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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우리 농촌은 사람이 떠나가는 농촌으로 낙인찍혀 왔다. 그도 그럴 것

이 1960년대부터의 경제개발, 1970년대부터의 국토개발은 국가발전과정에서 농

업과 농촌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농업은 공업화를 이루기 위

해 저렴한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식량기지로서, 농촌은 도시성장을 위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노동 공급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세기가 바뀌면서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황도 많이 변화되었고 국

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이제 농업·농촌은 떠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를 추구하고 꿈을 좇아 찾아오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물론 대세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 농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 농

촌의 인구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

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정부의 국정전략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은 고무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과 관련한 기존의 전략

에 대안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창조계의 유

치와 활용을 통해 농촌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적 개발

이나 산업 유치, 양적인 차원에서의 인구 유치와 같은 기존 전략의 성과를 인정하면

서도, 개별 농촌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창조계층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정책 분야에서 창조계층 이론을 접목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일 수 있으

며,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연구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모쪼록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와 참신한 정책 대안 제시가 향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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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농촌지역의 활성화 관점에서 귀촌 지원정책을 엄 하게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 상황과는 달리, 최근 유럽과 북미 국가 및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귀촌을 통한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목표 대상으로서 창조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 농촌정책에서는 창조계층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창조

계층을 유치·활용할 만한 국내 농촌의 환경과 조건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조계층을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는 창조계층의 농촌 이주 또는 거주의 조건과 실태, 농촌에서의 활동을 

위한 창조계층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보다 면 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이들의 농촌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국내 사례 현장조

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에서는 창조

계층의 개념, 분류, 특성, 입지요인, 지역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문

헌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사

례와 정책 사례를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통계분석은 인구주택총조

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적재산권 통계, 지역내총생산통계 등 인구 및 지역

경제 변화 등과 관련된 10년 간격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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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창조계층의 분포 현황, 입지요인,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 목적 및 대상을 4가지로 분류하여 대도시, 군, 도농복합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창조계층,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한편 국내 사례 현장조사는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사례에 대한 

현지 점검과 창조계층 인터뷰 조사, 공무원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추진하

였으며, 문헌조사와 더불어 누증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을 적용

하여 각 사례를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및 전문 연구자, 농촌 인

적자원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

조계층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이와 같은 분석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

치 및 활용 방안을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정책 추

진 방향으로는 <그림>과 같은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 구

축을 제시하였다. 이 플랫폼은 4가지의 기본 모듈과 다수의 지원·연계 모

듈로 구성된다. 동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창조계층을 유치하고 이들을 활용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모듈

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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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과 모듈의 구조>

○ 각 모듈별 주요 전략은 <표>와 같이 사업화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기본 모듈인 정보제공 모듈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의 인프라 기능을 하는 모듈로서 그 자체가 사업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모듈에서 제시한 사업화 요소들을 지원

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vi

구분 사업화 요소 정보제공 모듈

주거지원 모듈
‧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 주택단지 조성사업
‧ 창조계층 친화적 농촌중심지 개발·정비
‧ 제도개선을 통한 도·농 병행 거주 확대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

정보은행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모듈

‧ 농촌 일자리 은행 구축 및 운영
‧ 청년 농촌 일자리 결연 사업
‧ 농촌 기업가 육성 및 창업 포럼

농촌 일자리 은행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모듈

‧ 창조적 도농교류 촉진사업
‧ 창조적 1사1촌

도농교류형 창조계층 
정보은행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의 모듈별 사업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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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ow to Use the Creative Class for the Vitalization 
of Rural Areas

Research Background

Some countrie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have extended the 

policy interest in the creative class and their return to rural areas for 

population growth and rural revitalization.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s of those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fails to customize 

the support for general urban-rural migration. There is almost no research 

on the creative class and also a lack of conditions to attract and utilize them 

in rural area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optimal environments 

of rural areas in which the creative class resides and also the corresponding 

policy demand for rural revitalization.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tribution to the rural 

revitalization of the creative class an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es to attract and utilize the creative class.

Research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utilizing the creative 

class through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s, domestic and 

overseas case studies, and expert consultation. First, we examined literature 

and actual cases to investigate the proper definition,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regional revitalization effects of the creative class. For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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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distribution of creative class, location factors for their 

rural dwelling, and regional revitalization effects of the creative class were 

identified by 10-year time series data on demographic and regional 

economic changes. We also conducted surveys targeting the creative class 

residing in urban and rural areas, local officials in charge of urban-rural 

migration. Domestic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through on-site 

inspection by interviewing the creative class and public officials. Finally, 

we collected policy opinions of professors,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related experts on how to use the creative class for rural revitalization.

Finding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es to attract and utilize the creative class for rural revitalization. For 

the policy direction, we propose the “platform to attract the creative class 

and revitalize rural areas.” This platform consists of four types of basic 

modules and the corresponding support linkage modules, including ① a 

residential support module, ② a job creation and start-up module, ③ a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urban-rural exchange module, and ④ an 

information offering module. This study proposes strategic modules to 

attract the creative class that rural areas need for rural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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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 경제활동 부족, 정주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을 지속적으

로 겪으면서 상대적 저발전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1975년만 하더라도 전국에

서 차지하는 농촌의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50.8%) 2015년에는 18.4%까지 

감소하였다.1) 동 기간 농촌의 고령화율은 4.6%에서 21.6%까지, 특히 면 지역은

28.4%까지 치솟은 반면, 2015년 무출생을 포함한 10인 이하 신생아 출생 읍‧면이 

전체 읍‧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심재헌 외 2017). 

경제적 측면에서도 농촌의 활력 저하는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먼저 전통

적인 산업인 농업 분야 일자리는 2015년 1,933천명으로 2010년 대비 9.1% 감소하

였으며, 특히 면부는 동 기간 17.6%나 감소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대비 농

가의 소득도 2016년 64.1%까지 낮아졌다.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농촌 

분포 일자리 비중 역시 2010~15년 사이 29.1%에서 25.9%로 감소하였다(송미령·

채종현 2012; 심재헌 외 2017).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들의 

1) 다행히 최근에는 동 비중이 귀농‧귀촌의 증가 등에 힘입어 18.8%로 소폭 증가하였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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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과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

어 정주여건의 경우 2015년 기준 도시(일반시)의 도로포장률과 상하수도 보급률

은 각각 86.8%와 98.3%인 반변, 농촌의 경우 각각 80.9%와 78.9%에 그치고 있다

(송미령 외 2017). 보육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초등학교 등도 역시 도시에 비

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역시 도시주민과 비교 시 모

든 분야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경제활동·

일자리 분야에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농촌의 활성화와 인구 증대를 위해 국정 목표 및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표방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국

정전략의 하나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제시하는 한편, 귀농·귀촌 촉진과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정책은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수립하

여 정보 제공, 교육, 주거 지원, 귀농창업, 정착 지원, 주민 융화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귀농·귀촌인 수는 

2016년 한 해에만도 약 50만 명(약 33만 6천 가구)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송

미령 외 2019). 귀농·귀촌 50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귀농인과 귀촌인 모두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에 다소간 활력을 불어 넣

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농촌 이주자들의 특

성을 고려한 타깃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 귀농의 경우 귀농인의 목표가 영농활동이고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

서도 이들의 지속적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귀촌의 경우 귀농과 비교 시 구체적인 지원 시책

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개별 농촌 이주자가 소득, 일자리, 개인 생활, 지역 활

동 등 다양한 분야별로 무엇을 하기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농촌 이주를 위한 지역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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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의 경우 농촌지역 또는 농촌 지자체는 농촌의 과소화나 고령화를 극복하

기 위해 단순한 인구 유입 촉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실제 해당 농촌지역에서 필

요로 하는 귀촌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이 인구 과소화나 고령화 극복 이외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즉 농촌지역의 활성화 관점에

서 귀촌 지원정책을 엄 하게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새롭게 발

표된 정부의 ‘(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의해 일부 보완되고 있지

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동일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농촌 상황과는 달리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최근 귀촌을 통

한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목표 대상으로서 

창조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나 스코틀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창조계층이 농촌의 일자리 증대와 농촌 지역경제의 성장, 농촌의 새로운 기업 활

동 창출, 농촌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

가에서 창조계층은 새로운 인적 교류 환경(people climate) 조성을 선호·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프라 및 서비스를 창출하며, 이는 다시 새로운 창조계층을 유

입시키는 선순환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도 창조계층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의 적

용을 통해 농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혁신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의 농촌에서는 도시의 젊은이들

과 도시로 떠났던 귀향인들을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사례에서는 도시에서 취업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고학력의 인적자원 역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조계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창조계층 유치·활용을 통한 농촌 개발 및 활성화 논의가 조

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도시정책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Richard Florida의 창조계층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농촌정책에서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

나 창조계층 논의는 기존의 농촌정책(농촌개발, 농촌 활성화)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감면 등에 의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장소기반 전략’에 초점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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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한계를 ‘사람기반 전략’으로 보완하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촌정책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을 볼 때, 창조계층이 도시적 입지와 환경을 보다 선

호하는 만큼 농촌에는 창조계층을 유치·활용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조계층을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농촌 이주 또는 거주의 조건과 실태, 농촌에서의 활동을 위한 창조계

층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보다 면 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 목적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이들의 농촌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창

조계층 유치 및 분포 실태와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농촌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창조계층과 도시의 창조계층이 원하는 귀촌 조건 등을 분석

한다. 셋째, 창조계층 농촌 유치 및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와 창조계층의 농

촌 활성화 기여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농촌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창조계층 농촌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

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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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3.1.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지역개발 분야에서 창조계층이 지역의 발전 또는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

로 인식되고 있지만, 연구의 배경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창조계층은 주로 도시, 

특히나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농촌에 분포하는 창조계

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조계층까지 조사·분석 대상에 포

함한다. 주요 조사·분석 단위는 농촌 지자체(군, 도농복합시)와 그 하위 지역(마을 

등)이며, 도시민(특히 창조계층) 수요 조사를 위해 7대 특·광역시를 조사·분석 단

위로 하였다.

창조계층의 입지요인과 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인

구 및 지역경제 변화 등과 관련된 10년 간격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창조계

층의 농촌 이주 및 거주 조건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대도시, 

군, 도농복합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창조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범사례 또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사례를 대상

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창조계층은 고학력자와 상이한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급 인적자원으로서의 고학력자, 그리고 창의성이 높은 지적재산 

보유자 등도 창조계층에 포함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2장에서는 창조계

층과 지역발전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

해서는 창조계층의 개념과 분류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창조계층 분류체계를 제시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창조계층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주제

별로 정리하였다. 관련 정책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농촌 인구 유치 및 정착 지원 정

책, 청년 창조계층 유치 관련 정책, 도농교류를 통한 창조계층 활용 정책, 지자체

의 관련 시책 등을 검토하여 기존 정책의 실태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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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장에서는 가용한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창조계층의 분포

와 창조성 비교, 창조계층의 농촌 입지요인과 농촌 활성화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창조계층의 지역별 분포는 인구 총 조사(20% 표본 조사)의 시·

군·구별 취업자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창조계층 입지 

특화도(LQ)를 비교하였다. 또 시·군·구별로 창조계층 지수, 혁신 지수, 창조산업 

지수, 다양성 지수를 도출하여 지역 간, 도시·농촌 간 창조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창조계층의 입지요인과 농촌 활성화 효과 분석은 가용한 공식통계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제한된 통계를 활용하는 계량분석은 실재하는 현실

을 실질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제4장과 5장

의 다양한 조사·분석을 통해 보완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실태와 창조계층의 농촌 정착 및 활동을 위한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는 농촌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 농촌 시·군의 인적자원 유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

원, 혁신도시 인근 농촌 마을의 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

여 우리 농촌 정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8개의 국내외 지역 사

례와 해외 정책 사례를 창조계층의 특성과 농촌 활성화 기여 내용에 따라 주제별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 검토는 제4장의 설문조사와 더불어 제3장

의 계량분석 내용과 상호 보완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들 내용의 결과를 통해 

우리 농촌의 창조계층 유형과 농촌 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마지막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활성

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향후 농촌 정책이 지향해야 할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2

절에서는 각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할 농촌의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본 연구가 농촌정책 분야 연구에서 비교적 새로

운 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들이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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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국내 사례 현장조사, 전문가 자

문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로는 창조계층의 개념, 분류, 특

성, 입지요인, 지역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사례와 정책 사례는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통계분석은 창조계층의 분포 현황, 입지요인,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통계의 조사 주기와 

조사 형태 및 항목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05년 또는 2006년과 2015년 또는 2017

년 등을 기준으로 공표한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자료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적재산권 통계, 지역내총생산통계 등이 포함

되었다.

설문조사는 조사 목적 및 대상을 4가지(설문조사 A~D)로 분류하여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 A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농촌 정착과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B는 7대 특·

광역시에 거주하는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농촌 거주 의향과 

실제 농촌 이주를 위한 조건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동 조사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

과 달리 도시민들의 농촌으로의 완전 이주 의향 및 조건만을 조사하지 않고, 도시·

농촌 병행거주 의향과 조건까지 함께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C는 농촌 

시·군의 인적자원 유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촌 지자체의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전략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D는 창조계층이 비교

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혁신도시 주변 농촌 마을들의 창조계층 활용 실태와 관련 

수요를 조사하였다.

국내 사례 현장 조사는 각 해당 사례에 대한 현지 점검과 관련 창조계층 인터뷰 

조사, 공무원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조사 내용은 주로 농촌 지역이 창

조계층을 포함한 인적 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고 있는 실태, 문제점 또는 애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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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사례와 관련해서는 창조계층 개인의 특성과 

농촌 활성화 기여 유형별로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 창조계층으로서 농촌에서 행

하고 있는 활동 내용, 이들 과정과 활동에 있어서 겪게 되는 애로점, 필요한 지원 

등 보다 세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의 국

내 사례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누증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여 

각 사례를 발굴하였다.2)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및 전문 연구자, 농촌 인적자원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의 전

문가 등으로부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수렴

하였다. 이를 위해 자문회의, 사례지역 현장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2) 누증표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불어나는 것처럼 극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다가 점점 더 많

은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조사 방법임. 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주로 활용함. 누증표집에서 연구자는 먼저 연

구하고자 하는 집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과 면담을 하여 정보를 얻고, 이것을 계기

로 삼아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면담하고, 같은 방식으로 면담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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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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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계층 논의와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1.1. 인구유치 및 유지 관련 선행연구 

1.1.1.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

인구이동의 요인은 크게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

적 요인은 주로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시적 요인은 개인의 

이주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인구이동이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리적 

환경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거주지의 높은 

이주 욕구와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높은 고용기회와 같은 상대적 이점이 인구

이동의 요인이다. 그러나 이동비용과 이동지역의 기회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등은 

인구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Zipf 1946; Lowry 1966; Lee 1966). 

