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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의 농어촌은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로부터의 인구 

이동,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입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 정주공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2개 연도에 걸쳐 수행된 연구의 제2차연도

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제1차연도에 수행한 현상 진단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시·군-읍·면-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농어촌 정주공간 체계

의 현상과 농어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변화 모습을 살

펴보았으며, 농어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그 추

진 방식의 현실 적합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 지자체 간 연계·협력, 농어촌의 거점 육성, 농어촌 공동화에 

대응한 마을 연계 등의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

본 등의 관련 정책 사례들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 정책 수립의 기초 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 담긴 각종 실증조사 결과들이 

이 분야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에 응해주

신 농어촌 마을 주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들에게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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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농어촌에서는 과소화, 공동화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사회 구

성원의 다양화와 같은 복합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정주공간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양상들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진행되었지만, 이

를 실증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격적인 실태 분석 작업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까닭에 농어촌의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각급 공간 단위별로 요구되는 정책 방향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

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농어촌의 정주 여건 차이가 심화될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읍·면,

마을에 따라 여건 차이가 예상되는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그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는 면밀한 실증 조

사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정주공간 형성을 지원

하는 각급 공간 단위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연도에 진

행한 각종 실태 파악 작업에 이어서 보다 심층적인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 첫째,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농어촌 정주공간의 형성 및 

변화에 관한 각종 관련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실증 분석으로 각종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마을 및 중심지 정주 여건과 기능 변화 파악을 위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군 간 광역 연계권 설정을 위해 인구이동 및 통근·통학권 등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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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군 내 거점 읍·면에 대한 분석과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소생활

권의 범위와 기능, 인근 중심도시와의 연계권 분포 현황 분석하기 위해 사례

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은 다거점 지역, 행정 거점과 전통적 

거점이 공존하는 지역, 단일 거점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강원도 평창군, 전

남 보성군, 경북 성주군 등 3개 군을 선정하였다. 3개 군의 30개 읍·면별로 

조사 대상 주민을 선정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병행

하여 각종 정책 현황과 공동체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사를 병

행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얻고자 선진국

의 주요 정책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고 위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의 정주공간의 현상을 진단하고자 먼저 국토 공간상에서 농어촌 생

활권의 위상을 통근·통학 자료 및 인구이동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도

시와 주변 시·군 간의 연계는 강화되지만,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먼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인근 중심도시와의 연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

었다. 광역화의 영향이 농어촌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농어촌 중심지 분석 결과에서는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기능이 

대체로 유지되는 등 농어촌의 기초적 생활권이 기능을 한다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마을 단위의 생활기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마을의 입지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여건에서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수준도 마을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농어촌에서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찾아보려 하였다. 즉 공동체 구성원

이 보다 다양화되면서 활동 범위가 마을을 벗어나 읍·면 및 시·군 단위로 확

대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 기능에

서 탈피하여 목적 지향적이며, 경제적 이익이 중시되는 지역공동체 활동 사

례도 발견하였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와 주민들의 조직 역량

이 갖추어진 읍·면 단위로 공동체 활동이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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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에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활권 정책

인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과 프랑스의 코뮨연합체를 살펴보았다. 둘째, 농

어촌 소생활권의 중심지에 관련한 해외 정책은 영국의 마켓타운 프로그램 

및 프랑스 농촌 우수거점 정책을 통해 중심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

았다. 셋째, 커뮤니티 활동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으로서 일본의 

집락 연계 공동체 활동, 파트너십을 통한 과소화 대책,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에 관한 선진국의 경험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농어촌 정주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

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정부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어촌의 정주 기능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공간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노력한다. 마을과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 범위에서 제기되는 주민의 정주 수요를 충족시

키는 작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앞으로 농어촌정책 분야에서도 

일선의 파트너십 형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셋째, 보조금 사업 

일변도로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이 형성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

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토록 한다.

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로는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마을의 기초적 생

활기반 확충을 지속하되, 지자체가 마을 정비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구상을 

갖고 농어촌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둘째, 각종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한 유휴시설 양산 문제에 대응한다. 예산에 맞추어 사업 내용을 

정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

로 전환한다. 셋째, 읍·면 중심지에 대해서는 거점 읍·면과 일반 읍·면으로 

이원화된 육성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거점 읍·면의 경우는 소생활권을 구

성하는 배후 읍·면을 아우르는 경제활동 중심으로 기능토록 유도한다. 개별 

읍·면 중심지는 배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연계하여 활

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넷째, 지역의 소생활권 현황, 중심지의 기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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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지역 자원, 경제활동, 주민의 역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표

를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한다. 다섯째, 현행 읍·면 소재지 정비 사

업의 내용을 다변화한다. 사업 기간 확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사업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앞으로의 지역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방식을 지향한다. 특히 읍·면 단위를 농어촌개발 사업 추진을 위

한 파트너십 형성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강화한다. 일곱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광역 및 기

초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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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ral Development Policy for Changes in Human
Settlements in an Era of Rural-Urban Interaction
(Year 2 of 2)

Background of Research 
Even though the changes such as diversification of members along with 
over-depopulation, and hollowization in rural areas of Korea concurrently 
occurred, the relevant empirical researches are not sufficient. This study 
under this circumstances is to seek for supporting policies on sustainability 
of settlement space of rural area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system 
modification to support the foregoing.

Method of Research 
The method of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4 categories; First, settlement 
space of rural areas related discussions are arranged through previous refer-
ences, and analysis on changes in function and status of villages and cen-
tral places, movement of population, and commuting ranges is conducted 
by utilizing relevant statistics. Second, the functions and ranges of daily 
life zone in small cities or Gun (counties), and connecting area and func-
tion with nearby central cities are analyzed by conducting surveys. Third, 
the current status of various policies and actual condition of community ac-
tivities are identified by in-depth interviews. Lastly, the major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are studied by commissioning the study to pertinent 
expert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major outcomes of the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on commuting and migration of population, the associatio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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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 a big city and nearby small cities or Gun (counties) has become 
strengthened whereas the level of association between the areas with daily 
life zone far from the big cities and the cities has become relatively 
weakened. It is found that the impact of wide urbanization on the rural 
areas is limited. By analyzing the centers of rural area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service function per Eup·Myeon(town) is properly working, and 
lifestyle along with community activities of residents by town varies de-
pending upon location conditions. From the analysis on community activ-
ities of residents, the range of activities together with diversification of 
members has expanded to Eup·Myeon and cities or Gun(county). 

Based on the foregoing findings, policy guidelines and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ettlement space in rural area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a mid-and long-term vi-
sion on reorganization of town together with continuation of enhancing 
fundamental living environment of the town. Second, their budgeting 
should be based on ongoing businesses in response to the many unused fa-
cilities created by various government support programs. Third, it is neces-
sary to promote a strategy on the centers of Eup·Myeon to dually embrace 
strategically important Eup·Myeon and general Eup·Myeon. Fourth,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utilize the indexes comprehensively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sphere in the region, level of function of center 
areas, regional resources, economic activities, level of competencies of resi-
dents, and etc. Fifth, the current contents of reorganization for Eup·Myeon 
locations need to be diversified. Sixth, the future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 should be in a manner of ‘making a town’. Lastly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per large city area and a fundamental unit supporting regional 
community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and utilized. 

Researchers: Joo-In Seong, Si-Hyun Park, Jae-Heon Sim,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jis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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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의 농어촌은 인구 공동화로 마을 기능 유지가 힘들고 서비스 여건도 

취약한 과소화 마을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성주인, 채종현 

2012). 다른 한편으로 귀농·귀촌 조류 확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 주택

의 리모델링, 신규 단독주택의 증가 등 농어촌이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변모

하는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산업시설의 입지로 농어촌 마을의 혼주

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농어촌지역

에는 향촌 인구 이동, 비농업 분야 경제활동 입지 현상과 마을의 과소화·공

동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농어촌이 지역별로 복

합적인 모습으로 분화되는 것은 제1차연도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성주

인 등 2012b). 따라서 농어촌 정주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살

펴보고 그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 농어촌의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각급 공간 단위별로 요구되

는 정책 방향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책 개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즉, 기초서비스 충족을 위한 공공 투자를 지

속할 것인지,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마을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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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이다. 나름의 정책 방향을 찾더라도 정부 정책을 

통해 과소화 마을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크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 볼 때 정책 개입의 대상으로 개별 마을(분산된 배후마을을 의

미) 단위보다는 읍·면 소재지 등 농어촌 중심지가 중요하게 부상하였으나 세

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즉, 전국적으로 광역적인 생활권

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이용 장소로서 읍·면 등 하위 

중심지 역할은 유지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1 또한 이동성이 낮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읍·면 소재지 등의 기초서비스 제공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

을종합개발사업에서 설치하던 하드웨어시설을 소재지에 조성하는 데 그칠 

뿐 사업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 

대상인 읍·면 선별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별로 농어촌의 정주 여건 차이가 심화될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읍·면, 마

을에 따라 여건 차이가 나타나리라 예상되는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개

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갖

추어야 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 공동화가 진행되고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과거에 

마을을 단위로 형성되었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예컨대 마을 단위 공동 

작업, 공동 영농 같은 활동들이 소멸되는 추세이며 전국에 걸쳐 과소화 마을

이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농어촌의 공동

체 활성화를 위한 해법 모색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책 접근법에 대한 재점검

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와 같은 생활 공동체로서 

‘마을’의 상(像)을 유지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정부

1 이에 대해서는 제1차연도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성주인 

등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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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종 정책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등, 전통적

인 ‘마을 공동체’를 전제로 한 접근법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때

의 마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목적으로 설정한 행정리 단위와 동

일하게 취급되는데, 농어촌 커뮤니티의 성격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접근법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농어촌에서도 지역 활성화의 해법으로 마을 만들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는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근간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기존 마을 조직에 머무르지 않

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체 형성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새로

운 주체는 공간적·사회적으로 기존 마을 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도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정주공간 형성을 지원하는 각급 공간 단위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체계적인 정주공간 육성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계획제도를 도입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비하는 일,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 움직임이 확산되리라 예상되며 정

책적으로 추진해온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등도 확대 추진될 전망인

바, 이러한 상향식 지역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과제

이다.

1.2. 주요 개념

정주공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의미는 정주(定住, settlement)

와 공간(空間, space)의 결합적인 개념으로 본다. 이때 ‘정주’란 사람들이 터

를 잡고 살아가는 것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터전)를 의미하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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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이는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2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주 장소, 즉 마

을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에서 마을은 소규모 주거지로 이루어진 자연마

을에서부터 소도읍, 소재지와 같이 고밀도의 도시적인 정주가 형성된 곳까

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위 용어들을 종합해볼 때, 농어촌 정주공간 연

구의 요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고찰하되 농어촌이라는 정주의 터전

에서 형성되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공간의 변화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첫째, 공간의 변화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의 물리적 변화

(예: 마을 분포), 둘째, 사람의 변화로서 농어촌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

의 출신, 연령, 직업 등 구성원의 변화, 셋째, 활동의 변화로서 주민들의 경제

활동 현황, 일상 서비스의 이용 행태, 공동체 차원의 여러 활동 수행 현황 등

의 변화이다.

공동체(community)

영어로 커뮤니티(community)를 뜻하는 ‘공동체’는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나, 공동의 이해관계나 사회 집단, 국적 등에 의거해서 하

나로 묶일 수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3 이 연구에서는 특정 신념, 가치에 

기반을 두는 집단으로서 공동체를 규정하기보다는 특정한 정주 장소를 공유

하는 주민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한다.4

2 이런 점에서 공간은 ‘여지’(餘地, room)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김형국 1997).
3 캠브리지 온라인 영어사전 참조(http://dictionary.cambridge.org/)
4 공동체의 개념적 분류는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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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농어촌 정주공간의 실태 분석에 초점을 둔 제1차연도 연구에 이어 진행되

는 제2차연도 연구에서는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위해 추진할 과제

들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주요 과제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의 생활권 변화,

마을 여건 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농어촌 정주공간의 육성을 위한 연구 

쟁점이 무엇인지 도출한다. 둘째, 연구 쟁점과 관련한 선진국의 관련 정책 

및 국내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한다. 셋째, 각종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 정주공간의 육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이의 실현을 위

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개 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제2차연도 보고서이다.

제1차연도 연구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 실태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 과제 논의를 주된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진단 및 대안 도출에 주력함과 동시에, 정책 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실태에 대한 추가 분석 및 선진국 사례 검토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제1차연도 연구 결과를 

간략히 짚어보고, 제2차연도에 진행할 연구의 쟁점을 명확히 한다. 관련 선

행연구 검토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제1차연도 연구에 덧붙여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석 과제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연구의 틀을 제시하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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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다.

제3장은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실태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다. 특

히 ‘광역-시·군-읍·면-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농어촌 정주공간 체계의 현황을 

각종 자료와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한다.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기초적 생활권 현황을 파악하며, 마을 단위를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후 진행할 논의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농어촌 정주공간 육

성의 근간이 되는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검토하며,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중앙부처 정책 동향도 살펴본다. 이어 현행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 

실증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정책 대안 모색에 참고가 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본

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 지자체 간 연계협력, 농어촌의 거점 

육성, 농어촌 공동화에 대응한 마을 연계, 관련 주체 양성 등과 같이 본 과제

와 관련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논의한다.

제6장은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후 

과제별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안들을 논의한다.

2.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첫째,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농어

촌 정주공간의 형성 및 변화에 관한 각종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전국 시·군 단위, 읍·면 및 소생활권 단위, 마을 단위에 대한 선행연

구를 정리한다. 또한 농어촌 정주공간 발전 방향 및 과제와 관련된 정책연구

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과소화 및 고령화, 혼주화, 정주체계 변화에 기인하

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기존 정책 연구 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관련 정책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에서는 각종 통계데이터를 분석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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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및 중심지 정주 여건과 기능의 변화 파악을 위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시·군 간 광역 연계권 

설정을 위해 통근·통학권 및 인구이동을 분석한다.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군 내 거점 읍·면에 

대한 분석과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소생활권의 범위와 기능, 인근 중심도

시와의 연계권역 및 기능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 사례지역은 다거점 지역, 행정 거점과 전통적 거점이 공존하는 지역, 단

일 거점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강원도 평창군, 전남 보성군, 경북 성주

군 등 3개 군을 선정하였다. 평창군 8개 읍·면, 보성군 12개 읍·면, 성주군 8

개 읍·면 등 총 30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읍·면마다 최소 30명 이상의 응답을 받도록 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제

고하였다.

필요한 경우 1차연도 설문조사 결과도 활용하였다. 1차연도 연구에는 양

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 등 4개 군지역의 주민과 이장을 대상으로 2건

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주민 조사는 4개 사례지역에서 총 2,026

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장 조사는 총 317개 행정리 이장들이 조사에 응답하였

다. 이는 농어촌 정주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한 자료로서 2차연도에

서는 1차연도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기초생활인프라 실태, 공동화

와 인구 유입, 공동체 조직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태 및 지역 커뮤니티(공동체) 활동 분석을 위

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면접대상자는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관련 

담당자, 마을 리더 및 주요 활동 주체 등이며, 권역사업 및 읍·면소재지정비

사업 대상지, 주민의 지역 공동체 활동 사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제

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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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 방법 설문대상 표본 추출/응답자 주요 조사 내용

2차

연도

조사

주민

생활권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사례지역

주민

총 1,132명 응답

▪평창군: 327명

▪보성군: 420명

▪성주군: 385명

* 각 읍면당 30명 할당

후 유층비례할당

▪시군 내 주요 방문 읍면 및

방문 목적

▪읍면 간 연계협력 인식

▪주요 방문 (타)시군 및 방문

목적

▪시군 간 연계협력 인식

▪공간단위별 선호 공동체 활동

▪읍면별 개발사업 인식

1차

연도

조사

주민

정주의식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사례지역

주민

총 2,026명 응답

▪사례지역 주민

성·연령별 할당

▪소재지/비소재지

마을 할당

(양평/진천/부안/청송)

▪경제활동 공간

▪거주 주택 유형 및 위치

▪읍·면 중심지 이용 빈도

▪공동체활동

▪귀농·귀촌 이유

▪이후 이주 계획

마을이장

설문조사

집단

설문조사

(이장

회의)

사례지역

행정리

이장

총 317개 행정리

이장 응답

(양평/진천/부안/청송)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가구 변화

▪귀농·귀촌 가구 현황

▪귀농·귀촌 유입에 따른 변화

▪기초서비스 현황(상하수도, 쓰레

기처리, 도시가스 등)

▪공동체활동

▪도농교류 활동

표 1-1. 사례지역 설문조사 개요

해외 선진국의 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농어촌이 가야 할 방향을 비교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표 1-2).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대상

으로, 본 연구에 요구되는 정주공간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외국 사례의 

상당 부분은 각국의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외부 필진에게 원고

를 의뢰해서 내용을 작성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선진국의 분권적 농

어촌 정책 추진 상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농어촌 간 또는 도농 간 연계·협력 

관련 정책 및 사례(프랑스의 코뮨연합체, 일본의 정주자립권 등), 파트너십에 

기초한 정책 수행 사례,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사례, 농어촌의 물

리적인 정주여건 개선 사례이다.

마을 정주 여건 변화 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농어촌 정주체

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농어촌 커뮤니티 활동 관련 담당자 자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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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사례지역 면접조사 등에 대한 자문,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청

취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국 가 연구자(기관) 주요 내용

영국 정성훈
(강원대학교)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 심화 연구
- 각 국가별 주요 지역발전 정책
* 특히 파트너십, 중간지원조직,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정책

- 국내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프랑스 이수진
(프랑스

공간자연문화연구소)

독일 김상빈
(도시및지역계획연구원)

일본 김두환
(고베대학교)

박동욱
(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

표 1-2. 주요 선진국 사례 협동연구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연구 과제 제2장

1.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진단

1.1. 선행연구의 농어촌 정주체계 변화 논의

기초적 정주 단위의 기능 약화 현상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이라는 인간 정주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파

악하는 것이 농어촌 정주공간 연구의 요체이다. 통상적으로 농어촌 정주공

간 분석은 ‘정주체계’ 또는 ‘정주계층’을 파악하는 작업을 의미하였다. 농어

촌에서 전통적인 정주체계는 마을 → 농촌 중심지(읍·면 소재지) → 농촌 

중심도시(시·읍) → 지역중심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계층을 기본 형태로 구

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최양부 등 1984).5 이러한 고전적 의미의 정주체

계 개념은 주로 1980년대 무렵까지 제기되었다. 이후 농어촌 정주계층 현황

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실증 분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개념틀을 수정

하고 재정립하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전통적 정주체계의 변모를 낳게 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비롯된다.

첫째, 마을 기능의 쇠퇴이다. 이는 윤원근·이상문(1995)과 이상문(1998)에

5 이정환 등(1989)의 연구에서는 ‘마을→중심취락→중심도읍→중심도시’의 4단

계로 정주계층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연구 과제12

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과거에 마을은 공동 농작업을 수행하는 단

위였는데, 점차 개별 농가 단위 농작업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그 기능이 약

화되었다. 또한 마을 단위로 유지되던 생활편익적 기능도 쇠퇴하였다는 것

이 진단의 요지이다. 특히 개별 주택 단위의 정주 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과거 마을에서 담당했던 공동정주 기능이 상위 중심지로 옮겨가게 되었다.

게다가 주민 개개인의 기동성이 향상되면서 개별 가구가 마을을 건너뛰어 

상위 중심지로 직결되는 정주체계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 연구

의 주장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농촌 정주체계의 가장 기초 단위를 이루었

던 마을은 점차 그 위상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마을

은 기초 정주 단위로는 의미를 갖지만, 그것을 하나의 중심지로서 다루는 논

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6

둘째, 정주체계상 하위 계층 중심지의 기능이 퇴조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

기되었다. 김정연(1999)은 대전·충남권을 사례로 중심지가 이원화되는 양상

을 고찰하였다. 광역대도시권(또는 연담도시권)에 속한 중심지와 나머지 과

소지역 중심지 간에 양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봉운·김정연(2004)의 

연구에서는 기초산업 기능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중간 계층 중심지인 시·군

청 소재지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예컨대 1995년에 1계층은 대

전시, 2계층은 천안 동 지역, 3계층은 주요 시군청 소재지, 4계층은 그 외 읍

면으로 이루어졌는데, 2000년이 되면 3계층과 4계층의 구분이 없어져 이 둘

이 하나의 계층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 즉, 상위의 대도시나 거점도시의 위

상이 강화되는 반면, 하위 중심지의 지위가 하락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과거 전통적 계층구조에 비해 중심지 계층구조가 단순화되는 변화가 

포착되었다.

이상과 같이 마을, 읍·면 중심지 같은 기초적 정주 단위의 위상 약화를 나

6 예컨대 2000년대 이후 농촌 마을은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개발의 단위

로 정책적인 조명을 받은 바 있다(송미령·성주인 2004). 하지만 이는 마을 자체

가 농촌 정주체계 상에서 갖는 위상이 부각되어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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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두 가지 변화는 전국적인 광역화 현상과 맞물려서 나타난다. 특히 최

근에는 도시권(city-region)이 국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다(김동주 등 2011; 김동주 등 2012). 도시권 형성과 중심

지 계층구조의 단순화 현상이 동일한 맥락의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

인 농어촌 정주공간이 대도시 및 거점도시 영향권에 포섭되어가면서 나타나

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주민 개개인의 

기동성 증대와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인하는 광역화 현상에 대해 

농어촌정책 분야에서는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역화 현상에서 

대도시권과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자족적인 농어촌 정주공간 발

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7

선행연구에 대한 보완적 논의 필요성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진단이 나름의 적실성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초적인 농어촌 정주 단위의 존재 형태와 최근 변화 양상

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들도 있다. 첫째, 하위 중심지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한 것인데, 이는 대도시나 지역중심도시

와 같은 고차 중심지와 비교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도출한 분석이다. 농어촌

만을 놓고 볼 경우 읍·면 소재지 같은 기초 단위의 중심지 기능이 대체로 유

지되고 있다는 고찰도 나타나고 있다(송미령·박시현 2001; 성주인 등 2008).

둘째, 마을 공동체의 기능적 쇠퇴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마을이 더 이상 서비스 중심지로 역할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을

이 갖는 정주 공동성(共同性)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반대로 새로운 

마을 단위 공동체 형성의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설

7 이러한 배경에서 이동필 등(2009)은 광역화 현상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자족적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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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공동시설 활용을 통해 활력을 모색하는 사례도 목격할 수 있다(김광선·

이규천 2012).8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를 놓고서 이와 같이 다양한 논점이 존재할 수 있

다. 보다 면밀한 현상 고찰이 필요한 사항들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

째, 마을 변화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쇠퇴하고 있는 현상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마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기능이 쇠퇴한다고 했을 때,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

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한 경우 새로운 활동의 공간 단위는 어떠

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촌 중심지의 기능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농어촌의 읍·면 소재지들도 중심성 정도에 따라 위계가 존재한다. 이처

럼 지역마다 거점 역할을 하는 중심지들과 일반 중심지들이 혼재하면서 소

생활권이 형성되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여러 유형의 

농어촌 중심지의 분포 현황이나 위상, 과거와 비교한 기능 변화 등을 살펴보

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적 변화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을

이나 읍·면 중심지 같은 정주공간의 변화 이면에 작용하는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 진단 작업을 2012년에 제1차연

도 연구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 다음에서는 제1차연도에 이루어진 주요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지난 연구를 통해 충분

히 해명한 쟁점들과 제2차연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

들을 명확히 가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8 마을의 정주 공동성 약화를 실증 분석한 이상문(1998)의 연구에서도 특정한 공

동공간의 경우 새롭게 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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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가구 수 고령 독거 가구 향후공폐가예상가구

읍부
소재지 마을 210.9 15.4 (11.2) 4.7 (7.9)

배후 마을 88.2 10.4 (14.6) 4.8 (10.3)

면부
소재지 마을 158.6 14.4 (12.7) 4.4 (5.9)

배후 마을 55.6 9.7 (21.4) 5.1 (13.3)

전 체 101.0 11.3 (17.1) 4.9 (10.9)

주: 1) 2012년 제1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4개 사례지역(양평, 진천, 부안, 청

송)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를 재집계

2) ( ) 안은 전체 마을 가구 대비 평균 비율(%)

3) 배후 마을과 소재지 마을은 읍·면 담당자 면담 조사 및 행정자료 등에 입각하여 

구분.

표 2-1. 마을 입지와 고령 독거 가구 분포 현황

단위: 호, %

1.2. 제1차연도 연구의 정주공간 변화 분석 주요 내용

1.2.1. 마을의 전반적 변화

제1차연도 연구 시 각종 통계자료 및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

지 마을 진단 지표들을 살펴본 바 있다. 특히 각종 정주 여건 현황을 마을 유

형 간에 비교하였는데, ① 입지 여건(배후 마을인가 소재지 마을인가) 및 ②

마을 규모(가구 수)를 마을 유형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농어촌 마을의 인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살펴보았다. 마을 공동체

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진단의 이면에는 다수 마을에서 인구 과소화, 고령화

가 심화되는 현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은 사례 조사 마을의 

고령 독거 가구 및 향후 공폐가 예상 가구 분포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에 나타난 대로 소재지 마을보다는 배후 마을일수록 고령 독거 가구

나 향후 공폐가가 되리라 예상되는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에서는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가구 수 20호 미만인 마을은 

고령 독거 가구가 30.4%이며, 향후 공폐가가 되리라 예상되는 가구 비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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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에 이르고 있다.9 이처럼 마을 유형에 따라 특히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와 공동화 현상으로 장래 상당수 농어촌 마을의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 분
고령 독거 가구 향후 공폐가 예상 가구

평균 가구 수 비율(%) 평균 가구 수 비율(%)

마을
규모

20호 미만 4.4 30.4 4.4 30.9

20～40호 미만 7.2 25.1 5.2 18.8

40～60호 미만 7.9 16.3 4.6 9.6

60～100호 미만 13.7 18.1 5.5 7.1

100호 이상 16.9 8.3 4.7 2.6

전 체 11.3 17.3 5.0 10.9

주: 2012년 제1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4개 사례지역(양평, 진천, 부안, 청송)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를 재집계.

표 2-2. 마을 규모와 고령 독거 가구 분포 현황

주민 고령화로 농어촌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상반되는 변화도 

나타난다. 바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증가 현상이다. <표 2-3>은 마을 입지 

유형별 귀농·귀촌 가구 분포 현황을 보여주는데, 마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

이지만 상당수 마을에 귀농·귀촌 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읍부보다는 면부, 소재지 마을보다는 배후 마을일수록 귀농·귀촌 가구

가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마을 과소화 현상과는 상반되

는 경향이다. 마을 과소화·공동화가 원격지 배후 마을일수록 심화되는 양상

이지만,10 귀농·귀촌 인구 유입 역시 면부의 배후 마을에서 우세한 것이다.

