암, 장산, 화전

월등면 10 갈평, 계월, 농선, 대평, 망용, 송천, 신월, 운월, 월림, 월용

주암면 20 갈마, 고산, 광천, 구산, 궁각, 대광, 대구, 문길, 백록, 복다, 비룡, 어왕, 오
산, 요곡, 운룡, 주암, 죽림, 창촌, 한곡, 행정

황전면 16 괴목, 금평, 내구, 대치, 덕림, 모전, 봉덕, 비촌, 선변, 수평, 월산, 죽내, 죽
청, 평촌, 황학, 회룡

영암군 1 11

금정면 11 남송, 세류, 쌍효, 아천, 안노, 연보, 연소, 와운, 용흥, 월평, 청용

완도군 1 8

군외면 8 당인, 대문, 불목, 삼두, 신학, 영풍, 원동, 황진

장성군 2 19

북하면 12 단전, 대악, 대흥, 덕재, 동현, 성암, 신성, 쌍웅, 약수, 용두, 월성, 중평

서삼면 7 금계, 대덕, 모암, 송현, 용흥, 장산, 추암

장흥군 3 37

용산면 14
계산, 관지, 녹원, 덕암, 모산, 상금, 상발, 어산, 운주, 월송, 인암, 접정, 풍
길, 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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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면 15
관동, 늑용, 단산, 대, 대천, 덕산, 반월, 봉덕, 송정, 신월, 신풍, 오복, 용문,
운월, 조양

장동면 8 만년, 반산, 배산, 봉동, 북교, 용곡, 조양, 하산

화순군 9 125

남 면 16 검산, 남계, 내, 다산, 대곡, 벽송, 복교, 사수, 사평, 용, 운산, 원, 유마, 장전,
절산, 주산

도암면 15 대초, 도장, 등광, 벽지, 봉하, 왕정, 용강, 우치, 운월, 원천, 정천, 지월, 천
태, 행산, 호암

동 면 15
경치, 국동, 대포, 마산, 무포, 백용, 복암, 서성, 언도, 오동, 옥호, 운농, 장
동, 천덕, 청궁

동복면 12 가수, 구암, 독상, 신율, 안성, 연둔, 연월, 유천, 읍애, 천변, 칠정, 한천

북 면 16
길성, 남치, 노기, 노치, 다곡, 맹, 방, 서유, 송단, 수, 옥, 와천, 용곡,
원, 이천, 임곡

이서면 12 갈두, 도석, 보산, 보월, 서, 안심, 야사, 영평, 월산, 인계, 장학, 창랑

이양면 17 강성, 구례, 금능, 매정, 묵곡, 송정, 쌍봉, 연화, 오류, 옥, 용반, 중, 율계,
이양, 장치, 초방, 품평

청풍면 11 대비, 백운, 세청, 신, 신석, 어, 이만, 차, 청용, 풍암, 한지

한천면 11 가암, 고시, 금전, 동가, 모산, 반곡, 오음, 정, 정우, 평, 한계

경북 22 95 994

경산시 2 32

남천면 12 구일, 금곡, 대명, 산전, 삼성, 송백, 신방, 신석, 원, 하도, 협석, 흥산

용성면 20 가척, 고은, 고죽, 곡란, 곡신, 내촌, 당리, 대종, 덕천, 도덕, 매남, 미산, 부
일, 부제, 송림, 외촌, 용산, 용전, 용천, 쟁광

경주시 1 9

산내면 9 감산, 내일, 내칠, 대현, 신원, 외칠, 우라, 의곡, 일부

고령군 3 33

덕곡면 10 가륜, 노, 반성, 백, 본리, 예, 옥계, 용흥, 원송, 후암

성산면 14 강정, 고탄, 기산, 기족, 대흥, 득성, 무계, 박곡, 사부, 삼대, 상용, 어곡,
오곡, 용소

운수면 9 대평, 법, 봉평, 신간, 운산, 월산, 유, 팔산, 화암

구미시 1 9

옥성면 9 구봉, 농소, 대원, 덕촌, 산촌, 옥관, 주아, 초곡, 태봉

군위군 6 64

고로면 11 가암, 괴산, 낙전, 석산, 양지, 인곡, 장곡, 학성, 학암, 화북, 화수

부계면 8 가호, 남산, 대율, 동산, 명산, 신화, 창평, 춘산

산성면 7 무암, 백학, 봉림, 삼산, 운산, 화본, 화전

소보면 14 내의, 달산, 도산, 보현, 복성, 봉소, 봉황, 사리, 산법, 서경, 송원, 신계,
위성, 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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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면 9 나호, 달산, 두북, 모산, 문덕, 미성, 봉산, 선곡, 이화