한편 인구 이동을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기대임

금이 낮고 취업기회가 적은 곳에서 기대임금이 높고 취업기회가 많은 곳으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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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하여 궁극적으로 두 지역의 기대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인구이동이 발생한

다는 설명이다(Hicks 1932; Todaro 1976).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

는데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과 이주로 얻을 수 있는 높은 소득이나 우수한 생활환

경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여 지역 간 편익 차이가 존재할 경우, 편익이 높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Sjaastad 1962).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서만 제공되는 기후나 쾌적성, 편의성 등과 같은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기 위해 해

당 지역으로 이주하거나(Shields et al. 2005),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Tiebout 1956).

1.1.2.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요인과 농촌인구 유지의 조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요인은 크게 도시에서의 실업이나 사업실패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문제, 은퇴 이후 여가생활,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공동체 가치추구, 삶의 질과 같은 비경제적 이유로 구분한다(Mitchell 2004; 

이수행·이상훈 2012; 김철규 외 2011; 마상진 2018). 이러한 구분은 특히 2000년

대를 전후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2000년도 이전 농촌으로의 이주 동기는 주로 

실직이나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이유이며, 이 외에도 영농활동을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보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증가하였다(Long and 

Hansen 1979; Feinerman et al. 2011; 정정석 외 1998). 그러나 2000년도 이후 농촌

으로의 이주 요인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도시의 부정적 환경을 떠나 새로운 삶

의 대안을 찾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전원적 생활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

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Arnon and Sharnai 2010; 김성수 외 2014; 윤순덕 외 

2005; 서만용·구자인 2005; 손상락 2012; 마상진 2018).

농촌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농촌 인구 유지를 위해 

이주민의 인적자원을 조직화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이주민에 대한 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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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 농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교

육, 훈련, 농촌 내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확충, 구성원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주민

의 인적자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김정섭 2009; 김정섭 외 2016). 그리고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마찰을 줄이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박문호 외 2012; 유영민 외 2017; 한갑운·한갑원 2018).

1.2. 창조계층 이론의 주요 내용

1.2.1. 창조계층의 개념과 분류

창조계층(creative class)이란 문화·예술작품을 포함한 새로운 상품이나 체계, 

관계 등을 개발, 디자인 또는 창조하는 일 즉, ‘의미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Florida 2002a, 2002b, 2005a). 이는 산업분류

보다 직업분류에 따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첨단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단순 업무라면 창조계층이 될 수 없

으며, 의류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 종사할지라도 기획이나 디자인과 같은 창의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창조계층에 속한다.

Florida(2002b)는 창조계층을 핵심 창조계층(super-creative core)과 창조적 전

문가(creative professional)로 구분한다. 핵심 창조계층은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

수, 시인, 소설가, 논픽션 작가, 연예인,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편집자, 핵심 두

뇌집단의 연구자, 문화계 인사, 여론 주도층, 분석가 등과 같이 ‘새로운 무엇인가

를 창조’하는 것이 핵심 역할인 사람들이다. 반면, 창조적 전문가는 하이테크산업, 

의료, 금융, 법률서비스, 사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을 말하는데, ‘체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이

들의 핵심 역할이다(Florida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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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계층 논의의 원 저자인 Richard Florida 이후 그의 창조계층 개념을 수용하

면서도 창조계층을 달리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Boschma & 

Fritsch(2007)의 경우 창조계층을 ① 핵심 창조계층, ② 창조적 전문가, ③ 보헤미안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는 구문모·박정수(2013)가 Florida(2002b)와 동일

하게 창조계층을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로 분류한 반면, 김영수(2013)는 

Boschma & Fritsch(2007)와 같이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그리고 보헤미

안으로, 김은란·정소양(2011)은 예술(문화) 창조계층과 핵심 창조계층 그리고 일

반 창조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김광선(2014)은 직접적으로 창조계층 관

련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창조계층을 하위분류 없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라 전체 창조계층의 통계를 구축하여 해당 연구에 활용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계층은 주로 직업적 분류에 의

한 개념이다. 그렇다보니 창조계층의 분포는 다양한 전문적 일자리가 풍부한 대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만으로 창조계층을 농촌

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창조계층의 분포, 입지요인, 지역 활성

화 효과 등을 분석하지만, 이후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창조계층의 범

위를 확대하여 이들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 창조계층의 개념과 범

위, 분류 등을 시도할 것이다.3)

3) 제5장의 4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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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창조계층 논의의 주요 내용과 의의

창조계층 논의의 핵심 논리는 무엇일까? Florida(2002a, 2002b, 2005a, 2005b)

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는 창조적 인재이며 이들은 일자리(기업)

를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살만한 장소를 쫓아 움직이며, 따

라서 장소가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는 중심 단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차적 논리를 주장한다. 

첫째, 오늘날에는 창조계층의 인재들을 얼마나 확보·유지하느냐가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이다. 둘째, 사람(창조적 인재들)이 일자리(기업)를 쫓아가는 것이 아

니라, 일자리(기업)가 사람(창조적 인재들)을 쫓아 움직인다. 셋째, 지역의 성장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3Ts(Technology, Talent, Tolerance) 모두를 갖추어야 가능

하다. 이 중에 관용(tolerance)은 지역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성으로서, 다

양성과 개방성이 창조적 인재들을 해당 지역으로 불러들이며, 이들 인재들의 (집

중)분포가 혁신의 창출 및 첨단산업의 집중과 접하게 관련된다.4) 넷째, 따라서 

지역의 성장(지역발전)은 근본적으로 창조적 인재들이 선호하는 다양성과 개방

성을 높게 유지하는 지역 환경에 의존하게 된다.

Florida의 창조계층 이론은 지역개발 분야에서 기존의 논의를 새롭게 보완한다

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지역성장 이론은 산업기반(industrial base), 산업 인프라

(industrial infrastructure), 기업환경(business climate) 등을 강조하면서 이들 요소

를 잘 갖춘 지역 환경이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촉진한다고 믿어왔다. 반면 창조

계층 이론은 창조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하여, 지

역성장을 위해 창조계층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기존 이론들과 달리 지역성장을 위한 인적 교류 환경(people climate)을 강조

하는 것이 창조계층 이론의 핵심이며, 지역발전이나 지역성장 이론에 있어 ‘기업

(일자리)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people-to-job)’한다는 점보다 ‘창조적 인력

4) 다양성과 개방성의 지역환경(보헤미안 지수, 게이 지수) → 창조계층의 집중(인재 지수) → 혁신과 첨

단산업의 집중 및 지역성장(기술집중 지수: tech-pole index)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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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한다(job-to-people)’는 점으로 관점을 전환시켰다

(Boschma & Fritsch 2007).

1.2.3. 창조계층의 입지 요인과 지역 활성화 논의

창조계층의 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과 문화적 역동성의 근원이 되며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다(Florida 2002b; Fritsch 2007). 선행연구에서는 창조계층의 농촌 거주나 입지를 

촉진하는 요인을 크게 개방성이나 환경의 쾌적성과 같은 비경제적·환경적 요인과 

고용의 기회나 임금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은란 외 2015). 

이와 관련해 창조계층은 높은 개방성과 독창성이 허용되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한다고 주장하는 비경제적·환경적 요인이 특

히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Florida 2002b; Mellander and Florida 2006; Bell and 

Jayne 2010; Benson 2012; Markusen 2006; Brinkhoff 2006).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

용의 기회나 임금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창조계층의 입지에 보다 중요하며 자

연환경이나 개방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의 입지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

다는 주장도 있다(Hansen and Niedomysl 2009; Scott 2010; Darchen et al. 2010; 오

은주 2015; 주미진 2017). 편리한 교통과 교육·의료시설과 같은 생활 편의성과 주거

비나 주택의 질과 같은 주거환경 또한 창조계층의 입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

고 있기도 하다(Markusen 2006; Brinkhoff 2006; Lawton et al. 2013; 주미진 2017).

창조계층 논의는 Florida가 현상적·경험적 관찰을 통해 여러 발전지역의 발전 

요인이 창조계층의 집중에 있다는 발견을 통해 이론화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들이 지역별 창조계층의 집중도와 특성, 창조계층 유치를 위한 정책 방안 등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계층의 상대적 집중이나 비중이 해

당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Boschma & 

Fritsch(2007)와 김광선(2014) 등 매우 제한적이다. Boschma & Fritsch(2007)의 

경우 네덜란드와 독일의 133개 지역의 통계를 활용하여 창조계층의 상대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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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발전(고용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인적

자본 즉 고학력자의 비중 역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 보다는 

창조계층의 집중이 지역발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인구 도가 높은 도시에서보다 인구 도가 낮은 농촌에서 창조계층의 비중이 지

역발전에 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한다. 

김광선(2014)의 경우는 지역혁신체계의 투입-산출 모형을 구성하여 농촌의 혁

신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PLS-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혁신체계의 혁신경로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입부문의 ‘인적자본’ 변수(창

조계층 및 고학력자 비중)가 산출부문의 ‘지역번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도시

에서는 거의 없지만, 농촌에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Boschma & 

Fritsch(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1.3. 창조계층 입지 요인 및 지역 활성화 기여 분석 방법

창조계층 이론에 기반하여 창조계층의 입지 요인과 지역 활성화 기여를 분석한 

농촌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연구 논문에서 창

조계층의 입지 요인과 지역 활성화 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김은란 외(2014)는 사례지역인 제주시와 파주시의 창조계층 및 창조산업 종사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지 및 근무지 결정요인(입지요인)을 분석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시 입지요인을 도시 매력도, 도시생활기반, 직업

환경, 주거환경, 정서적 유대감 등 5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Boschma & Fritsch(2007)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창조계층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창조계층의 분포가 지역발전(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였다. 유럽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창조계층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창조계

층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지역문화(보헤미안 직업 취업자 및 외국 태생 주민 비

중), 지역 편의시설(공공보건, 교육,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 종사자 비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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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10년 간 고용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또 독립변

수 구성을 달리하며 복수의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한편 Boschma & Fritsch(2007)는 창조계층의 입지 요인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창조계층의 분포 또는 입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동 연

구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13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고용(지역발전) 변화

를 종속변수로, 핵심 창조계층 비중, 창조적 전문가 비중, 보헤미안 비중, 고학력

자 비중을 독립변수로, 인구 도를 통제변수로 하는 분석 모형을 구축한 후, 독립

변수 구성을 달리하며 복수의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창조계층의 입지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은란·정소양(2011)도 회귀분석을 통해 창조계층의 집적 수준이 지역경제(임

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시·군별 창조계층의 집적도 지표를 입지계수(LQ)에 의해 산출하고, 집적

도 지표가 지역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몇 가지 분석 방법을 참고한 결과, 주로 Boschma & 

Fritsch(2007)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창조계층의 입지 요인과 지역 활성화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한다. Boschma & Fritsch(2007)의 연구가 두 가지 분석을 논

리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의 지역 실정, 특히 농촌 실정과 통계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

석 모형을 구성한다.5)

5) 본 연구의 제3장의 3~4절 부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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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정책 및 지역 시책 검토

2.1. 농촌의 인구 및 창조계층 유치 관련 정책

2.1.1. 농촌의 인구 유치 및 정착 지원 정책

국민 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교통여건 개선 및 웰빙 생활 중시 등의 영

향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농어촌 체재·정주 희망 수요가 증

대되면서, 2005년 무렵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수요를 농촌에 현실화 할 

수 있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6) 국정과제 차원에서 

‘농·도 상생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농어촌 정주지원 토탈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정주공간(농산어촌 체험마을, 전원

마을 및 은퇴농장, 노인복합 단지 등) 조성, 기초생활환경 정비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서 2008년부터는 실제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

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정책 추진 과정7)

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종합지원센터(귀농·귀촌종합센터) 및 온라인 정보시스템

(귀농·귀촌종합센터 정보시스템)을 현실화시키고, 2009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국가 차원의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5년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에 의거하여 5년 단

위 법정 계획인 ‘2017~2021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초기 정부 지원 정책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된 주요한 이유를 금융위

6) 도시 청년 창조계층 등을 농어촌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민의 농어촌 체류 및 정주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필요성 제기

7) ‘정보탐색-결심-실행·정착’의 단계별 정주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정부 총괄·조정)와 지자

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함.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행정조사를 통계전문기

관인 통계청으로 단계적 일원화시키면서, 2014년부터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데이터 구축을 통

계청에서 일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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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의 ‘경제적 이유’로 판단하고, ‘조기 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2009 종합대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의 농산업 유입을 위해 농식품 가공 분야 1인 창업 활성화 지원 , 온오프라인 귀농

교육 지원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후 2011년에 귀농가구가 1만 가구를 넘

어서면서 다시 수립된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에서는 <Mr. 귀농·귀촌> 이라

는 슬로건을 가지고 ‘귀농·귀촌 2만 호 달성’이라는 농촌 유입인구 수 자체가 목표

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주요 대책들도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8). 이후 귀농·귀촌 지원 실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단순히 농촌으로

의 인구유입 촉진 목적이 아닌, 이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새로운 목표로 추가하

여 2013년부터는 차츰 귀농과 귀촌, 공기업 연계 등 지원 교육 대상이 좀 더 다양하

게 확대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에서는 정책 대상으로 기존 장년층에 

더하여 청년과 여성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특히 청년층을 농

촌 인구유치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정책의 비전을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

치는 농촌’으로 제시하였으며, 5년간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겠다는 정

책 목표9)를 설정하였다. 청년층의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농 교육농

장’ 운영, 6차산업 창업 연계, 청년 귀촌인의 농업 법인 취업 및 농산업 창업 지원 등

을 통해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정부의 농촌 인구 유치 정책 목표가 인구 유치를 통한 단순 농촌 인구 수 증대에

서 유입 인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변화되고, 정책 대상도 점차 다양화·확대되

고 있으나, 여전히 농산업 육성 수준의 귀농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제

기되고 있다.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들의 재능 및 역량, 지역 활동 의사와 

지역의 수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면서, 이로 인해 농촌으로 유입된 창

조계층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농촌 주민

8) 방문상담, 기업의 회사원 퇴직대책 일환으로의 교육, 도시민 유치 모델 개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지원, 귀농·귀촌의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

9) 귀농가구 중 30대 이하 가구 비율을 8.0%(2017년)에서 12%(2021년)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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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정책의 기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11. 21.). 브리핑 참고자료.