9 전국적 수준에서 농어촌 마을 과소화 현상을 고찰한 결과는 성주인·채종현

(2012)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면 소재지에서 20분 이상 떨어진 마을들의 경우 가구 수 

20호 미만인 비율이 16.2%로 나타난다(성주인·채종현 2012). 우리나라의 전체 

행정리 중 20호 미만인 마을 비율이 8.5%임을 감안할 때 원격지일수록 마을 

과소화가 두드러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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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읍 부 면 부

소재지 마을 배후 마을 소재지 마을 배후 마을

￭귀농귀촌 가구 있음 31.6 43.0 58.8 64.6

귀농가구 1～2호 14.0 13.9 23.5 18.4

귀농가구 3～4호 7.0 8.9 8.8 10.2

귀농가구 5～9호 7.0 6.3 14.7 16.3

귀농가구 10호 이상 3.5 13.9 11.8 19.7

￭귀농귀촌 가구 없음 21.1 24.1 20.6 15.0

￭무응답 47.4 32.9 20.6 2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2년 제1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4개 사례지역(양평, 진천, 부안, 청

송)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를 재집계

2) 배후 마을과 소재지 마을은 읍·면 담당자 면담 조사 및 행정자료 등에 입각하여 

구분.

표 2-3. 마을 유형에 따른 귀농·귀촌 가구 분포 현황

단위: %

이와 같이 마을 공동화와 귀농·귀촌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보면,

농어촌 마을의 장래 전망이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로 장래 마을의 존속 여부가 불투

명하다는 진단이 있는 반면, 농어촌 마을이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과소화 마을일수록 기존 주민들의 비율이 줄어

들고 마을 구성원 중 새로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리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마을 구성원 변화의 영향으로 농어촌 지역사회에 과거와

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1

11 참고로 박문호 등(2012)에서 실시한 지자체 담당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

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땅값 상승이나 임차

지 경합 등으로 기존 주민에 경제적 피해가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나타

나고 있다.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답한 비율도 51%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별도 단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

자체일수록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성주인·박문

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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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현황

사례지역의 마을 이장 설문조사를 통해 농어촌 마을 차원의 공동체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림 2-1>은 조사 대상 마을에서 활발한 활동과 소멸하

리라 예상되는 활동을 집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이 

약화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공동 농작업이나, 도로·농수로 공동 

관리 등의 활동은 앞으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하지만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전체가 일률적으로 소멸의 길을 걸으리

라 예단하기는 어렵다. 마을 총회나 공동 애경사, 친목 모임 등과 같은 활동

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공

간으로서 마을이라는 단위가 갖는 기능이 전통사회의 농어촌 마을에 비해 

약화될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새로운

그림 2-1. 활발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향후 소멸 예상 활동

자료: 성주인 등(2012b).

12 공동 농작업의 단위로서 마을의 기능이 약화된 점은 이상문(1998)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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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13

공동체 활동 수행 현황은 마을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표 2-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 규모 20호 미만인 마을은 수행 중인 공동체 활동

이 미약할 뿐 아니라, 도농교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타 유형에 비

해 뚜렷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작목반, 영농조합, 각종 생산자 단체 같은 경

제활동 조직을 갖추지 않은 비율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20호 미만 마을

들은 대체로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구성원 중 독거 노인을 비롯한 

고령자 비율이 높아 도농교류나 경제 관련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

이 많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마을 규모가 크다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다. 마을 호수 100호 이상인 곳에서는 그 이하인 경

우보다 공동체 활동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을들 중 상당수

는 소재지에 분포하여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까닭으로 중·소규모 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배후 마을과는 다른 특성을 보

였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마을의 위치에 따른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 활동 차이를 <표 2-5>에

서 비교하고 있다. 소재지 마을과 배후 마을로 구분하여 각종 공동체 활동 

수행 비율을 집계한 결과, 마을 청소 같은 작업과 공동 농작업 같은 활동들

은 배후 마을에서 더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호회 활동 등에서

는 (면부) 소재지 마을의 참여 비율이 높게 집계되기도 하였다. 배후 마을들

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도농교류나 마을 단위 소득 활동과는 다른 유형의 공

동체 활동의 추진 가능성을 여기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13 예컨대 전국적으로 체험관광, 직거래활동, 주말농원, 음식점, 직판장 운영 등 

도농교류활동을 수행 중인 마을이 전체의 20.1%로 집계되고 있다(농림어업총

조사 지역조사 집계 결과). 개별 농가 단위로도 2005년에는 각종 경제 다각화 

활동(직거래, 직판장, 체험관광, 주말농장 등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이 2005년 

9.2%에서 2010년 15.9%로 늘어나는 등 농업 이외 분야의 새로운 경제활동 모

색 움직임이 늘고 있다(성주인 등 2012b,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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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 내용

행정리별 가구 수

20호
미만

20 ～
39호

40 ～
59호

60 ～
99호

100호
이상

공동체
활동

활동 수준 낮음 81.3 22.9 14.3 20.3 24.1

활동 수준 보통 18.8 61.4 65.1 62.5 59.8

활동 수준 높음 0.0 15.7 20.6 17.2 16.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도농
교류

도농교류 안 함 93.8 82.9 71.4 70.3 79.3

도농교류 참여(1개) 0.0 11.4 23.8 15.6 10.3

도농교류 참여(2개 이상) 6.3 5.7 4.8 14.1 1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
활동
조직

경제활동조직 무 68.8 48.6 50.8 31.3 56.3

경제활동조직 1개 18.8 42.9 44.4 53.1 28.7

경제활동조직 2개 이상 12.5 8.6 4.8 15.6 14.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각 활동별로 활동 수준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마을 유형은 음영으로 강조.

2) 2012년 실시한 사례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집계.

자료: 성주인 등(2012b).

표 2-4. 행정리 가구 규모별 각종 공동체 활동 수행 현황

구 분

읍부 면부

소재지
마을

배후
마을

소재지
마을

배후
마을

마을 공동 애경사 75.9 85.1 75.8 79.0

청소, 쓰레기수거등공동작업 51.9 55.4 48.5 60.1

도로, 농수로 공동관리 9.3 39.2 18.2 36.4

공동 농작업 활동 25.9 28.4 36.4 39.2

마을 친목모임 70.4 79.7 75.8 76.2

정부 지원 마을사업 9.3 23.0 24.2 17.5

마을 총회 등 마을회의 83.3 94.6 90.9 87.4

독서, 풍물 등 동호인 모임 7.4 16.2 24.2 8.4

주: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성주인 등 2012b).

표 2-5. 마을의 공동체 활동 비교(소재지 마을과 배후 마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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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체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주체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도 살펴보

았다. 제1차연도의 주민 조사 결과로는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

에 따라 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인적 특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예컨대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을을 넘어 읍·면 같

은 상위 정주 단위를 범위로 하는 공동체 활동의 경우 젊고, 고학력이며, 소

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마을 

단위 활동의 경우는 타 집단에 비해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이 참여

도가 높은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구 분

참여 조직의 공간 단위

합 계마을
내

읍·면
단위

시·군
단위

시·군
외부

참여
않음

나이

30대 이하 8.1 19.0 3.8 2.4 66.7 100.0

40대 16.9 18.2 7.0 1.7 56.2 100.0

50대 24.4 20.3 5.5 .5 49.3 100.0

60대 30.7 16.1 2.6 1.3 49.4 100.0

70대 이상 29.5 10.2 2.1 .4 57.8 100.0

학력

중졸 이하 30.5 13.1 1.8 .5 54.1 100.0

고졸 및 초대졸 20.7 17.4 5.8 1.2 54.9 100.0

대졸 이상 14.2 17.6 6.1 2.3 59.8 100.0

소득

200만 원 이하 29.5 13.1 2.6 1.0 53.7 100.0

201-300만 원 20.2 20.6 3.2 .8 55.2 100.0

301-500만 원 15.7 19.7 10.6 2.0 52.0 100.0

501만 원 이상 11.9 17.9 10.4 .0 59.7 100.0

전 체 24.9 15.2 3.6 1.0 55.3 100.0

주: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경우 밑줄로 강조.

자료: 성주인 등(2012b) 재구성.

표 2-6. 사례지역 주민이 활발히 참여하는 조직의 공간 단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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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농어촌 중심지 기능 진단

제1차연도의 사례조사를 통해 농어촌 중심지 여건에 대한 진단 작업을 수

정하였다. 특히 국토 정주계층 상에서 하위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읍·면 소재

지에 대한 주민 이용도를 조사하였으며, 읍·면 단위 기초적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표 2-7>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

4개 사례지역의 12개 읍·면별로 주민들의 소재지 방문 빈도 변화를 집계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대로 대부분 읍·면(부안군과 청송군의 일부 

읍·면 제외)에서 주민들의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가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
거주
읍·면

응답자의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 변화
합 계

늘었다 비슷하다 줄었다 잘모름

양평군

양평읍 31.7 55.0 10.0 3.3 100.0

지평면 34.5 49.1 12.7 3.6 100.0

서종면 33.3 44.4 22.2 0.0 100.0

진천군

진천읍 28.2 62.0 8.5 1.4 100.0

덕산면 32.3 41.9 19.4 6.5 100.0

백곡면 21.7 52.2 17.4 8.7 100.0

부안군

부안읍 13.0 54.9 19.1 13.0 100.0

변산면 22.2 44.4 27.8 5.6 100.0

백산면 31.0 48.3 20.7 0.0 100.0

청송군

청송읍 24.4 55.6 13.3 6.7 100.0

부남면 37.5 33.3 29.2 0.0 100.0

진보면 17.9 55.4 23.2 3.6 100.0

주: 1) 각 읍·면별로 소재지 주민은 제외하고 배후 마을 주민의 응답 결과만 집계.

2) ‘늘었다’는 응답과 ‘줄었다’는 응답 비율 간에 10%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음영

으로 강조.

3) 70대 이상 응답자 조사 결과는 제외하고 집계.

자료: 성주인 등(2012b)의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 재구성.

표 2-7. 배후 마을 주민의 거주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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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은 중심지 계층별로 과거와 비교한 방문 빈도 변화를 집계한 내

용이며, 주민 연령대에 따라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60대와 7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대체로 군청 소재지에 비해 읍·면 소재지에 대한 방문 빈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집계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높은 연령대일수록(특히 70대 이상) 모든 계층의 중심지 

방문 횟수가 모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농어촌 주민들의 중심지 이용 행

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분석 결과이다.

연령 중심지구분
응답자의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

합계
늘었다 비슷하다 줄었다 잘모름

30대
이하

읍·면 소재지 21.7 59.4 10.6 8.3 100.0

군청 소재지 16.9 54.2 15.3 13.6 100.0

타 도시 35.5 43.3 13.4 7.8 100.0

40대

읍·면 소재지 19.0 62.4 12.4 6.2 100.0

군청 소재지 14.1 57.8 18.8 9.4 100.0

타 도시 22.7 54.5 14.9 7.9 100.0

50대

읍·면 소재지 29.9 49.9 15.4 4.9 100.0

군청 소재지 22.9 52.1 17.9 7.1 100.0

타 도시 24.3 43.1 23.2 9.4 100.0

60대

읍·면 소재지 21.9 51.4 21.6 5.2 100.0

군청 소재지 15.3 50.0 23.0 11.7 100.0

타 도시 15.0 48.4 25.6 11.1 100.0

70대
이상

읍·면 소재지 14.8 36.6 36.9 11.7 100.0

군청 소재지 11.1 29.0 45.7 14.3 100.0

타 도시 10.9 28.3 44.5 16.3 100.0

주: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10%p 이상 높은 경우 음영으

로 강조(반대의 경우도 동일).

자료: 성주인 등(2012b)의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 재구성.

표 2-8. 농어촌 주민들의 각급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연령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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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과제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 외에도 제1차연도 연구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 변

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다.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분포 특성이나 주

민들의 주거 입지 등을 사례 지역별로 고찰하였으며, 주민 경제활동의 공간

적 특성(예를 들어 일자리 위치나 통근 이동 현황 등)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

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현상 진단 작업을 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처

방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 선행연

구 및 제1차연도 정주공간 변화 진단 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쟁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주민들의 읍·면 소재지 방문 빈도를 측정하였지만, 농어촌 중심지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읍·면 중심지 방

문 빈도만으로 해당 중심지의 기능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심

지 이용 목적을 중심지 계층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농어촌 중심지들 간에 위계를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소

생활권 분포 양상을 분석하지 못했다. 제1차연도에 진행한 사례지역 연구에

서는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군당 3개 읍·면만을 선별하여 분

석을 진행한 까닭이다.14 이러한 개별 읍·면 단위 분석만으로는 사례지역별 

공간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2차연도 연구에

서는 지역별로 상위 계층 중심지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제1차연도 연구에서는 마을, 소재지에 한정된 진단이 이

루어진 까닭에 농어촌 생활권의 존재 형태를 보다 넓은 정주계층 하에서 살

14 성주인 등(2008) 및 이동필 등(2009)의 연구에서 시·군 단위의 사례지역을 대상

으로 읍·면별 거점 중심지와 일반 중심지를 구분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

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도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내에 형성되

는 소생활권을 설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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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지 못했다. 예컨대 농어촌 시·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결과, 주변 중심도시와 농어촌 정주계층 간 상호작용 현

황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고차 중심지는 이용 빈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자

체로 갖는 기능적 중요성이 있게 마련인데, 제1차연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연도에는 고차 중심지와의 연계 

관계 속에서 농어촌 정주체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15

넷째, 마을 기능 변화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 마을 단

위의 공동체 활동이 약화된다고 진단하였지만, 마을이라는 정주 단위가 여

전히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공

동체 활동과는 별도로 일상적 거주 공간으로서 마을이 갖춰야 할 기능이라

든가 주민 정주에 필요한 기반시설 실태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

지지 못한 상황이다.

다섯째,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촌 지역

사회의 공동체 활동 특성이 변모하리라는 가능성 자체는 제1차연도 연구에

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실제 변화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형성 사례와 조건 등에 대

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마을, 읍·면 등 다양한 공간 단위를 

포괄하여 농어촌에서 현재 진행되는 지역공동체 활동 실태와 향후 전망 등

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제1차연도 연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제3장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현상 분석에 앞서 제

2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현안들을 우

선 살펴보고자 한다.

15 특히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관련해

서도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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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의 주요 쟁점

2.1.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전반적인 정책 논의 개요

2.1.1.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

<표 2-9>는 공간정책 분야에 보다 초점을 두어 1970년대 이후 주요한 정

책 연구가 진행된 흐름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성주인 등 2012b). 1970년

대에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정책은 1980

년대에 정주권개발론이 대두되면서 농어촌 고유의 정주체계를 살리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채 1990년대 이후 면이나 마을 단위와 같이 사업 추진을 중

심으로 한 공간 단위로 논의 범위가 한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을, 읍·면 등을 포함하여 시·군 단위 이상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정주

체계에 대해 다시금 본격적인 농어촌정책 대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

별 사업 단위로서 마을, 읍·면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머물지 않

고 지역 차원에서 농어촌 정주공간을 육성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과 함께 만들어지

게 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2.1.2. 전국적 광역화 현상과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 방향

최근의 공간정책 분야 논의에 초점을 맞춰보면, 거시적인 여건 변화로서 

전국적인 광역화 현상이 많이 거론된다. 특히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

시 영향권에 포섭되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대도시와 거점도시의 영

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토 정주체계가 변화한다는 진단이 널리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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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주요

농어촌정책
정책
단위

정책적 배경 관련 연구

1970

년대

새마을운동

취락구조개선

마을

새마을운동

국가주도산업화

-새마을운동

-농촌 사회구조

-농촌하부구조 개발

1980

년대

도서개발

오지개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군
정주권개발

(군종합개발)

-농촌주택

-정주생활권 및 정주체계

-농촌중심지 개발 및 기능분석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농촌마을 공간구조

1990

년대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산촌종합개발

면

정주권개발

(면단위/문화마을)

행정구역 통합

(도농통합)

-면 단위 정주권개발 방안

-농촌 지역 개발과 정주생활권

-농어촌 중심마을 정주체계

-농촌취락 정비방안

-농촌 지역 공간계획체계

-도농통합지역 정주권 개발

-정주 공동성

-농촌 과소화지역

2000년

이후

신활력사업

관광마을조성(녹색

농촌체험, 어촌체험,

전통테마)

경관보전직불제

소도읍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도시민유치지원

포괄보조사업

마을/

권역/

읍·면/

시·군

주민참여/

상향식개발

균형발전

복합생활권

(귀농·귀촌)

생활권 광역화

-농촌마을 환경친화적 계획요소

-농촌관광(그린투어리즘)

-도시민 유치와 복합생활공간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 어메니티 개선방안

-도농 통합형 정주기반

-과소화 농촌의 지원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농촌 지역개발사업 효율화·체계화

-창조적 광역발전

-기초생활권 육성

-경제·생활권 광역화 대응

-농촌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수요 대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자료: 성주인 등(2012b) 일부 재구성.

표 2-9. 연대별 주요 농어촌정책 및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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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김동주 등 2010; 박세훈등 2012).

전반적인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 분야 연구에서 제시되

는 주된 입장은 도시권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농어촌 정주공간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세훈 등(2012)은 대도시권 중심으로 국토·

도시정책을 재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은 특히 대도시권이나 중추도시권에 직접적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배후 농어촌과 주변 소도시의 연계 강화나 

과소화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관심의 초점이 도시권에 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농어촌이라는 정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고유의 정책 수요에 대해서

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농어촌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져온 원론

적인 논의 수준을 그대로 반복하는 한계를 나타낸다.16 농어촌 생활권의 존

재 양상, 기능에 대한 진단이 부재한 까닭에 그에 따른 정책 처방도 구체적

으로 담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농어촌정책 분야에서는 국토 여건 변화를 놓고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데, 광역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해 대체로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편이

다. 그래서 거시적인 국토 공간구조 변화와 광역화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기보

다는 외부적 위협요소에 대응해서 농어촌의 자족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모

색하는 데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필 등(2009; 2010)의 

연구는 경제·생활권 광역화로 농어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

고자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개발이나 농식품산업 육성, 농공단지 활성

16 예컨대 도시권 형성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김동

주 등(2012)의 연구에서는 중점 전략 중 하나로 ‘도농연계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초생활인프라 도농 연계를 통한 

공동 이용, ② 1·2·3차 산업의 융복합과 6차산업화, ③ 어메니티 자원 활용 및 

로컬푸드를 통한 도농연계, ④ 인적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등과 

같이 도시권 정책과는 별개로 추진해온 농어촌정책 고유의 정책 과제들이 담

겨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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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산업 분야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처

방에 중심을 두고서 농어촌 정주권의 육성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편 농어촌정책 분야에서 공간적인 처방 자체에 집중하는 논의들은 그다

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아래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

구들을 중심으로 주요한 정책 논의 사항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향후 추가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선행연구의 주요 정책 제안 방향과 평가

2.2.1. 농어촌 중심지 육성 

농어촌 정주공간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이슈를 놓고 선행연구를 통해

서 관련 정책 제안이 제기되어왔다. 우선 농어촌 중심지 육성과 관련해서는 

강병수(2003), 한상욱·송두범(2006), 성주인 등(2008) 등의 연구에서 여러 가

지 정책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거점 읍·면과 일반 면 단위 중심

지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중심지 유형에 따른 차별적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시·군별로도 생활권 유형이 다양함을 감안, 지역 특성에 맞는 중심지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성주인 등 2008).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정부의 농어촌 중심지에 대한 투자가 본

격화되지 않고 소도읍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던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다. 따

라서 최근의 정책 여건에 맞추어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읍·면 소재지 

관련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조성되는 시설의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심지와 배후 마을과의 연계 문

제에 대해서도 당위적인 필요성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다 구체화

된 정책 처방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의 주체 형성과 파트너

십 같은 문제들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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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마을 단위 지역개발사업 재편

마을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에 두드러지는 연구 주제는 농어촌 마을의 공동화·과소화 문제에 대한 대응

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병기 등(2009)과 성주인·채종현(2012),

이창우(2013) 등의 연구에서 과소화 마을 진단과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졌다.

과소화 마을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의 연구들이 질문 자체를 던지기는 했

지만 뚜렷한 해법은 못 찾고 원론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반드시 

과소화 마을 문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농어촌 마을에 대한 투자를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인지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어

촌 마을에 대한 정책의 역할과 개입 근거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작업도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종 유휴시설 양산 문제(김광선·이규천 2012)나 정부 

지원 사업의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지금까지 확대되어온 마을 단위 지역개발

사업의 재편 방향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2.3. 농어촌 지역개발 거버넌스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

위에서 제기한 정책 이슈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의 추

진 과정에 참여할 주체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

어촌정책 분야의 민관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지

역 단위로 내려갔을 때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 주체 육성에 대한 과제

이기도 하다. 이러한 파트너십 및 민관 협력과 관련해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

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예컨대 박진도 등

(2002)은 상향식 농촌발전전략의 추진을 논의하면서 읍·면, 시·군, 광역 단위 

등의 민간 주도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박경·구자인(2006)에서도 유럽

연합의 리더(LEADER)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 방식을 제안하면서 민간 중심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 단위 총괄 역할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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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자체의 전담 추진기구 구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실 국내에서는 사례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진국의 리더 프로그램 같은 사례를 적용하

여 지역활동조직 구성 등을 제안하였지만, 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농어

촌 현장에서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기

보다는 당위적인 필요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한계가 있다.

한편 김정섭 등(2009)은 농촌개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개발 거버넌

스를 형성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차원의 역량을 키우고 

사업 주도권을 민간에서 갖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선 

계획, 후 지원’ 시스템 도입과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지만, 큰 방향과 원칙 수

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편이었다. 그 밖에도 김수석 등(2010)은 지방의 농

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유럽연합의 리더 프로

그램 등 지역개발 관련 정책도 고찰하지만 농업정책 실행을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주체가 된 지역 단위 거버넌스로 농업회

의소 같은 대안을 고찰하는 데 집중한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파트너십과 관련한 기존 논의들은 행정의 입장에서 지

자체 농어촌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거나 특정한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을 놓고 주체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데 주력하

는 경향이 있었다. 사업 추진이나 행정의 통합적 추진 조직 구성 같은 과제

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공동체 입장에서 역량 형성과 파트너십 구축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17

17 민간 주도의 마을만들기 논의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문제

를 다루었던 논의로는 구자인 등(2010)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정책

연구 또는 학술연구라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마을만들기 활동의 경

험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 논의라 할 수 있다.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연구 과제32

그림 2-2. 농어촌 정주공간 분석과 정책 과제 도출의 흐름

3.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 관련 연구 과제

본 연구의 전반적인 논의 흐름은 <그림 2-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의 

(A) 부분에서 주로 논의한 1차연도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그림 (B)에서 

제시한 2차연도의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과 관련한 과제를 도출한다. 그 과정

에서 앞서 제1절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실태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중점적으

로 다루게 될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기존 마을 단위의 지역개

발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갈 것인가이다. 현재 정책적으로는 상향식 농어

촌정책 추진과 주민 참여 확대의 단위로서 여전히 ‘마을’이라는 공간이 유의

미한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례로 ‘색깔 있는 마을’(농식품부), ‘마

을기업’ 및 ‘지역공동체 사업’(안전행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마을 만들

기를 확대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마

을 공동체 기능의 쇠퇴, 지역사회 구성원 변화에 따른 커뮤니티 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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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마을 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의 마을 과소화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어떠한 대응이 요

구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 단위의 분산적 사업 추진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마을개발사업의 재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

이 존재하는데,18 다양한 논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활발히 

추진해온 소득사업 중심의 마을 투자와 기존의 기초 생활기반 중심의 투자

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도 논의해야 할 정책 과제이다.

둘째, 농어촌 정주공간의 생활권 거점인 중심지 육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배후 마을들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농어촌 주민들의 정

주 장소이기도 한 읍·면 중심지에 대한 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성주

인 등 2008), 구체적 정책 방향, 육성 전략에 대해 본격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중심지 대상 정책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그동안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은 하드웨어 시설 설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향후 읍·

면 소재지 육성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중심지 육성을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정책 콘텐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 상업 활동이 아닌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서 읍·면 중심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며, 이를 어

떻게 육성할 수 있는가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농어촌 정주공간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한다. 이는 마을, 읍·면 등의 특정 

공간 단위에 한정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제시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주

18 국민 최저한도(national minimum)의 유지를 위해 과소화 마을을 포함한 농어촌 

배후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다. 반대로, 거

점 위주 투자를 위해 개별 마을 단위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

며, 중장기적인 정주체계 발전을 염두에 둔 인위적인 마을 재편 필요성이 제

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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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참여와 민관 협력에 바탕을 둔 농어촌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으

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 공동체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세

부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현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공동체 활동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농어촌 공동체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

간 단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

동할 주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실태 제3장

제3장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다. 우선 

거시적인 국토 공간구조 속에서 농어촌 생활권이 갖는 위상을 살펴보고, 농

어촌 지역과 인근 중심도시와의 연계 관계, 농어촌 내에서의 소(小)생활권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어 농어촌 마을의 기초적 정주 여건과 공동체 활동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농어촌에서 새

로운 공동체 활동 추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토 정주계층상에서 농어촌 생활권의 위상

1.1. 통근·통학으로 본 중심도시와 주변 시·군 연계성 변화

생활권은 통근·통학·인구이동·서비스이용·물류·여가 등 다양한 차원에 따

라 달리 형성되는 복합적인 권역이다. 이 절에서는 농어촌의 생활권이 국토 

정주계층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먼저 가장 일상

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근·통학 이동을 통해 농어촌에서 생활권이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00년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자

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각 시·군의 통근·통학의 변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시·군별 통근·통

학 비율을 시기별로 살펴본다. 하지만 시·군의 통근·통학 비율만으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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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출입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힘들며, 각 시·군이 다른 시·군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 각 시·군의 통근·통학 상 생활권 연계를 사회연결망 분

석 중 ‘강도’와 ‘범위’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강도’ 측면에서 

생활권 연계 정도는 중심도시가 주변 지역에 갖는 영향력으로 측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결 정도 영향력은 다시 유입과 관련한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

(indegree centrality)과 유출과 관련한 외향 연결 정도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으로 측정할 수 있다. ‘범위’ 측면에서 연결 정도는 각 시·군이 갖게 

되는 이동 경로 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로거리(geodesic distance) 지표를 사

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두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농어촌 통근·통학 생활

권의 유입·유출·범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통근·통행 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군이 주변 시·군에 미치

는 영향력을 영향력 지수를 통해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권 위계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군의 공간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통근·통학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통근·통학자의 비를 통해 산출하였다(수

식 1). 이를 통해 시·군별 정주 생활에 있어서 이동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 (수식 1)

 = 통근·통학 비율

p = 인구수

c = 통근·통학자 수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이란 다른 시·군으로부터 특정 시·군으로 얼마만큼 

유입 연결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향 연결정도가 높은 시·군은 네트

워크 상에서 유입 중앙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10년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의 <수식 2>와 같이 내

향 연결정도 중앙성을 표준화한 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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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2)

 = j 지역으로 향하는 k개의 연결 수의 표준화값

 = j 시·군에서 i 시·군으로의 연결 수

g = 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연결망수

반대로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이란 한 시·군이 다른 시·군으로 얼마만큼 유

출 연결이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외향 연결정도가 높은 시·군은 

네트워크상에서 유출 중앙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

점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의 <수식 3>처럼 외향 연결정도 중앙

성도 표준화한다.