효령면 15
거매, 고곡, 금매, 내리, 노행, 마시, 매곡, 병수, 불로, 성, 오천, 장군, 장
기, 중구, 화계

김천시 8 84

구성면 17
광명, 구미, 금평, 마산, 미평, 상거, 상원, 상좌원, 송죽, 양각, 용호, 월

계, 임천, 임평, 작내, 하강, 흥평

대덕면 12 가례, 관기, 내감, 대, 덕산, 문의, 연화, 외감, 조룡, 중산, 추량, 화전

대항면 7 대룡, 대성, 덕전, 복전, 운수, 주례, 향천

봉산면 8 광천, 덕천, 상금, 신, 신암, 예지, 인의, 태화

부항면 13
대야, 두산, 사등, 신옥, 안간, 어전, 월곡, 유촌, 지좌, 파천, 하대, 해

인, 희곡

조마면 7 강곡, 대방, 삼산, 신곡, 신안, 신왕, 장암

증산면 10 금곡, 동안, 부항, 수도, 유성, 장전, 평촌, 황점, 황정, 황항

지례면 10 거물, 관덕, 교, 대율, 도곡, 상부, 신평, 여배, 울곡, 이전

문경시 3 28

농암면 11 갈동, 궁기, 내서, 농암, 사현, 선곡, 연천, 율수, 종곡, 지동, 화산

동로면 9 간송, 노은, 마광, 명전, 생달, 석항, 수평, 인곡, 적성

마성면 8 남호, 모곡, 상내, 신현, 오천, 외어, 정, 하내

봉화군 8 54

명호면 8 고감, 고계, 관창, 도천, 북곡, 삼동, 양곡, 풍호

물야면 8 가평, 개단, 두문, 북지, 수식, 압동, 오록, 오전

법전면 7 눌산, 법전, 소지, 소천, 어지, 척곡, 풍정

봉성면 7 금봉, 동양, 봉성, 봉양, 외삼, 우곡, 창평

석포면 3 대현, 석포, 승부

소천면 7 고선, 남회룡, 두음, 분천, 서천, 임기, 현동

재산면 5 갈산, 남면, 동면, 상, 현동

춘양면 9 도심, 서동, 서벽, 석현, 소로, 애당, 우구치, 의양, 학산

상주시 4 30

내서면 9 고곡, 낙서, 노류, 능암, 북장, 서만, 서원, 신촌, 평지

은척면 10 남곡, 두곡, 무릉, 문암, 봉상, 봉중, 우기, 장암, 하흘, 황령

화남면 5 동관, 소곡, 임곡, 중눌, 평온

화북면 6 상오, 용유, 운흥, 입석, 장암, 중벌

성주군 4 47

가천면 9 금봉, 동원, 마수, 법전, 신계, 용사, 중산, 창천, 화죽

금수면 7 광산, 명천, 무학, 봉두, 어은, 영천, 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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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륜면 14
계정, 남은, 백운, 보월, 봉양, 성, 송계, 수륜, 수성, 신정, 신파, 오천,
작은, 적송