2.1.2. 청년 창조계층 유치 관련 정책

최근 농촌 인구 유치 정책의 주요 대상이 청년층으로 특정되면서 중앙정부 차

원에서는 청년 창조계층의 주거 및 일자리 지원사업 위주로 대다수의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중·장년층과 고령의 창조계층 유치 정책은 해당 수요가 있는 특정 지자

체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청년 창조계층 유치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청년 창업지원사업(청촌사업)10)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협력사업으로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

10) 청촌사업은 순천시의 청춘창고(’17. 2월 순천시가 오래 방치됐던 순천농협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만든 청년 창업·문화공간)를 모델로 만들어진 사업임. 



26 |

(청촌사업)을 기획하였다. 청촌사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

되는 청년 창조계층을 선정하여11), 농협(중앙회, 지주사, 계열사, 농축협 등 범농

협계통조직)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양곡창고·정미소·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미곡종합처리장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등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개소당 최대 3억 원(국비 50%, 농협중앙회 20%, 

자부담 30%)까지 공사설계와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동안은 

건물 무상임대가 이루어진다. 

청촌공간 1호점은 청주시 강내농협 옛 하나로마트 건물에 세워졌다. 농협에서 

주최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는 농산업분야 유망 청년 창조계층 6

명이 입점하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사과·비트 가공품, 장류, 

작두콩커피, 유기농 착즙주스, 자연치즈성분 두부, 곤충가공 반려동물간식 등)을 

전시·판매하고, 아울러 요리교실, 장류 만들기, 두부 만들기 등 체험·교육프로그

램도 제공하고 있다.

②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에서는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창조계층 유입을 촉진하고자 약 1,104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행안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12)을 

지원하고자 목표하고 있으며, 해당 청년들은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

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은 크게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유

11) 사업추진의 가능성, 추진의지, 운영목적의 공공성(지역사회 기여), 개발여건(입지, 건축물용도 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음(만 39세 이하 청년농, 귀농·귀촌인 대상).

12)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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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구분되며 지자체는 신청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유형 중 하나로 분류

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17개 시·도 내 시·군·구에 총 758개(특·광

역시와 세종시, 제주도 제외 사업 50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유형>

○ 지역정착지원형: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농촌에서 191개의 

사업이 수행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공동창업공간 입주 기회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 농촌에서 126개의 사업이 수행

○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을 반영한 교육, 환경, 안전, 문화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게 되며, 농촌에서는 199개의 사업이 수행

나. 청년 창조계층 유치를 위한 정주지원사업 - 농촌보금자리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조계층13)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대하고자 ‘농촌보금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

보금자리사업은 청년들이 주로 맞닥뜨리는 농촌에서의 주거·보육 부담 및 문화·

여가 수요를 해소하고자,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단지별로 입주민과 주변 마을주

민들이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

동 등이 가능한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을 우선 확충토록 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4개소(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고 임

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는 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설

정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현재 충남 서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를 조성 지역으로 선

13)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 등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

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28 |

정하고, 2020년까지 개소 당 80억 원의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 관련 자격증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으로 유능한 창조계층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

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한 후 채용의무화로 연결해 직접적인 고용 효과

를 거두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사(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RPC) 또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품질관리나 도정작업 수행), 산림레포츠지도

사(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자격증을 신설한 바 있다.14)

2.2. 도농교류를 통한 창조계층 활용 정책

2.2.1. 농촌문화융성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농협중앙회의 ‘농촌문화융성’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연계된 기획사업으로 ‘농촌문화융성 예술인 파견지

원사업’이 수행되었다.15) 이는 도시의 각 예술분야 창조계층들을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 파견하여 농촌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 예술적 개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 73명이 50개의 농촌 마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인천)에 

파견되면서 2~4명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2개의 마을에 매칭되었다. 예

술인들은 6개월 간 지역 특산물과 관광 상품에 예술적 감수성을 더하는 활동, 농

촌 마을의 예술적 재구성, 다른 마을과 차별되는 독창적 홍보, 농촌 체험프로그램

에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스토리텔링 작업 등의 사업을 각 마을에서 수행하였다.

14) “농촌 일자리 늘리고 스마트 농업 확산…농정개혁 본격화.” 2018.12.18.

15) 예술가 1인당 월 12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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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화융성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사례: 하동 의신마을>

하동 의신마을 ‘의신베어빌리지영농조합’에서는 마을축제 기획 및 마을 홍보영상 제작 

에 도움을 줄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상감독

과 시각예술인, 문학가 3명이 마을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마을에서 5개월간 활동하면

서 마을의 이야기들을 녹취, 영상으로 만들고 기존 마을 축제에 새로운 이미지와 활동

들을 부각시켜주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2.2.2. 농촌 재능나눔사업(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도시 창조계층(개인, 단체 등)이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 다양한 재능을 농촌 수요에 따라 농촌에 기부하는 형태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

도하고자 ‘농촌 재능나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16)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마을

발전, 문화·여가, 교육지도, 생활복지, 의료·보건, 농업지원 등의 재능나눔 분야17)

1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활력 창출 및 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농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2011년부

터 색깔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육성과 더불어 농촌재능나눔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구분 주요 내용

희망찬마을
(마을발전)

1. 마을홍보(홈페이지,블로그,sns 등) 2. 마을홍보/디자인 3. 문화유산지킴이 4. 지역공동체설립 
5. 체험/관광상품개발 6. 전문상담(법률,행정,금융,경영) 7. 마을시설 및 기계수리 8. 마을발전
기획 및 컨설팅 

즐거운마을
(문화여가)

1. 레크리에이션 2. 요리교실 3. 공연 4. 웃음치료/노래/건강교실 5. 만들기/취미활동 6. 나들이
/여행 7. 레저스포츠 　

배우는마을
(교육지도)

1. 컴퓨터교육 2. 방학캠프/체험활동 3. 평생교육 4. 한국어교육 5. 방과후활동 6. 카메라/영상
교육 7. 예체능교육(성인) 8. 주민역량교육 9. 학습지도 10. 아동돌봄/보육 11. 독서/논술지도 
12. 스마트폰교육 13. 아동/청소년상담 

행복한마을
(생활복지)

1. 사진촬영(장수,졸업,마을풍경등) 2. 어르신/장애인돕기 3. 벽화그리기 4. 다문화가정지원 5. 
이발/미용 6. 심리상담/웰다잉 7. 주거환경개선

건강한마을
(의료보건)

1. 무료검진/진료 2. 한방진료/수지침/이혈 3. 물리치료/건강마사지 4. 응급처치교육 5. 식품/
영양관리 6. 대체의학 7. 기체조 8. 소독/방역/위생 

풍성한마을
(농업지원)

1. 축산/수산/임산 2. 상품디자인 3. 안전·품질관리 4. 친환경/유기농 5. 재배/수확/수확후관리 
6. 병충해/질병관리 7. 창업상담/법인설립 8. 상표/특허출원 9. 판매/홍보 

자료: 스마일재능뱅크 홈페이지.

17) < 농촌 재능나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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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간 재능나눔 활동이 지원된다.18) 특히 일반단체 중 외부인

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농촌 마을(코디마을)19)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창조계층

의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재능나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재능기부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2011. 8.), 스마일 재능뱅크 구축20)과 콜센터 설치 및 재능기부 운동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자원개발원내 재능기부팀(사무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은 49개 지자체, 

861개 마을에서 3,610명의 재능기부자가 활동하였으며, 수혜인원으로 7만 6,414

명이 추계된다.

표 2-1  지자체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실적

연도별 지자체수 수혜마을 재능기부자 횟수 수혜인원 연계단체수

2013 9 220 360 193 13,276 20

2014 15 161 751 423 6,556 56

2015 25 480 2,449 856 56,582 133

계 49 861 3,610 1,472 76,4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6). 알기쉬운 농촌재능나눔 가이드북.

2.2.3. 1사1촌 자매결연 운동 및 농촌사회공헌인증제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이란 농촌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특정 기업체 및 단체

와 특정 농촌마을을 결연시켜, 마을에서 결연기관의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

층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추진

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체와 단체는 농촌마을에서 휴식과 체험 등 

18) 지원비로 적게는 200만 원 이내에서부터 많게는 2,500만 원 이내로, 지원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19) 코디마을은 초기 농식품부 사업시작 단계에서는 격오지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코디마을(100개, 

2017년 기준)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마을임.

20) 스마일재능뱅크란 웹기반으로 재능기부자와 요청마을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으로, 개인, 기업, 단체

가 나누고자 하는 재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농촌에서는 필요한 재능에 대해 나눔 받기를 신청함으

로써 재능을 나눔 하려는 사람과 나눔을 받으려는 농촌마을을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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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의 기회를 얻게 되어 도농상생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은 초년도인 2004년 2,404개 마을에서 2017년 1만 1,195개 

마을로 크게 증가되었고, 2017년에 이루어진 주요 교류 활동으로는 농산물직거래

(710억 원),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196억 원), 농촌체험(21억 원), 물품 기증 등(58

억 원)이 있다.2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

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2013년에 도입하여 1사1촌 

자매결연 및 농촌재능나눔사업 등의 도농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증 기

준으로는 농촌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 및 활동실적과 함께 도농상생프로그램운영 

분야 신설, 자매결연마을 및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생산·가공·유통·관광분야의 창

업, 컨설팅 등 6차산업화 지원과 복지(의료 포함), 문화·교육 등 재능기부 등이 종합

적으로 고려된다. 인증 기업은 금융지원(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 등), 정책사업지

원, 물품구매․용역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3. 지역 시책 사례

2.3.1. 지자체의 청년 창조계층 유치사업

최근 청년 창조계층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자체 자체 시책들이 다수 수행되

고 있다. 그 중 다수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및 결혼축하금 지

원이 있다. 지자체별 지원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역별로 차이

가 크며, 매년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2019년부터 첫

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넷째 자녀는 1,500만 원

(종전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22) 또한 무주군은 첫째와 둘째 자녀는 3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1천

21) e-나라지표. 도농교류현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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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을 지원하며, 장수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3년에 걸쳐 1천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였다.23) 이 외에 고교생 및 대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별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 전입 시 최대 100만 원

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 홍성군에서는 지역으로 전입하는 고교생에게 1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60만 원(대학생은 80만 원)을 지원해준다. 강원 화천군에서는 부

모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다

소 파격적인 시책을 통해 청년 창조계층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4) 

직접적인 인구 유치 지원금을 주는 시책 외에도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창조계층을 유치하는 지자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청년커플창

업지원사업’을 통해 젊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경북도 이외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이후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6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

북 상주시에서는 ‘청년농랜드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디자이너, 제빵사, 간호사, 

보석 감정사, 요리사, 목수, 사격선수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11명의 20~30대 청년

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협업농장, 창업공간, 손님맞이, 카페, 빵집, 서점, 식당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25)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자체의 청

년 창조계층 유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26) 행안부사업의 일환으로 전라

남도에서는 ‘전남청년마을로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에 거주하며 마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월 180만~200만 원의 임금 및 활동수당을 지급하

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1인당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개

인 및 팀, 15~39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인

22)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세...인구증가 효과.” 2019. 2. 3.

23) “장수군, 결혼 축하금 1,000만원 지원한다.” 2018. 9. 15.

24) “대학생엔 100% 등록금, 직원 전입 기업엔 인센티브도.” 2019. 9. 11. 

25) - 청년농랜드 조성사업은 3명 이상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촌공동체

조직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농촌자원이 결합한 새로운 소득 사업모델 창출을 

유도하는 경상북도 차원의 시책이다.

      - “‘상주시 청년농랜드’, 경북도 시범사업 선정.” 2018. 3. 12.

26) 특·광역시와 세종시, 제주도를 제외하면 경기도 88개, 강원도 63개, 충북 40개, 충남 74개, 전북 

116개, 전남 56개, 경북 29개, 경남 42개 등 총 508개의 사업이 지방에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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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축제지원 인력 확보

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인력난이 심한 소상공인 사업

장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후계자(도제)를 양성하는 사업, 첨단 ICT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다.

시도 유형 시·군·구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과

경기

1 양평군
학곡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행정

담당관

2 시흥시
우리마을 기업을 
소개합니다.