 


  




× (수식 3)

 = i 지역에서 나가는 k개의 연결 수의 표준화값

 = i 시·군에서 j 시·군으로의 연결 수

g = 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연결망수

경로거리(geodesic distance)는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최소 단계 수를 의

미하는 지표로, 이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사용된다. 경로 거리는 

두 점들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경로 거리가 상

대적으로 작으면 상대적으로 ‘좁은 세상’을 의미한다.

어느 시·군(j 지역)의 영향력 지표는 목적지별 유입·유출의 영향력을 나타

내는 것이다. <수식 4>와 같이 각 시·군(i 지역)의 유출통행량 중 해당 시·군

(j 지역)으로 유입해온 통행량을 나눈 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정규

진·정문기 2010). 이 수치가 1이 넘을 경우 그 지역은 외부로 나가는 통행량

보다 내부로 들어오는 통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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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총유출통행량
지역에서 지역으로가는통근자수

(수식 4)

먼저 각 시·군의 이동성을 볼 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각 시·군별 인

구 대비 통근·통학 인구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두 시

점 사이에 일터와 주거 간 불일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

이다.

2000년 2010년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nso.go.kr/project/future/futue_main.asp?item=c1&page=2)

그림 3-1. 통근·통학 비율(2000년, 2010년)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실태 39

2000년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 2010년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

그림 3-2. 통근통행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 변화(2000～2010년)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의 통근·통학 목적지로서 영향력 감소

하지만 단순히 지역에서 통근·통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각 시·

군이 통근·통학 상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차지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

다. 이에 사회연결망 지표를 사용하여 통근·통학 상의 연결 정도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수도권 시·군에서는 일부 지역(화성시, 여주군, 광주시, 파주

시, 시흥시, 남양주시, 서울시 금천구, 의왕시, 용인시)에서 내향 연결정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감소할 경우에도 그 폭이 비수도권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 아산시, 청원군, 증평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지역에서

는 내향 연결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3-2).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0년에 내향 연결정도가 높았던 중소도시 지

역의 상당수가 2010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근·통학 상에서 유입 영향력이 높았던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역할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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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 2010년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

그림 3-3. 통근통행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 변화(2000～2010년)

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향 연결정도(outdegree)는 한 중심도시에서 다른 시·군들로 나

가는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

이 강한 지역은 주변 시·군으로 통근·통학 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

는 곳임을 의미한다. 2000년과 2010년의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 지수를 비교

했을 때도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 지수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

역에서 모두 그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3-3). 외향 연결정도 중

심화 지수가 상승한 지역, 즉 외부로의 통근·통행에서 연결성의 강도가 증가

한 지역은 당진시, 화성시, 여주군, 광주시, 대전 유성구, 용인시, 파주시, 오

산시, 광주 광산구, 아산시, 남양주시, 울산 북구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외부로의 통근·통학의 강도가 2000년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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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2000년 2010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step 11,194 0.205 14,298 0.271

2 step 33,175 0.608 35,694 0.678

3 step 9,637 0.177 2,678 0.051

4 step 283 0.005 - -

5 step 233 0.004 - -

평균 2.0 1.8

표준편차 0.7 0.5

자료: 2000,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자료.

표 3-1. 시기별 경로거리 지표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과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을 볼 때 청원군, 증평군의 

경우는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이 증가하였지만,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두 지역은 2000년과는 달리 통근·통학 상에

서 그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전

국 시·군의 통근·통학상 나타나는 네트워크는 수도권 일부 도시와 지방의 몇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난 10여 년 전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군간 통근·통학 이동상 중간계층 도시들의 위상 약화

두 번째로 시·군 간에 통근·통학 연계 정도를 계층성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는 경로거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특히 두 시점 간에 경로거

리를 비교했을 때 시·군들 사이에 경로거리 값이 커진다는 것은 두 지역 간

에 분포하는 중간계층의 지역들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

하게 된다.

<표 3-1>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경로거리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2000년 통근·통학 네트워크에서 각 시·군이 가지는 평균 경로거리는 2.0 단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에는 평균 경로거리가 1.8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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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영향력 지수 분포 2010년 영향력 지수 분포

그림 3-4. 통근통행 영향력 지수 변화(2000～2010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거리의 최대값을 비교해 보아도 2000년에는 

최대 연결거리가 5단계였지만, 2010년에는 최대 3단계를 초과 이동하는 지

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근 10년간 사람들의 통근·통

학 이동에서 중간계층에 있는 중소도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경로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대도시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위치한 중소도시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간 통근·통학량을 기반으로 하는 통근·통학의 영향력을 집계하여 상

위 도시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기별로 파악한 결과, 서울 및 기타 

광역시의 경우 주변 시·군에 대한 영향력 지수는 4.83에서 5.41로 지난 10여 

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반면 기존 중소도시들의 경우는 통

근 영향력 지수 값이 0.76에서 0.65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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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서 대도시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반면, 기존의 중

소도시가 주변 시·군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1.2. 인구이동으로 본 중심도시와 주변 시·군 연계성 변화

통근·통학과 더불어 정주생활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이동 측면

에서의 연계 생활권을 살펴보았다. 인구이동은 두 지역 간 정보 교류와 문화

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회적 

연계활동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노승철 등 2012). 따라서 인구이동 권역은 

지역 생활권을 설명하는 통근·통학에 보완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총인구이동량을 2000년, 2010년 시점으로 나누어 지도화

하였고 중첩시킴으로써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3-5>는 지역 간 총인구이동량을 500인 이상인 경우 흐름도로 생성

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2000년의 경우는 2010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

로 적은 이동량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지방 대도시로의 이동이 2000년보

다 2010년에 더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광주광역시와 주변도시 간의 이동권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우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선이 감소하고 있으

며 그 크기 또한 감소하고 있다.

1.3. 분석 결과 종합

지금까지 통근·통학, 인구이동 관련 자료를 2000년과 2010년 두 시점 간에 

분석함으로써 중심도시의 연계권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교통수단의 발달

과 일자리 및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국의 지역 간 이동 

성향은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볼 때 농어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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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지역 간 인구이동의 변화(2000～2010년)

에서의 이동에 있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방 중·소도시들은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이고, 대도시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하

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히 대도시 주변 일부 시·군

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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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이어지던 우리의 전통적인 단

계적 정주체계는 약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영향력

이 과거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며, 전국적인 공간구조가 도시

권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어떤 형태

로든 농어촌 고유의 생활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생활권이 지속된다고 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농어촌

에 원격지 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점, 인구 고령화로 공간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를 본격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농어촌 생활권 자체에 초점을 두어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농어촌 주민의 생활권 현황과 마을 정주 여건 

국토공간 상에서 농어촌 생활권이 갖는 위상에 대해 앞에서는 통근·통학 

및 인구이동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주민의 각

급 중심지 이용 및 서비스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농어촌 생활권의 분포 양상

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주변 중심도시와 농어촌 시·군 간 연계 현황을 고찰하며, 이

어서 시·군 내에 분포하는 소(小)생활권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끝으로 마을 

단위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분석한 앞 절과 달리 이하에서는 사례지역 조사 결

과를 주로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바탕이 되

는 기초적 서비스 이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분석과 별도로 

구체적인 설문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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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어촌 주민의 타 시·군과의 생활권 연계 실태

2.1.1. 주변 도시에 대한 사례지역 주민의 생활권 현황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축된 시·군별 통계자료를 통해서는 실제 농어촌 주

민들이 인근 도시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상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개별 시·군 내에서도 읍·면 단위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 특

성에서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는바, 이하에서는 사례지역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농어촌 지역이 주변 시·군과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례지역 내 읍·면별로 주변 도시에 가지는 생

활 연계 범위와 연계 강도를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은 제1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원도 평창군, 전남 보성군, 경

북 성주군 등 세 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지역에서 타 시·군과 연계 하에 

형성되는 생활권 현황을 살펴보고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

표는 <부록>에 제시). 주요 방문 목적지 집계 결과를 읍·면별로 집계하여 사

례지역별로 집계한 결과가 <표 3-2>부터 <표 3-4>에 각각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 시·군에 속한 읍·면들이라도 동일한 시·

군과 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상이한 생활권을 형성

한다. 특히 주변에 복수의 중심도시가 있을 경우 한 시·군 내에서도 읍·면별

로 연계권이 달리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성군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광주를 목적지로 하는 

생활권과 순천을 목적지로 하는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었다. 보성군에서도 

문덕면, 보성읍, 노동면, 복내면, 웅치면, 미력면, 회천면 등은 광주광역시가 

주요한 생활권 중심지인 반면, 벌교읍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0.8%가 순천

시를 주 생활권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또한 율어면, 겸백면, 조

성면, 득량면의 경우 광주와 순천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생활권 특성을 보

였다. 이와 같은 특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3-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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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광주 순천 광양 여수 고흥 기타 총합계

겸백면 18(58.1) 7(22.6) 1(3.2) 5(16.1) 31(100)

노동면 26(83.9) 2(6.5) 3(9.7) 31(100)

득량면 19(45.2) 16(38.1) 1(2.4) 3(7.1) 3(7.1) 42(100)

문덕면 18(58.1) 4(12.9) 1(3.2) 8(25.8) 31(100)

미력면 21(65.6) 6(18.8) 1(3.1) 1(3.1) 3(9.4) 32(100)

벌교읍 8(16.7) 34(70.8) 2(4.2) 2(4.2) 2(4.2) 48(100)

보성읍 28(63.6) 6(13.6) 1(2.3) 1(2.3) 8(18.2) 44(100)

복내면 21(67.7) 5(16.1) 5(16.1) 31(100)

웅치면 19(63.3) 4(13.3) 1(3.3) 6(20) 30(100)

율어면 13(41.9) 8(25.8) 2(6.5) 2(6.5) 6(19.4) 31(100)

조성면 8(22.9) 20(57.1) 2(5.7) 1(2.9) 4(11.4) 35(100)

회천면 23(67.6) 4(11.8) 1(2.9) 6(17.6) 34(100)

총합계 222(52.9) 116(27.6) 6(1.4) 7(1.7) 10(2.4) 59(14) 420(100)

표 3-2. 보성군의 읍·면별 주변 도시로의 이동 현황

그림 3-6. 보성군 읍·면의 생활권 이동에서 이동량 5% 이상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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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0% 정도가 대구시를 

주요 생활권으로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3-3). 성주군의 12개 읍·면 중 

수륜면만 대구와 고령을 절반씩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대구-고령생활권으로 

나타났다. 즉, 보성군과는 다르게 성주군은 대부분 읍·면들이 대구에 포섭된 

생활권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7). 이와 같이 생활권이 나타나는 이유

는 보성군에 비해 성주군은 대도시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평창군은 읍·면에 따라 주변 시·군과의 연계권 형성 양상에서 특히 차이를 

보인다(그림 3-8). 진부면과 대관령면 조사자의 85% 이상이 강릉을 주요 방

문 목적지로 하는 데 비해, 평창읍, 대화면, 방림면 조사자의 60% 이상은 원

주를 타 시·군 생활권 목적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봉평면

과 용평면은 원주와 강릉이 비슷한 비율로 방문 목적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미탄면의 경우 응답자의 약 25% 정도가 정선군과 연계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대구 구미 칠곡 고령 김천 기타 총합계

가천면 25(78.1) 1(3.1) 2(6.3) 1(3.1) 3(9.4) 32(100)

금수면 22(66.7) 2(6.1) 2(6.1) 7(21.2) 33(100)

대가면 41(93.2) 2(4.6) 1(2.3) 44(100)

벽진면 28(80) 3(8.6) 4(11.4) 35(100)

선남면 36(85.7) 3(7.4) 3(7.1) 42(100)

성주읍 47(87.0) 1(1.9) 1(1.9) 1(1.85) 4(7.4) 54(100)

수륜면 20(57.1) 15(42.9) 35(100)

용암면 29(80.6) 1(2.8) 5(13.9) 1(2.8) 36(100)

월항면 29(82.9) 1(2.9) 2(5.7) 3(8.6) 35(100)

초전면 29(74.4) 1(2.6) 1(2.6) 3(7.7) 5(12.8) 39(100)

총합계 306(79.5) 10(2.6) 10(2.6) 23(6.0) 6(1.6) 30(7.8) 385(100)

표 3-3. 성주군의 읍·면별 주변 도시로의 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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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성주군 읍·면의 생활권 이동에서 이동량 5% 이상 목적지

그림 3-8. 평창군 읍·면의 생활권 이동에서 이동량 5% 이상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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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원주 강릉 횡성 정선 태백 기타 총합계

대관령면 1(2.5) 36(90) 1(2.5) 2(5) 40(100)

대화면 23(57.5) 7(17.5) 2(5) 8(20) 40(100)

미탄면 14(43.8) 2(6.25) 7(21.9) 9(28.1) 32(100)

방림면 25(71.4) 4(11.4) 1(2.9) 1(2.9) 4(11.4) 35(100)

봉평면 20(46.5) 12(27.9) 1(2.3) 10(23.3) 43(100)

용평면 17(42.5) 21(52.5) 2(5) 40(100)

진부면 3(6.12) 42(85.7) 1(2.0) 3(6.1) 49(100)

평창읍 32(66.7) 8(16.7) 1(2.1) 7(14.6) 48(100)

총합계 135(41.3) 132(40.4) 2(0.6) 12(3.7) 1(0.3) 45(13.8) 327(100)

표 3-4. 평창군의 읍·면별 주변 도시로의 이동 현황

2.1.2. 개인 특성에 따른 주변 도시 방문 목적

농어촌 주민들이 주변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으로서, 거주 시·군에서 제공

하지 못하는 고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꼽을 수 있다. <표 3-5>

에서 사례지역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타 시·군(주로 인근 중심도시)으로 

이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병원 진료’(30.4%)와 ‘친지 방문’

(22.1%), ‘생활필수품 구입’(15.6%)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주요 목적에서 남녀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대별 타 시·군 이동 목적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남성의 경우는 생필품 구입, 문화여가활동과 친지 

방문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요 목적으로 나타났고, 30대 이하 여성의 경

우는 이외에도 병원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50대 연령

대에서는 주로 생필품 구입 및 병원 이용을 위해 타 시·군을 방문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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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보면, 남성은 사회활동을 위해, 여성은 친

지 방문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는 병원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친지 방문 등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개인
특성

방문
목적

남성 여성

계
소계

30대
이하

40
～50대

60대
이상

소계
30대
이하

40
～50대

60대
이상

가전/가구 구입 1.2 3.9 2.1 0.6 1.0 0.0 0.6 1.4 1.1

각종 사회모임 10.9 11.5 12.6 10.2 5.7 7.8 8.0 4.0 7.9

경제활동 1.7 0.0 3.7 1.1 0.8 0.0 1.1 0.7 1.2

농업물품 구입 1.8 0.0 2.6 1.7 0.9 0.0 1.1 0.9 1.3

문화여가활동 5.4 17.3 6.3 4.0 5.5 21.1 6.0 2.6 5.4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0.8 0.0 1.6 0.6 0.1 0.0 0.0 0.2 0.4

병원 진료 29.1 11.5 21.5 33.6 31.3 22.2 27.8 35.0 30.4

생활편의시설 이용 2.7 3.9 4.7 1.9 2.6 5.6 3.6 1.6 2.7

생활필수품구입 13.7 23.1 22.5 9.6 16.9 22.2 23.4 12.0 15.6

친지 방문 20.4 15.4 11.5 24.2 23.4 12.2 17.9 28.6 22.1

그 외 이유 12.3 13.5 11.0 12.6 11.9 8.9 10.7 13.1 12.1

총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n) 773 52 191 530 1,028 90 364 574 1,801

주: 방문 목적 1위, 2위, 3위를 합산하여 집계.

표 3-5. 개인 특성별 타 시·군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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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주민들의 주변 도시 방문 빈도 변화

사례지역과 주변 도시의 생활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사례지역에서 

타 시·군으로의 방문 빈도 변화를 집계하였다(표 3-6). 10년 전과 비교하여 

사례지역 주민들은 특정 시·군으로 이동량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는 등 일률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 

도시에 대한 방문 빈도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예컨대 보성군의 경우 광주광

역시로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방문 빈도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순천시,

광양시로의 방문 빈도는 증가하였다. 여수시, 고흥군으로의 방문 빈도는 감

소하였다. 성주군의 경우는 구미시로의 방문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대구광역

시를 비롯한 주변 다른 시·군으로의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

창군은 정선시를 제외하고 주변 도시로의 방문 빈도가 증가하였다.

2.1.4. 분석 결과 종합

이상의 분석 내용과 앞서 제1절에서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해볼 

수 있겠다. 통근·통학 이동 목적지나 인구이동 목적지로서 지방 중소도시들

의 영향력이 강화되지는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배후 

농어촌의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감소한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

만 지방 중소도시는 여전히 배후 농어촌 주민들에게 고차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중심지로서 주변 농어촌 시·군들과 일정 수준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러한 중소도시와 배후 농어촌 간의 연계 양상은 한 시·군 내에서도 

읍·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개별 주민 특성에 따라서도 역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고차 서비스가 아닌 보다 기초적인 서비

스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농어촌 시·군 내 소(小)생활권을 파악하는 작

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 결과를 상위 중심도시 서비스 이

용 양상과 종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을-읍·면-시·군-중심도시 등으로 이

어지는 농어촌 정주계층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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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화 그래프 비고

보
성
군

광주광역시로의
방문 빈도는 일정

순천시, 광양시로의
방문 빈도 증가

고흥군, 여수시로의
방문 빈도 감소

성
주
군

대구시, 고령군, 김
천시, 칠곡군으로의
방문빈도는 증가

구미시로의 방문 빈
도는 감소

평
창
군

강릉시, 원주시, 횡
성군으로의 방문빈도
증가

정선군으로의 방문빈
도는 감소

표 3-6. 사례지역의 목적지 방문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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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읍·면 단위의 소생활권 분포 특성

2.2.1. 시·군 내 읍·면 단위의 소생활권 사례

이하에서는 시·군 내 읍·면 단위로 형성되는 소생활권 현황에 대해 사례지

역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농어촌 마을 단위에서는 자체적으

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보다 상위의 정주 계층인 읍·면 중심지에서 기초적인 서비스들을 이용

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형성되는 소생활권의 분포 특성

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다거점 지역, 행정 

거점과 전통적 거점이 공존하는 지역, 단일 거점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평창군, 보성군, 성주군19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사례지역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 시·군 내에 분포하는 거점 읍·면을 파악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방문 행태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작업을 수

행하였다. 첫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방문 정도와 방문 목

적이고, 둘째는 타 읍·면에 대한 방문 정도와 방문 목적이다. 시·군 내의 거

점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읍·면을 선별해야하므로 설문조사는 해당 군의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인구에 비례하여 샘플을 구성한 후 실시하였다.20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례지역에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자주 

방문하는 중심지는 바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읍·면의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거점 읍·면을 가려 낼 수 없기 때문에 설문 응답 

자료를 거주 읍·면(출발지)과 방문하는 타 읍·면(목적지)으로 이원화한 연결

19 사례지역을 선정할 때 성주인 등(2008)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공간구조 분

석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읍·면 단위 통계 등도 예비적인 유형 구분의 참고자

료로 활용하였다.
20 사례조사 대상 읍면 당 최소 30명 이상을 균등하게 할당한 후,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추가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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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자료로 구축한 뒤 거점 읍·면을 추출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하

였다. 사례지역별로 거점 읍·면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인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연결망 중에서 한 지역으로 10% 이상 들어오는 

내향 연결망이 성립된 것을 거점 읍·면이라고 가정하면, 평창군의 경우는 평

창읍(35.71), 진부면(30.952), 대화면(20.635), 봉평면(11.11) 등 네 개 읍·면을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보성군의 경우 보성읍(64.39), 벌교읍(9.85)이 높게 나타

나 행정 중심지와 전통적인 중심지가 거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주군의 

경우 성주읍(62.07)이 압도적으로 중심성이 높은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요컨

대 평창군의 경우 타 지역보다 다양한 소생활권의 거점이 다수 존재하며, 보

성군은 군청소재지와 한 개의 주요 거점이 분포한다. 반면에 성주군은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생활권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창군
내향
연결정도

보성군
내향
연결정도

성주군
내향
연결정도

평창읍 35.714 보성읍 64.394 성주읍 62.069

미탄면 1.587 벌교읍 9.848 선남면 2.299

방림면 1.587 노동면 0.379 용암면 0.766

대화면 20.635 미력면 1.515 수륜면 1.149

봉평면 11.111 겸백면 0.379 가천면 7.663

용평면 3.175 율어면 0.758 금수면 1.149

진부면 30.952 복내면 6.439 대가면 3.065

대관령면 3.968 문덕면 0.758 벽진면 2.299

조성면 0.758 초전면 6.513

득량면 3.03 월항면 2.299

회천면 5.303

웅치면 2.273

표 3-7. 사례지역 읍·면별 내향 연결정도

주: 거점 읍·면으로 판정된 곳을 음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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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거점 읍·면을 중심으로 소생활권의 포섭 관계를 파악하면 <그림 

3-9>와 같다. 평창군은 평창읍 생활권(평창, 미탄, 방림, 대화), 진부면 생활

권(진부, 용평, 대관령), 대화면 생활권(대화, 평창, 용평, 방림, 봉평), 봉평면 

생활권(봉평, 용평) 등 4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성군은 보성

읍 생활권(보성, 노동, 미력, 겸백, 득량, 회천, 웅치, 복내, 율어, 문덕, 조성),

벌교읍 생활권(벌교, 율어, 조성) 등 2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

면 성주군은 성주읍을 중심으로 군 전체가 단독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평창 보성

성주

그림 3-9. 사례지역의 생활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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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심도시, 거점 읍·면과 거주 읍·면 방문 빈도의 변화

이전 분석에서는 거점 읍·면과 그에 속하는 소생활권을 구분하였다. 이번

에는 정주계층을 중심도시, 시·군 내 거점 읍·면과 거주 읍·면으로 나누어 방

문 변화를 분석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권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표 

3-8). 분석 결과 30대 이하 인구는 거점 읍·면에 대한 방문이 감소하고, 거주 

읍·면과 중심도시에 대한 방문은 과거 약 10년 전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일

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30대 이하 인

구도 기본적인 필요는 거주 읍·면 소재지에서 해결하고, 보다 고차적인 필요

는 거점 읍·면보다 중심도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
중심지
계층

과거와 비교한 방문 빈도 변화

합계
감소
(A+B)

증가
(C+D)

매우
감소
(A)

감소
(B)

변화
없음

증가
(C)

매우
증가
(D)

기타

40대
미만

거주
읍·면

8.1 8.1 51.6 17.7 8.1 6.5 100.0 16.1 25.8

거점
읍·면

3.3 28.3 38.3 13.3 10.0 6.7 100.0 31.7 23.3

중심
도시

1.6 4.7 29.7 48.4 14.1 1.6 100.0 6.3 62.5

40～
50대

거주
읍·면

3.8 10.5 52.8 17.1 11.5 4.2 100.0 14.3 28.7

거점
읍·면

6.0 13.9 44.3 20.3 10.4 5.1 100.0 19.9 30.7

중심
도시

3.4 9.4 44.7 27.1 13.2 2.3 100.0 12.8 40.2

60대
이상

거주
읍·면

13.9 22.0 38.9 12.8 7.7 4.8 100.0 35.9 20.4

거점
읍·면

15.8 20.5 35.0 16.6 7.3 4.9 100.0 36.3 23.9

중심
도시

14.2 19.6 33.8 19.8 8.6 3.9 100.0 33.8 28.4

표 3-8. 주민들의 농촌 중심지 계층별 방문 빈도의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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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는 30대 이하 인구와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높지만, 경제활동, 각종 

모임 등 사회경제적 활동은 대체로 거점 읍·면에서 수행하는 빈도가 높다.