용암면 17
계상, 기산, 대봉, 덕평, 동락, 마월, 문명, 본리, 사곡, 상신, 상언, 선송,
용계, 용정, 운산, 죽전, 중거

안동시 5 59

길안면 13 고란, 구수, 금곡, 대곡, 대사, 만음, 묵계, 배방, 백자, 송사, 용계, 천지,
현하

남선면 8 구미, 도로, 신석, 신흥, 외하, 원림, 이천, 현내

녹전면 10 갈현, 구송, 녹래, 매정, 사신, 사천, 서삼, 신평, 원천, 죽송

예안면 16
계곡, 구룡, 귀단, 기사, 도목, 도촌, 동천, 미질, 부포, 삼계, 신남, 인계,
정산, 주진, 천전, 태곡

임동면 12 갈전, 고천, 대곡, 마령, 마, 망천, 박곡, 사월, 수곡, 위, 중평, 지

영덕군 5 68

남정면 15 구계, 남정, 남호, 도천, 봉전, 부경, 부흥, 사암, 양성, 우곡, 원척, 장사, 쟁
암, 중화, 회

달산면 11 대지, 덕산, 매일, 봉산, 옥계, 옥산, 용전, 용평, 인곡, 주응, 흥기

지품면 19
기사, 낙평, 눌곡, 도계, 복곡, 삼화, 속곡, 송천, 수암, 신안, 신애, 신양, 오
천, 옥류, 용덕, 원전, 율전, 지품, 황장

창수면 13
가산, 갈천, 미곡, 백청, 보림, 삼계, 수, 신기, 신리, 오촌, 인량, 인천,
창수

축산면 10 경정, 고곡, 기암, 대곡, 도곡, 부곡, 상원, 조항, 축산, 칠성

영양군 5 59

석보면 13 답곡, 삼의, 소계, 신평, 옥계, 요원, 원리, 주남, 지경, 택전, 포산, 홍계,
화매

수비면 9 계, 발리, 본신, 송하, 수하, 신암, 신원, 오기, 죽파

일월면 11 가곡, 가천, 곡강, 도계, 도곡, 문암, 섬촌, 오리, 용화, 주곡, 칠성

입암면 13
교, 금학, 노달, 대천, 방전, 병옥, 산해, 삼산, 신구, 신사, 양항, 연당,
흥구

청기면 13 구매, 기포, 당, 무진, 사, 산운, 상청, 저, 정족, 청기, 토곡, 토구, 행화

영주시 3 16

단산면 8 구구, 단곡, 동원, 마락, 병산, 사천, 옥대, 좌석

평은면 7 강동, 금광, 오운, 용혈, 지곡, 천본, 평은

봉현면 1 두산

영천시 6 90

고경면 30
가수, 고도, 논실, 단포, 대성, 대의, 덕암, 덕정, 도암, 동도, 부, 삼귀, 삼
산, 삼포, 상덕, 상리, 석계, 오룡, 오류, 용전, 전사, 차당, 창상, 창하, 청
정, 초일, 칠전, 파계, 학, 해선

신령면 11 가천, 매양, 부산, 신덕, 연정, 완전, 왕산, 치산, 화남, 화서,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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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면 14
고천, 금대, 덕연, 매호, 사, 삼매, 선원, 수성, 양평, 양항, 우항, 평천,
황강, 효