우리마을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활동을 위한 청년 
모집과 활동 수당 지급

일자리총괄과

3 이천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청년 
내일의 리더사업)

도자기조합에서 도자기 홍보 및 홈페이지운영관리, 관내 
도예공방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등 수행, 임금 지원 및 
IT전래동화마을에서 전래동화마을과 IT기술 접목한 체험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임금 지원

기업지원과

강원

2 평창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시 사업장 환경개선,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원

일자리경제과

3 춘천시
지역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코디네
이터육성사업

마을자원발굴, 마을운영계획수립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민주권
담당관

3 원주시
사회적 경제 청년 
점프up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문화,관광,예술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대한 업무수행, 임금과 직무교욱, 
교통비 월 10만 원 지원

기업지원
일자리과

3 강릉시
소셜 메이커 배치 
지원사업

지역특성 활용 청년 축제매니저 및 굿즈메이커 양성, 인건
비 및 컨설팅 지원

일자리경제과

충북

1 제천시
정보화마을 프로
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관내 농촌지역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 활성화
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정보통신과

2 충주시
충주 생산·품질 전
문가 양성과정

지역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양성(생산품질 전문가 양성과정)

경제기업과

3 보은군
지역자원 축제코디
네이터 기획사업

지역축제장에서 문화자원 시설 유지보수 수행 및 지역특
화 프로그램 개발, 임금과 직무관련 교육 지원 등

경제정책과

3 증평군
지역문화 코디네이
터 육성사업

지역문화 자원을 보존·관리하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
발 및 문화출제로 기획 추진 할 코디네이터 인력양성사업

경제과

충남

1 아산시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양성 및 관련 기업 취업연계 사회적경제과

2 천안시
청년창업, 4차산업
이 답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등 첨단 ICT의 우수
한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 육성

일자리경제과

표 2-2  지자체의 지역 수요 인재 유치사업(행안부-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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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유형 시·군·구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과

전북

1 전주시
천만 그루 가든시티 
전주 프로젝트 지원
인력채용

주민생활속에 정원문화가 확대되어 천만 그루 가든시티 전주
를 주민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지원할 청년인력 채용

천만그루
나무심기단

1 완주군
소상공인 100년 점
포 청년 도제 지원
사업

해당 소상공 업체 기술 습득 및 노하우 전수 등 일자리경제과

1 순창군
발효미생물 전문인
력 육성 지원사업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문인력 양성, 인건비 및 교육비, 
건강검진 등 지원

미생물산업
사업소

3 전주시
축제전문인력양
성사업

전주국제영화제 운영지원 등 축제전문인력 양성 문화정책과

3 전주시
지역이야기술사
(콘텐츠 기획·홍보
인력) 양성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이야기술사로 양성하여, 전주의 역
사문화 이야기를 조선시대 사람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관
광객들에게 전달하고 전주관광으로 연결

전통문화
유산과

3 정읍시
청년문화 예술활
동가 양성

문화예술 거점공간 운영관리 및 정읍지역 문화예술행사 
기획 참여

문화체육과

전남

1 본청
청년 마을로 프로
젝트

청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정책과

1 고흥군
정보화마을 프로
그램관리자 지원

금산면 명천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 등 관리
인구

정책과

경북 1 봉화군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
매니저 운영사업

청년 매니저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 주민 소
득 증대

새마을일자리
경제과

경남

1 본청
경남 청년 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에 채용되는 청년근로자에게 인건비 
등 지원

일자리정책과

2 본청
제조업 혁신 스마트
산업 인력양성사업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개발·운영·관리 인력 양성 산업혁신과

주 1) 7개 특·광역시와 세종, 제주 사업 제외.

   2) 지역별 사업 중 지자체의 지역 수요 인재 유치사업으로 판단되는 일부만 발췌.

    3) 유형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구분 유형이며, 유형 1은 지역정착지원형, 유형 2는 창업투자생

태계조성형, 유형 3은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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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자체의 중장년 및 시니어 창조계층 유치 정책

남원시는 서울시의 신중년(50~60세) 창조계층을 유치하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서울시와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신중년 경력전환 탐색 여행’인 패스

파인더27)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패스파인더사업은 1) 지역 느끼고 알기, 2) 지

역사례와 사람과의 만남으로 다양한 일과 활동 탐색, 3) 지역 살아보기를 모색하

는 사업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 남원시는 서울시 신중년과 남원시청과의 대화, 

신중년과 남원시 귀농·귀촌인과의 만남을 통한 남원 제대로 알기, 마을기업 대표

자와의 간담회 등 생활과 여행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들이 정착하여 활동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추진하였다.28)

전라남도는 국내 대기업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새꿈도시 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의 창조계층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새꿈도시란 농촌에서 은퇴자들이 새로운 꿈을 열고 개척할 수 있는 은퇴자를 위한 

도시로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100세대 이상의 전원주택과 편의시설, 프로그램 

등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하는 전라남

도의 특수시책이며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4년에 ‘전라남도 새꿈

도시 조성사업 시범 조례’를 제정하고 40여 개소를 후보지로 지정하였다. 그 중 장

흥 로하스타운에는 50세대 129명이 입주해 있고 담양 매산지구 등은 2020년 착공 

예정에 있다.29)

27) 50+세대(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예비관광벤처기업.

28) “남원시 신중년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2019. 6. 19. 

29) “대기업 등 귀농·귀촌 희망자, 전남 새꿈도시 체험.”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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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기존정책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3.1. 선행연구의 한계 

창조계층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

시의 편리한 생활환경, 문화적 다양성, 개방성, 두터운 노동시장 등은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입지 요인으로 주로 도시 특히 대도시에 풍부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창조계층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 선행연구들은 창조계층의 입지 요인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농촌지역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창조계층을 유치하고 이들을 농촌 활성화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수요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창조계층 개념과 이론적 논리를 농촌 연구에 어떻게 적

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Florida의 창조계층 개

념을 유지하더라도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있어 우리 농촌 현실에 적합한 

창조계층 분류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창조계층에 대한 논의가 주로 도

시, 특히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선행연구와 같이 직업분류만으로 농촌지역의 

창조계층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이 일반

적으로 도시만큼 두텁지 못한 농촌 대상 연구를 위해 인적자본 관점을 보완적으로 

함께 적용하여 젊은 고학력 이주자, 도농교류 활동에 참여 하는 도시 창조계층 등

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역시 농촌 연구에서는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간 비교연구 부족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이다. 이제까지 창조계층

의 (도시에 비해) 독특한 농촌 입지요인이나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

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와 농촌 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창조계층 입지요인 조사 항목과 지역에 미치는 효과 조사 항목 발굴의 필요

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도시 중심의 기존 연구들은 창조계층의 지역발전 기여 효

과 분석에 있어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고용, 임금)에서만 접근한 한계가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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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계층 유치의 지역발전 효과는 경제적 효과 외에

도 인구 증가, 고령화된 농촌에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

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구결과로 제시할 수 있는 창조계층 유치 방안에 있어 도

시 특히 대도시에나 적용 가능한 구역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농촌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로 작용한다. Florida는 자신의 창조계층 이론을 Michael Porter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에 비견될 수 있는 ‘구역의 우위’(jurisdictional 

advantage)에 대한 이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Florida 2005a), 구역의 우위란 창조

계층이 좋아할만한 도시 어메니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시설 및 소비시설, 호화

로운 거리, 관용·개방성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행태에 무관심

한 척 해야 하는 분위기 등의 환경을 구축하여 장소경쟁에서 앞서감을 의미한다. 

도시 특히 대도시 정부들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거리/지구/

구역’들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와우요소’(wow factors)로 가득 찬 환상의 도시

(fantasy city), 소비자 도시(consumer city), 엔터테인먼트 기계(entertainment machine)

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김광선 2010).

3.2. 기존정책의 한계 

과거 농촌으로의 인구 유치 및 정착 지원 정책들은 유입 인구나 지역 특성에 대

한 고려 없이 농산업 육성을 위해 귀농인 대상의 지원 정책이 주로 이루어졌다. 따

라서 주거 지원 정책도 주거 지원의 단일 목적이 아닌, 농촌 체험 혹은 후계농업인 

유치 등의 목적과 결합되면서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 정작 효과는 미미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청촌사업), 지역주도

형 청년 일자리사업, 재능나눔사업, 관련 자격증 신설 등 농축어업 이외의 분야, 

더 나아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몇몇 지

자체에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 분야 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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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사업의 주 대상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 및 고령의 창조계

층이 농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업

이 단기적·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년뿐만 아니

라 중장년, 고령, 여성 등 정책 대상을 세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유치된 인재가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세 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주자의 이주 준비과정부터 이주 후의 삶과 지역사회 연결, 그리고 그 과정을 체

계적으로 관리할 단체 조직 등에 대한 고려와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은 도시민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서도 구현 

가능하다. 현재 농촌문화융성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농촌 재능나눔사업, 농촌사

회공헌인증제 등의 사업이 대표적인 도시 창조계층 활용 유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

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농촌 공동체성이나 농번기 활동 등 농촌사회에 대

한 도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의 필요성, 단기성 교류로 인한 지속

가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3.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 연구들의 경우와 같이 본 연구도 Florida의 창조계층 개념을 수용하면서 우

리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를 시도한다.30)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각 연구의 창조

계층 분류를 나름대로 제시하면서도 어떤 근거나 기준을 통해 그러한 분류가 가능

한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창조계급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 역량이 기반하는 <그림 2-2>와 같은 지식체계의 특성을 구분하여 핵심 

창조계층을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층’으로 구분

30) 다만, 본 연구가 정의하는 농촌 창조계층의 개념은 제5장 4절에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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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기에 ‘창조적 전문가’를 더해 총 3개 집단으로 분류한다(부록 1의 B 참조).

Lam(1998)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크게 존재론적 특성과 인식론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개인적 특성과 집합적 특성에 따라, 그리고 명시적 특성과 암

묵적 특성에 따라 두뇌지식(embrained knowledge), 코드화 지식(encoded knowledge), 

체화지식(embodied knowledge) 그리고 배태지식(embedded knowledge)으로 세

분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특성에 기초하여 창조계층을 구분할 때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은 상대적으로 체화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창조계층이다. 전문 지식·

기술 분야 창조계층은 상대적으로 두뇌지식과 코드화지식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

한다. 끝으로 창조적 전문가는 코드화지식과 배태지식을 상대적으로 더 활용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 지식의 형태들

존재론적 측면

개인적 집합적

두뇌지식 코드화지식 명시적
인식론적

측면
체화지식 배태지식 암묵적

자료: Lam(1998: 43).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창조계층의 입지와 지역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대도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 유형에 

따른 창조계층의 입지 특성과 지역 활성화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창조성지수 값의 산출, 창조계층의 입지요인 분석, 창조계층의 지역 활성

화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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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계층의 농촌 입지요인과 
농촌 활성화 효과

1. 분석 개요

제3장에서는 가용한 국내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창조계층과 관련한 4가지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창조계층 분포 분석으로 전산업 종사자 수 대비 창조산

업 종사자 수의 비중을 시·군·구별로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사업체

조사의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 digit)에 따른 산업 종사자 수를 집계하였다(<부

록 1>의 C 참조). 또 한편으로는 인구총조사의 층화추출에 의한 표본(20%) 자료

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분류 소분류(3 digit)에 의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창조계층 

수의 비중을 시·군·구별로 도출해 비교하였다.

두 번째는 지역별 창조성 지수(creativity index) 분석이다. Florida(2002b)는 경

제성장의 비결은 창조계층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하이테크산업, 지역성장과 같은 창조적 

경제성과를 창출하는 것에도 의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창조성 지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창조성 지수는 ① 창조계층 노동력의 

비중, ② 1인당 특허로 측정된 혁신, ③ 하이테크 산업, ④ 게이지수로 측정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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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종합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Florida(2002b)의 

창조성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현재 우리나라 지역 단위에서 가용한 통계지표

로 대체하여 시·군·구 단위의 창조성 지수를 측정하여 지역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창조계층의 농촌 입지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에서 발표해온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원자료

를 활용했다. 지역발전지수는 4개 부문, 20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은 이를 활용해 우리나라 시·군(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발전정도와 지역

여건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있다.31) 본 연구에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지역발전지수의 지표 중 창조계층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선정하여 창조

계층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였다.

넷째는 창조계층의 입지가 농촌(군·도농복합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GRDP 증가율, 사

업체 수 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 인구 증가율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그

리고 창조계층의 증가가 이들 지역 활성화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군, 

도농복합시, 일반시별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위와 같은 네 가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의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부록 2>에 제시

하였다. 그 외 활용된 통계 자료는 <표 3-1>과 같다. 필요에 따라 일부 통계 자료는 

지수화 하여 활용하였는데,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선형변환(Linear Scale 

Transformation) 지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31) 지역발전지수(RDI)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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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필요 항목 자료출처 비고

인구 수
연도별/시·군·구별 

* 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만 20세 이상 인구 수
연도별/시·군·구별 

* 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수
(4년제 대학졸업, 석사, 박사)

연도별/시·군·구별 
* 2005, 2010,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도 자료는 
표본데이터(20%)

사업체 수(전체, 창조계층)
연도별/시·군·구별

* 2006, 2010, 2017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준산업분류 9차 
및 10차 개정

종사자 수(전체, 창조계층)
연도별/시·군·구별

* 2006, 2010, 2017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준산업분류 9차 
및 10차 개정

취업자 수(전체, 창조계층)
연도별/시·군·구별

* 2005, 2010,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준직업분류 5차 
및 6차 개정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건수
연도별/시·군·구별

* 년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온라인통계서비스)

지역내총생산(GRDP)
연도별/시·군·구별

* 년
통계청, 지역계정

시·군·구별 홈페이지

다문화 가구 수
연도별/시·군·구별

* 2010, 2015,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  주요 활용 데이터

2. 농촌의 창조계층 분포와 지역별 창조성

2.1. 농촌의 창조계층 분포

창조계층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를 통해 시·군·구별 창조계층과 창조산업 종사자 수를 집계하였다. 그 결과 총 종

사자 중 창조산업 종사자는 2006년 8.9%(1,378천/15,409천 명)에서 2017년 

7.5%(1,518천/20,128천 명)로 감소하였다. 반면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자료에 따

르면 총 취업자 중 창조계층의 비중은 2005년 6.0%에서 2015년에는 9.3%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전체 산업 종사자 중, 그리고 전체 취업자 중 창조계층의 비중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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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라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창조계층의 개념이 산업보다는 직업 개

념에 가깝기에 우리나라 전체의 입장에서는 창조계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난다. 농촌의 창조계층 특화도를 취

업자 입지계수(취업자 LQ)로 측정한 결과 2005년 0.685에서 2015년 0.642로 낮

아졌다. 동 기간 도농복합시의 창조계층 특화도는 0.845에서 0.805로 약간 낮아졌

고, 군 지역의 경우는 0.356에서 0.280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대도시 지역(자치구)의 경우 동 기간 창조계층의 특화도가 1.282에서 

1.333으로, 일반시의 경우는 1.199에서 1.294로 상승하였다.

표 3-2  지역별 창조계층 입지 특화도

구분 농촌 도시
군지역 도농복합시 일반시 자치구

2005년 0.685 0.356 0.845 1.259 1.199 1.282

2015년 0.642 0.280 0.805 1.321 1.294 1.333

자료: 인구총조사 표본 조사 각 연도 자료.