이에 거주 읍·면과 더불어, 거점 읍·면, 중심도시에 대한 방문이 모두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이동성이 낮은 60대 이상 인구는 중

심지 방문빈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어촌 주민의 생활권은 개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며, 그 변화 양상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중심지 이용 특성이 상이한 까닭에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도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리라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2.2.3. 정주계층별 방문 목적

사례지역 주민들이 거주 읍·면 소재지와 관내 거점 읍·면, 인근 주요 도시

를 방문하는 목적을 분석함으로써 각 정주계층 상의 중심지의 기능과 그 계

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각 계층에 대하여 방문하는 목적을 분석한 결

과, 계층별로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일반 면지역에서는 생활필수품 구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민원/행

정서비스, 병원 진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거점 읍·면에서는 생

활필수품 구입과 함께 병원진료가 가장 높은 방문 목적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친

지 방문, 생활필수품 구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부 기능

에 대해서는 계층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전통적인 

정주 계층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필수품 구입 

같은 저차의 서비스는 하위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상위 정주 계층에서는 고

차의 서비스인 병원 진료나 문화서비스 이용 등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주요 생활서비스 종류별로 주로 어느 계층의 중심지를 많이 이용하는지 

비교한 결과는 <표 3-9>와 같으며, 이를 통해 중심지 유형별 기능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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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읍·면 방문 목적

거점 읍·면 방문 목적

인근 중심도시 방문 목적

그림 3-10. 정주계층의 중심지별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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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가전/가구 구입, 문화여가 활동, 병원 진료 등의 고차서비스 

기능에 대해서는 상위 계층의 중심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문

화여가 활동의 경우 일반 읍·면 중심지에서의 이용 경향이 거점 읍·면 중심지

보다 약간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 읍·면과 거점 읍·면의 문화여가 

인프라 수준 차이가 현격히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

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여가 활동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생활필수품 구입, 생활편의시설 이용, 농업물품 구입, 경제활동,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 또한 전통적인 계층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기

능과는 반대로 일반 면 중심지에서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상위 계

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생활편의시설 이용 등의 기

능은 일반 읍·면 중심지와 거점 읍·면 중심지 간 이용률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구조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사회모임 기능의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읍·면 

중심지에서 인근 도시로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이는 것이다. 즉, 각종 작목반이나 공동체 활동의 범위가 마을, 거주 읍·면에

만 한정되지 않고, 점차 상위 중심지 범위로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중심지 서비스 이용 특성에 대해 개인별 기동성 정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 대조되는 주민 집단을 선별하여 비교해보았다. 40대 이하의 자가용 이

용 집단(이후 (가)집단)과 60대 이상의 자가용이 없는 집단(이후 (나)집단)을 

대조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가)집단은 생활필수품 구입, 생활편의시설 이용

에 대해서는 거주 읍·면이나 거점 읍·면보다는 인근 도시에서의 이용 경향이 

우세하다. 경제활동 역시 거점 읍·면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적으로 광역적인 서비스 이용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나)집단은 이와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가전·가구 구입이나 

병원 진료 같은 고차 서비스에 한해서는 중심도시를 이용하지만, 다른 서비

스들은 대부분 거주지가 속한 읍·면 소재지를 이용하고 있다. 보통 고차서비

스로 분류되는 문화여가 활동까지 거주 읍·면에서 수행하는 양상이다. 노인

층으로 대부분 이동성이 높지 않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구 분

전 체
40대 이하, 자가용 이용

(가)
60대 이상, 자가용 미이용

(나)

거주
읍·면

거점
읍·면

중심
도시

계
거주
읍·면

거점
읍·면

중심
도시

계
거주
읍·면

거점
읍·면

중심
도시

계

생활필수품 구입 32.9 39.3 27.8 100.0 25.2 26.8 48.0 100.0 43.8 40.3 15.9 100.0

생활편의시설 이용 41.0 40.0 19.0 100.0 30.4 34.8 34.8 100.0 59.0 33.7 7.2 100.0

농업물품 구입 47.6 41.3 11.2 100.0 75.0 25.0 0.0 100.0 59.2 36.7 4.1 100.0

가전/ 가구 구입 0.0 30.8 69.2 100.0 0.0 0.0 100.0 100.0 0.0 25.0 75.0 100.0

경제활동 67.2 20.8 12.0 100.0 31.8 50.0 18.2 100.0 91.7 5.6 2.8 100.0

친지 방문 10.1 14.3 75.6 100.0 12.1 24.2 63.6 100.0 16.2 15.5 68.3 100.0

각종 사회모임 26.9 28.3 44.8 100.0 21.4 14.3 64.3 100.0 40.0 27.4 32.6 100.0

문화여가활동 27.0 25.9 47.1 100.0 2.6 12.8 84.6 100.0 58.5 20.8 20.8 100.0

병원 진료 11.4 28.2 60.4 100.0 9.6 23.3 67.1 100.0 18.8 31.3 49.9 100.0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73.1 23.4 3.4 100.0 72.7 18.2 9.1 100.0 81.0 17.2 1.7 100.0

기타 31.5 22.1 46.3 100.0 22.9 37.5 39.6 100.0 44.4 12.2 43.3 100.0

표 3-9. 서비스 목적별로 주로 이용하는 중심지 계층

주: 1) 각각의 서비스 항목별로 타 중심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많을 경우 음영으로 강조함.

2) 전체는 (가)와 (나)집단 외에 다른 응답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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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읍 부 면 부

소재지마을 배후마을 소재지마을 배후마을

상수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92.9 71.4 94.1 54.8

마을 간이상수도 0.0 20.8 5.9 34.9

자가수 7.1 7.8 0.0 1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하수
처리

없음 18.2 39.7 38.2 54.2

공공하수처리시설 76.4 50.0 55.9 33.1

마을 간이 폐수처리시설 5.5 10.3 5.9 12.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도시
가스

없음 78.6 94.6 88.2 99.3

있음 21.4 5.4 11.8 0.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쓰레기
처리

개별 가구 처리 24.6 14.1 9.1 29.0

마을 공동 처리 7.0 1.3 9.1 3.4

행정 수거 처리 68.4 84.6 81.8 67.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2년 제1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4개 사례지역(양평, 진천, 부안, 청송)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를 재집계.

2) 배후 마을과 소재지 마을은 읍·면 담당자 면담 조사 및 행정자료 등에 입각하여 구분.

표 3-10. 마을 유형별 주요 생활기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2.3. 마을 단위의 기초 정주 여건

2.3.1. 기초적 생활기반 수준에서의 마을 간 편차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공동화와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농어촌 마을에서는 

각기 다른 기초적 생활기반 수요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초적 생활기반 시설

은 마을의 유형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마을의 특성에 맞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1차연도 연구 시 조사된 자료를 재집계하여 마을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3-10>에 제시되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 실태 등을 살펴보

면, 읍부보다는 면부, 소재지보다는 배후에 위치한 마을일수록 여건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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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을에 설치된 공동시설 분포 현황을 마을 규모에 따라 집계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대체로 규모가 큰 마을일수록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마을회관, 경로당은 40호 미만 마을에도 설치된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다. 그러나 공동창고나 공동식당, 숙박시설 등 소득 및 도농교류

와 연계된 시설은 규모가 큰 마을과 작은 마을 간에 설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분
마을(행정리) 규모

전 체
40호 미만 40～100호 100호 이상

마을회관 73.3 76.4 71.3 72.9

경로당 73.3 78.0 81.6 77.0

공동창고 19.8 40.2 33.3 31.5

공동주차장 25.6 30.7 26.4 27.4

공동식당 2.3 7.9 9.2 6.3

마을숙박시설 1.2 5.5 4.6 4.1

기타 4.7 7.1 3.4 5.4

주: 2012년 제1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4개 사례지역(양평, 진천, 부안, 청송)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를 재집계.

표 3-11. 마을의 규모와 공동시설 분포 현황

단위: %

2.3.2 마을 유형별 주민 역량의 차이

마을별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역량 수준에서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마

을 단위로 수행하는 도농교류 활동 수준을 지표로 삼아 이와 관련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표 3-12>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을의 작목반이나 영

농조합과 같은 경제활동 조직 분포 현황을 기준으로 도농교류 활동 참여도

를 집계한 결과이다. 제1차연도 연구에서 수행한 사례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를 재집계한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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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마을의 경제활동 조직 수

전 체
없음 1개 2개 이상

도농교류 안 함 91.8 65.3 54.1 77.3

도농교류 참여(1개 활동) 6.3 23.1 16.2 13.9

도농교류 참여(2개 활동) 1.3 7.4 18.9 5.7

도농교류 참여
(3개 이상 활동)

0.6 4.1 10.8 3.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2012년 제1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4개 사례지역(양평, 진천, 부안, 청송)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를 재집계.

표 3-12. 마을 경제활동 조직 분포와 도농교류 활동 참여

단위: %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 조직을 갖추고 마을 단위의 도농교류 활동 경

험이 있는 곳은 전체 마을 중 22.7%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경제활동 조직이 갖추어진 곳은 도농교류 활동 참여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 조직이 분포하지 않는 마을의 경우는 91.8%가 도

농교류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마을 유형과 대비된다.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되지만, 그러한 양상이 

일률적이지 않고 마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이상의 조사 결과

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제1차연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농어촌의 공동체 기능도 전통적인 모습과

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절부터 농어촌

의 각종 커뮤니티 활동 실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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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공동체개념

MacIver(1917) 공동의 생활권, 지역성, 공동체 의식, 구성원 간의 접
촉, 참여, 공동 이익 및 공동선

Hillery(1955) 지리적 영역, 상호작용, 공동 유대의 집합

Calhoun(1980) 사회적 연결망, 공간적 단위, 생활방식, 물리적 장소

최병두(2000)
생물적 및 사회적 필요의 충족, 지역성, 문화적 전통,
사회적 융합, 규범적 구조

천현숙(2001) 사회적 상호작용, 유대감 또는 소속감, 사회적 집단

남용훈과 신중진(2005) 연대의식, 공공선, 참여, 역할 분담

성희자와 전보경(2006) 공동의 유대감, 상호작용, 지역사회

이원훈과 이창수(2007)
연대의식, 공동의 가치와 이익, 참여, 상호관계, 사회
적 집단

자료: 신영선(2012).

표 3-13. 연구자별 공동체 주요 개념

3. 농어촌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 수행 현황

3.1. 농어촌 공동체 유형 

공동체(community)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 정의한 공동체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선행 연구에

서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과 사회적 상호작용, 연대의

식 또는 유대감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그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하지

만 공동체를 구성요소인 공간, 사회 작용, 유대감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정주공동체와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윤소영 2009).

정주공동체는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혈연관계

나 공동의 이념, 목적 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연대

감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이다.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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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의 공유를 

통해 형성된 연대감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

체를 말한다.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 수와 인구

의 동질성, 제한되고 인접된 지역 내의 거주 주민, 역사적 유산 공유, 서비스 

기관(학교, 교회, 시장 등)의 존재, 공동 생활 활동에의 참여, 하나의 집단으

로서 행동할 수 있는 통일된 정신, 상호협동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농어촌 

마을 공동체가 정주공동체라면, 지역공동체는 마을을 벗어나되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읍·면 혹은 시·군 행정구역을 단위로 형성되는 공

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관심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유대감, 공동의 

목적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지역공동체와 주제 유형간의 

영역이 중첩되거나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교제 및 친목 공동체, 정보 및 교

육 공동체, 취미 및 오락 공동체, 정서 및 지원 공동체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농어촌에 적용하면 마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정주공동체,

읍·면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과거 농어촌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정주공동체가 

쇠퇴하고 있는 반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지역공동체가 활동이 활발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3.2. 농어촌 마을 공동체의 실태

3.2.1. 마을 단위 공동체(정주 공동체) 기능 약화

<표 3-14>는 3개 사례지역에 대한 공간 단위별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을 내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62.2%의 주민이 가급적 

참여하거나 적극 참여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읍·면 내의 활동에 대

해서는 48.1%, 시·군 내의 활동에 대해서는 33.2%의 주민이 가급적 참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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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극 참여한다고 답하고 있다. 마을 내 공동체 활동의 참여 정도는 응답

자의 주거지(거점 읍·면 여부), 연령, 직업, 소득, 교통수단, 귀농·귀촌 여부,

직책 수행 경험 등의 변수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농어촌에서 공동체 활동의 근간이 여전히 마을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공동체 활동
공간 단위

적극
참여함

가급적
참여함

잘 참여
못함

전혀 참여
못함

전체

마을 내
362

(32.0)
339

(29.9)
178

(15.7)
253

(22.3)
1132

(100.0)

읍·면 내
214

(18.9)
331

(29.2)
226

(20.0)
361

(31.9)
1132

(100.0)

시·군 내
108
(9.5)

268
(23.7)

242
(21.4)

514
(45.4)

1132
(100.0)

자료: 사례지역 주민 조사 결과.

표 3-14. 공간 단위별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단위: 명, %

마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동수익사업 추진 시 

바람직한 공간 단위’를 집계한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표 3-15). 응답자

의 주거지(거점 읍·면 여부), 연령, 직업, 소득, 교통수단, 귀농귀촌 여부, 직

책 수행 경험 등의 변수와 상관없이 현재와 같은 마을 단위가 가장 바람직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면 단위 비율이 높은 것이다.

연령에 따라 공동체 활동 범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마을 내 공동체 활동에 비해 읍·면 내나 시·군 내의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특히 낮다. 반면, 40~50대의 연령대에서는 마을 내의 공동체 활

동 참여 정도에 비해서는 낮지만, 읍·면 내의 공동체 활동과 시·군 내의 공동

체 활동의 참여 정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30대 이하는 

공간 단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공동체 활동의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연령층의 사회적 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한 특성에 기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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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마을 단위 읍·면 단위 시·군 단위
주민 공동
수익사업 반대

모름/
무응답

계

30대 이하 35.7 37.1 11.4 10.0 5.7 100.0

40～50대 43.5 35.2 2.9 6.5 11.9 100.0

60대 이상 38.2 22.1 4.7 3.1 32.0 100.0

계 39.5 26.6 4.6 4.4 24.9 100.0

표 3-15. 공동수익사업 추진 시, 바람직한 공간 단위

단위: %

자료: 사례지역 주민 조사 결과.

공동체 활동
공간 단위

연령대
적극
참여함

가급적
참여함

잘 참여
못함

전혀 참여
못함

전체

마을 내

30대 이하 11.4 20.0 25.7 42.9 100.0

40～50대 31.6 36.8 15.5 16.1 100.0

60대 이상 34.0 28.1 14.9 23.0 100.0

읍·면 내

30대 이하 5.7 20.0 25.7 48.6 100.0

40～50대 22.9 32.6 21.3 23.2 100.0

60대 이상 18.5 28.7 18.9 33.9 100.0

시·군 내

30대 이하 1.4 15.7 28.6 54.3 100.0

40～50대 12.9 24.8 24.2 38.1 100.0

60대 이상 8.9 23.9 19.5 47.6 100.0

표 3-16. 공간 단위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연령대별 참여 정도

단위: %

자료: 사례지역 주민 조사 결과.

공간 단위별로 공동체 활동 참여자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 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60대, 농림업 종사자, 소득 수준

이 200만 원대, 귀농·귀촌인, 직책 유경험자, 일반 읍·면에 거주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그리고 읍·면 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

는 사람은 40~50대, 자영업 종사자, 200만 원대, 귀농·귀촌인, 직책 유경험자,

일반 읍·면에 거주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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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 공동체 활동 읍·면 내 공동체 활동 시·군 내 공동체 활동

적극 참여
전혀

참여 못함
적극 참여

전혀
참여 못함

적극 참여
전혀

참여 못함

연령
60세 이상 30대 이하 40～50대 30대 이하 40～50대 30대 이하

(34.0) (42.9) (22.9) (48.6) (12.9) (54.3)

직업
농림어업 사무직 자영업 무직/퇴직 등

농림어업
(12.5) 주부(56.5)

(42.2) (37.8) (26.7) (44.8) 자영업
(11.7)

무직/퇴직
(55.2)

소득
201～300 401～500

201～300
(33.3)

200이하
(33.5)

201～300
(14.6) 200이하

(37.5) (34.6) 501이상
(33.3)

401～500
(34.6)

301～400
(15.2)

(47.2)

주요
교통수단

자가용
(31.9) 도보 자가용 도보 자가용 도보

대중교통
(32.8)

(53.6) (22.7) (71.4) (11.0) (78.6)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귀농귀촌不 귀농귀촌 귀농귀촌不 귀농귀촌不 귀농귀촌不

(28.4) (25.9) (21.1) (33.8) (11.5) (48.9)

직책
경험

현재 맡음 경험 없음 현재 맡음 경험 없음 현재 맡음 경험 없음

(73.9) (28.4) (60.2) (40.0) (27.3) (53.5)

거점
읍·면

일반읍·면 거점 읍·면 일반읍·면 거점읍·면 일반읍·면 거점읍·면

(36.2) (29.4) (19.7) (35.6) (9.8) (48.8)

표 3-17. 공간 단위별 공동체 활동 참여자 특성

단위: %, 만 원

주: 각 단위별 공동체 활동 정도(적극 참여 및 전혀 참여 못함)에 대하여 각 변수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을 나타냄. 예를 들어 연령별로 마을 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34.0%)을 보임(30대 

이하 11.4%, 40~50대 31.6%).

자료: 사례지역 주민 조사 결과.

특이한 점은 마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간의 공동

체 활동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점이다(표 3-18). 농어촌에서의 공동체 

활동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맡은 직책

에 따른 의무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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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공간범위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마을 직책 수행 여부

전 체현재
맡고 있음

예전에
맡음

맡은 적
없음

마을

적극 참여함 73.9 46.3 21.9 32.0

가급적 참여함 20.5 31.0 30.7 29.9

잘 참여 못함 2.3 11.0 19.0 15.7

전혀 참여 못함 3.4 11.7 28.4 2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읍·면

적극 참여함 60.2 26.7 11.3 18.9

가급적 참여함 29.5 38.1 26.0 29.2

잘 참여 못함 4.5 17.1 22.8 20.0

전혀 참여 못함 5.7 18.1 40.0 3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시·군

적극 참여함 27.3 13.5 6.0 9.5

가급적 참여함 40.9 34.5 17.7 23.7

잘 참여 못함 10.2 21.0 22.8 21.4

전혀 참여 못함 21.6 31.0 53.5 45.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2013년 수행한 3개 시·군(평창, 보성, 성주) 주민 설문조사 결과 집계.

표 3-18. 마을 직책 수행 여부와 공동체 활동 참여도

단위: %

이상의 분석에 기초할 때 농어촌에서 공동체 활동 무대는 아직까지 마을 

내의 공간 단위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는데, 농어촌 주민이 고령화됨에 따라 활동 범위가 마을 내에 집중되어 이루

어지기 때문인 것을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마을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마을을 대체할 다른 공동체 활동의 무대를 마

련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농

어촌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단위의 커뮤니티 활동

을 조직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

히 농어촌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범위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보

다는 기존의 마을(행정리 또는 자연마을)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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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역공동체의 부상 가능성 

마을이 여전히 공동체 활동의 중심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갈수록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비교적 활동력이 왕성한 40~50대들의 경우 읍·면 단

위 공동체 활동 참여가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읍·면 단위는 윤소영

(2009)이 분류한 지역공동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되 하나의 집단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통일된 목표

를 공유하며, 협동이 가능한 공간 규모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공공 부문의 각종 지원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해 추진되기 시작한 각종 마을개발사업은 주민 참여

를 통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마을 단위 공동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

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조, 인근 마을과의 연계, 외지인과의 네트워

크가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 범위를 벗어난 지역공동

체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부상 가능성은 주민 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읍·면 단위의 지역 가꾸기 사업에 적극적 혹은 가

급적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2.7%에 해당한다. 특히 활동이 활

발한 40~50대에서는 69.4%의 사람들이 적극적 혹은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의

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 참여 가급적 참여
참여 의사
별로 없음

참여 의사
전혀 없음

계

30대 이하 8.6 57.1 24.3 10.0 100.0

40～50대 23.9 45.5 19.4 11.3 100.0

60대 이상 22.5 37.2 19.5 20.7 100.0

계
22.0 40.7 19.8 17.5 100.0

(249) (461) (224) (198) (1,132)

표 3-19. 읍·면 단위 지역가꾸기 사업 참여 의사
단위: %, 명

자료: 사례지역 주민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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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다양한 공동체 활동 대두 

실제 농어촌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

들 활동은 공동체의 구성원, 리더, 활동 공간 단위, 활동 내용, 공동체 활동계

기 측면에서 다음 <표 3-20>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21

유형
Ⅰ형

(정주공동체)

Ⅱ형
(발전된
정주공동체)

Ⅲ형
(지역공동체)

Ⅳ형
(광역화된 지역
공동체)

구성원 토박이 주민
토박이

+외지유입자

토박이
+외지유입자
+지원조직

지역주민
지원조직

리더십 이장등 유대감
귀농귀촌자 등
기술력과 정보력

준공식적, 조직적
리더십

행정과 연계

활동 공간 마을 내 한정 마을 간 연계 읍·면 시·군

활동 내용
친목,

마을 청소 등
마을 사업

기능적,
목적지향적.
사업 내용 다양

복지/경제 등
다양한 지역사업

활동 계기 자연발생
외부
지원사업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자생적
혹은 지자체의

지원

정책 및 제도적
지원

공동체 성격 정주공동체
정주공동체에
기초하되

목적의식 강화

목표가 분명한
지역 공동체

지역공동체와
관심공동체의 영역

중첩

기 타 기능 쇠퇴
갈등 표출
지속성 의문

외부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

사례
고령화 과소지
농어촌마을

지원 사업 추진
마을

안남면 지역
발전위원회영광 여민동락
공동체

홍성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진안 마을만들기

주: 공동체 활동 유형은 윤소영(2009)의 개념 분류에서 착안하여 구분.

표 3-20. 공동체 활동 유형

21 <표 3-20>의 분류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체를 정주공동체와 지역공동체, 관

심공동체로 개념 구분한 윤소영(2009)의 분류에서 착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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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의 정주공동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 공

동체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주로 토박이 마을 주민이며 이장이 리더 역할

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활동 공간은 마을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

우가 많고, 마을의 대소사와 마을 청소와 같은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정부 

지원 마을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는 마을이 많은데, 이런 마을에 정부 지

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동체의 역량 미흡으로 마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

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Ⅱ형의 발전된 형태의 정주공동체는Ⅰ형의 정주 공동체가 어떤 계기로 

인해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활동 공간 

등에서 정주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기본 형태

는 Ⅰ형이지만 여기에 경제적인 목적의 공동 활동이 가미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발전된 정주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리더의 역할이다. 보통 토박이가 아

닌 귀농·귀촌자로서 기술력과 정보력을 갖춘 자로서 외부의 지원 등에 힘입

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리더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 리더 

혹은 구성원과의 갈등관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을사업 추진 과

정에서 기득권 집단이 마을 주도권 상실에 따른 피해의식을 느낄 경우에 더

욱 그러하다. 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으

로 공동체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뿌리를 내

리기 전에 외부의 지원이 약해지면 공동체 활동이 다시 약화되는 경우가 많

다. 공동체의 활동이 단순한 유대감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에 좌우되는 경우

가 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기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가 여기에 해당한다.

Ⅲ형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활동 공간 단위, 활동 내용 등에서 정주공동체

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토박이와 외지인, 농업인

과 비농업인 등으로 다양하다. 공동체의 활동 범위는 마을을 벗어난 권역 혹

은 읍·면으로 확대된다. 리더는 지역 주민이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

람들이 포함된다. 리더십은 여러 지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식적인 조직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실태74

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준공식적인 조직 활동을 통해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활동은 수익사업을 하거나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등 목적 지향적

이다. 최근 정부의 농어촌 개발사업의 대상 공간이 여러 개의 마을을 포함하

는 권역으로 발전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서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추세와 관련

하여 이 형태의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Ⅳ형은 지역공동체의 활동 범역이 보다 광역화된 것이다. 공동체가 지역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공동체에 속하지만 공동체의 목적 

의식과 관심 영역이 기능적이고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관심 공동체의 특성도 

공유하고 있다. 활동 공간이 시·군 단위에 걸쳐있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중간지원조직과 같이 정책 및 제도적 지원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 공동

체 활동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Ⅰ형을 제외하고 각 유형별 공

동체 활동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제Ⅱ형 사례 - 전북 J마을

이 마을은 가구 수 31호(농가 24호, 비농가 7호)의 전통적인 고령화 마을이

다. 토박이 이장에서 귀농인 출신으로 마을 리더가 바뀌면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 리더는 외부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전북형 향토산

업 마을 만들기(2억 원) 사업을 유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원순환형 마

을 만들기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現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사

업 1억 원,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빌리지 사업 8천만 원 등 

총 3억 8천만 원을 지원 받아 에너지 자립과 환경 보전을 주요 테마로 하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리더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공동체 활동은 마을 쓰레기 수거 사업이다.

폐비닐류 등 마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15종으로 분리·수거하고 이를 재

활용을 위해 판매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고 판매 수익은 년 

4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이 마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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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마을 31가구 중 10가구가 그린빌리지 사업비로 3kw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였다. 마을회관과 마을 가공 공장, 마을 사무실에도 태양광 발전시

설을 설치하였다. 체험객을 위해 450평 규모의 마을 공동 농장을 시범사업으

로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농수로 정비, 거동 불편 노인 손수레 제공,

보조시설물 지붕 볏짚 엮기 행사, 출향자녀 월 10,000원 보내기 운동, 고인의 

생전 활동 모습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마을의 경우에도 신리더와 마을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이 잠재해 있다.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마을 젊은층의 기득권 집단이 마을 공동사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

적인 계층은 고령자, 독거 노인, 상대적으로 저소득 주민 등이다. 이들은 마

을 공동사업의 추진이 마을에 활력을 가져다 주고 본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Ⅲ유형 - 충북 옥천군 안남면

안남면은 면 전체가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매년 5억 

원 정도 지원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주민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시작

되었다. 즉 2006년 이장단 12명, 마을대표 12명, 선출직 15명 이내로 지역발

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활동의 핵심 기

구이다.

면 전체가 공동체 활동의 대상이며, 문화, 교육, 시설 운영, 정보 소통, 경

제활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읍·면 단위에서 보기 드문 민

관 파트너십이 작동하는 경우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면 

의회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원과 면사무소, 이장으로 이어지는 행정계통 구성

원 간에 눈에 보이지 않은 갈등 관계도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역발전위원회의 핵심 리더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파트너십 주체로서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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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

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행정계통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로 회귀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비하여 면사무소에 등록한 임의단체인 지역발전위원회를 

보다 공식적인 사단법인 “안남지역공동체”로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Ⅳ유형 - 충남 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1958년 풀무학교의 개교 이후 지역과 학교의 통합적 사고

로부터 커뮤니티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견하기 어

려운 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인구 4,000명이 살고 있는 홍동면에서 

출발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홍동지역을 넘어 홍성군 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홍동면 공동체의 활동 영역은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출발하여 농촌문화공

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말에 이르러서는 크

고 작은 단체 간의 정보공유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 협동과 연대에 기반한 지

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자생적 조직인 ‘마을활력소’를 설립하였다. 이

는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시민센터’로서의 기능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운영 방식을 추구한 것이다. 마을활력소는 주민 120

여 명이 공동 출자하여 만든 마을카페 ‘동네마실방 뜰(’11)’, ‘농생태원예조합 

가꿈(’11)’, ‘농교육네트워크(’11, 중단)’, ‘지역화폐(’11)’, ‘디자인조합(’11, 중

단)’ ‘마을사진관(’11)’, ‘협동농장(’12)’, ‘할머니장터조합(’12)’, ‘마을신문(’12,

중단)’ 등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의 핵심은 2012년 홍동면을 넘어 다른 지역과

의 공동협력을 촉진코자 홍성군 23개의 사회 경제 관련단체가 모인 ‘홍성협

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조직한 것이다. 마을활력소는 ‘홍성협동사회경제네

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도 중간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성읍 

상설시장 내 녹색가게 개장 및 홍성읍내 풀무생협 재건을 위한 매장 설립 운

영과, 홍성군 내 20여 개 희망마을에 대한 컨설팅 등에도 연대와 동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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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다.