자양면 9 노항, 도일, 보현, 삼귀, 성곡, 신방, 용산, 용화, 충효

화남면 13 구전, 귀호, 금호, 대천, 사천, 삼창, 선천, 신호, 안천, 온천, 용계, 월곡,
죽곡

화북면 13 공덕, 법화, 상송, 오동, 오산, 옥계, 용소, 입석, 자천, 정각, 죽전, 하송,
횡계

예천군 2 11

상리면 10 고항, 도촌, 두성, 명봉, 백석, 보곡, 사곡, 석묘, 용두, 초항

보문면 1 우래

울진군 6 56

근남면 7 구산, 노음, 산포, 수곡, 수산, 진복, 행곡

기성면 12 구산, 기성, 다천, 망양, 방율, 봉산, 사동, 삼산, 이평, 정명, 척산, 황보

북 면 13 검성, 고목, 나곡, 덕구, 덕천, 두천, 부구, 사계, 상당, 소곡, 신화, 주인,
하당

서 면 7 광회, 삼근, 소광, 쌍전, 왕피, 전곡, 하원

온정면 9 광품, 금천, 덕산, 덕인, 선구, 소태, 온정, 외선미, 조금

원남면 8 갈면, 금매, 기양, 길곡, 덕신, 매화, 신흥, 오산

의성군 8 68

가음면 7 가산, 귀천, 순호, 양지, 이, 장, 현리

사곡면 10 공정, 매곡, 신감, 신리, 양지, 오상, 음지, 작승, 토현, 화전

신평면 6 검곡, 교안, 덕봉, 용봉, 중율, 청운

안사면 6 만리, 신수, 쌍호, 안사, 월소, 중하

안평면 13
괴산, 금곡, 기도, 대사, 도옥, 마전, 박곡, 삼춘, 석탑, 신안, 신월, 창길,
하령

옥산면 10 감계, 구성, 금봉, 금학, 신계, 실업, 오류, 입암, 전흥, 정자

점곡면 8 구암, 동변, 명고, 사촌, 서변, 송내, 윤암, 황룡

춘산면 8 금오, 금천, 대사, 빙계, 사미, 신흥, 옥정, 효선

청도군 3 30

각남면 10 구곡, 녹명, 사, 신당, 예리, 옥산, 일곡, 칠성, 함박, 화

각북면 8 금천, 남산, 덕촌, 명대, 삼평, 오산, 우산, 지슬

운문면 12 공암, 대천, 마일, 방음, 방지, 봉하, 서지, 순지, 신원, 오진, 정상, 지촌

청송군 7 77

부남면 9 감연, 구천, 대전, 양숙, 이현, 중기, 하속, 홍원, 화장

부동면 10 내룡, 라, 부일, 상의, 상평, 신점, 이전, 지, 하의, 항

안덕면 12 감은, 고와, 근곡, 노래, 덕성, 명당, 문거, 복, 성재, 신성, 장전,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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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면 15
각산, 고현, 광덕, 괴정, 기곡, 부곡, 세장, 시량, 신촌, 월전, 이촌, 진안,
추현, 합강, 후평

파천면 11 관, 덕천, 병부, 송강, 신기, 신흥, 어천, 옹점, 중평, 지경, 황목

현동면 7 개일, 거성, 눌인, 도평, 월매, 인지, 창양

현서면 13 갈천, 구산, 덕계, 도, 두현, 모계, 무계, 백자, 사촌, 수락, 월정, 천천,
화목

칠곡군 1 12

가산면 12 가산, 금화, 다부, 석우, 송학, 심곡, 용수, 응추, 천평, 학산, 학상, 학하

포항시 4 58

장기면 23
계원, 금곡, 금오, 대곡, 대진, 두원, 마현, 모포, 방산, 산서, 서촌, 수성, 신
계, 신창, 양포, 영암, 읍내, 임중, 정천, 죽정, 창지, 학계, 학곡

기북면 7 관천, 대곡, 성법, 오덕, 용기, 율산, 탑정

송라면 9 광천, 대전, 방석, 상송, 조사, 중산, 지경, 하송, 화진

죽장면 19 가사, 감곡, 두마, 매현, 방흥, 봉계, 상사, 상옥, 석계, 월평, 일광, 입암, 정
자, 지동, 침곡, 하사, 하옥, 합덕, 현내

경남
14 52 443

거제시 1 8

동부면 8 가배, 구천, 부춘, 산양, 산촌, 오송, 율포, 학동

거창군 9 64

가북면 7 몽석, 박암, 용산, 용암, 우혜, 중촌, 해평

고제면 5 개명, 궁항, 농산, 봉계, 봉산

남상면 10 대산, 둔동, 무촌, 송변, 오계, 월평, 임불, 전척, 진목, 춘전

남하면 5 대야, 둔마, 무릉, 양항, 지산

북상면 7 갈계, 농산, 병곡, 산수, 소정, 월성, 창선

신원면 9 과정, 구사, 대현, 덕산, 수원, 양지, 와룡, 중유, 청수

웅양면 7 군암, 노현, 동호, 산포, 신촌, 죽림, 한기

위천면 7 강천, 남산, 당산, 모동, 상천, 장기, 황산

주상면 7 거기, 남산, 내오, 도평, 성기, 연교, 완대

고성군 6 50

개천면 9 가천, 나선, 명성, 봉치, 북평, 예성, 용안, 좌연, 청광

대가면 9 갈천, 금산, 송계, 신전, 암전, 양화, 연지, 유흥, 척정

동해면 9 내곡, 내산, 봉암, 양촌, 외곡, 외산, 용정, 장기, 장좌

삼산면 6 두포, 미룡, 병산, 삼봉, 장치, 판곡

상리면 9 고봉, 동산, 망림, 무선, 부포, 신촌, 오산, 자은, 척번정

영현면 8 대법, 봉림, 봉발, 신분, 연화, 영부, 추계, 침점

김해시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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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6 감노, 대감, 매, 묵방, 여차, 우계