전국 시·군·구의 창조계층 지수를 총 취업자 수 대비 창조계층의 비중으로 측정

하였을 때 <그림 3-1>과 같이 나타난다.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창조계층 지수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과 새로 유입된 인구로 조성된 세종

시의 창조계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북, 경북, 강원도 농

촌 시·군의 창조계층 지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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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역별 창조계층 지수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2.2. 농촌의 지역별 창조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Florida(2002b)의 창조성 지수를 가용한 데

이터를 고려해 변용한 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먼저 창조계층 지수, 혁신 지수, 

창조산업 지수, 다양성 지수를 도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시·군·구별 창조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창조계층 지수는 각 지역의 총 취업자 중 창조계층 비중으로 계산하

였으며 2015년 기준의 인구총조사 20% 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혁신 지수는 

2017년 기준 각 지역의 인구 1천 명당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로 표시하였

다. 창조산업 지수는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활용하여 총 사업체 종

사자 중 창조산업 종사자 비중으로 계산하였으며, 끝으로 개방성 지수는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구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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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개별 통계자료의 특성이 상이한 관계로 이들을 비교

하고 종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자료를 <식 1>과 같은 선형변환(Linear Scale 

Transformation)을 통해 지수화하였다. 이때 산출된 창조성 지수 값이 1이면 228

개 시·군·구 중 중위값을 보이는 지역이며, 1보다 크면 중간(중위) 이상의 창조성

이 있는 지역, 0에서 1 사이이면 중간 미만의 창조성을 보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min

  min
 ----------- <식 1>

 지역 지표의선형변환지수
  지역 지표값
  지표의중위값

min  지표의최소값

지역별 창조성은 도시와 농촌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지수인 창조성 지

수 상위 30%(68개)에 올라 있는 도농복합시와 군은 용인시, 화성시, 완주군, 나주

시, 충주시, 파주시, 음성군, 공주시, 평창군, 제주시, 김포시, 여주시, 천안시 13개 

시·군에 불과하다. 반대로 창조성 지수 하위 30%(68개)에는 동해시, 속초시, 부산 

북구, 부산 서구, 울산 북구를 제외하면 모두 군과 도농복합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창조계층 지수 상위 30%에는 농촌 시·군 중 11개 도농복합시만이 포

함되고 있다. 세부 지수별로 볼 때 혁신 지수 상위 30%에는 16개 도농복합시와 11

개의 군만이 포함되며, 창조산업 지수 상위 30% 지역에는 10개 도농복합시와 3개 

군만이 포함되고 있다. 타 세부 지수들과는 반대로 다양성 지수는 상위 30% 지역

에 13개 자치구 및 일반시를 제외하고 모두 농촌 시·군들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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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조성 지수
창조계층 지수 혁신 지수 창조산업 지수 다양성 지수

농촌
군지역 0.814 0.306 0.946 0.722 1.284

도농복합시 1.184 1.092 1.280 1.348 1.015

도시
일반시 1.969 2.045 1.552 3.147 1.135

자치구 2.482 2.278 2.548 4.279 0.824

주: 선형변환 전 중위값: 창조계층지수 부산 중구, 혁신지수 강원 홍천, 창조산업지수 경기 안산시, 다양성 지수 

경남 산청군.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3  지역별 창조성 실태

농촌이 창조성 지수 중 다양성 지수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표 3-4>

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양성’은 지역의 전반적인 창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

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성 정도와 창조계층의 분포 정

도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32)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창

조성은 주로 창조계층의 분포, 혁신 정도, 창조산업의 분포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고 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가 부족한 농촌의 창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창조계층 혁신 창조산업 다양성 창조성 지수

창조계층
Pearson 상관계수 1 .558** .743** -.214** .80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1 .000

혁신
Pearson 상관계수 1 .577** .144* .830**

유의확률 (양쪽) .000 .029 .000

창조산업
Pearson 상관계수 1 .014 .922**

유의확률 (양쪽) .830 .000

다양성
Pearson 상관계수 1 .121

유의확률 (양쪽) .068

주: ** 상관계수가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을, * 상관계수가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4  창조성 지수 간 상관관계

32) 본 연구에서는 Florida(2002b)의 ‘게이 지수’와 같은 국내 지표 구득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체 지표로 

다문화 가정 비율로 산출한 ‘다양성 지수’를 활용했지만, 다문화 가정이 주로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가정이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환경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하면 다양한 결과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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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조계층의 농촌 입지요인

3.1. 창조계층의 입지요인 분석 모형

Florida(2002b)와 Boschma & Fritsch(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조계층의 공

간적 입지요인을 창조계층 비중과 관련 입지 여건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2015년도 창조계층 비중으로 창조계층의 비중은 다시 직업분류에 

따라 creative core는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creative professionals는 창조적 전

문가, 그리고 Bohemians는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2016년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원자료 

중에서 창조계층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표를 재구성하여 활용하

였다. 지역발전지수 원자료 중에서 교육 관련 요인으로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2014년)와 인구 천 명당 보육 시설 수(2015년)를, 의료 관련 요인으로 인구 천 명

당 의료인 수와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를, 문화 관련 요인으로 인구 천 명당 문화기

반시설 수와 체육시설 수를, 쾌적성 요인으로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

율을, 경제·인구 관련 요인으로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2010~2015년)과 연평균 인

구 증가율(2010~2015년)을 이용하였다.

지역발전지수 이외에 2015년도 각 시·도별로 등록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개수를 합산하여 창조성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비중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반시와 도농복합시, 그리고 군지역

을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활용하였다.

창조계층 비중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발전지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자치구는 제외하고 전체 표본을 설정하였다.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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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일반시는 도시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가정하고 

표본별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 수준을 최대 10%로 설정하

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3.2. 창조계층의 농촌 입지요인과 특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5>에 표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지역발전지수 원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및 문화 관련 입지요인과 쾌

적성 등은 창조계층의 입지 특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관련 입지요인 중에서 사설학원 수는 창조계층 전체나 지식·기술분야 창

조계층, 창조적 전문가의 입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문화·예술분야 창조

계층의 입지에는 사설학원 수보다 보육 시설 수가 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문화 관련 입지요인은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의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이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쾌적성 요인의 경우, 도시공원 면적은 창조계층 전체,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그리고 창조적 전문가 계층 입지와 관계가 있으며, 녹지 면적은 문화·예술분야 계

층에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인구 관련 요인 중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창조계층 입지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입지요인이나, 연평균 사업체 수 증가율은 중요

한 입지요인이 아니다.

문화·예술분야 계층 비중의 증가는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의 비중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분

야 계층 비중이 지식·기술창조계층 및 창조적 전문가 비중과 높은 상관계수를 가

지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산팽창인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



52 |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창조성 대표하는 특허 등의 개수가 많을수록 창조계층

의 비중과 입지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창조성 지표가 창조계층의 입지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본을 일반시와 도농복합시, 군지역으로 분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5>에 표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창조계층 입지 특성의 차이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창조성 요인인 특허 등의 개수는 일반시에서는 지식·기

술분야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계층의 입지요인으로만 중요성을 보이나, 도농

복합시나 농촌의 경우에는 특허 등의 개수가 모든 창조계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인다. 쾌적성 지표 중에서 도시공원 면적은 일반시에서는 모든 계층에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나 도농복합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크게 낮아

지고 제한되며 녹지율은 모든 지역에서 문화예술계층의 입지요인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Florida(2002b)와 Boschma 

& Fritsch(2007)가 주장한 창조계층의 입지요인과는 다르게 농촌 입지요인에 지

역의 특수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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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효과

4.1.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효과 분석 모형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 활성화 관련 

변수로 2010년 이후 GRDP 증가율, 인구증가율, 사업체 수 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증가율은 복리식 연평균 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33)) 계산법으로 계산하였다.

회귀분석에 활용한 설명변수는 창조계층 비중의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

균 증가율로, 창조계층 전체 비중 증가율과 함께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과 창조

적 전문가,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종속변수가 증가율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나 분포가 정규분포와 비슷하여 

토빗모형을 대신하여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

다. 전체 표본은 세종시를 제외한 자치구, 일반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이며, 자치

구와 일반시는 도시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을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성 수준을 최대 10%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GRDP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인구증가율

M1 M2 M1 M2 M1 M2 M1 M2

 창조계층 증가율 0.166** 0.053* 　 0.064* 　 0.077**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0.041 0.015 0.024 0.002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0.046 -0.009 -0.018 0.015

  창조적 전문가 0.108** 0.082** 0.098** 0.076**

표 3-6  창조계층 증가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전체지역

33) CAGR는 


으로 계산함. BY는 시작연도 잔고, EY는 마지막 연도 잔고, n은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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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GRDP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인구증가율

M1 M2 M1 M2 M1 M2 M1 M2

 지역(자치구)

  일반시 0.014* 0.015* 0.008+ 0.009* 0.004 0.006 0.003 0.004

  도농복합시 0.017** 0.017** 0.014** 0.015** 0.009* 0.009** 0.012** 0.012**

  군지역 0.004 0.005 0.010** 0.012** -0.012** -0.010** 0.009** 0.010**

 R2 0.105 0.125 0.112 0.169 0.161 0.218 0.107 0.140

주 1) ** p<0.01, * p<0.05, †p<0.1.

    2) 증가율은 모두 CAGR를 이용한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연구진 작성.

(계속)

4.2.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효과 실태와 특성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효과 관련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지역 표본을 이용한 

경우 <표 3-6>에,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경우에는 <표 3-7>과 <표 3-8>에 표시

하였다.

회귀 분석의 결과로부터 창조계층의 증가는 지역 활성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계층 중에서 창조적 전문가 계층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성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조적 전문가 계층의 증가가 다른 계

층과 비교하여 지역 활성화 관련 변수에 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농촌 지역 내에서도 창조계층 증가가 농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도농복합시

와 군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도농복합시에서는 전체 지역과 유사하게 창조

계층 증가가 GRDP 증가와 인구 증가, 사업체 수 증가, 사업체 종사자 증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군지역에서는 창조계층 증가가 GRDP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농복합시에서는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증가가 GRDP 증

가와 사업체 종사자 증가로 이어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군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이 GRDP 증가와 사업체 증가 등의 지역 활성화를 주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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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GRDP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인구증가율

M1 M2 M1 M2 M1 M2 M1 M2

 창조계층 증가율 0.234** 0.079+ 0.179** 0.119*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0.043 0.006 -0.004 0.042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0.163* 0.016 0.092+ 0.058

  창조적 전문가 0.071 0.092+ 0.097 0.052

 R2 0.126 0.165 0.050 0.104 0.154 0.189 0.083 0.104

주 1) ** p<0.01, * p<0.05, †p<0.1. 

    2) 증가율은 모두 CAGR를 이용한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7  창조계층 증가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도농복합시

독립변수
GRDP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인구증가율

M1 M2 M1 M2 M1 M2 M1 M2

 창조계층 증가율 0.104+ 　 0.016 　 -0.013 　 0.033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0.056+ 0.032+ 0.034 0.012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0.004 -0.027 -0.060* -0.009

  창조적 전문가 0.074+ 0.037 0.065* 0.041*

 R2 0.041 0.091 0.003 0.099 0.001 0.131 0.017 0.065

주 1) ** p<0.01, * p<0.05, †p<0.1.

    2) 증가율은 모두 CAGR를 이용한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8  창조계층 증가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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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조계층 농촌 입지요인 및 농촌 활성화 효과 분석의 시사점

창조계층의 농촌 입지요인과 농촌 활성화 효과 관련 실증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창조계층의 입지조건은 일반적 논의와 달리 문화시설이나 공공서비스 접

근성이 좋은 곳보다는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창조성이 높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활

용이 자유로운 지역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5>에서 개방성 지표

로 설정한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비중이 창조계층의 입지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문화나 의료시설은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창조계층의 경

우 자가용 등 자가 교통수단이 있어 농촌에서도 도시 접근성이 높아 도시에 있는 

문화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

조계층은 농촌의 문화시설이나 공공서비스 관련 요인보다 개방성 측면에서 창조

계층 간 소통이 원활한 곳을 선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농촌의 창조계층 입지요인은 사업체수와 같은 경제적 입지요인보다 인구증가

와 같은 사회적 입지요인이 더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에 

볼 수 있듯이 경제·인구 요인 중에서 총사업체 수 증가와 비교하여 연평균 인구증

가율이 창조계층 입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창조계층의 농촌 이주

를 위해 경제적 유인 정책과 함께 도시와 차별화된 근린환경을 구축하고 농촌으로 

이주한 창조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시사점을 보여 

준다.

창조계층 중에서 창조적 전문가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농

촌에서는 창조적 전문가와 함께 문화·예술 창조계층도 농촌 활성화에 주도적 역

할을 하고 있다. <표 3-6>의 전체지역과 <표 3-7>의 도농복합시, <표 3-8>의 군지

역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창조적 전문가는 모든 경우에 지역 활성화에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며,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서는 창조적 전문가와 함께 다른 계층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사례를 적용하여 창조계층의 유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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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창조계층이나 새로운 유형의 창조계층을 활용하

여 농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단독으로 창조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보다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창조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 주변 농촌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보다 창조계층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입지요건을 활

용하기에 용이한 도시 인접 농촌에 창조계층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농촌 

인접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도 효과적인 정

책으로 기대할 수 있다. 농촌에 창조계층이 반드시 거주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

하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농촌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창조계층이 도시나 농촌의 

교류를 매개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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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실태와 
정책 수요

1. 조사 개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네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설문조사는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여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귀농·귀촌 창조계층의 정착 실태와 농촌 활성화 기여에 대

한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귀농·귀촌인 장기추적

조사(2014~2018년) 대상 인원 중 2019년 7월부터 새롭게 KREI 현지통신원으로 

활동 중인 609명 중 읍면부에 주소를 둔 561명이다(마상진 외 2015a; 2015b; 

2016; 2017; 2018).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메일 및 온라인 웹사이트

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02명(71.7%)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지

역분포는 인천·경기·강원 11.4%, 대전·세종·충북·충남 24.6%, 전북·전남·제주 

26.6%, 울산·경북·경남 27.2%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 응답한 402명 중 162명인 40.3%가 창조계층에 해당한다. 또 창조계

층 중 32.8%(132명)가 전통적인(이론적인) 창조계층에 해당한다.(창조계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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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전문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중 한 분

야에 특화된 창조계층은 96명, 여러 분야에 특화된 창조계층은 36명이다. 전통적

인 창조계층 A 외에 고학력 창조계층(석·박사)도 16명(창조계층 B)이 포함되고 

있다.34) 창조계층 A와 B를 제외한 설문응답자 중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창의적 창

조계층은 14명(창조계층 C)이다.35)

동 설문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

들의 귀농·귀촌 관련 일반 사항, 둘째, 귀농·귀촌 이유와 만족도(IPA 분석 포함), 

셋째, 귀농·귀촌인(창조계층 등)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활동 실태, 그리고 넷째, 

귀농·귀촌인(창조계층 등)의 농촌 생활 어려움과 정책 수요 등이다.