홍성군의 공동체 활동은 공공의 지원이나 소수 리더에 의해 기획되고 집

행되는 마을만들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지향한다. 생산 활동을 근간으로 

교육, 문화, 복지 콘텐츠 개발 등 농어촌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할 주

민자치 활성화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4. 농어촌 정주 공간 정책에 대한 시사점

농어촌의 정주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농어

촌의 경제활동, 서비스 이용 광역화 경향이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배후 농어촌에 대한 기존 중소도시들의 영

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최상위 도시로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생활권의 흐

름은 대도시 및 중심도시와 주변 일부 시·군에서만 강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근·통학 이동에서 중심대도시 근교

의 일부 시·군 간에 부분적으로 연계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기타 시·

군들의 중심도시 연계성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읍·면 단위에서 생활권 분석을 위한 사례 조사 결과, 물품 구입이나 각종 

서비스 이용, 문화·여가, 친목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적 이동의 경우 일률적

인 패턴을 보이지 않고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연령대

별로 중심지 이용 패턴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권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지만 읍·면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기초적인 수준의 서비스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

차 중심지의 영향력 증대로 전통적 농어촌의 정주계층이 허물어지고 하위 

중심지의 정주 기반이 흔들린다고 평가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상

당수 농어촌 중심지들이 배후 마을 인구 감소로 침체되고 활력을 잃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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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농어촌 생활권의 거점을 이루는 읍·면 소재지를 보다 활성화

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군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 생활권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실

생활권을 반영한 지자체 연계·협력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마을 단위의 생활기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마을 간 생활기반 격차의 효과

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마을 단위의 기초적인 정주 여

건에서는 마을의 입지 여건, 규모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바, 주

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

자가 요구된다. 단, 과소화·공동화되는 마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등 농어

촌 마을의 물리적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투입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간부 지역에서는 행정리 자체로는 일정 규모 이상 가구가 거주하지

만, 그 안에 정주 여건이 불리한 소규모 자연마을이 다수 분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향후 마을 단위 생활환경 정비를 어떠

한 방향으로 추진할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동체 활동의 가능성을 일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공동체 구

성원이 보다 다양화되며 활동 범위가 마을을 벗어나 읍·면 및 시·군 단위로 

확대되는 사례가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부상조와 같은 전

통적인 농어촌 공동체 기능에서 탈피하여 목적 지향적이며, 경제적 이익이 

중시되기도 한다. 특히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갖춘 읍·면 단위로 공동체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새롭게 부각되는 공동체 활동은 마을기업 운영,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 육아 및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에너지자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정주공간의 변화와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활동은 리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의 리더는 이장과 같은 토박이 마을 주민에서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신리더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사업 지향적

인 공동체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활동 범위가 커질수록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획력, 조직력, 기술력과 정보력 등이다. 이들은 행정과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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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잠재력을 갖기도 한다.

새로운 공동체 활동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사회적 기업과 같이 

제도적 기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시작한 공동체 활동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의해 촉발된 공동체 활동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동체 활동으

로 도약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공동체 활동이 위축되고 

신리더의 입지도 약해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공동체의 활동 범위가 클수록 지원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조

직은 주민과 행정과의 중간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중간지원조직이

라고 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 정책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외부 단

체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매개로 하

여 행정과 주민과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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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현황

1.1.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개황

1.1.1. 지역개발사업 추진 경과

2000년 이전 우리나라 농어촌의 주요 지역발전정책은 1950년대 후반 ‘지

역사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 ‘시범농촌 건설사업’, 1970년대 ‘새

마을운동’, 1980·90년대 ‘정주생활권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 중 1970년대

의 새마을운동은 낙후된 농어촌을 재건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근대화 운동으

로 확대·발전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소득원도로개발사

업, 군 단위 종합개발계획 등을 수립·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인 ‘면’의 지역 특성에 따라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생활환

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였으며, 사업 일환으로 문화마

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관련

법의 정비, 예산 확대 등과 함께 물리적 기반을 정비하였다는 성과가 있었

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역 격차의 심화, 주민자율성 약화, 하향식 개발 등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었다(성주인 등 2012b).

2000년 이후부터는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주도에 의한 상향식 지역개발사

업을 시도하여 추진 중이며, 도농교류사업 및 신활력사업 등 다양한 상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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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였다. 지역주민 참여와 주도

를 표방하며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초기 지역 실정에 따라 농촌마

을의 경관 개선, 기초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 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역량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설물 방치 

및 타용도 활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시대에는 농어촌

에 ‘정주·휴양 공간’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도농교류’ 등을 핵심 과제로 

도시민 농어촌 이주 촉진, 도농교류 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인구 과소화·

고령화가 심화되었고, 산업·생활여건 측면에서 지역 격차는 여전히 상존하

였다(김정희 2013).

MB정부에서는 국토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

록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때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되

면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포괄보조사업이 도입되었다. 국토를 기초

생활권 , 5+2 광역경제권 , 초광역개발권 등 세 개 차원으로 구분, 중앙정

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발전계획과 기

초생활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지원하

였다.

특히 2010년에는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보조금 제

도를 도입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0개 지역개발계정사업을 22개 사

업군으로 통폐합하여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

획·설계하도록 하였다.

1.1.2. 포괄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 현황

각 시·군이 읍·면 소재지 및 마을권역 정비, 기초인프라 조성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포괄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

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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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계 973,649 965 931,198 975 930,447 1,114

읍·면소재지종합정비 43,325 33 120,134 90 184,186 144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204,931 226 251,210 351 272,151 375

신규마을조성 114,713 122 135,464 128 88,669 105

기초생활인프라조성 610,680 584 424,390 406 385,441 490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2013).

표 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진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읍소재지의 84.4%, 면소재지는 15.9%, 마

을(里)은 11.2% 수준에서 개발사업이 선정, 추진되었다(표 4-1).

읍·면소재지정비는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추진되었다. 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기반을 확충하고,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특히,

하드웨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공동체 형성·주민 역량·마케팅 프로

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하였다.

마을정비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소득·정주기반 확충, 경관 개선 및 안전성 

제고,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초생활인프라 분야는 주민의 요

구가 많고 필수적인 기초시설인 마을 내 도로,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의 

정비를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포괄보조사업을 통해 중복사업이 통폐합

되고, 지자체 계획 자율성이 확대된 점이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에

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지자체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지자체의 기획,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읍·면 및 마을 단위 생활인프라 확충, 경관개선, 소득기반 마련,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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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읍·면소재지정비는 열악한 하드웨어 개

선을 우선하다 보니 경제·문화·복지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

동체 활성화 촉진이 미흡하다. 일부 권역은 하드웨어 과다 투자, 마을간 갈

등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주민역량 강화, 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 상대

적으로 소홀히 되는 사례가 많다(김정희 2013, 송미령 등 2013b).

1.1.3.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2013년 새정부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국정 기조로 채택함에 따라 

국정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율성·효과성·지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화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불편없이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전국 어디에서나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으

로 정의되며, 행정구역에 제약되지 않고 생활권별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히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행복생

활권은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상향식 생활권(2~4개의 지리적으로 연속

된 지자체로 구성)으로 설정하되, 생활권별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고 해당 

지역 간 균형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및 주민 체감형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 규모, 지리적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된다. ① 농어촌생

활권은 농어촌 시군끼리 구성되는 생활권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이며, ② 도농연계생

활권은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을 말한다. 또한 ③ 중추도시생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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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

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을 의미한다.

유형별 인구규모 연계성 기준

농어촌
생활권

10만 명전후의
시 군

▹(접근성) 통근율 역통근율·통근량 비중, 이
동시간, 통학권, 상품구매 및 서
비스 이용권

▹(기능적 연계) 산업, 관광, 물류, 로컬푸드
등의 전후방 연계성

▹(지리적 연계) 연접성, 수계·산 등 자원
공유

▹(기타) 역사·문화적 동질성, 주민들이 인
식 희망하는 협력적 생활권 등

도농연계
생활권

중심도시
10∼50만 명 전후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표 4-2.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구성 기준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3b) 재인용.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은 생활권 지역 간 공동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

의 전략계획으로서, 생활권의 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 사업계획,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전략계획에서 생활기반 확충, 일자리, 교육, 문화, 복

지 의료 등 5대 분야 중 필요한 핵심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기획하

도록 하였으며, 이 중 사업의 효과, 연계 협력 수준, 사업의 지속가능성, 낙

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 부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공, 생활

권 관련 갈등 조정 사후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들은 

생활권 단위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생활권별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 개선하며, 지역위에서 심의 의결한 생활권 사업을 신규 및 공

모사업 선정 시 우선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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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동향

2000년대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22 농어촌 정책에서

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것

으로 2004년에 시작된 공모 방식에 의한 각종 마을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이

는 주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

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에서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공모 방식에 의한 마을 사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어촌정책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공모사업이 당초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시·군 담

당 공무원과 소수의 지역주민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사업이 추진

되어 지역의 공동체 역량의 강화 효과가 크지 않고 현장에서의 파트너십 육

성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에는 공동체 활동을 직접 자극

하려는 새로운 정책들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계획이다.

1.2.1. 관련 정책사업 현황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에 시작한 사업

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심화로 침체된 농어촌의 분위기

를 일신하고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이 사

업의 전략목표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로 설정하고 있다. ‘색깔 있는 마을’

22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급증 이유로 정부 재정적자의 증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

공서비스 생산과 전달 전략의 필요성, 세계화와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의 한계, 시장실패에 이은 정부 실패와 복잡하고 연성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의

사소통, 파트너십, 네트워크 등을 강조한다(은재호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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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어촌 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마을로,

마을의 총체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민이 찾고 함께 즐기는 마을을 의

미한다.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색깔 있는 마을 5,000개

를 만들 계획이다.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농어업·농어촌 핵심주체 

10만 명 발굴·육성과,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에 재능기부 등을 통한 도

시민의 대대적인 참여 유도, ‘우리 농어촌 운동’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단위 협의체로는 농어촌 현장

포럼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현장포럼

농어촌 현장포럼은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주민이 현장 활동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 발전과제를 발

굴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의 추진은 마을회관 등 회합장소에서 마을 주민 전체와 다양한 전

문가가 참여하여 마을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을사업은 단계

별로 진행되는데 마을사업 준비단계, 마을 계획 수립, 마을계획추진 및 이행

단계로 진행된다. 현장포럼은 컨설턴트 주도의 정보전달식 교육, 리더 중심 

교육과 달리 다수 주민 참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을 유도하는 특징

을 갖는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함께하는 농어촌 운동’으로 시작하여 

2012년 지자체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역량 강화,

마을 발전계획 만들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광역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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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실행 체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5.13.

2013년부터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학 등 민간조직이 지역사회 발

전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 지역의 다양한 민간지원조직간 협력

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차원이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촉진할 핵심 지원조직으

로서 지자체, 농업기술원 등과 협력하여 현장 활동가의 육성, 마을역량 강화,

마을별 발전계획 마련에 필요한 전문가 및 재능기부자 연결 등을 주로 담당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권역·지역단위 신규 사업이나 정책·제도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현장활동가, 마을리더 교육, 민간전문가 육성을 내용으

로 하는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와, 마을자원분석·주민역량평가 지원, 관련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 등을 하며 마을 발전 관련 정보, 우수사례 등을 

수집·배포하고, 마을 활력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조사 등을 수행한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촌 주민 혹은 귀촌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

동체에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

득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는 농어업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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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우수 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공동체 회사 당 최대 5천 만 

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하며, 2013년에는 농어촌공동체회사 54개소에 약 15

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중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

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10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농어촌공동체회사 수

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5월 현재 전국에는 총 725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촌공동체회사의 형태는 마을 

단위 공동체회사가 410개소로 높은 비중(56.6%)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읍·면 단위 이상의 공동체회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4-3).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합계 650 100% 725 100% 75 11.5%

마을 단위 391 60.2 410 56.6 19 4.9

읍·면 단위 135 20.8 153 21.1 18 13.3

시·군 단위 119 18.2 155 21.4 36 30.2

시도단위 5 0.8 7 0.9 2 40.0

표 4-3. 농어촌공동체회사 구성원 범위

단위: 개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7.1.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안전행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하

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5월 전

국 공모에서 166개 지역이 신청하였는데, 그 중 31개 읍·면·동을 최종 선정하

였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 제정, 위원 위촉, 읍·면·동 행정기능

에 대한 분석 결과 협의·위탁사무 결정, 주민자치회 사업 확정 등 준비 작업

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1년간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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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지역 내 소

재 사업장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

라 20명 내지 30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주민 

자치회 위원은 통·리장이 추천하는 지역대표, 공개 모집되는 일반주민·직능

대표 등으로 후보자군을 구성하고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읍·면·동 행정기능 중 고유 행정업무를 제외하고 주민자치회에 기능을 폭

넓게 부여할 계획이다.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읍·면·동 단위의 지

역발전계획, 지역 단위 축제 운영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마을 도서

관 운영, 마을 휴양림 관리, 저소득 노인도시락 배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

다(김필두 2013).

1.2.2. 공동체 육성 관련 법률 제정

농어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마을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농어촌마을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하여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농어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

원 법률(안)’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준비 중에 있다.23 이 법은 인적·물적 자

원의 한계가 분명한 농어촌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 및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농촌마을만들기의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농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3 한편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안’이 마찬가지로 의

원 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법안이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많으

므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조정 작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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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서는 농어촌마을의 주민 또는 단체는 농촌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민협의체에서 농

촌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이 시·군의 지역개발 관련 계획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의 이행,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농어촌마을의 경관 보전·관리·형성 등을 원

활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주민 간 농촌마을만들기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농촌마을만들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농어촌개발 관련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시·군·구에 농촌활성화 시·군지

원센터를, 시·도에 농촌활성화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중앙단위에는 주민,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등

의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을 설

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1.2.3.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종합

200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정책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정책 노력이 

추진되었지만 내실 있는 파트너십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농어촌에 

파트너십의 주체인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전히 효율성을 중

시하여 행정라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업의 경우

에도 형식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과 컨설팅 업체,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해 사업이 구상되고 

행정기관의 감독 아래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체 활동이 기초

가 되고 그 바탕 위에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작용

에 의해 먼저 사업이 계획되고 공동체 활동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장치로

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어촌정책이 공동체 역량 강화와 현장에서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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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육성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2010년대 이후에는 공동체 활

동과 파트너십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과 안전행정부가 추진하

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기존의 사업과 비교하여 이들 사업에서는 파트너십 작동의 핵심주체가 

될 민간 주체 육성 및 조직화를 더욱 강조하는 모습니다.

농어촌에서의 공동체 및 파트너십 활성화는 향후 각종 정책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사업 지원에 머물지 않고 농어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등 농어촌에서의 공동체 활성

화와 파트너십 강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도되고 있기

도 하다.

이상의 정책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 활성화와 파트너십의 강화는 농

어촌 정책의 중요 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활성화와 파트너십 강화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견

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까지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과 관련하

여 추진해온 주요 정책사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현행 정책 추진 실태 진단

농어촌 정주공간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 개황을 살펴본 데 

이어 제2절에서는 정책의 추진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을 논의할 것

이다. 여러 정책들 중 특히 포괄보조금제도하에 추진되는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들에 초점을 두어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생활환경정

비사업과 권역사업, 읍 면 소재지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이들 

사업들은 예산 측면에서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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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행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중장기 비전과 계획에 입각하지 않은 사업 추진

농어촌 정주공간의 정비에 관한 국내 정책사업들의 상당수는 지역의 비전

과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한 농어촌 정주공간 발전 비전과 청사진에 입각하여 사업 추진을 결정

하기보다는 ‘나눠먹기’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정책적 합

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인기를 고려하여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이다. <표 4-4>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지역개발

사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지자체 담당자들이 

응답한 결과인데, 지자체 단체장을 답한 비율이 61.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고 있다(송미령 등 2010).

지역개발사업이 선심성 시책의 성격을 띠게 되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

계적인 정주공간 정비를 해나가는 것은 어려워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러한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주요 지역개발사

업의 상당수가 포괄보조금체제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 결정 과

정이나 사업 내용,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구 분 응답 수 응답 비율(%)

단체장 37 61.7

NGO 1 1.7

담당 공무원 11 18.3

주민 11 18.3

합 계 60 100.0

자료: 송미령 등(2010).

표 4-4. 지역개발사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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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구분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 원)

마을A 상수도 1개소 170

마을B 정미소 1개소 170

마을C 마을회관 1동 170

마을D 농로 1.7km, 보관창고 1동 170

마을E 보관창고 1동 170

마을F 주택개량 27동 170

마을G 상수도 1개소 140

마을H 담장 정비 1개소, 하수도 1개소 170

마을I 상수도 1개소 170

마을J 농로 2km 170

마을K 보관창고 1동 170

마을L 복지회관 1동 170

마을M 상수도 1개소 170

마을N 마을회관 1동 170

마을O 보관창고 1동 170

마을P 마을회관 1동 140

마을Q 마을회관 1동 170

마을R 마을회관 1동 170

합 계 18개 행정리 20개 사업 3,000

주: ○○군 A면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서(2012년 계획 수립) 참조.

자료: 성주인 등(2012d).

표 4-5.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마을별 사업 내용 예시

마을 단위 사업 추진 시 대상 마을이 충분한 역량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결여된 점도 문제이다. 중심지 

대상 정책사업의 경우도 거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커뮤니

티 활동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을 갖춘 중심지 육성이 우선인지, 정확한 기준

이 없이 각각의 읍 면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렇게 농어촌의 지역개발사업은 명확한 사업 대상 선정 원칙이나 기준, 계획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되기만 

하면 예산을 배정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을 지녔다.

이러한 경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는데 마을 여건 진

단과 주민 수요 파악 등에 바탕을 두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지원하

곤 했다. 일례로 <표 4-5>에 나타난 ◯◯군 A면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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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명
마을별
조성 비율

시설 활용 현황

활용도
높음

활용도
낮음

이용
않음

타 기능
전환

합계

마을회관 89.8 72.1 15.1 2.7 10.1 100.0

경로당 81.8 83.4 9.6 1.3 5.7 100.0

건강관리실/목욕탕 20.3 77.2 15.8 5.3 1.8 100.0

정보화센터 16.2 40.9 45.5 2.3 11.4 100.0

체험관/체험학습장 24.5 47.9 43.7 4.2 4.2 100.0

체험시설 내 숙소 18.4 49.1 41.5 5.7 3.8 100.0

안내센터 9.2 45.8 41.7 8.3 4.2 100.0

자료: 김광선·이규천(2012)의 농어촌 공동시설에 대한 주민 조사 결과 재구성.

표 4-6. 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현황
단위: %

(2012년 계획 수립)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총 18개 행정

리로 이루어진 A면의 생활환경정비계획서를 보면, 30억 원의 사업비 중 16

개 마을에 각각 1억 7천만 원, 2개 마을에 각각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배

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실행하였다(성주인 등 2012d).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위주 사업 시행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위주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 사업 아이템을 개

발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불필요하고 과다한 하드

웨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주

체별 역할 분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 불

가피하게 다수의 유휴시설을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마을 공동시설 활용 현황(김광선 이규천 2012)을 나타낸 

<표 4-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해 체험관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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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센터, 안내센터 등과 같은 시설은 활용도가 낮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대체로 후자의 시설들은 전자에 비해 최근 시행된 각종 마을 단위 사업의 일

환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복수 마을들이 참여하는 권역정비사업의 경우 참여 마을 간에 나눠먹기식

으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이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의 한 단면이다. 즉 마을 간 역할 분담이나 연계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

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획득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연계 사업계획을 도출하

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권역사업에 인접 마을들이 공동으로 참

여하지만 각 마을별 별도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읍 면 소재지정비사업의 경우도 하드웨어가 중심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와 같이 가로환경 정비나 도로 개설, 다목적회관 건

립, 시장 정비 등과 같은 시설물 설치 일변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다. 해당 소재지의 현안 과제나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사전 논의 과정이 

없이 3년의 사업 기간 내에 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만 계획

이 수립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시 군 읍 면 사업 유형 추진 사업 내용

밀양시 무안면 거점면
재래시장 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로경관 정비, 주차장 정비, 산책로 조성

창녕군 창녕읍 소도읍
하수처리시설, 오염원 정비, 재래시장 도로
정비, 재래시장 주차장 정비, 도시계획도로
조성, 문화예술회관 조성, 하수관거 정비

함양군 서상면 읍 면소재지
다목적회관 신축, 수변공간 조성, 정자 주변
정비, 생태연결로 설치, 조형표지판 설치

거창군 남상면 읍 면소재지
다목적센터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체육광장 조성, 하천 정비, 소공원 조성,
가로경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 농식품부 내부자료(2012)의 대상지별 현황 자료 분석.

표 4-7. 농촌 중심지 정비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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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세부 사업 비 고 사업비(천원)

컨설팅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 18,085

교육 및 견학

리더교육 1회(1박2일) 14,468

주민교육 1회(1일) 5,426

선진지 견학(국내) 2회 14,468

선진지 견학(국외) 1회(일본) 27,128

홍보 마케팅
권역 소식지 발간 8회 10,851

홈페이지 구축 22,606

합 계 170,000

자료: ○○군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2009년)의 역량 강화 부문 사업 내용 재구성.

표 4-8. 역량 강화 분야 사업 사례(거점면 소재지 사업 사례)

지역 역량 강화에 한계가 큰 형식적인 주민 교육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형식적인 주민 교육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드

러난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 및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결

여된 경우가 많았다. 즉, 지역개발사업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

약하며, 역량 강화 사업이 집체교육, 선진지 방문과 같은 형식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왔다. 거점면 소재지 사업에서 실제 이루어진 역량 강화 사업 내역

을 예시한 <표 4-8>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농어촌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농교류, 농어촌관광 분야의 전문

화된 교육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정한 지식 전수, 기술 습득 

면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다(성주인 등 2012a).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에도 보탬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수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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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 주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은 여전히 일방향적인 집체교육 방식

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역량 강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 물론 2013년부터 광

역 단위 농촌활성화센터가 주관하여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 대상으로 농어촌

현장포럼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는 소수 마을에 한정

되어 있다. 농어촌 주민 일반을 놓고 볼 때는 역량 강화 활동의 기회는 여전

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표 4-9>에 나타난 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유

추해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촌생활지표조사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연도별로 각종 사회교육에 참가하는 주민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농가의 경우 교육 참가 비율이 매우 낮다.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영농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 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거주 지역
읍 27.7 24.9 24.0 16.8

면 30.9 28.8 27.8 19.5

가구 형태
농가 35.6 31.5 31.3 26.3

비농가 12.8 15.9 14.7 10.6

전 체 29.6 27.2 26.3 18.4

주: 농촌진흥청에서 주민 2천 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도별 농촌생활지표조사 

자료를 재구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표 4-9. 농어촌 주민들의 각종 사회교육 참가 비율

단위: %

주민 역할이 배제된 소수 리더 중심의 사업 과정

역량 강화 활동이 한정되는 결과,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주민

들의 사업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도 드러났다. 대개의 마

을에서 소수의 마을 리더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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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반 주민과 괴리되는 사업 추진 경향은 <표 4-10>의 설문조사 결

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성주인 등 2012a). 권역사업을 실시한 지구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에 비해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 사

업 내용 인지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표 4-11>에서는 수립된 기

본계획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일수록 보통 또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참여 주민 기타

매우 잘 안다 51.9 26.7 10.3 27.1

잘 안다 40.0 48.9 48.7 47.5

보통이다 6.3 21.1 30.8 18.6

잘 모른다 1.9 2.8 10.3 5.1

거의 모른다 .0 .6 .0 1.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3월 개최한 마을 만들기 희망콘서트 시에 실시한 

권역 사업 참여 주민(445명) 설문조사 결과 재집계.

2)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한 문항에 대해 밑줄로 강조.

자료: 성주인 등(2012a) 재인용.

표 4-10. 거주하는 권역의 사업 내용 인지도
단위: %

구 분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참여 주민 기타

매우 잘 되었다 8.9 13.9 9.1 7.1

대체로 잘 되었다 58.9 44.3 30.3 47.6

보통이다 19.6 35.2 39.4 26.2

다소 잘못 되었다 10.7 4.9 18.2 19.0

매우 잘못 되었다 1.8 1.6 3.0 .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3월 개최한 마을 만들기 희망콘서트 시에 실시한 

권역 사업 참여 주민(445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2)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한 문항에 대해 밑줄로 강조.

자료: 성주인 등(2012a) 재인용.

표 4-1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평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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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한정

된 마을 리더가 사업 추진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사유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각종 공동시설이 유휴화되는 현상 역시 이처럼 형식적인 

주민 참여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배후 마을 연계가 미비하여 정책 취지를 못 살리는 중심지 사업

중심지 관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배후 마을과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면서 중심지 사업 본연의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 추진 구조가 한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예컨대 

중심지 사업에서는 주민복지센터와 같이 읍 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읍 면 전역에 걸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지구 주민으로 논의 구조가 한정되는 모

습을 보인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역량 강화 활동 역시 대체로 사업에 참여

하는 소재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24

이러한 이유로 커뮤니티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만 주민들의 활동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민

들의 활동 중심이 되기 어려운 곳에 시설을 조성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도 하다.25 부지 확보가 용이한 군유지 등에 시설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접근

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다. 읍 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4 예컨대 ○○시 △△면의 경우 25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 권역에 속

한 2개 행정리 주민만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계획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위원회 역시 권역 주민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배후 마을 주민들이 사업계획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25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연 박종철(2009)에서 실증 조사 자료에 바탕을 두어 논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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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점 종합

이상에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

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 차원의 기획 역량이 미흡한 문제를 논

의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

하여 소수 리더 중심의 사업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추진 과

정 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관리 운영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하드웨어 위

주의 시설 사업이 중심이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

설의 유휴화나 사유화 같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농어촌 공동시설의 활용상 나타나는 제약점과 문제들을 살펴본 <그림 

4-2>의 조사 결과가 이런 문제들을 집약해서 보여준다(김광선 이규천 2012).