남해군 1 6

삼동면 6 금송, 동천, 물건, 봉화, 영지, 지족

밀양시 4 47

단장면 12 감물, 고례, 구천, 국전, 단장, 무릉, 미촌, 범도, 법흥, 사연, 안법, 태룡

무안면 20
가례, 고라, 내진, 덕암, 동산, 마흘, 모로, 무안, 삼태, 성덕, 신법, 양효, 연
상, 운정, 웅동, 정곡, 죽월, 중산, 판곡, 화봉

산내면 8 가인, 남명, 봉의, 삼양, 송백, 용전, 원서, 임고

청도면 7 고법, 구기, 두곡, 소태, 요고, 인산, 조천

산청군 1 8

삼장면 8 내원, 대포, 대하, 덕교, 석남, 유평, 평촌, 홍계

의령군 2 15

궁유면 7 계현, 다현, 벽계, 압곡, 운계, 토곡, 평촌

화정면 8 가수, 덕교, 상이, 상일, 상정, 석천, 화양, 상일

진주시 2 20

명석면 11 가화, 계원, 관지, 남성, 덕곡, 신기, 오미, 왕지, 외율, 용산, 우수

미천면 9 미곡, 반지, 벌당, 상미, 안간, 어옥, 오방, 향양, 효자

창녕군 1 1

영산면 1 구계

하동군 5 36

북천면 6 방화, 사평, 서황, 옥정, 직전, 화정

적량면 6 고절, 관, 동, 동산, 서, 우계

청암면 8 궁항, 명호, 묵계, 상이, 위태, 중이, 평촌, 회신

화개면 9 대성, 덕은, 범왕, 부춘, 삼신, 용강, 운수, 정금, 탑

횡천면 7 남산, 애치, 여의, 월평, 전대, 학, 횡천

함안군 1 4

여항면 4 내곡, 외암, 주동, 주서

함양군 7 54

마천면 9 가흥, 강청, 구양, 군자, 덕전, 삼정, 의탄, 창원, 추성

백전면 8 경백, 구산, 대안, 백운, 양백, 오천, 운산, 평정

병곡면 7 광평, 도천, 송평, 연덕, 옥계, 원산, 월암

서상면 6 금당, 대남, 도천, 상남, 옥산, 중남

서하면 5 다곡, 봉전, 송계, 운곡, 황산

수동면 8 내백, 도북, 상백, 우명, 원평, 죽산, 하교, 화산

휴천면 11 금반, 남호, 대천, 동강, 목현, 문정, 송전, 운서, 월평, 태관, 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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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읍·면
법 정 리

리 법 정 리 명

합천군 11 124

가야면 14
가천, 구미, 구원, 대전, 매안, 매화, 사촌, 성기, 야천, 이천, 죽전, 청현,
치인, 황산

가회면 9 덕촌, 도탄, 둔내, 오도, 외사, 월계, 장대, 중촌, 함방

대양면 11 대목, 덕정, 도, 무곡, 백암, 아천, 안금, 양산, 오산, 정양, 함지

묘산면 11 가산, 거산, 관기, 광산, 도옥, 반포, 사, 산제, 안성, 팔심, 화양

삼가면 13 금, 덕진, 동, 두모, 문송, 소오, 양전, 어전, 외토, 용흥, 일부, 하판, 학

쌍백면 13
대곡, 대현, 백역, 삼, 안계, 외초, 운곡, 육, 장전, 죽전, 평구, 평지,
하신

쌍책면 10 건태, 다라, 덕봉, 사양, 상신, 상포, 성산, 오서, 진정, 하신

야로면 12 구정, 금평, 나대, 덕암, 매촌, 묵촌, 야로, 월광, 정대, 청계, 하림, 하빈

용주면 16 가호, 고품, 공암, 노, 방곡, 봉기, 성산, 손목, 용지, 우곡, 월평, 장전,
죽죽, 팔산, 평산, 황계

율곡면 14 갑산, 기, 낙민, 내천, 노양, 두사, 문림, 본천, 영전, 와, 율진, 임북, 제
내, 항곡

대병면 1 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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