창조계층 구분 명 비중

창조계층 A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12 7.4

전문 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35 21.6

창조적 전문가 49 30.2

문화·예술/지식·기술 2 1.2

문화·예술/전문가 8 4.9

문화·예술/지식·기술/전문가 7 4.3

지식·기술/전문가 19 11.7

창조계층 B 고학력자 16 9.9

창조계층 C 지적재산권 보유자 14 8.6

창조계층 계 162 100.0

자료: 설문조사.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중 창조계층 현황

단위: %

두 번째 설문조사는 도시 거주 창조계층의 농촌 이주 의향과 정책 수요 조사이

다.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조사는 2019년 9월 

20~26일 기간에 웹사이트를 이용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7대 

34) 창조계층 A에 포함되는 고학력자까지 포함할 경우 설문응답자 402명 중 고학력자는 모두 52명

(12.9%)임. 석사학위 소지자는 49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3명임.
35)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중 2종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창조계층 C는 모두 

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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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로 각각 100명씩 응답자 목표를 할당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700명

을 <표 4-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창조계층 A 350명(50.0%), 창조계층 B 30명

(4.3%), 창조계층 C 15명(2.1%)이 포함되어, 창조계층의 총 수는 395명이며 비창

조계층은 305명이다. 응답자 성별 비중은 여성 49.7%, 남성 50.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응답자 비중은 20대 19.1%, 30대 19.6%, 40대 23.1%, 50대 23.0%, 60대 이

상 15.1%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내용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경험과 인식, 농촌 

이주 또는 도시·농촌 병행거주를 위한 조건, 농촌 이주 또는 도시·농촌 병행거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향후 농촌 활동 및 정책 수요 등이다.

세 번째 설문 조사는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의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조사이다. 이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창조계층으로서의 특성과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9일부터 2019

년 9월 20일까지이며 이메일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수행

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응답자는 경상북도가 18.4%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가 14.9%, 전라남도가 14.0%, 충청남도가 11.4%이며, 응답자의 귀농·귀

촌 업무수행 기간은 1년 미만이 36.0%, 3년 이상 29.8%, 1년 이상 2년 미만 19.3%, 

2년 이상 3년 미만 14.9%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체,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농촌 지역 활성화 역할이다. 우선, 인적자원 관련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인적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지자체에서 전략적

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인적자원 유형,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

원 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체는 단체의 명

칭과, 해당 단체의 창조적 활동 내용과 활동 이후 농촌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마

지막으로, 결혼 이민자의 농촌 활성화 역할 분석을 위해서 결혼 이민자의 농촌 활

성화 기여 정도와 기여 방식을 조사하였다.

네 번째 설문조사는 혁신도시 주변 농촌의 창조계층 활용 실태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 10개의 혁신도시36) 중 가장 규모가 큰 신도

시로서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및 콘텐츠 진흥 관련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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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전라남도 나주시를 대상으로,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와 연접한 금천면 

내 마을들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9년 9월 25일에 금천면 마을 이장을 대상으

로 수행하였으며, 금천면 이장 36명 중 2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마을 주민 중 

혁신도시 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다고 응답한 마을은 29개 중 14개 마을이

고 그 중 혁신도시 설립 시기 이후 마을로 유입된 경우는 8개 마을로 파악된다. 

구분 마을 수

조사 대상 마을 29개 마을

혁신도시 근무자가 거주하는 마을 14개 마을

혁신도시 설립 이후 마을로 유입된 혁신도시 근무자가 거주하는 마을 8개 마을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2  나주시 금천면 조사 대상 마을(리) 개요

2. 농촌 이주 창조계층의 농촌 정착과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

2.1. 농촌 이주 관련 일반 사항

조사에 응답한 402명의 현 농촌 거주 연한은 평균 8.98년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귀농·귀촌 이전에 농촌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0.0%이고, 

이들이 농촌에 거주한 시기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 ‘농촌에서 출

생’(83.9%), ‘초등학교 재학시절’(69.6%), ‘초등학교 입학 전 유년기’(64.6%)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의 거주 경험이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도시로 이주

했던 이유는 주로 ‘본인의 학업을 위해’(52.8%), ‘일하는(일하게 된) 직장이 도시

에 있어서’(43.5%), ‘삶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18.6%) 순으로 나타났다.

36) 부산혁신도시(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혁신도시(대구 동구), 울산혁신도시(울산 중구),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 강원혁신도시(원주시), 충북혁신도시(진천군, 음성군), 전북혁신도시

(전주시, 완주군), 경북혁신도시(김천시), 경남혁신도시(진주시), 제주혁신도시(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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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역과의 연고와 관련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0%가 ‘연고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고가 있는 경우는 ‘고향’(24.1%), ‘부모님 또는 배우자

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나 사셨던 곳이다’와 ‘친척이나 친구/지인 등이 살고 있

다’(각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는 ‘배

우자’(81.6%), ‘자녀(들)’(32.6%) 순이며, 나홀로 농촌 거주의 경우는 10.4%(42가

구)에 그치고 있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농가 포함)’(88.3%), 점유 형태는 ‘자가

(자기집)’(87.1%), 거주 기간은 ‘일주일 내내’(87.1%)의 비율이 높다. 현 거주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인근’(42.3%), ‘읍·면사무소 소재에서 먼 원격 지

역’(33.6%), ‘읍·면사무소 소재지 내’(17.9%) 순으로 나타났다.

2.2. 농촌 이주 이유와 만족도

농촌 거주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21.4%),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15.2%),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13.4%) 등의 순이다. 귀

농·귀촌 1순위 이유는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의 응답패턴이 유사하나, 2순위 이

유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응답의 특성이 나타난다. 즉, 비창조계층은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와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와 같은 도시의 압출적 요인

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창조계층은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

를 위해’와 ‘가지고 있는 재능의 활용을 위해’와 같은 적극적인 요인에 대한 응답

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의 농촌으로 이주를 선택한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좋아서’(28.9%), ‘고향이어서’(23.4%), ‘가족, 친척, 지인이 사는 곳이

어서’(10.0%), ‘농사지을 여건이 좋아서’(10.0%) 순으로 나타났는데, 창조계층의 

경우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으로의 이주 준비 기간은 평균 3년이 걸렸으며, 농촌으로의 이주를 위해 가

장 중요하게 준비한 것은 ‘가족의 이해와 동의·설득’(36.8%), ‘주택 마련’(17.2%), 

‘농지·축사 구매 및 임대 등 영농 준비’(15.9%) 순으로 나타났다. 창조계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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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게 준비한 1순위 사항으로는 ‘가족의 이해와 동의·설득’, ‘영농교육 

및 직업교육’, ‘귀농·귀촌에 따른 자금 마련’, 그리고 2순위 사항으로 ‘사업(창업) 

준비’, ‘귀농·귀촌 선배들과의 교류’, ‘자녀 교육 대비’, ‘생계외 활동 준비(여가, 봉

사, 기여 활동 등)’의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으로의 이주 과정에서 도움은 받은 사람 또는 기관으로는 ‘가족 및 친

척’(20.1%), ‘친구 및 지인’(16.9%), ‘지자체(도청·시·군청·농업기술센터 등)’ 

(15.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창조계층은 ‘가족 및 친척’ 외에 ‘친구 및 지

인’과 같은 인격적(개인적) 대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반면, 창

조계층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매체 정보’와 같은 비교적 비인격적

(비개인적)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도움 제공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전체

가족 및 친척 17.9 21.7 20.1

친구 및 지인 12.3 20.0 16.9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기관 12.3 8.3 10.0

지자체(도청,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 17.9 14.2 15.7

마을주민(들) 9.9 11.7 10.9

기준의 귀농·귀촌자(들) 10.5 11.3 10.9

직장 관계자(들) 0.0 0.4 0.2

인터넷, TV, 신문 등 매체의 정보 12.3 10.0 10.9

기타 2.5 6.8 4.2

총합계 162 240 402

자료: 설문조사.

표 4-3  농촌으로의 이주 시 주요 도움 제공처

단위: %

농촌으로 이주한 후의 삶을 이주 전 도시생활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 좋아졌다

(삶의 질이 매우 좋아졌다+삶의 질이 좋아진 편이다)’는 응답이 64.2%로 응답자

의 절반 이상이 삶이 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창조계층의 긍정적 응답

(매우 좋아졌다 + 좋아진 편이다) 비중이 67.9%로 비창조계층(61.7%)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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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으로의 이주 이유나 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75.4%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응답 역시 창조계층(80.2%)이 비창조계층

(72.1%)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중이 높다.

농촌으로의 이주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가족들과의 삶’(8.15점),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7.91점), ‘생계 마련’(7.22점) 등인데 이와 비교하여 현

재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족들과의 삶’(7.33점),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7.26

점),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7.21점), ‘자신만의 조용한 삶’(7.0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4.45점),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4.63점), ‘문화·여가·스

포츠 인프라’(4.68점), ‘사회복지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4.93점) 등이다. 농촌으

로의 이주 당시 고려한 중요도와 현재 만족도를 통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

으나 만족도가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 

인프라’와 ‘본인의 교육 및 자기개발 기회’로 나타났다.

그림 4-1  IPA 분석 결과
 

중요도

만
족
도

괜찮은주택

(주거) 마련 가족들과의

삶
자신만의조용한삶

생계마련

(농업및비농업)

쾌적한자연과

생태환경

농촌의전통및

지역문화향유

문화·여가·취미

활동(동호회포함)

예술·작품·창작활동

등전문분야활동

문화·여가·스포츠

(체육) 인프라

상하수도, 인터넷, 도로

등기초생활인프라

자녀를위한교육

인프라와교육서비스

병원, 약국, 보건소등

보건·의료인프라

사회복지인프라및

관련서비스

교통편의

안전및치안환경

인근중심지또는

도시에대한접근성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여등사회공헌

마을및지역사회

리더또는

지도자역할

본인의교육및

자기개발기회

마을및지역

주민들과의

유대와교류

중점개선 영역점진 개선 영역

유지 강화 영역지속유지 영역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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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IPA 분석 결과 창조계층의 경우 농촌으로의 이주 당시 중요도에 비

해 현재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상승한 항목이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 문화·여

가·취미 활동,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으

로 이주한 창조계층에 있어 생계마련, 병원·약국·보건소 등 보건·의료 인프라 항

목은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귀농·귀촌 당시 중요도

고려 사항

현재의 만족도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창조계층/
변화 정도

비창조계층/
변화 정도

7.78 7.85 (5)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 8.23 0.46 8.19 0.34 

9.12 9.18 (1) 가족들과의 삶 8.43 -0.69 8.26 -0.91 

8.22 7.83 (4) 자신만의 조용한 삶 8.28 0.07 7.95 0.11 

8.23 8.22 (3) 생계 마련(농업 및 비농업) 7.18 -1.05 6.83 -1.40 

9.05 8.82 (2)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 8.41 -0.64 8.15 -0.67 

6.56 6.55 농촌의 전통 및 지역문화 향유 6.45 -0.11 6.38 -0.17 

6.51 6.59 문화･여가･취미 활동(동호회 포함) 6.62 0.11 6.19 -0.40 

5.51 4.88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 5.98 0.46 5.09 0.21 

5.96 5.55 문화･여가･스포츠(체육) 인프라 6.02 0.06 5.44 -0.11 

7.70 7.80 (7) 상하수도, 인터넷,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7.29 -0.41 7.25 -0.55 

6.32 6.05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 5.93 -0.39 5.43 -0.62 

7.34 7.58 (9) 병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 인프라 6.10 -1.23 5.98 -1.60 

6.64 7.05 사회복지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5.97 -0.67 5.90 -1.16 

7.01 7.03 교통 편의 6.16 -0.85 5.97 -1.07 

7.73 7.75 (6) 안전 및 치안 환경 7.51 -0.22 7.04 -0.71 

7.27 7.24 (10) 인근 중심지 또는 도시에 대한 접근성 7.05 -0.22 6.74 -0.50 

6.43 6.12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 공헌 6.25 -0.18 5.94 -0.18 

5.91 5.96 마을 및 지역사회 리더 또는 지도자 역할 6.14 0.23 6.02 0.05 

7.16 7.23 본인의 교육 및 자기개발 기회 6.83 -0.33 6.49 -0.73 

7.55 8.15 (8) 마을 및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와 교류 7.09 -0.46 7.37 -0.78 

주: 중요도 및 만족도는 0점에서 10점으로 평가(11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표 4-4  IPA 분석 결과의 집단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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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촌 이주 창조계층의 경제·지역사회활동과 도농교류 실태

농촌 이주자들이 현재 생계를 위해 선택한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 분야(농림축

수산) 경영’(71.9%)이며, 농촌으로의 이주 전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58.0%)가 증가한 경우(22.6%)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충청·전라·제주권 응답자일수록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창조계층의 경우 비창조계층에 비해 주요 경제활동 분야가 농업분

야라는 응답 비중(50.6% 대 63.3%)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축수산물 가공 분야, 제

조업 분야, 민간부문 서비스업 분야, 건설·토목·조경 분야라는 응답 비중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으로 이주한 창조계층의 과거 세부 직업은 ‘기업고위임원’(14.4%), ‘대학 

교수 및 강사’와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각 12.1%),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금융 및 보험 전문가’(각 10.6%) 순이다. 과거 직업 

중 농촌 이주 후 생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 창조계층의 직업은 ‘대학 교수 및 강

사’(6.8%),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기업고위임원’, ‘건축 및 토목 공학 기

술자 및 시험원’(각 6.1%)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의 직업경험이 농촌 생활이나 

활동에 기반이 되는 상황은 창조계층의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전문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
언론출판홍보
지역문화예술활동
농촌관광축제활동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지역복지활동
가공 및 판매사업
유기농 등 농업활동
취업 및 소득 창출

21.7
17.4
17.4
13.0
8.7
8.7
4.3
4.3
4.3

농업농촌 기술지원
유기농 등 농업활동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교육 및 역량강화
취업 및 소득 창출
가공 및 판매 활동
농업농촌 ICT 기반구축
지역복지활동
가공 및 판매사업
공공부문 지원 및 자문
귀농·귀촌지원활동
기타

37.7
13.2
11.3
9.4
5.7
3.8
3.8
3.8
1.9
1.9
1.9
5.7

교육 및 역량강화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취업 및 소득 창출
공공부문 지원 및 자문
농업농촌 기술지원
투자 및 기업 지원
가공 및 판매 활동
농촌관광축제활동
유기농 등 농업활동
귀농·귀촌지원활동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역복지활동
교육 및 역량 강화
기타

20.3
16.9
11.9
8.5
8.5
5.1
5.1
5.1
5.1
3.4
3.4
3.4
1.7
1.7

자료: 설문조사.