주민들이 응답한 공동시설 이용상 문제점을 보면, 시설 노후나 장비 부족과 

그림 4-2. 농어촌 공동시설 활용 상의 문제점

단위: %

자료: 김광선 이규천(201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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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하드웨어상의 문제들도 지적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접근성 문

제나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 프로그램, 비용 부족 같은 제약들이 더 주요한 

문제로 응답되고 있다.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 상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상호 밀접히 연계되

어 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

다. 지속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작업과 사업 시행 이후 이를 효과

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자체의 기획 역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사업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현장 지원 주체와 외부의 정

책적 전문적 네트워크 등이 뒷받침되어야 충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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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정책 사례26

1.1. 지자체 간 연계 협력

1.1.1. 일본의 정주자립권

지자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대표적인 생활권 정책 사례로 일본의 정주

자립권 정책을 들 수 있다. 정주자립권은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의 협력과 역

할 분담을 주 내용으로 하며, 자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의료, 복지, 문화, 경

제 활동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을 연계한 권역 차원에

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일본은 전국 약 1,700개 시정촌 중에 339개 시정촌이 정주자립권 구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정주자립권 구상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

다.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자립권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 협력의 

26 본 절은 주로 외부 전문가들과의 해외 관련 정책 협동연구(표 1-2 참조) 결과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자료집(성주인 

등 2013)을 참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본 연구과제의 1차연도 보고서(성주

인 등 2012b) 및 자료집(성주인 등 2012c)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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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각이 지역 내에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자립권의 절차 및 요건

정주자립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심지 선언, 정주자립권 형성 협정 

체결, 정주자립 공생 비전 책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 중심지 선언: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와 축적된 도시 기능이 있는 ‘중심

시’가 권역에 필요한 생활기능 확보와 관련하여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 정주자립권 형성 협정 체결: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이 정주에 필요한 

생활기능 확보에 관하여 역할 분담, 연계하는 것을 명시하는 협정으로

서 1대 1로 체결한다. 이 협정으로 체결된 시·정·촌의 구역 전체가 ‘정

주자립권’이 된다.

- 정주자립 공생 비전 책정: 정주자립권의 장래상(将来像), 협정에 근거

하여 시·정·촌과 연계·추진하는 구체적 활동 내용을 기재한다.

정주자립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심시의 인구 규모와 주·야간 인구 

비율 등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중심시는 인구 규모가 5만 명 이상이며, 주·야간 인구 비율(야간인구/

주간인구)이 1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인접한 두 개의 도시가 위 요건

을 충족함과 동시에 인구의 합계가 4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두 도시를 

합하여 하나의 중심지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복안형).

- 해당 중심시가 3대 도시권27 구역 외에 있어야 한다. 3대 도시권 구역

일 경우, 3대 도시권의 지정도시 혹은 특별구에 대한 통근통학 비율의 

27 사이타마현, 치바현, 동경도, 카나가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교토부, 오

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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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가 0.1 미만이어야 한다.

정주자립권의 형태 및 유형은 권역의 형태에 따라 복안형, 현 경계형, 합

병1도시 권역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복안형은 권역 안에 2개의 시가 중심

시 역할을 하는 형태이며, 경계형은 주민 생활 실태를 근거로 현 경계를 초

월하는 형태의 권역을 말한다. 또한 합병1권역형은 1개의 합병시에 1개의 권

역이 형성된 형태를 가리킨다.

정주자립권 내 주요 활동

정주자립권역은 생활 기능 확보를 위해 생활기능 강화, 연계와 네트워크 

강화, 지역 경영능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각각

의 역할 분담과 제휴를 이루고 있다. 생활기능 분야에는 의료, 복지, 교육, 토

지 이용, 산업 진흥, 환경 등이 있으며, 연계 및 네트워크 분야에는 교통, ICT

인프라, 지역생산 소비, 주민 교류 등이 있다. 또한 지역 경영능력에는 인재 

육성, 민간 인재 확보, 시정촌 직원 교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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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 내용 관련 지원부처 및 지원금

시정 촌간
역할분담에
의한 생활
기능 강화

∙의료: 의사파견, 적정한 진료의 개발,
휴일 야간진료소 운영 등
∙복지: 간호, 노인복지사, 육아, 장애인
지원 등
∙교육: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문화·스
포츠 교류, 공공시설 상호이용 등
∙산업 진흥: 광역 관광루트 설정, 농산
물 브랜드화, 기업 유치 등
∙환경: 저탄소사회형성 촉진, 바이오매
스의 활용 등

∙경제산업성: 성장산업·기
업입지촉진 등에 관한 사
업비보조금 & 시설정비
비보조금

∙문부과학성: 학교시설 환
경개선교부금 & 귀국·외
국인아동학생 수용촉진사
업

시정촌간의
관계 및
네트 워크
강화

∙지역 대중 교통: 지역 공공교통 의 네
트워크화, 버스 노선의 유지 등
∙ICT 인프라 정비·활용: MAIL 배송
에 관한 권역 정보의 공유 등
∙교통 인프라 정비: 생활 도로의 정비 등
∙지산지소: 학교 급식에 지역 특산물
활용, 직매소의 정비 등
∙교류 이주: 공동 빈집 은행, 권역 내
이벤트 정보 공유 및 참여 촉진 등

∙농림수산성: 음식과 지역
의 교류촉진대책교부금

∙경제산업성: 성장산업·기
업입지촉진 등에 관한 사
업비보조금

∙국토교통성: 지역공공교통
확보유지개선사업 & ‘커
뮤니티철길’화의 지원

권역 경영
능력 강화

∙합동연수·인사교류: 합동연수의 개최
및 직원의 인사교류 등
∙외부전문가 초빙: 의료, 관광, ICT 등
의 전문가를 활용

∙경제산업성: 성장산업·기
업입지촉진 등에 관한 사
업비보조금

표 5-1. 일본 정주자립권역의 3가지 정책 유형

자료: 협동연구 결과 내용을 재구성함.

< 합병1권역형 사례 - 나가오카 정주자립권 >

나가오카 지역 정주자립권 조직은 중심시인 長岡市(나가오카시)를 중심으

로, 小千谷市(오지야시), 見附市(미츠케시), 出雲崎町(이즈모사키마치) 등 3개

의 시정촌이 권역을 이루고 있다. 나가오카 정주자립권의 주요 연계 활동은 

의료, 복지, 환경, 소방, 교통,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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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분야 사업명

생활기능
강화

고도 의료 및 긴급의료 체
제의 충실 분야

구급의료 사업

도서관 상호 이용 도서관 상호 이용 사업

나가오카시 시영 목장 광역
이용 추진

축산 진흥 사업

관광 정보 발신 및 관광객
유치

관광 진흥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연계 광
역화

폐기물 처리 광역화 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유
용 활용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 사업

소방 구급체제의 강화 소방 출동 상호 응원 사업

시민 방재능력 충실·강화

-츄에츠(中越) 시민 방재 안전 대학
지원 사업

-연계메일에 따른 재해정보의 전달사업

남녀 평등 추진 상담의 충
실 및 연계체제 강화

남녀 평등 추진 상담의 충실 및 연계
체제 강화 사업

소비생활 상담 체제의 강화 소비생활 상담체제 연계 강화사업

다문화 공생 사회의 추진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사업

연결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공공 교통네트워크의
유지

노선버스 지원 사업

쾌적한 정보 기반의 정비
케이블TV 서비스 지역 확대 지원

커뮤니티 FM 수신 환경 정비 사업

공공시설의 상호이용 공공시설의 상호이용 추진 사업

지역
메니지먼트
능력 강화

시 직원 인재 육성 권역 직원 합동 연수 사업

스포츠 지도자 육성 주니어 스포츠 지도자 육성 사업

표 5-2. 나가오카시 정주자립권의 연계 활동

자료: 협동연구 결과 내용을 재구성함.

정주자립권 제도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였다. 첫째, 정주

자립권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생활기능 강화, 연결과 네트워크 강화, 권역 

메니지먼트 능력 강화 등 기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바람직하지만, 가이드

라인 이외의 활동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정주자립권 사업

은 민간 관계자, 분야별 행정 담당부서 담당자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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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도시부의 전체 혹은 도시부 개발에 초점

을 두고 있지만, 도시부에 속한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나가오카시 동부에는 중산간 농촌이 분포함).

< 복안형 사례 - 나요로시·시베츠시(名寄市·士別市) 정주자립권 >

나요로시·시베츠시(名寄市·士別市)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자립권의 경우 

주변 시정촌 간 협정 내용은 <표 5-3>과 같다.

관점 분야 사업명

생활기능
강화

의료
응급 의료의 유지 및 확보

권역 의료 체제의 충실

복지
심사 업무 제휴

장애인 복지의 추진

교육
도서관 상호 이용 촉진

평생 학습 기회의 충실

산업 진흥

지역 자원을 활용 한 관광 및 지역
특산품의 진흥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추진

기타

저탄소 사회를 향한 대처의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 이용 추진

물 수질 검사 업무 제휴

소비 생활 상담 사업 제휴

연결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대중교통 지역 공공 교통의 확보

교통 인프라 정비 교통 네트워크 형성

지역 내외의 주민과의
교류·이주 촉진

지역 내외의 주민과의 교류 촉진

지역
메니지먼트
능력 강화

선언 중심시 등의
인재 육성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직원 연수

표 5-3. 나요로시·시베츠시 정주자립권의 연계 활동

자료: 협동연구 결과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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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형 사례 - 돗토리시(鳥取市) 정주자립권 >

돗토리시(鳥取市)와 주변 시정촌간의 정주자립권 협정 내용은 <표 5-4>와 

같다.

관점 분야 사업명

생활기능
강화

의료 권역 내 병원의 연계

산업 진흥

권역의 관광·물산 진흥

산음 및 해안 생태공원 구상의 추진

야생동물 피해 대책의 추진

환경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의 실시

연결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공공교통 정비
편리 성이 높은 지역 공공 교통의 구축

와카사(若桜) 철도의 존속 및 활성화

지역의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연계를 통한 지산지소

권역의 특산품 육성 지원 및 물류 및
판매 시스템 구축

지역 내외 주민과의
교류·이주 촉진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에 의한 중산간
지역 진흥 대책의 추진

지역
메니지먼트
능력 강화

선언중심시 등에 있는 인재
육성

중산간 지역 진흥에 관한 민간 인재의
육성

합동 직원 작업장 등의 실시

표 5-4. 돗토리시 정주자립권의 연계 활동

자료: 협동연구 결과 내용을 재구성함.

1.1.2. 프랑스 코뮨 상호연합체

코뮨 상호 연합체, 혹은 코뮨연합체(Intercommunalité)는 프랑스의 지방자

치제도 하에서 공공정책 수행을 위해 몇 개의 코뮨이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기능적인 조직이다. 농어촌 마을들은 점차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창의적, 지역문화 결합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속

적으로 연합하고 해체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동적, 한시적인 

조직으로 고안된 것이 코뮨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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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구체화

프랑스에서 코뮨은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코뮨의 

개념이 다른데, 농촌에서 코뮨은 교회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하나

의 일상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코뮨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이촌향도현상으로 인구가 현저히 줄어든 코뮨이 많아 기존의 코뮨체

제를 유지하는 데 문제점이 생겨났고 다양한 방식의 코뮨통합 시도가 나타

났다.

프랑스 정부는 1959년부터 지속적으로 코뮨 통합을 실시하였고, 1975년에 

이르러 2,197개의 코뮨이 918개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코뮨 통합이 데파트망

마다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

명 이하의 코뮨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성주인 등 2012c). 코뮨 통합의 대안으로 코뮨연합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뮨을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코뮨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을 시도하자는 의도에서이다.

코뮨 간 상호협력체의 개념이 구체화된 것이 1999년 Chevènement 법에 의

해 창설된 코뮨 간 상호협력기구(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이다. EPCI는 코뮨 간 상호협력체 개념을 기반으로 여

러 개의 코뮨이 자율적으로 연합, 협력하여 공동의 규칙을 준수하며 대중교

통, 공공서비스, 지역개발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개발에 공동

으로 참여하는 자치기구이다. 이러한 코뮨 간 상호협력기구는 코뮨연합체,

도시연합체, 대도시연합체로 구분된다.

코뮨연합체의 기능

코뮨연합, 도시연합체, 대도시연합체는 공통적으로 지역개발과 경제개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연합체, 대도시연합체 등 인구 규모

가 커질수록 의무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확대되는데, 도시연합의 경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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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도시정책이 이에 해당하며, 대도시 연합의 경우 환경보호, 주민생활

환경 개선이 해당한다.

코뮨연합체 내 협력 분야는 의무 항목인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외에 주택

공급, 오물수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광, 문화체육, 도로건설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합체 형태에 따른 의무적 기능과 선택적 기능은 <표 

5-5>와 같다.

구분 기능 내용

코뮨
연합체

의무적
기능

- 지역개발(개발에 필요한 부지 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 경제개발(산업단지, 상업지구, 관광지구, 항구등의 신축,
건설, 관리 및 운영)

선택적
기능

- 환경보호 및 가치 제고
- 도로건설 및 관리
- 문화, 체육,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기관의 건설, 관리, 운영
- 주택정책
- 사회복지

도시
연합체

의무적
기능

- 지역개발(도시개발에 필요한 부지마련, 교통인프라 구축)
- 경제개발(산업단지, 상업지구, 관광지구, 항구등의 신축,
건설, 관리 및 운영)

- 주택의 사회적 불균형 해소, 사회복지주택 건설을 위한
정책 및 보조수단마련

- 연합체 내의 도시 정책(도시개발수단마련, 주민의 경제
사회적인 편입 보조)

선택적
기능

- 환경보호 및 가치 제고
- 정화/수질정화
- 공해 및 소음문제 해결, 에너지 수요 충족, 오물 수거
- 문화, 체육,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기관의 건설, 관리, 운영
- 사회복지

대도시
연합체

의무적
기능

- 지역개발, 경제개발, 사회, 문화적 개발
- 코뮨연합 공공 장소 개발
- 주택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 도시정책
- 도시 연합 제공 각종 서비스 운영
- 환경보호 및 가치 제고
- 주민 생활환경 개선 정책

선택적
기능

-

표 5-5. 연합체 유형별 의무적 기능 및 선택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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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뮨연합체 사례: 브르타뉴 갱강 코뮨연합(Guimgamp) >

프랑스 서부 농촌지역이 브르타뉴의 코트 다모르(Côte d'Armor) 데파트망 

내부에 다음과 같은 코뮨연합이 창설되었다. 갱강 코뮤연합은 1973년 

SIVOM28으로 창설되었다가 1991년 District, 2001년 코뮨연합체로 재탄생하

였다. 코뮨연합은 1960년대 갱강시가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관내 

부지가 부족하여 이웃 코뮨들의 부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창설되었다. 오늘날은 산업단

지와 더불어 농식품가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갱강 코뮨연합은 환

경, 스포츠 공원, 지역개발, 주택공급, 청소년 관련사업, 유아, 여행 등 다양

한 사업을 함께 실시해 왔다.

갱강 코뮨 연합의 의무적 기능으로 경제개발 분야에는 산업지구, 상업지

구, 서비스업지구, 장인산업, 관광 관련 활동과 산업지구의 관리 등이 있으

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ZAC, ZAD 등 다양한 경제활동 부지 개발 및 기반시

설 설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체계 수립, 공공 및 대중교통 개발 및 

재정보조 등이 있다. 의무적 기능 외에 선택적 기능에는 환경, 주택, 교통, 통

신망 등이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는 식수공급, 빗물처리장 건설, 가정 오물 

수거 및 처리, 쓰레기 매장 등이 있다. 또한 갱강 코뮨연합에 속한 코뮨들이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능에는 스포츠 시설 및 교육시설, 문화관광정

책, 어린이 및 청소년정책, 화재방지 및 구조, 연구 및 교육정책 등이 있다.

28 ‘다목적 코뮨상호 연합’을 의미하며 원어는 Syndicat intercommunalá vocation

multip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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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심지 육성 및 활성화

1.2.1. 영국의 마켓타운 프로그램(Market Town Initiative: MTI)

농어촌 지역 중심지인 마켓타운의 기능 쇠퇴는 주변의 배후 농촌 지역에

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에 문제를 불러와 정주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

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마켓타운 프로그램(MTI)을 도입하였다. MTI

는 마켓타운을 발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 마켓타운의 

침체된 중심지역 역량 향상 및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라 설명할 수 있다. MTI는 개별 타운의 파트너십에서 실행하는 현황 분석,

실천계획 수립, 프로젝트 매니저의 고용 등을 지원하고, 전국 단위의 마켓타

운협회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MTI를 지원받기 원하는 마켓타운은 먼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을 구성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법적 성격은 지역마다 상이하여, 사

회적기업(social enterprise)과 같이 자발적 조직인 경우도 있으나, 신탁회사

(trust), 자선단체인 경우도 있다. 파트너십은 자신들의 타운에 대한 현황 분

석(health check)을 통해 타운과 주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한다.

실천계획은 파트너십이 고용한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에 의해서 

관리된다.

실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원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으로

부터 지원되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은 전원청(Countryside Agency)과 지역발전

청(RDA)29에서 지원하는 여러 농어촌발전 프로그램들과 자선단체의 지원, 복

권기금의 지원 등이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및 지역계획(local plan)

에 반영이 되어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의 전원청은 2006년까지 235개의 마켓타운 파트너십을 선정하여 지

29 2012년 3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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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다. 대체적으로 MTI가 마켓타운의 재생(regeneration)을 지원하는 좋

은 출발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타운 내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식, 기술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한편에서는 단기간의 사업 추진으로 인하

여 마켓타운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Powe

& Hart 2008). MTI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지원이 중단되

면서 파트너십이 해체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마켓타운은 MTI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현재에도 

MTI에서 지원했던 파트너십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사회적기업 등)을 자체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원청은 새로운 마켓타운이 MTI와 유사한 방식의 

개발을 추진할 때 자문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 파트너십은 다른 파트너들, 공공기관(agencies),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신뢰와 위임을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 파트너십의 수준, 대표성, 구조에서 적합성을 가져야 함

- 공동체와 소통하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함

- 다른 마켓타운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험을 얻을 것

< MTI 종료 후 마켓타운 파트너십 유지 사례 - Hexham Market Town >

헥삼 파트너십은 MTI 사업이 시행되기 전 1998년에 구성된 곳이다. 파트너

십 조직의 주 목적은 타운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경제적 투자를 유치

하는 것이었다. 즉, 지자체가 타운까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

트너십을 통하여 정부의 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기에 타운의 재

생을 위하여 인도 설치, 타운의 환경 정비 등 사업으로 자금을 신청하였다.

이곳은 MTI가 종료된 후에도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트

너십 위원회는 1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개월에 1회 개최하고 있으며,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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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십 운영을 위해 5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현재 파트너십의 주요 사업으로는 마켓타운 영화관과 ‘No.28’ 프로젝트가 

있다. 영화관은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소득사업으

로, 이는 타운을 위한 사업으로서 일종의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다. 주민

들에게는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그 수익금은 타운 재생을 위한 예산으로 활

용되고 있다. 영화관에만 8~10명의 주민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그림 

5-1).

‘No.28’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하우스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마켓타운의 동

부에는 빈곤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병원, 가게, 커뮤니티 등 근린시설이 전무

하며, 실업자, 마약중독자,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파트

너십은 이 지역에 커뮤니티 하우스 'No.28'을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그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초기에는 해당 지역 공공주택(Social Housing)을 관리·운영

하는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국립복

권청(National Lottery)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밖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예술 심포지엄, 도서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 등 예술 관련 행사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여 소극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1. Hexam Town 전경 및 타운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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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영국의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 재활성화 프로그램

영국은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30에 입지한 상점들의 소매업 판매가 

2000년에 이미 총 판매량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2014년에는 39.8%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외곽지역에서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매시설의 위치를 살펴보아도 하이스트리트에서의 증가율

은 200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를 유추해보았을 때, 상점 폐업과 관련하여 하이스트리트 쇠퇴의 악순

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1차적으로 하이스트리트의 고객 수 감소는 인근 

상점들의 경쟁력의 취약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하이스트리트의 경쟁

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최종적으로 상점 폐업을 더욱 증가

시키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5-2).

그림 5-2. High Street 쇠퇴의 악순환 구조

자료: Portas. M.(2011)

30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는 시내 중심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그 재활성화 프

로그램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중심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근린생활권 수

준의 중심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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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하에 영국 정부는 High Street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

진하기에 이른다. 영국 High Street 재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재활성화를 추구

하는 High Street마다 타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타운팀 운

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너십 구성(타운팀 구성)의 차

원에서, 주요 소유주(임대인 등), 대규모와 소규모 상점주, 계획과 개발에 대

한 전문지식을 갖춘 지방의회 대표, 시장이나 국회의원, 기타 해당 지역 사

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 지역 주민 등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함으로

써 협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비전보다는 해당 

High Street의 독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 즉 해

안지역, 도시 내부, 교외지역, 산업지역, 농촌지역-마켓타운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역사, 공동체의 특성과 열망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타운팀은 그 지역에 필요한 상점과 서비스를 적절히 결합하

고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는 High Street가 하나의 브랜드라

는 개념하에 대중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다시 High Street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5월에 12개, 7월에 15개 등 총 27개의 시범사업 타운

과 타운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타운팀은 정부로부터 약 10만 파운드의 

지원금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지원을 정부의 전담부서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7개 타운팀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하이스트리트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BID, 비즈니스진흥지구)에 창업 비용 지원, 빈 상가들로 

황폐화된 지역들에게 지원하여 기업 활동이 공동체에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High Street 혁신 펀드 지원, 자신들의 타운 센터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효

율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도 영국 정부는 High Street의 중요성이 개발계획 결정 시에 우선적으로 반영

되도록 새로운 국가 지역계획 지침을 수립했다. 특히 근린생활권 계획의 일

부분으로 High Street와 관련된 근린생활권 계획에는 1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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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경험과 학습 능력을 축적하기 위하여 ‘The

Future High Street Forum’ 사업을 시작했고, 타운팀을 더욱 강화시켜가고 

있다.

1.2.3. 프랑스 농촌 우수거점 정책(Pôle d'excellence rurale)31

농촌 우수거점 정책은 프랑스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산업,

고등교육, 연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경제 및 혁신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한 경쟁거점 정책(Pôle de

compétitivité)을 농촌에 적용하여 수립한 정책이다. 농촌거점정책의 특성은 

분배 방식의 개발이 아닌 경쟁과 심사를 통해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선발

하여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 단위로 공모를 실시하여 농촌 지

방의 고용, 혁신 부문의 창의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 인증하고 재정 지

원한다.

농촌경쟁거점 공모는 현재까지 2세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1세대는 2006

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공모하였는데, 응모한 프로젝트는 720건이었으며, 이 

중 379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농촌공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관련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농촌공간 내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주체들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분야와 기업과 민간

협회(association)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006년에 선발된 제1세대 농촌 우수거점 프로젝트는 자연, 문화, 관광자원 

홍보 및 활용(41%), 천연자원(Biomasse, 지열, 태양열, 오물) 활용(21%),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 및 귀촌 인구를 위한 경제, 보건, 사회 분야의 지원

(14%), 제조업, 장인산업, 지역 산업 개발(16%)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걸쳐 

31 본 내용은 제1차연도 연구의 자료집(성주인 등 2012c)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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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농촌우수거점 제2세대 공모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63

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농촌우수거점 제2세대 사업의 주력 분야는 서비

스, 지역경제였다.

< 사례1 - Bretagne 지역 La Croix Jeanne Even 23330 Collinée >

○ 프로젝트 시행자: MENE 코뮨연합

○ 프로젝트명: 지역 내 지하자원활용을 통한 미래의 에너지 준비

○ 브르타뉴 지역은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가 없어, 전기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쓰레기 등 자연적으로 부식되는 소재를 활용, 이로부터 얻은 메

탄을 확보하여 전기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전기 사용 집중 시

간대에 메탄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여 조명 및 난방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고, 관내 23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건설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을 홍보한다.

< 사례2 - Pays de la Loire 지역 25 rue de la Gare 85420 OULMES >

○ 프로젝트 시행자: Vendée-Sèvre-Autise 코뮨연합

○ 프로젝트명: 농업과 연구 산업 간의 인터페이스 개발

○ 농업을 혁신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농산물 시장을 부흥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 주체와 경제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아가 농업 생산물의 판매 및 농업종사자 인력 

관리에도 서로의 노하우를 교환하여 상생발전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실행계획은 농업 관련 기업 인큐베이터 건설과 연구소 창설, 인터

넷사이트 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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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커뮤니티 활동과 파트너십 강화

1.3.1. 일본의 집락 연계 공동체 활동

마을 단독으로 지역 관리·보전이 어려운 일본의 과소화 지역에서는 여러 

마을이 연계하는 새로운 농촌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

하고 지역 자원을 관리·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표 5-6). 과거 한 개 

마을에서 행하던 영농 및 생활 측면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복수의 마을이 공

동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집락이 모여서 집락 영농조직

을 조직하는 경우가 2005년 1,936조에서 2010년 3,261조로 67.6% 증가, 그 비

율도 같은 기간 20.1%에서 24.5%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의 일부 집락이 연

계된 공동체로도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의 경우 지역을 벗어난 광역 단위로 

형성된 지역조직체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32

공동체 활동이 광역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얻어지는 이점은 크게 네 가지

를 들 수 있다. 첫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채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토부 조직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광역조직에 소속하는 여러 마을에서 모집하였으며, 후쿠시마현 조직에서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각종 단체가 통합됨으로써 기능별로 위원

회를 조직하고, 보다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홍성군 홍동면의 사례와 유사하다.

둘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과 인재 활용의 거점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충실해지고 인재의 확보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교토부 조직과 후쿠시마현 조직의 사례를 보면 조직 자체의 사업비

(회비와 자체수익금)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사업비 지원금을 활용

32 총무성에서 조사하는 과소지역의 집락 활동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집락 단

독으로 수행하기에 곤란한 공동체 활동으로 축제 전통행사 등 지역문화의 보

전 계승, 도로 보수 및 도로변 풀베기, 용배수시설 및 도로 옆 수로의 유지 관

리, 공동 농작업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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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교토부 조직 후쿠시마현 조직

조직형태 임의조직 NPO 법인

조직계기 행정기관(부)의 권유와 지원 민간 자발

조직

속성

범위 구촌(명치합병촌) 구정(소화합병촌

거점 중심집락센터 미찌노에키(시에서 지정관리)

구성집락

및 조직

8개 마을+2단체(NPO 법인, 지역숙)

(지역인구 687명)

회원 270명, 이사 19명, 직원 3명, 파

트타임 17인(지역인구 3,319명)

조직

구성

및

활동

내용

설립경위
공민관 단위의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모체. 구성 집락에서 위원을 선출

정내12단체(유한농법, GT 등 지역만

들기 활동조직을 모체, 시정촌합병시

조직화)

조직구성

각종위원회(기획부,체육부,정주촉진,

농림진흥, 지역자원, 특별위원회), 소

학교활용, 자치회재편

사람, 지역, 환경만들기 위원회, 교류

정주촉진위원회, 점포위원회, 특산가

공추진위원회, 유기직판지원위원회, 상

품전략위원회

활동내용

지역축제, 등산이벤트 개최, 정주지원

(빈집조사 등), 초등학생산림체험, 지

원자원도작성, 유휴농지, 폐교부지활

용검토, 지역조직 개선 검토

건강/치과 상담 연수회 개최, 신규

취농 지원, 정주지원, 미치노에키 농

산물 판매/상품개발, 식당, 뽕 잼 가

공, 유휴농지재생, 다점포출하, 학교

급식 등

경제기반 교토부사업+회비 현·시 사업비+농산물 판매

관계

조직

공적기관
조직설립지원, 사무국(부직원), 외부

인재 충원 영농·생할기반정비 조성
현과 시로부터 각종 사업 수탁

각종단체
집락영농 및 농지·물보전관리직불금의

활동조직과 연계

대학, 민간회사의 조사협력의 의한 재

해부흥 실시

자료: 江川章(2013).

표 5-6. 일본의 광역 지역조직에 의한 농어촌 공동체 활동 사례

하여 조직 활동이 지속 가능하다. 이는 외부에서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사람

들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레 정주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들 조직이 농촌 내외의 다른 조직 단체와 연계·협동이 가능하다.

교토부 조직의 경우 권역 내의 집락영농조직이나 농지물보전관리직불금 교

부 활동조직과 연계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조직의 경우 대학과 민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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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하고 있다.

넷째, 광역 조직은 기존 조직(집락 내지는 단체)을 테마별로 재편함으로써 

광역 조직이 프로젝트 수행의 합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토부

와 후쿠시마현의 두 조직은 내부적으로 테마별 위원회와 사무국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전체의 사업과 조직 운영 방향이 조정된다.

일본의 농촌에서의 이러한 광역적인 조직 활동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광역조직을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주체로 활용하고, 이들 

조직에 속한 인력을 농촌개발의 후계자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광역지역조직의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직의 실정에 맞

은 조직 형태(법인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3.2. 파트너십을 통한 과소화 대책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일본의 지역 가꾸기의 키워드는 참여였다. 이

후 2000년대 지방분권이 강화된 이래 지자체, NPO 법인, 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행동 주체가 형성됨에 따라 최근의 지역 가꾸기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동이 기본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협동 혹은 파트너

십이 중시되는 이유는 과소·고령화 등으로 중산간지역의 여러 곳에서는 집

락 단독으로 지역의 관리·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에치고 카와구치 교류 네트워크 REN’의 활동 지원 사례

니가타 현, 나가오카 시, 야마코시 무라 지역에서 주민과 마을이 주체가 

되어 지역 가꾸기 활동을 하는 가운데, 관련 지식과 경험, 활동 공간이 지역

에 제한된다는 점, 정보 부족, 활동 자금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활동 단체 간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연계를 위한 주민네트

워크 조직 ‘에치고 카와구치 교류 네트워크 REN’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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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희망 만들기 교류회의 개최, 피해지역 교류 

지속적 지원 등이 있다. 네트워킹을 통해 각 단체 간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 간의 동기 부여가 이루어졌다.

NPO 법인 카나쿠라학교

1990년 일본의 와지마 시, 마치노 마치(町野町), 카나쿠라(金蔵) 마을에서 

마을과 지역의 과소화에 관한 토론 모임이 시작되었다. 최초 3명의 마을 주

민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토론 결과에 따라 실천하고자 하였으며, 2001년 마

을 주민 4명과 함께 ‘카나쿠라 학교(임의단체)’를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아늑

한 고향 만들기, 카나쿠라의 역사 발굴, 카나쿠라 식사 간담회 등 작지만 주

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같이 즐기며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2003

년에는 임의단체인 카나쿠라 학교를 NPO 법인화하여, ‘특정 비영리 활동 법

인 아늑한 고향 카나쿠라 학교(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를 설립하고, ‘하나

의 등불 카나쿠라 만등회 축제’ 등 외부인과의 교류를 위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을 활성화에 관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11년 ‘카나쿠라 3개의 화살 계획’이라는 전략계획

을 수립하였는데, 첫 번째 화살은 ‘생산기반의 재구축과 농경지 보전’, 두 번

째 화살은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세 번째 화살은 ‘교류 인구의 확

대’이다.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의 활동의 특징에서 크게 네 가지의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외부 사람들과 적극적 교류를 통하여 활동을 실천하였고, 둘

째, 형식적인 조직 만들기보다 실천 가능한 활동을 통한 연계 방법을 중시하

였다. 셋째, 여러 사람과 조직이 연계할 때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사

람을 활동 추진 멤버로 활용하였으며, 넷째,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주민을 위한 방법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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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영국 근린생활권 계획(Neighbourhood Plan)

2012년 4월 이후 영국의 지방 공동체(local community)들은 Localism Act(이

하 ‘LA’)를 근거로 미래 근린생활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근린생활권 계

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영국 근린생활권 계획(Neighbourhood Plan)

의 주요 사항은 이전의 패리쉬(Parish)/타운(Town) 계획과는 달리 법적 구속

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 투표에서 50% 이상의 찬성에 기초하여 실행한다

는 것이다. 근린생활권 계획의 기본요소와 계획 수립과정, 계획의 실현 과정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LA에 제시된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요소는 근린생활권 계

획, 근린생활권 개발 명령, 명령 수행을 위한 공동체 권리 등이 있다. 근린생

활권 계획은 근린지역의 향후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공동체가 주도한다는 

법적 지위33를 가지는 계획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주로 근린생활권의 토지 

이용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 환경 쟁점들

이 포함된다. 근린생활권 개발 명령(Neighbourhood Development Orders)은 패

리쉬 의회, 타운 의회 또는 근린생활권 포럼(neighbourhood forum)이 특정 지

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하여 계획 허가를 부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공동체 권한(Community Right to Build Orders: CRBO)은 해당 지방공동체의 

관련 기관들이 작은 규모의 주택 개발과 같은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계획 허

가를 받는 데 이용된다.

근린생활권 계획의 수립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이 구현되는 공간적 범위 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린생활권 

계획안이 구현될 공간적 범위에 대한 지도, 그 범위의 적합성에 관한 진술

33 근린생활권 계획이 법적 지위를 지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

존 패리쉬 계획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소 선언적 계획이었던 데 반

해, 공간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린생활권 계획은 법률적 지

원을 받고 있어서 향후 상향식 지역개발 방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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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리쉬 및 타운 의회, 또는 근린생활권 포럼 등 계획 수행 주체가 이를 

수행할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계획 수립 주체의 선정이다. 타운이나 패리쉬 의회가 직접 수립하거나, ‘근린

생활권 포럼’이 수립한다. 전자는 지자체 주도로 수립되는 것이라 우리나라

와 크게 다르지 않겠으나, 후자의 경우 최소한 21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 주민 1인, 그 지역 근로자 1인, 지방의회 의원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체의 참여, 즉 신임투표이다. 이

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서의 작성이다. 근린생

활권 계획서 작성에는 이해 관계자들(예: 지자체의 개발 담당자, 지자체 유

관기관, 토지소유자, 개발자 등)과의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며, 비전과 목표,

개발계획 정책, 부지(입지) 선정, 공동체 제안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작성된 근린생활권 신청계획서는 지자체 계획 당국에 제출되기 전

에, 법적인 필수조건으로 공개적으로 홍보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격을 

지닌 기관을 통해 지자체 계획 당국에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때 근린생활권 

계획은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도 확보,

셋째,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에 제시된 전략 정책들과 부합성 확보, 넷째, 인

권적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들과의 적합성 확보, 마지막으로 EU

정책과의 부합성 확보 등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지자체는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 계획 당국은 평가 결과에 따

라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며, 만약 지방 공동체가 수정된 사항이 불만족스럽

다면, 각 지방 공동체는 근린생활권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

앞서 제시한 단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지자체는 신임투표를 실

시한다. 신임투표 이전에 계획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50% 이상의 유권

자가 찬성할 경우, 카운슬은 해당 계획을 법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근린생활

권 계획이 수립되어 법적으로 시행되면, 이 계획은 근린생활권에 관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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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신청내용들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며, 개발계획 결정들에 대한 수행 지

침으로도 활용된다.

근린생활권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 과정에서의 공동체 파트너십

의 역할에 있다. 근린생활권 포럼이나 패리쉬와 타운 의회는 계획 수립 과정

만 주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사안이 된다. 공동체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근린생활권 계획을 포

함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법제화하는 데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계획 수립 초

기에 공동체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이는 향후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추

가 비용이나 사업을 지연시키게 된다.

< 근린생활권 계획 사례 - East Sussex County의 Newick 근린생활권 계획 >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East Sussex County의 Lewes District 북부에 소재한 

Newick은 인구가 약 2,340여 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은 2030 근린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현재 2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주민 투표를 

거친 결과, 12개의 개발 계획 후보지 중 3개를 선정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개

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 합의 과정에서 카운티 카

운슬 담당자, 전문가, 이해당사자(토지 소유자, 개발자 등), 주민들이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및 방법, 그리고 주민 투표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ewick 패리쉬 의회의 근린생활권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는 총 2번에 

걸쳐 자문회의(Consultation Day)를 실시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주로 몇몇 지

구가 주택개발 용지로 개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였고, 최종적으

로 12개의 부지를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주민 신

임투표를 하여 최종 부지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개발자,

주민들이 참석하여,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관련 부지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약 6명의 패리쉬 의원, Lewes District 의회의 계획 담당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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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개 후보지에 대한 개관 나) 최종 자문회의 및 신임투표

다) 개별 후보지에 대한 내용 검토 라) 찬반 투표 및 코멘트 수령 상자

자료: Newick Parish Council(2013).

그림 5-3. Newick 근린생활권 계획 부지 신임투표

원을 상주시켜 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각 부지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하

였다.

최종 협의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찬성률이 50% 이상인 3개

의 부지가 개발 승인을 얻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특히 <부지 1>의 경우 

가장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으나 찬성률이 48.3%로 기각되었다. 참석자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 부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지표명을 한 표 성향을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가 선언한 ‘이 부지가 개발 

허가를 취득하면, 이 부지에 다양한 스포츠 시설 개발을 포함시키겠다’는 의

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표명의 주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에 토지 소유자의 선

언대로 스포츠 시설을 위한 개발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

춰졌다. 또한 기업들로부터 스포츠 시설 개발에 대한 보증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대자들의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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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인근 Chailey의 기존 스포츠 시설들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

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주지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개발 후보지에 대한 자문회의와 신임투표 단

계에서 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근린생활권 계획의 선호부지 

유형이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근린생

활권 계획이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에 우선적으로 기초하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중간지원 조직 및 애니메이터 육성

1.4.1. EU의 LEADER와 중간지원조직 육성

EU의 LEADER 프로젝트는 1992～94년의 LEADERⅠ, 94～99년의 LEADER

Ⅱ, 2000～06년의 LEADER+, 그리고 2007～13년의 LEADERⅢ로 이어지면서 

유럽 농촌진흥정책의 기축을 형성하고 있다. 리더사업이 내세우는 장점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의 작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리더의 성공은 결국 관련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을 연계하고 파트너십을 

실현하는 지역 단위 활동가 육성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리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U의 많은 국가들이 파트너십 실현을 위해 다양

한 형태로 활동가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가 육성 프로

그램으로 독일의 지역 매니저와, 이를 벤치마킹한 EU 차원의 농촌 애니메이

터 과정을 들 수 있다(松田 裕子 2013).

독일의 리더 매니져와 지역 매니저, 중층적 거버넌스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리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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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중층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정부 

레벨의 리더 매니저, 지역 단위의 지역 매니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어지는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조직하였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다양한 

행동 주체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LAG(local action group)와 행정

기관이 연계되고 리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며,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리더사업이 표방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파트너

십의 정착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농무부는 1995년부터 LAG의 상담 창구가 되는 

LEADER 매니저를 주 전체에 9명 배치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지역의 정치가

를 포함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리더 사업에의 참가를 

촉진하며, 리더 사업에 응모한 그룹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 응모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조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는 LAG를 지원하고 평가를 하며, 그 결과를 리더 사업 심사위원회에 보고하

는 것이다.

리더 사업이 진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매니저를 고용하도록 하

였다. 지역매니저는 리더 매니저와 그 성격과 역할이 매우 다르다. 지역매니

저는 대내적으로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위치하여 LAG의 아이디어를 종합 

정리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

십 및 네트워킹 활동, 홍보활동 등이 있다(Giuseppe Gargano 2011).

EU의 농촌 애니메이터 육성사업

EU는 농촌 애니메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9년에 농

촌 애니메이터를 위한 유럽 석사 프로그램(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s, 이하 EMRA)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개발 관

련 논점의 폭넓은 이해와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기

술을 제공토록 하였다.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농촌애니메이터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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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A가 설정한 농촌애니메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EMRA 2012).

- 지역경제와 관련한 코뮤니티 활동을 주도하고 사회적인 유대 및 지역의 정

체성을 강화 재생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추진

-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상향적으로 전달

- 지역의 파트너십과 네크워크를 형성 운용. 이해관계자를 결집시켜 농촌진

흥계획을 지원하는 등 정책의사결정자와 지역공동체와의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수행

-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이를 실행

1.4.2. 프랑스의 농촌지역 자치단체에서의 애니메이터 활동

프랑스에서도 EU의 리더 사업 추진을 위한 애니메이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리더 사업 외에도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 수준, 특히 코뮨

연합인 뻬이(Pays)에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중간지원조직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론 알프스주의 농촌진흥위원회(CRDR)에서는 이 지역의 애니

메이터의 역할을 조사(CRDR 2010)한 바 있다. 조사는 1999년과 2009년 2차

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애니메이터의 연령은 1999년에는 과반수 

정도가 30대 이하였지만 2009년에는 점차 연령대가 높아져 45세 이상이 13%

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애니메이터가 경력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

한다. 애니메이터의 전문자격 분야는 지역개발 분야가 1999년 27%에서 2009

년 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림업(1999년 2009년 모두 15%), 경영·행정

(1999년 13%, 2009년 11%) 순이었다.

애니메이터는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

1999년에는 NPO가 가장 많은 수(43%)가 고용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는 코

뮨연합인 뻬이에 가장 많은 수(39.4%)가 고용되어 있었다. 애니메이터는 매

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었다. 2009년의 경우 농업, 관광, 환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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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공업, 커뮤니케이션, 고용·연수, 기업 컨설팅, 사회복지, 거주환경, 공업,

도시계획, 건강 순이었다.

연도 도
코뮨
연합

공공기관
(농업회의소)

NPO 주 코뮨 기타 전체

1999 0.5 32.0
13.0

(0.0)
43.0 0.0 5.0 6.5 100.0

2009 1.5 39.4
25.1

(4.4)
28.1 1.0 3.4 6.5 100.0

자료: CRDR(2010).

표 5-7. 프랑스 지역 단위에서의 애니메이터의 고용

단위: %

2. 시사점

공동체 활동 강조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행정 조직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즉각

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의 참여 차원을 넘어 협동과 협치 

차원에서 공동체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파트너들)이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획에 대한 실질적 지원(예:

특정 내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참여도와 관심도 증대, 계획 추진 과정에서 

갈등 완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조직이 계획 수립을 주도하지만, 중앙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

역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근린

생활권 포럼이나 패리쉬와 타운 카운슬은 계획 수립 과정만 주관하고 조정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요한 사항은 결국 공동체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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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파트너십 강화 움직임

유럽이나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지역 단위 파트너십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농촌개발 정책에서 역시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 추진 방식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악화, 시민사회의 성숙, 인프라 정비가 어느 정도 마

무리된 상황에서 연성적인 사업 증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단위 파트너십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유인되는 경우가 많다. EU의 에니메니터 육성사업, 영국의 LEP,

일본의 NPO 법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농촌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쇠퇴에 대응하여 공동체 활

동의 지역 간 연계 및 광역화 등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1개 

마을에서 행하던 영농 및 생활 측면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복수의 마을이 공

동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며, 최근에는 마을 단위를 넘어서 광역 단위로 공

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인적 자원의 개발 필요

EU의 LEADER 사업은 농촌개발을 위해 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의 접근 방법과 사고의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학습 과정이라

는 평가도 있다(松田 裕子 2013). 즉, 농촌 지역발전에 있어 단순한 예산 지

원이 아니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촌의 

인프라가 잘 정비된 나라일수록 사람이 농촌 개발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

다. 이런 면에서 고령화 및 과소화가 진행된 농촌은 내발적인 동력에 의한 

지역개발이 쉽지 않으며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하지만 EU의 리더 사

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인근 도시를 포함한 보다 넓은 영역 속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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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계협력

큰 규모의 물리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내실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이나,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 등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규모의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점차 주민 역

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생활

권 정책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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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

각종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지역별로 다

양하며, 정책 현안도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을 위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

하여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개발하는 일은 지

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대신에 중앙정부는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

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한 진단 결과와 선

진국의 정책 동향, 농어촌 정주 공간 변화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였다.

1.1. 농어촌 생활권 단위의 정주 기능 확충

첫째, 농어촌의 정주 기능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공간에 대해

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

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정주생활권은 읍·면 단위 이하 거주지 주변 권역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마을과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 범위에서 제기되

는 주민의 정주 수요를 충족시키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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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초적 생활환경과 주

거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6-1>은 2012년 본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례지역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로서 마을 발전을 위

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집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마을 기반시설 개선 요구

가 가장 높으며, 40호 미만 소규모 마을일수록 공폐가나 노후주택 정비를 응

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마을 단위에서는 시설 운영 등 사업 관리를 위

해 주민들의 역량 축적이 요구되는 소득 사업 분야보다는 기초적인 기반시

설 분야 정책 투입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34

구 분
마을(행정리) 규모

전 체
40호 미만 40～99호 100호 이상

노후한 마을 기반시설 개선 39.3 42.9 38.1 40.5

공폐가, 노후주택 등의 정비 13.1 9.5 4.8 9.2

마을 토지이용관리 2.4 11.1 9.5 8.2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15.5 22.2 13.1 17.7

귀농·귀촌 적극 유치 2.4 0.8 2.4 1.7

도시민 방문을 위한 시설 조성 3.6 4.0 2.4 3.4

스포츠 시설 및 문화시설 조성 9.5 4.8 16.7 9.5

마을 공동체 재건 11.9 4.8 11.9 8.8

기타 2.4 0.0 1.2 1.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2년 제1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4개 사례지역(양평, 진천, 부안, 청송)

12개 읍·면의 마을 이장 대상 조사 결과를 재집계.

2)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거나 타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한 항목에 

대해 밑줄로 강조.

표 6-1. 마을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단위: %

34 지자체의 지역개발 담당자들도 지속적인 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지자체 지역개발 분야 

담당자(1,381명)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하다는 응답 비율이 92.4%로 집계되었다(농식품부 내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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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필요한 각종 생활 지원 기능을 하는 농어촌 중심지를 대상으로

도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읍·면 중심지가 갖는 정책적 의

의가 강조되어 왔으며, 사업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책 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배후 농어촌 

지원 및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읍·면 중심지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

하는 데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짚어보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정책 내용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1.2.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어촌정책 분야에서도 일선의 파트너십 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시

기가 되었다. 농어촌은 상당수 마을이 고령화, 공동화를 겪고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이 과거와는 달리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

지와 같이 일부 제한된 주체들의 주도로만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이끌어가서

는 정책의 지속성을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주체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참여와 파트너십 형성이 강

조되어 왔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에 대한 정책적 핵심

은,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는 공동체 발

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 단위의 지역들을 영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

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문구로 요약해서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우

리의 농어촌정책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바탕을 두는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주로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던 공동체 활동 지원 방식의 변화

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 배후 마을 공동화, 과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 마을 차원의 공동체 활동 육성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 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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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을 시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의 농어촌 정주 공간 대상 정책사업도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으로 재

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각종 단체들의 

활동을 육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3.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동안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을 위한 정책들은 대체로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

역에서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정

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어 주어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

이 우세했다.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지역 주체들

의 활동이 촉발되고 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와 동시에 사업 운영

도 종료되고 마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보조금 사업 일변도로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이 형성

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

대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농어촌 정주공간의 비전을 

도출하고 필요한 일들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민간 주체들

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잉글랜

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 육성을 위한 자율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금전적

인 지원 여부에 의해서만 일선 현장의 주민 활동이 결정되던 기존 관행을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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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초생활권 유형

전 체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상수도 46.7 49.6 48.6

하수도 45.1 51.4 49.2

마을 내 도로 58.4 56.2 57.0

주차장 27.7 21.2 23.5

소공원 22.7 16.5 18.7

하천 정비 33.6 27.3 29.5

쓰레기 처리시설 18.7 21.0 20.2

마을회관 10.7 7.6 8.7

주택 11.5 18.7 16.1

주: 1) 복수응답 문항으로서 응답자 수 기준으로 비율 집계.

2) 상위 응답 3개 항목은 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한 경우 밑줄로 강조.

자료: 농식품부 2012년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 원데이터 재집계.

표 6-2. 기초생활환경 정비 투자가 필요한 분야

단위: %

2. 농어촌 정주계층별 기반 조성

2.1. 마을의 기초적 생활기반 확충

마을개발사업의 기초 생활기반 분야 투자 비중 확대

농어촌 정주공간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마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농어촌 주민이나 일선 지자체 담당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기초 생활기반에 대한 투자 원칙과 목표를 

정립하여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기초 생활기반 정비 분야의 중장기 예

산 규모, 사업량 산출을 위해 기초적인 기반시설 분야 여건을 전국 단위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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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정부 차원의 기반 정비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추

진할 생활기반 정비 사업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표 6-2>의 조사 결

과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 시·군의 지

역개발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초

생활환경 정비 분야 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등의 

정비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촉진지역 

응답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 마을 내 도로는 일반농산어촌지역과 

성장촉진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주택 등의 경우 후자에서 더욱 요구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활기반 분야 사업 대상 지역 설정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

다. 통계 구득 여건을 감안하여 읍·면 단위로 마을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정비 수요가 높고 지역간 격차가 큰 분야를 지표로 삼아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전국 평균치에 비해 특히 불리한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

토록 한다. 사업 지원 단위 역시 기존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정주권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읍·면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시·군 차원에서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 분

야에 자체 투자한 실적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이런 시·군들을 인센티브 차원

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이행 실적을 파악하

는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연계해서 기준치 달성 성과가 두드러지는 시·군에 

대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종합적인 마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농촌마을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하여 사업지구가 포함된 읍·면에 대한 생활환경정비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단위의 중장기 마을 재편 전략에 바탕

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 계획에 근거한 사업 지원

위와 같이 기초생활 인프라 분야 지원 대상을 설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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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마을 정비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구상을 갖고 농어촌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여건을 중앙 단위에서 각종 통계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 대

응이 필요한 과소화 마을의 경우 지역마다 다양한 입지 특성 및 물리적 여건

을 갖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 정비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읍·면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근

거하여 인프라 정비를 추진토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이때 정비계획은 

기존 면 단위 생활환경정비계획보다 진일보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

지 수립해온 면 단위 생활환경정비계획은 계획의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으나 

마을 발전에 대한 지역 차원의 중장기 비전이 결여된 채 마을 간 나눠먹기 

사업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농어촌 마을 정주 여건 진단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에 기초하여 중장기 마을 발전 비전, 기반시설 투자 내용 등을 담아서 계획

을 수립토록 한다. 개별 마을별 추진 사업만을 단편적으로 담기보다는 지역 

차원의 전체적인 마을 재편 구상 등에 바탕을 두어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을별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을 벗어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을사업 투자 방식 전환

이상과 같은 방향의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일반농산어촌지역 포괄보조사

업 방식에 대한 개편 작업이 요구된다. 그동안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 투자가 

수반되는 권역 종합정비사업 중심으로 포괄보조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권역

사업의 경우 주어진 지원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

은 소득사업 투자와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하드웨어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결국 유휴시설 양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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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에 맞추어 사업 내용을 정하던 기존 관행

을 탈피한다. 마을 가구 수나 참여 마을 개수 등에 근거하여 지원 규모를 일

률적으로 책정하던 방식을 벗어나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복수의 마을을 묶어서 추진했던 권

역사업은, 마을 간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 추진 계획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 한해 기존 방식대로 추진한다. 예산 획득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

서 배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궁극적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마을 대상 사업 우선순위를 전환

하도록 한다. 그동안 비중이 높았던 권역 대상 종합 정비사업의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에 기초적인 인프라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

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2.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농어촌 중심지 육성

읍·면 중심지 유형을 감안한 방향 설정

시·군별로 다양한 유형과 기능을 갖는 읍·면 소재지가 존재한다. 거점 읍·

면과 일반 읍·면을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중심지 대상 정책을 

유형에 따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활동 및 서비스 이용 중심지

로서 역할을 하는 거점 읍·면은 시·군당 1~3개 가량 분포하리라 예상되는데,

이들 읍·면은 거점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서비스 

이용 중심에만 머물지 않고 소생활권을 구성하는 배후 읍·면을 아우르는 경

제활동 중심으로 기능토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보다 다양한 주체들

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

록 한다. 프랑스의 농촌우수거점 사업 사례 등에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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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별 읍·면 중심지는 배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

동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개별 마을 단위를 벗어나서 마

을 네트워킹에 기반한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할 무대로서 농어촌 중심지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옥천군 안남면의 마을들을 연계한 지역발전위원회 

활동 사례 등을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옥천군 안남면의 주민 참여를 통한 소재지 활성화35

○ 안남면은 12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인구가 1천5백 명에 불과

하나 배후 마을들을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동이 면 단위에서 활발히 수행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어머니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

역개발, 교육·문화, 여성·복지·환경 등의 분과별로 활동을 추진

○ 주민 대표 조직인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지역발전의 의

사결정을 위한 대의기구 역할 담당

  - 각 마을 대표를 포함, 36명으로 구성되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2007

년부터 안남면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과 

권역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동호회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면민 체육대회나 작은 음악회 같은 행

사를 개최할 때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참여

○ 2011년부터 소재지 마을이 중심이 되는 권역사업을 시행 중

  - 이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위원회가 중

심이 되어 면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해 안남면 

배후 마을과 소재지를 포괄하는 발전 방향 모색을 시도

35 성주인. 2013. “면 중심지 활성화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옥천군 안남면의 지역 

공동체 활동 사례.” 농식품부 내부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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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진단 방안 제시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중심지 육성 방향을 자율적으로 추진토

록 하되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중심지 진단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소

생활권 현황, 중심지의 기능 수준, 지역 자원, 경제활동, 주민의 역량 수준 등

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농어촌 중심지 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마켓타운 실태 진단(market town

health check)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36

각종 사업 대상지 결정 시 중심지 여건 진단 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사업 지침에 반영토록 한다. 사업 추진 여건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

녔다고 평가되는 읍·면 중심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읍·면 중심지 대상 정책사업 내용을 다변화

소재지 가로나 재래시장 및 상업시설, 소공원 조성 등 물리적인 환경 정비 

위주로 진행되는 현행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의 내용을 다변화한다. 시설 

정비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분야, 문화, 복지, 농어촌관광, 로컬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심지 대상 정책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중심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

을 추진하도록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으로 구

분하여 세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지침을 대

폭 간소화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창의적인 사업 내용 발굴과 확산을 위해 중심지 활성화 

우수 사례를 매년 선정하여 홍보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한다. 참고로, 영

국의 경우 마켓타운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범국가적 단체인 AMT(Action for

36 이에 대해서는 한상욱·송두범(2006)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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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Towns)에서 주관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의 모범 사례들을 매년 발

굴하여 Towns Alive National Awards를 수여하고 있다. 복권기금, 자선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2004년부터 꾸준히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읍·면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는 거점시설 형성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읍·면 단위에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카페와 같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설물 자체가 주

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게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여러 도시에서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를 참

고할 필요가 있다. 육아공간과 같이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

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마을만들기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

은데, 농어촌에서도 이런 데서 귀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0-40대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에 탁아방과 엄마

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주민 사랑방과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방

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읍·면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률적으로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현

행 포괄보조사업의 읍·면 소재지 사업 지원 방식을 개선토록 한다. 역량 강

화 단계와 충분한 계획 수립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년으로 정한 사업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역량 

강화 활동을 내실화해야 한다. 초기 단계(2개년)의 커뮤니티 활동 상황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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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 과정, 내용 등을 평가하여 3년차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 집체교육이

나 선진지 견학, 컨설팅 같은 획일적인 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주

민 참여 활동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토록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이 조성되는 소재지 마을 주민들

로 한정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현행 사업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가급

적 읍·면 내 전체 마을들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토록 절차를 규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점 읍·면 대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내외 파트너십 형성이 이

루어지도록 중점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권역 추진위원회나 읍·면 발전위원

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중심을 이루는 현행 사업 추진 주체를 확대하여 상

인, 농업인, 소재지 거주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 내외 전문가 

및 활동가, 각종 주민조직 대표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폭넓은 이해관계자

들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보완적 활용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발전정책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 공

간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

책에서는 개별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의 실생활권에 기초하

여 연계협력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에 보다 유연하

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분산적 정주 패턴을 지니며 거리마찰을 극복하는 데 제한이 큰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 여건상 지자체 간 연계협력으로 주민들의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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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수요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타 

시·군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분야를 발굴하여 이를 기초

적인 농어촌 생활권 단위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은 필요성이 높

다고 평가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광개발 위주로 추진하던 기존 연계협력사업 관행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림 6-1>과 같이 농식품부에서 2013년에 지자체의 연

계협력 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광 분야가 전체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일본 정주자립권 정책 사례를 보면, 의료, 교통,

산업 진흥, 교육, 복지 등 주민들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

양한 분야에 걸쳐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송미령 등 2013a). 이러한 점

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 획득에 치중한 사업보다는 지역

의 중장기 발전 계획, 주민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

그림 6-1. 지자체의 연계협력사업 분야별 추진 의향

주: 농식품부에서 2013년 실시한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수요 조사 결과 집계.