표 4-5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귀농·귀촌 창조계층의 농촌활동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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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및 지역사회 공동 활동 참여 정도는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이 비슷하지만 

각 활동조직에서 임원 등을 맡은 적극성은 창조계층이 대체로 높다. 이와 관련해 

자신이 가진 능력·역량·재능이 농촌생활에서 ‘발휘되고 있다(매우 많이 발휘되고 

있다+발휘되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비중 역시 창조계층(67.3%)이 비창조계층

(62.9%)에 비해 약간 높은데, 특히 매우 잘 발휘되고 있다는 응답비중은 창조계층

(23.5%)이 비창조계층(9.6%)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하는 공동 활동
참여 정도 임원직 경험 비율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마을 회의(반상회, 청년회, 여성회, 노인회 등) 3.1 3.3 47.5 47.1

 마을 내 영농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등) 2.6 2.8 40.1 38.8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 등) 2.5 2.4 29.0 20.8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조직(관련 위원회, 협의회 등) 2.6 2.5 41.4 33.3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동호회, 전수회 등) 2.6 2.5 41.4 32.5

 지역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2.1 2.1 16.7 18.8

 친목단체(계, 동문회 모임 등) 2.6 2.8 47.5 50.4

 종교 활동 2.2 2.0 34.0 21.7

 지역의 농업인 교육(농업인 대학 등) 3.0 3.0 50.0 47.1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2.6 2.6 46.3 37.9

 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기타 식품가공 등) 2.1 1.9 25.9 18.8

 농산물(가공식품) 판매활동(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2.6 2.3 35.8 26.7

 농촌관광사업(농업농촌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 1.9 1.7 19.8 12.1

 마을 및 지역의 축제 기획이나 운영 참여 2.6 2.4 42.6 36.3

주: 참여 정도 1점은 전혀 참여 안 함, 2점은 거의 참여 안 함, 3점은 종종 참여, 4점은 적극 참여를 의미.

자료: 설문조사.

표 4-6  귀농·귀촌 창조계층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임직원 경험 실태

단위: 점, %

2.4. 농촌 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농촌생활에 대해 창조계층은 ‘살기에 좋은 곳이다(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다

소 살만한 곳이다)’라는 응답비중 69.8%로 나타나 비창조계층(63.3%)에 비해 다

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살기에 어려운 곳이다(살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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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살기에 어려운 곳이다)’라는 응답 비중은 창조계층(14.8%)이 비창조계층

(15.0%)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농촌 이주자들이 향후 확대하고 싶은 농촌에서의 활동 분야 1순위는 ‘농업(농

림축수산업) 생산’, ‘가공분야’, ‘농촌체험 및 농촌관광’, ‘자연생태 가꾸기’ 등으

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 중 ‘타인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창조계층의 5.6%, 비

창조계층의 0.8%가 선택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순위 응답 중에

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창조계층 14.2%, 비창조계층 9.2%, ‘타인을 위한 교

육’에 대해 창조계층 9.9%, 비창조계층 5.0% 등의 응답 비중을 보여 역시 두 집단 

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으로의 이주 준비 시 가장 걱정되었던 점에 대해 창조계층의 경우 ‘생각과 

활동을 공유할 사람 부족’, ‘소득의 감소나 부족’, ‘의료 및 보건’, ‘괜찮은 주택’, 

‘일자리 또는 생계 마련’,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이상 0~10점 중 6점 이상) 순으

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비교 집단인 비창조계층은 동일 질문에 대해 ‘소득의 감소

나 부족’, ‘일자리 또는 생계’, ‘괜찮은 주택’, ‘의료 및 보건’(이상 6점 이상) 순으로 

응답했다.

농촌으로 이주한 창조계층의 경우 현재 농촌에서 어려운 점으로 주로 ‘의료 및 

보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인력의 부족’, ‘생각과 활동을 공유할 사람 부족’을 

언급하였다(이상 0~10점 중 6점 이상). 비창조계층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 ‘소

득의 감소나 부족’, ‘의료 및 보건’(이상 6점 이상)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두 집단

의 어려움에 유사점이 많기는 하지만, 창조계층의 경우 특히 공동의 가치 추구와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 이주

자들이 가진 역량, 재능 등을 발휘하는데 느끼는 어려운 점은 ‘발휘 기회 부

족’(27.4%), ‘함께 할 사람의 부족’(19.9%), ‘소득과 연계 부족’(17.4%) 순 인데, 특

히 창조계층은 발휘 기회 부족과 소득과 연계 부족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안정된 농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활안정 자금 및 기초생활 안정 

지원’(26.9%), ‘주거 지원’(14.9%), ‘농지 지원’(13.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외

에 창조계층의 경우 교육, 문화여가(이상 1순위), 그리고 농촌기업(가) 육성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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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경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상 2순위)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다. 다시 도시로 이주할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66.4%는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향

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은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 간 비슷한 응답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3. 도시 거주 창조계층의 농촌거주 의향과 정책 수요

3.1.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경험과 인식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 중 과거 농촌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의 비중은 39.6%(창조 39.2/비창조 40.0%)이며, 20년 이상 농촌에서 거주했던 사

람의 비중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15~20년 농촌 거주 경험자가 

13.0%, 10~15년 농촌 거주 경험자 15.9%, 5~10년 농촌 거주 경험자 14.4%, 5년 미

만 농촌 거주 경험자 34.7% 등으로 나타났다. 창조계층의 경우 과거 농촌 거주 연

한이 평균 9.5년, 비창조계층은 평균 11.3년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도시민 중 지난 1년간 농촌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창조계층은 

76.5%, 비창조계층은 74.4%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농촌 방문 목적은 주로 가족친

척 및 지인 방문(64.1%), 농산어촌 체험을 포함한 여행 및 관광(24.8%) 등이었다. 

창조계층의 경우는 ‘여행 및 관광’, ‘봉사활동이나 농사일을 거들기 위해’, ‘본인

의 전문성 있는 활동을 위해’라는 방문 목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 농촌을 규정·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및 특성으로는 ‘농업(농림축수산

업)’(63.9%), ‘자연환경과 생태자원’(58.4%)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창조계층의 

경우 ‘공동체성’과 ‘전통과 문화’를 비창조계층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으로 농촌을 규정하

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도시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창조계층의 경우 ‘가기에 멀다’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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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비교한 농촌에 대한 인식(이미지) 창조
(6.8)

일반
(6.7)

전체
(6.8)0점 <------------------ 5점(보통) ------------------> 10점

타인의 시선이 차가운 타인의 시선이 따뜻한 7.3 7.4 7.3

분위기가 낯선 분위기가 친근한 7.1 7.3 7.2

심리적으로 불편한 심리적으로 편안한 7.3 7.3 7.3

가기에 멀다 가기에 가깝다 4.9 5.2 5.0

환경이 더러운 환경이 깨끗한 6.5 6.7 6.6

가치가 낮다 가치가 높다 6.5 6.4 6.5

절망적이다 희망차다 6.5 6.5 6.5

위험하다 안전하다 6.5 6.6 6.5

매정하다 인정이 있다 7.5 7.4 7.4

추하다 아름답다 7.5 7.3 7.4

먹고살기 힘들다 먹고 살만하다 6.0 6.2 6.1

나와 관련 없는 곳 나와 관련 깊은 곳 6.4 6.4 6.4

나쁜 기억이 있는 곳 좋은 추억이 있는 곳 7.6 7.4 7.5

즐길만한 것이 없다 즐길만한 것이 많다 6.0 5.9 6.0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가고 싶은 곳이다 7.3 7.2 7.2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매우 생산적이다 7.1 6.8 7.0

투자할 곳이 못 된다 투자할 만한 곳이다 6.8 6.6 6.7

살기 싫은 곳이다 살고 싶은 곳이다 7.1 7.0 7.0

자료: 설문조사.

표 4-7  도시와 비교한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실태

3.2. 농촌 거주의 조건과 향후 활동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에 응답한 700명의 도시민 중 창조계층은 22.5%가, 비창조계층은 

17.4%가 향후 농촌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또 특히 주목할 사

항은 완전 이주는 아니더라도 도시와 농촌에서 병행 거주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도시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도시 창조계층 52.9%, 비창조계층 53.4%가 향후 

이러한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원하고 있다.37)

농촌으로의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 시점으로는 평균 14.0년 뒤로 나타났

37) 도시·농촌 병행 거주는 일정 기간은 도시에 거주, 다른 일정 기간은 농촌에 거주하는 거주 형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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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30세의 경우 53.2%가 20년 이상 뒤, 60세 이상은 70.2%가 1~5년 내를 

그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 거주 시 농촌에서 함께 

살 동거인으로는 ‘배우자’(77.8%),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거주 지역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되도록 가까운 곳’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 거주의 대상 농촌으로 창조계층은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되도록 가

까운 곳’(25.2%)을, 비창조계층은 ‘본인의 고향’(20.4%)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

으며,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 거주 의향 응답자 중 15.4%는 아직 어떤 곳을 

선택할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거주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는 ‘조용한 전원생활

을 위해’(65.8%),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46.5%)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창조계층은 비창조계층에 비해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 ‘생태·공동체 등

의 가치 추구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활용을 위해’에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응

답을 보이고 있다.

도시민들이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거주를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53.3%) ,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42.2%), ‘병원·약국·보건소 

등 보건 의료 인프라’(38.7%, 이상 최대 4개 선택)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 항목에서는 창조계층이 비창조계층에 비해 ‘안전 및 치안 환경’, ‘문화·여가·취

미 활동(동호회 포함)’,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 ‘재능기부, 지역

사회 기여 등 사회 공헌’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거주를 실현할 시 ‘농촌지역사회의 공

동 활동’ 중 참여하고 싶은 항목으로 창조계층은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

관, 공부방, 도서관 등)’에 대해 79.2%,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

(동호회, 전수회 등)’에 75.2%가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다.38) 이 밖에 창조계층은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등)’,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조직

(관련 위원회, 협의회 등)’, ‘지역의 농업인 교육(농업인 대학 등)’, ‘농촌관광사업

38) 비창조계층의 경우 두 항목의 순위가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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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비창조계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 이주(병행거주 포함)를 위해 필요한 지원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전체

주거지원 35.2 33.8 34.6

생활안정 자금 및 기초생활 안정 지원 26.2 28.7 27.2

농지지원 6.4 11.6 8.6

농림축산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9.1 6.5 8.0

(농림축수산물) 가공사업 지원 5.0 4.2 4.7

농촌 체험 및 농촌 관광 육성 7.0 9.7 8.2

기초생활 인프라(상하수도, 도로, 인터넷 등) 공급 27.2 23.1 25.5

기초 사회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9.4 13.9 11.3

교육 기반 구축 및 교육의 질 제고 9.7 6.5 8.4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27.5 25.5 26.7

문화여가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11.1 10.2 10.7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13.4 12.5 13.0

농촌 기업 육성 및 농촌 기업가 양성 1.3 2.8 1.9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5.7 6.0 5.8

응답자 전체 수 298 216 514

자료: 설문조사.