자료: 송미령 등(2013c)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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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진토록 유도해야 한다.37

3.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3.1. 마을만들기 방식에 입각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앞으로는 정부 사업에만 의지해서 농어촌 활성화를 추진해온 관행을 탈피

하여 주민 자율적 농어촌 정비를 위한 마을 만들기 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

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이 촉매가 되어 본격적인 농어촌 지

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또는 소득사업 중심으로 추진해온 마을개발

사업의 경향에서 벗어나 경관 가꾸기, 공동체 활력 제고 등의 분야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활동이 주민협정으

로 발전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참여에 근거해서 지역개발사업이 추

진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포럼 등의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단

순히 국비 사업을 획득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민들이 상호 약속에 기

반한 활동을 추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권역사업을 포함해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는 마을 단위 

사업은 역량을 갖춘 마을을 엄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립

한다. ‘색깔있는 마을’로 지정되어 현장포럼을 거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정부 지원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사업은 마을에 경제활동 조직을 갖추고 있으

37 아울러 앞서 분석한 대로 시·군 간 광역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감안, 사

업 당 참여 지자체를 제한하여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유도하는 일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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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민 다수가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업 추진 역량과 경험을 지닌 리더와 주민이 없는 일

반 마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생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정비 분야를 위주

로 사업을 지원토록 원칙을 설정한다.

3.2. 마을 간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재활성화

마을 만들기 방식에 입각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

체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마을 만들기 활동이 경관 가꾸기, 에너

지 자립, 주거환경정비, 공동체 활력 제고 등으로 다양해질 것인 바, 주민들

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농촌 마을은 과소화와 고령

화로 인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역량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 마을이 연계 혹은 연합하여 새로운 농촌 공동체

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수 개 마을이 연계 혹은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으로는, 마

을 가꾸기 계획의 수립, 수로 및 농로정비, 에너지 생산시설의 공동 관리, 마

을단위 문화행사 개최, 도·농교류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마을 간의 

연계 혹은 연합의 범위는 수 개의 자연부락을 포함하는 동일 행정리에서부

터 동일 영농권, 수리권, 동일 계곡부의 상부와 하부마을, 구 초등학교 학구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 정도, 지역이 당

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범위를 벗어난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마을간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

하다. 행정의 지원은 기존의 마을 관련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사업, 예를 들면 농촌 마을간 연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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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마을간 연계 공동체 활동 사례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중산간 지역에서는  집락 

단독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여러 개의 집락이 연계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

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니가타 현의 나카오카시 히가시타케자와(東竹沢) 지구는 梶金, 木籠, 小松倉
의 3개 집락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3개 집락은 히가시타케자와 초등학교 폐교 

후 초등학교를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해왔다. 2004년에 발생한 츄에츠 

지진으로 폐교 건물이 피해를 입어 공동체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주민들은 폐교 부지를 정비·녹화하는 공동체 활동을 3개 마을 공동으

로 수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폐교 부지에 철따라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고 일부 남아 있는 학교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 3개 마을 공동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의 부담감을 줄이

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카오카시의 정부의 지역재생 교부금을 활

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마을 주민이 서로 대면하면서 교류하는 기회가 

증가했고 이러한 활동을 비탕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획

이 수립 중에 있다(김두환 2013) 

3.3. 읍·면 단위 지역공동체 활동 육성

읍·면 단위를 농어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이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마을이 공동체 활동의 중심 단위이지만 그 역

량과 기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새롭게 대두하게 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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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활동은 상부·상조와 같은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 기능에서 탈피하여 

목적 지향적이며, 경제적 이익이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갖춘 읍·면 단위로 공동체 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읍·면 단위로 공동체 활동의 공간 범위를 넓힐 때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구성원이 다양화될 수 있고 인재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또

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과 인재 활

용의 기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읍·면 단위에 존재하는 기

존 주민 조직 및 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새로운 주민 모임들이 다

양하게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일부 지역 리더로 한정되던 

정책 참여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지역 단위의 파트너십 형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부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주

민자치회 같은 모임에 대해서도 기능 강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안전행정

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읍·면 단위에 2015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예정대로 읍·면에 설치된다면 이는 읍·면 단위 근린자치의 기본이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활용하기에 따라 

읍·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생조직과 단체들의 연합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 내 파트너십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읍·면 단위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읍·면 단위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혹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

고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애니메이

터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 실무자를 배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면 단위 중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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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 정주공간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4.1.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육성

중앙 정부 지원의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업과 지자체의 지역사업 등 이른바 공동체를 기반으

로 하는 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에 기대하는 역할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순환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

센터 등이 조직되어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먼저 시·도 단위의 중간지원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시·도 단위의 중간지

원 조직은 중앙정부의 공동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시·도 행정기

관 내의 수평적 연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도 행정기관과 주민과

의 파트너십 형성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군 단위 중간지원

조직과 시·도 행정간의 연계와 소통을 담당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

동체 기반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 지자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역

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행정의 자기중심주의를 견제하며 기초 지자체의 내

부 역량을 결집하여 상향식 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 단위의 중

간지원조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군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

고, 지역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며, 시·군 내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사업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 복지, 연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함에 있어 유의할 것은 유사 기능을 가진 중간 지원

조직의 중복 설치 가능성이다. 현재 광역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농

림축산식품부의 농촌활성화지역센터가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여

기에 더하여 시·도 단위의 농업회의소가 설치될 수 있는데, 기능의 중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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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자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제4장에서 살펴본 농어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률에서

는 농촌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지원센터와 시·도 광역지원

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육

성은 기존의 조직과 새롭게 대두하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연계·통합하는 방

향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4.2. 농어촌계획제도 개편과 연계한 상향식 발전계획 유도

이상에서 논의한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의 대안들을 담아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계획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림 6-2>과 같이 시·군 단위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입각한 농촌정비계획을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의 근거법으로 활용

그림 6-2. 농촌계획제도의 도입 및 운영 개념

자료: 성주인 등(20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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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성주인 등 2012d). 기존에 농업소득 개발 및 품목 육성 중심의 내용으로 

수립되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지역개발 분야 사업 부분을 강화해서 반영한

다. 유명무실한 농어촌정비법의 각종 계획을 통폐합하면서 현실화한다. 농어

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촌계획시설을 지정하여 각종 기반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지역개발사업 주체 육성에 관한 제도 정비

중앙 정부 지원 사업의 현장 파트너로서 지역의 사회적 기업, NGO, 품목

별 단체, 기타 시민 전문가(이하 각종 단체) 등을 활용하여 시·군 또는 읍·면 

단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개발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

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지역 활동가 조직도 시·군 자치단체와 대등

한 자격으로 응모자격을 부여하며 사업 추진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의 추진과 함께 한편 공공 사업의 추진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각종 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지 않

고도 행정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인 요건

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중간에 위치한 준 공익법

인이라 할 수 있다. 준 공익법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직과 세무 회

계, 금융 거래, 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일본의 NPO

법 참조).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법은 그동안 공공 영역으로 다루었던 사업들을 협동

조합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법의 제도적인 기

반에 기초하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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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NPO 법

 일본은 1998년 복지, 환경, 지역활성화 분야에 민간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을 제정하였다.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은 민법상의 구공익법인을 개정한 제도로 구공익법인제도가 관할 관청

의 통제를 중시한 반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통제를 지

양하는 것이다. 

 특정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면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계약, 세무 관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기초하여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 NPO 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추진 주체로 기능할 수 있

다. 2012년 현재 일본전국에 약 8천개의 NPO 법인이 코뮤니티비지니스 조직을 

만들어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여(농상공연대 중간지원조직, 경작포기지 이용, 도

농교류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삼림가꾸기 사업, 지산지소 사업 등)하고 있다.





요약 및 결론 제7장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농어촌이 주민들의 정주공간으로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정

책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 목적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생활권 변화, 마을 여건 등 농어촌 정주계층 

상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정책 현안을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선진국의 

관련 정책 및 국내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셋째, 각종 조사 결

과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 정주공간의 육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이의 실

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및 제1차연도의 주요 연구 내용을 고찰하고 

한계를 파악하였다. 제1차연도에 실시한 분석 결과를 보다 발전시켜 제2차

연도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현상 분석 과제를 도출하는 데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이어서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자 관련 정책 

제안을 담고 있는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과제를 크게 세 가지 제시하

였다. 첫째,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기존 마을 단위의 지

역개발정책을 재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농어촌 정주 공간의 소생활

권 거점인 중심지를 유형별로 적합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해법을 찾으며, 마

지막으로, 농어촌 정주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을 본 연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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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종 통계자료와 2년의 연구 기간 동안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공간의 현상을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먼저 국토 공간 상에서 농어촌 생활권의 위상을 통근·통학 자료 및 인

구이동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도시와 주변 시·군 간의 

연계는 강화되지만,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먼 농어촌 지역의 생활권은 도

시로의 연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광역화의 

영향이 농어촌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농어촌 중심지 분석 결과에서는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기능

이 대체로 유지되는 등 농어촌의 기초적 생활권이 기능을 한다는 결과를 확

인하였다. 그리고 소생활권 중심지 이용 특성이 지역적 요인과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마을 단위의 생활기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마을의 입지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여건에서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수준도 마을별로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농어촌에서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찾아보려 하였다. 즉 공동체 구성원

이 보다 다양하며 활동 범위가 마을을 벗어나 읍·면 및 시·군 단위로 확대되

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 기능에서 

탈피하여 목적 지향적이며, 경제적 이익이 중시되는 지역공동체 활동 사례 

등도 발견하였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와 주민들의 조직 역량

이 갖추어진 읍·면 단위로 활동이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리고 중간지

원조직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사례들

도 찾을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에 관련한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책 현황은 마을, 읍·면 등 농어촌 정주공간

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지역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최근의 관련 정책들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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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추진해온 농어촌 정주공간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첫

째, 지역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

드웨어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는 문제도 나타난다. 셋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

더라도 형식적인 주민 참여와 소수 리더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역

량 강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다. 넷째, 중심지 관련 사업

의 경우 배후 마을 연계가 미비하여 정책 취지를 못 살리는 한계가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농어촌 정주 공간의 정책에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기반으

로 한 생활권 정책인 일본의 정주자립권 정책과 프랑스의 코뮨상호연합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농촌의 소생활권의 중심지에 관련한 해외 사례로서 

영국의 마켓타운 프로그램 및 프랑스 농촌 우수거점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활동과 파트

너십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집락 연계 공동체 활

동, 파트너십을 통한 과소화 대책,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을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정주 공간 정책에 있어서 중간지원 조직 및 애니메이터를 어떻게 

육성할지에 관련한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의 정주 공간 정책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강조하고 지역 단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선진국의 각 정부 부처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연계협

력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지역발전의 행동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인적 자원

의 개발을 이루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농어촌 정주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정책 추진 시 농

어촌 정주공간 육성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개발하는 일은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맡기고, 중앙정부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과 방향

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농어촌의 정주 기능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일

상적 생활 공간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노력한다. 마을과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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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 범위에서 제기되는 주민의 정주 수요를 충족시

키는 작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일부 제한된 주체들의 주도로만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이끌어가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앞

으로 농어촌정책 분야에서도 일선의 파트너십 형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셋째, 보조금 사업 일변도로 농어촌 정주공간 정책이 형성되는 방

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토록 

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들을 제안하였

다. 첫째, 마을의 기초적 생활기반 확충을 지속하되 지자체가 마을 정비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구상을 갖고 농어촌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지자체가 읍·면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근거하여 인

프라 정비를 추진토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종 정부 지원사업으로 인한 유휴시설 양산 문제에 대응한다. 예산

에 맞추어 사업 내용을 정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예

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읍·면 중심지에 대해서는 거점 읍·면과 일반 읍·면으로 이원화된 육

성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거점 읍·면의 경우 서비스 이용 중심에만 머물

지 않고 소생활권을 구성하는 배후 읍·면을 아우르는 경제활동 중심으로 기

능토록 유도한다. 개별 읍·면 중심지는 배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

티 활동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중심지 육성 방향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중앙정부는 지역의 소생활권 현황, 중심지의 기능 수준, 지역 

자원, 경제활동, 주민의 역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하

고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제시한다.

다섯째, 현행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의 내용을 다변화한다. 사업 기간도 5

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사업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한다. 가급적 읍·면 내 전체 마을들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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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앞으로의 지역개발사업은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특히 읍·면 단위를 농어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의 기초 단위

로 설정하고 이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같은 조

직을 비롯한 읍·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생조직과 단체들이 연합체를 이

루어 지역 내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읍·면 단위의 자율적 

계획 수립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지역공동체 활동의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광역 및 기초 단

위 중간지원조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연구의 시사점과 과제

본 연구에서 다룬 분석 결과와 정책 논의들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겠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정주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을 시도하였다. 국토 공간 상에서 농어촌 정주공간의 위상을 찾아보고자 했

다. 특히 읍·면 중심지와 마을 등 기초적인 정주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

해 실증 자료들에 입각해서 최근의 변화 상황을 짚어보려 했다. 최근 들어 

그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

에서 진행한 시도는 관련 분야에 활용도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

한 작업에 힘입어 농어촌 지역에서 자족적인 정주생활권 발전을 위한 논리

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2개년에 걸쳐 마을, 읍·면 중심지 등의 다양한 사례 고찰을 하였으

며, 농어촌 정주공간이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도시

민 정주 공간으로 변모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여러 요인들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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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다변화하는 농어촌에 대해 지역 차

원에서 비전을 만들고 장래 발전 구상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고 평가된다.

셋째, 근래 들어 선진국 농어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온 파트

너십 문제를 본격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그간 유럽연합의 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시도해온 파트너십이나 민간 

주도 추진조직의 구축 같은 과제들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이미 지적하였는

데, 정책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실태를 고찰하면서 우리나라

도 이제는 파트너십 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개별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만 주

민 참여나 민관협력 문제를 다루어왔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의 차원에서 접

근할 때가 되었음을 본 연구에서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밝히지 못

한 부분들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이다. 첫째, 마을 실태 분석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광

범위한 통계자료와 주민 조사 등에 입각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마

을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현장 조사는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질적

인 측면에서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개

별 마을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 단체의 활동 현황에 대해 본격적

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역시 통계자료나 행정 데이터 같은 2차 자료에 의해

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면접조사 같은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주공간 진단과 정책 처방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까닭으

로 공간적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따라

서 농어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의 의미에 대해 깊

이 있는 탐구를 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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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인 주거나 서비

스 이용 같은 공간적인 부분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농어촌의 변화를 추동

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인 경제활동 중심의 연계 관계 분석에는 다소 소홀했

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 처방 역시도 공간정책에 관련되는 것으로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공간적인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변화 과정과 상호작용하면

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향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여러 측면들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해 따져보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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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어촌 시·군 생활권 및 연계·협력에 관한 설문

접근문
농어촌 주민의 생활권 및 연계협력에 관한 

설문조사(평창군)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면접원 ○○○

입니다. 저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거주하시는 생활권과 

다른 읍·면이나 도시와의 생활권의 교류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선

생님의 응답은 통계적 자료로만 이용되며,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통

계법 제 33조에 의해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C. (평창군)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곳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평창읍 ② 미탄면 ③ 방림면 ④ 대화면

⑤ 봉평면 ⑥ 용평면 ⑦ 진부면 ⑧ 대관령면

SEX. 성별(목소리로 판단할 것!)  ① 남자        ② 여자

AGE1.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세  

☞  만 19세 이하 면접중단 

AGE. 연령대 (불러주지 말고 체크)

① 19세~30대     ② 40~50대    ③ 60세 이상

※ 이번 설문에서, 방문이란 단순히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목적을 가지

고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마을 사

람들과의 만남, 직장이나 농사를 지으러 나가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Q01-1. 선생님께서 평창군 내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시는 읍·면은 어디입니까?

① 평창읍 ② 미탄면 ③ 방림면 ④ 대화면

⑤ 봉평면 ⑥ 용평면 ⑦ 진부면 ⑧ 대관령면 

Q01-2. 두 번째로 자주 방문하시는 읍·면은 어디입니까?

① 평창읍 ② 미탄면 ③ 방림면 ④ 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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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봉평면 ⑥ 용평면 ⑦ 진부면 ⑧ 대관령면 

Q01-3. 세 번째로 자주 방문하시는 읍·면은 어디입니까?

① 평창읍 ② 미탄면 ③ 방림면 ④ 대화면

⑤ 봉평면 ⑥ 용평면 ⑦ 진부면 ⑧ 대관령면 

Q02. 첫 번째로 자주 방문하시는 (Q01-1 응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Q02-1.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주 1회  ③ 주 2~3회  ④ 주 4~5회  ⑤ 매일

  Q02-2. 000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십니까? 3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보기는 불러주지 말고 응답한 내용을 체크)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생활필수품 구입

② 생활편의시설 이용(요식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③ 농업물품 구입 ④ 가전·가구 구입 ⑤ 경제활동(직장)

⑥ 친지 방문(모임) ⑦ 각종 사회모임

⑧ 문화여가활동(문화행사, 취미강좌 등) ⑨ 병원 진료

⑩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⑪ 그 외 이유 (                    )

  Q02-3. 과거(약 10년 전)와 비교하여 방문 횟수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변화 없음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03. 두 번째로 자주 방문하시는 (Q01-2 응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Q03-1.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주 1회  ③ 주 2~3회  ④ 주 4~5회  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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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2. 000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십니까? 3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보기는 불러주지 말고 응답한 내용을 체크)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생활필수품 구입

② 생활편의시설 이용(요식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③ 농업물품 구입 ④ 가전·가구 구입 ⑤ 경제활동(직장)

⑥ 친지 방문(모임) ⑦ 각종 사회모임

⑧ 문화여가활동(문화행사, 취미강좌 등) ⑨ 병원 진료

⑩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⑪ 그 외 이유 (                    )

  Q03-3. 과거(약 10년 전)와 비교하여 방문 횟수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변화 없음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04. 세 번째로 자주 방문하시는 (Q01-3 응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Q04-1.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주 1회  ③ 주 2~3회  ④ 주 4~5회  ⑤ 매일

  Q04-2. 000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십니까? 3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보기는 불러주지 말고 응답한 내용을 체크)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생활필수품 구입

② 생활편의시설 이용(요식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③ 농업물품 구입 ④ 가전·가구 구입 ⑤ 경제활동(직장)

⑥ 친지 방문(모임) ⑦ 각종 사회모임

⑧ 문화여가활동(문화행사, 취미강좌 등) ⑨ 병원 진료

⑩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⑪ 그 외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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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3. 과거(약 10년 전)와 비교하여 방문 횟수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변화 없음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앞서 평창읍이 응답에 없는 응답자만>

Q05. 군청 소재지(평창읍)에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주 1회  ③ 주 2~3회  ④ 주 4~5회  ⑤ 매일

  Q05-1. 평창읍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십니까? 3가지를 말씀해주십

시오.

(보기는 불러주지 말고 응답한 내용을 체크)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생활필수품 구입

② 생활편의시설 이용(요식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③ 농업물품 구입 ④ 가전·가구 구입 ⑤ 경제활동(직장)

⑥ 친지 방문(모임) ⑦ 각종 사회모임

⑧ 문화여가활동(문화행사, 취미강좌 등) ⑨ 병원 진료

⑩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⑪ 그 외 이유 (                    )

  Q05-2. 과거(약 10년 전)와 비교하여 방문 횟수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변화 없음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복지센터,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 목욕탕(찜질방) 

등 각종 서비스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시설을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2~3개 읍·

면 마다 1개 시설을 확충하되,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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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6. 선생님께서는 개별 읍·면별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몇 개 읍·

면을 묶어서 한 곳에 하나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다음 문항들은 현재 거주하시는 시·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시·군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Q07.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시·군은 어느 곳입니까?

① 강릉  ② 원주  ③ 정선  ④ 횡성  ⑤ 태백  ⑥ 기타(           )

  Q07-1.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주 1회  ③ 주 2~3회  ④ 주 4~5회  ⑤ 매일

  Q07-2.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십니까? 3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보기는 불러주지 말고 응답한 내용을 체크) 

① 생활필수품 구입

② 생활편의시설 이용(요식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③ 농업물품 구입 ④ 가전·가구 구입 ⑤ 경제활동(직장)

⑥ 친지 방문(모임) ⑦ 각종 사회모임

⑧ 문화여가활동(문화행사, 취미강좌 등) ⑨ 병원 진료

⑩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⑪ 그 외 이유 (                    )

  Q07-3. 과거(약 10년 전)와 비교하여 방문 횟수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변화 없음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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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4. 선생님께서는 다소 시간이 걸려 이동하더라도 이웃 도시에 있는 시

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고 이웃 도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08.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공동체 활동 모임(친목계, 개발위원회, 문화활동

모임, 지역가꾸기 모임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구분
적극

참여함
가급적
참여함

잘 참여
못함

전혀 참여 
못함

(1) 우리 마을 내
   공동체 활동 모임

① ----- ② ----- ③ ----- ④

(2) 우리 읍·면 내
   공동체 활동 모임

① ----- ② ----- ③ ----- ④

(3) 우리 시·군 내
   공동체 활동 모임

① ----- ② ----- ③ ----- ④

Q09. 현재 정부에서는 마을을 단위로 체험관광, 가공사업 등과 같이 주민 소

득 증대를 위한 공동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주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그 단위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와 같이 마을 단위 ② 읍·면 단위 ③ 시·군 단위

④ 수익사업은 주민 공동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불러주지 말것)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께서는 주민축제, 문화활동, 환경정비, 복지활동, 수입사업 등과 

같은 지역가꾸기 사업을 읍·면 내 여러 마을이 함께 모여 읍·면 단위로 

추진할 경우 귀하께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적극 참여 ② 가급적 참여 ③ 참여 의사 별로 없음

⑤ 참여 의사 전혀 없음



부록 171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직(관공서/회사)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무직/퇴직

⑦ 기타(               )

DQ1_1. 직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 시 (      ) 읍·면

DQ2. 선생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주로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대중교통(버스) ③ 택시 ④ 오토바이

⑤ 자전거 ⑥ 도보 ⑦ 기타(                 )

DQ3. 실례지만, 선생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시나요, 가족의 

월급·상여금·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① 100만 원 이하 ② 101~200만 원 ③ 201~300만 원

④ 301~400만 원 ⑤ 401~500만 원 ⑥ 501~600만 원

⑦ 601만 원 이상 ⑧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4.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고향이고 계속 거주 ② 현재 마을로 시집/장가를 옴 

③ 고향이지만 타지에서 살다가 들어옴 ☞ DQ4-1번으로

④ 현재 마을에 연고 없이 들어옴 ☞ DQ4-1번로

⑤ 기타(              ) ☞ DQ4-1번으로

DQ4-1. 자신의 이주가 귀농·귀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당함 ② 해당하지 않음 

DQ5.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장, 새마을회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친

목계 회장 등 마을 조직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현재 직책을 맡고 있다 ② 예전에 직책을 맡은 적이 있다

③ 직책 경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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