표 4-8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위해 필요한 지원 수요

단위: %, 명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의 농촌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 촉진 및 안정된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지원’, ‘생활안정 자금 및 기초생활 안정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기초생활 인프라(상하수도, 도로, 인터넷 등)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62.4%), 자신만의 조용한 삶’(58.1%), ‘괜찮은 주택’(36.6%), 

‘농촌의 전통 및 지역문화 향유’(27.4%), ‘가족들과의 삶’(26.3%)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76 |

4. 농촌 시·군의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실태

4.1.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정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유치 및 활용 정책으로 ‘귀농 교육 및 훈련비 지

원’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귀농 교육 및 훈련비 지원’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중 ‘귀농 교

육 및 훈련비 지원’이 8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 및 임대사

업’(75.4%),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금 제공’(70.2%), ‘농촌 주택 구입 관련 상

담’(66.7%), ‘농촌 주택 수리지원’(6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1순위로는 ‘귀농 교육 및 훈련비 지원’이 21.1%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금 제공’(18.4%), ‘도시 주민에 대한 정보 제

공’(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귀

농 교육 및 훈련비 지원’이 7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기계 구입 지원 및 임

대사업’(76.3%),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금 제공’(65.8%), ‘농촌 주택 수리지

원’(58.8%), ‘농촌 주택 구입 관련 상담’(5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1순위로는 ‘귀농 교육 및 훈련비 지원’이 21.9%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금 제공’(21.1%), ‘도시 주민에 대한 정

보 제공’(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사업대상은 주로 ‘청

년’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가 ‘여성’이나 ‘고령층’, ‘농업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원하는 유형 1순위로 ‘인구 증가를 통

해 지역사회 유지’가 3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족한 농업 후계인력 확보에 

기여’(26.3%), ‘문화 생활에 대한 수요확대로 문화여가시설 확충’(10.5%)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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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인적자원 계층 1순위로 ‘농업 부문 활

성화를 위한 젊은 농업 경영 인력’이 88.6%로, 10명 중 9명은 ‘농업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젊은 농업 경영 인력’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였다. 도농복합시와 군지

역 모두에서 ‘농업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젊은 농업 경영 인력’을 전략적으로 가장 

많이 유치하기를 원하며 창조계층 중에서는 창조적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 창조계층의 개념이나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는 인적자원이 활동하기 원하는 분야 1순위로 ‘농축수산물 생산’

이 4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 관광(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21.1%), 

‘농축수산물가공’(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모두 1순

위로 ‘농축수산물 생산’ 분야에서 인적자원이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다음으

로 도농복합시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이 22.0%이나 군지역에서는 ‘농촌 관광

(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이 24.2%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유형 1순위로 ‘현 지자체에서 계

속 거주하는 농업인’이 5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 지자체의 농촌 출신으로 

귀농·귀촌한 주민’(19.3%), ‘현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 2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 정착을 위한 수당이나 생활비 지원’ 및 ‘도

시 거주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각각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 유치와 활용에 관한 의견으로 ‘젊은층을 유치한다’, 

‘대도시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한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성화로 도시민의 자

발적인 유입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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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체

농촌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로 귀농·귀촌 지원단체와 청년농 

관련 단체인 ‘귀농·귀촌협의회’, ‘4H연합회’, ‘귀농 귀촌지원센터’, ‘농업경영인

회’ 등이라고 주로 응답하였다.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의 창조적 활동 내용으로 ‘농촌 

관광 및 체험활동’이 6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체계적인 지식전달’(44.4%),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활동’(36.1%), ‘창의적 조사 및 연구제공’(22.2%)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의 창조적 활동 이후 농촌의 변

화로 ‘도농 교류 확대’가 5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문자 증가’(41.7%), ‘문

화적 활력 증대’(36.1%), ‘청년 인구 증가’(3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3. 결혼 이민자의 농촌 활성화 도움

결혼 이민자가 농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됨’은 

83.3%(도움이 된다 : 67.5% + 매우 도움이 된다 : 15.8%)로 ‘도움이 되지 않음’인 

26.7%(도움이 되지 않는다 : 14.9%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이민자가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농촌 인구 유지’가 54.7%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유아 인구 증가’(37.9%), ‘농촌 가족 및 농촌 사회 유

지’(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나 ‘다문화 포용성의 증

가‘는 각각 9.5%와 8.4%로 적었지만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력 공급 주

체로서 결혼 이민자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포용성 증가를 통한 창조계층 유

입의 조건을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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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도시 주변 농촌의 창조계층 활용 실태와 정책 수요

5.1.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입된 마을 내 창조계층 활동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는 창조계층과 같은 인적자원이 지방으로 분

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러 전문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

써 이들의 역량이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나주시 빛

가람동에 건설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 분야와 농업·농촌 분야의 전

문기관들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이들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은 국내 최고의 농업·농촌 

분야 전문 기관들로, 이들로 인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

해 주변 농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을 대상으

로 혁신도시 내 창조계층과 같은 고급 인적자원이 주변 농촌에 미치는 영향, 혁신도시 

내 창조계층에 대한 주변 농촌지역의 활용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은 나주시 금천면의 29개 마을이며, 이장이 각 마을의 대표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금천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 마을은 8개 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창조계층(혁신도시 근무 

귀농·귀촌인)의 마을 활동 참여 정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반상회, 청년회, 여성회, 노인회 등의 마을회의 참여 수준이 매우 높고(참여율 

87.5%), 각종 모임의 임원(이장, 작목반장, 마을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마을이 62.5%로 상당히 높아, 이들이 마을

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을 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등 영농관련 경제활동 및 지역개발조직(위원회, 협의회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 농민회나 한농연 등의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마을 

및 지역의 축제 기획이나 운영 등에 종종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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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참여 안 함 거의 참여 안 함 종종 참여함 적극 참여함 무응답 전체

마을회의 0.0 0.0 62.5 25.0 12.5 100.0

경제활동 12.5 25.0 25.0 25.0 12.5 100.0

봉사활동 0.0 50.0 25.0 0.0 25.0 100.0

모임임원 12.5 12.5 62.5 0.0 12.5 100.0

지역개발 조직 12.5 25.0 37.5 0.0 25.0 100.0

여가및문화 12.5 25.0 37.5 0.0 25.0 100.0

농민단체 12.5 25.0 37.5 0.0 25.0 100.0

친목단체 0.0 25.0 37.5 0.0 0.0 100.0

종교활동 0.0 37.5 12.5 0.0 50.0 100.0

농업인교육 0.0 37.5 0.0 12.5 50.0 100.0

귀농·귀촌모임 12.5 25.0 12.5 0.0 50.0 100.0

가공 12.5 25.0 12.5 0.0 50.0 100.0

판매활동 12.5 25.0 0.0 12.5 50.0 100.0

관광사업 0.0 25.0 25.0 0.0 50.0 100.0

축제기획운영 12.5 12.5 37.5 12.5 25.0 100.0

주: n=8(혁신도시 근로하는 5년 내 귀농·귀촌인 거주 마을)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9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마을 활동 참여 정도

단위: %

혁신도시에 근로하는 5년 내 귀농·귀촌인 거주 마을 대상 조사 결과(n=8), 혁신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을 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마을 이장들은 농촌 체험 및 농촌관광

과 자원봉사, 농촌개발 분야(중심지, 권역, 마을 등의 개발)에서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 농업(농림축수산업)생산, 자연생태·환경 가꾸

기, 가공분야 등에 대한 필요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농촌 활성

화를 위해 그들의 능력, 역량, 재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마을 내 필요 시설이나 공

간, 장비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24.3%), 이 외에도 발휘

할 기회의 부족(18.9%), 함께할 사람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18.9%), 그리고 지역

사회의 비협조적 분위기(13.5%) 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전체 마을 조사 결

과, 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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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근 혁신도시와의 교류39)

조사 대상 대다수의 마을들은(60.9%) 마을 인근으로의 혁신도시 건설이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영향이 없다 30.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8.7%). 특히 혁신도시 거주자와 마을 간의 교류활동보다는 혁신도시 

내 위치한 회사·단체와 마을 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당 부분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의 효과인 것으로 파

악된다.40) 기관과 마을 간의 교류활동으로 1사1촌 자매결연 등 협약(12.5%)을 맺

은 마을들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음악회 공연, 축제 등 참여 기회 제공(8.3%), 

주거환경 개선(8.3%), 어르신·장애인돕기(8.3%), 응급처치교육(8.3%) 등의 활동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 거주자와 마을 간 교류 활동으로는 음악회 공연, 축제 등 참여 기회 

제공(50.0%), 농업지원 관련 안전품질관리(33.3%)와 판매·홍보 활동(16.7%)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3.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창조계층 수요41)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에서 필요한 혁신도시와의 교류활동으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창조계층 전문가 

분류 중, 마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정보

시스템 개발 전문가(10.0%)와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전문가(8.0%), 정보시

스템 운영자(8.0%) 등 컴퓨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현재 마을

과 혁신도시 간 교류 활동으로 컴퓨터 관련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마을의 수요와 실제 교류 내용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9) 나주시 금천면 조사 응답 29개 마을 설문 결과
40) 나주시에서 기관과 마을 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61개(2018년 기준)이며, 이 중 46개의 

자매결연이 혁신도시 조성(2014년 이후)을 통해 맺어짐(나주시 내부 자료).
41) 나주시 금천면 조사 응답 29개 마을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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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육 외에도 마을홍보나 마을발전기획 및 컨설팅, 예체능교육(성인), 주

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주택정비), 벽화그리기, 이발·미용, 무료검진·진료, 식품·

영양관리, 응급처치교육, 재배·수확·수확 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도시 창

조계층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농촌 활성화를 위해 상호 간의 적극적 교

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창조계층 활용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의 시사점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원하는 창조계층들에게 체

계적인 지역 및 지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창조계층의 경우 농촌으로의 이주를 

위한 정보와 지원을 개인적인 친분관계보다는 주로 공식적인 루트(지자체, 관련 

기관, 매체 등)를 통해 얻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 수준, 읍·면 수준, 마을 수준의 지역 정보와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 거주 수요자 정보를 연계해주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창조계층의 분야와 재능 수요, 그리고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창조계층이 공급하고자 하는 재능과 역량에 대한 정보를 

매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치 전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농촌으로

의 완전 이주뿐만 아니라 도시·농촌 병행 거주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을 감안하

여 이에 대한 지원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사업, 농촌기업 유치 등의 촉진을 위한 공유주택, 공유사무실, 공유가공시설 등의 

공유자산을 구축하여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원하는 창조계층의 농촌에서의 병행 

거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도시·농촌 병행거주 수요가 많은 점과 

창조계층의 경우 농촌 거주 대상지로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한

다는 점을 창조계층 유치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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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계층 유치 전략 주요 대상 전략 실행 방향

중점 개선 전략
• 창조계층 본인의 자기개발 및 교육 기회 증진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낙후 농촌 우선 지원

점진 개선 전략

• 마을 및 지역사회 리더 역할 유도
• 문화·여가·취미 활동 증진
• 문화·여가·스포츠 인프라 확충
• 농촌의 전통 및 지역문화 향유
•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
•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 마을 및 지역사회 리더 역할 증진
•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 공헌 활동 
•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 인프라(시설)의 다기능화 유도
- 지역활동그룹 발굴과 창조계층의 사

업 참여 기회 확대
- 지역문화 활용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 농촌 유휴자원 DB 구축 및 활용 지원

유지 강화 전략

•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
• 상하수도, 인터넷, 도로 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인근 중심지 또는 도시에 대한 접근성
• 가족과들의 삶
• 생계마련(농업 및 비농업)
• 안전 및 치안 환경
•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
• 마을 및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와 교류

-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사업 등 다양
한 농촌개발사업에 새로 유입되는 농
촌 주민(특히 창조계층)의 참여 유도

- 친가족적, 친환경적, 친생태적 임대주
택단지 공급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10  창조계층 유치를 위한 전략의 대상과 실천 방향

셋째, 혁신도시의 인적자원과 주변 농촌 마을 간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유도할 수 있

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주변 농촌마을로 귀농·귀촌한 창조계층은 마을에

서 각종 모임의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지역개발조직에 참여하고 축제·기획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능력과 역

량을 발휘함에 있어서 마을 내 필요시설이나 공간, 장비 부족 문제와 발휘 기회의 제

공 및 함께 할 지원 인력 공급 등이 정책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주변 농촌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현재 

매우 부족한 두 지역 간 적극적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을

홍보, 마을발전기획 및 컨설팅, 예체능교육(성인), 주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주택

정비), 이발·미용, 무료검진·진료, 식품·영양관리, 응급처치교육, 생활복지 측면

(벽화 그리기), 농업 지원 측면(재배·수확 및 수확 후 관리 활동) 등 매우 다양한 부

문에서의 교류 활동 확대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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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의 
국내외 사례

1. 국내외 사례 조사 개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국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농촌 창조계층 

대상을 이론적 구분(주로 직업 구분)에 따른 대상 외에도 도시 생활에서 축적한 경

험과 창의성을 구현하는 인적 자원으로 확대하여 사례 발굴과 조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사례를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창업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문화여가, 관광,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촉진, 생

활기술 보급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대하였다. 

국내외 지역 사례와, 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사례의 발굴은 

문헌조사와 누증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 조사 내용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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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의 주요 내용 해당 사례

국내외
지역
사례

(1)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의 문화·예술 분야 육성
강원 영월, 전북 고창, 충남 홍성, 

전남 구례, 중국 계림

(2) 기업가적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경남 하동, 충북 충주,

덴마크 스토로스트룀 카운티

(3)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충남 청양, 경북 의성

(4) 귀농·귀촌한 젊은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생활기술 보급 전남 곡성

(5) 실버(고령 은퇴자)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기업 지원 미국 북케롤라이나 브레버드

(6) 도농상생·교류를 통한 창조계층 활용
마을영화, 녹수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7) 지역 내 창조계층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캐나다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해외
정책
사례

(8) 주민 조직화와 창조계층의 지역사업 참여 촉진 EU의 LEADER 프로그램

(9) 도시의 젊은 인적자원 파견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중국의 대학생 촌관 제도

(10) 도시의 젊은 인적자원 유치로 6차산업화 촉진 중국의 귀향·귀농인 창업혁신 지원

자료: 연구진 작성.

표 5-1  국내외 사례의 주요 내용과 해당 사례

2. 창조계층 활용 국내 농촌지역 사례

2.1.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의 문화·예술 분야 육성

2.1.1.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은 창조계층과 창조산업 유치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이룬 

사례이다.42) 영월군은 과거 세계적인 텅스텐 생산지에서 폐광지역이 되어 지역경

제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1999년부터 ‘문화로 세상을 바꾸자’는 목표로 박물관 고

을사업을 추진했다.

42) 김광선 외(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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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고을사업을 통해 영월군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인 군 지역임에도 24개의 

박물관을 유치했다(김광선 외 2011). 박물관 유치 과정을 통해 박물관 직원 약 70

명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박물관 유료 입장객이 연간 1백만 명에 이르렀고, 입장

료 수입 역시 연 20억 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또 박물관장 영입을 통

해 전직 대사,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교장, 사업가 등 창조계층을 유치하고, 지역 

내 문화해설사 19명을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인적자원을 구축해오고 있다.

2.1.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은 지역 전통문화와 전승 예술인들을 활용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 시

킨 사례이다.43) 1985년 고창농악단이 창설되고 1998년 고창농악보존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14개 읍·면에 15개 농악단이 운영되고 있다. 고창농악 활성화를 통

해 다수의 고창농악 전문가를 발굴하고 수많은 신규 이수자를 교육·육성하게 되

었다. 또 읍·면별 농악단 운영을 통해 600명 이상의 주민이 농악단에 참여하고 있

으며, 매년 고창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며 농촌을 사회·문화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 전체 인구 5만 6천4백여 명 중 고창농악을 하는 주민 수가 약 1

천 명에 이르고 있다.44)

고창농악 활성화를 통해 고창군은 주민 화합, 세대 간 교류(5~85세), 삶의 질 증

진, 문화·예술 교육 확대, 도시의 젊은 창조계층의 유입, 유휴시설 활용도 증대 등

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고창농악을 배우고 즐기는 연령층은 어린 학생

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다양하며, 경연대회에는 5세의 아동이 무동으로 참여하고 

85세의 노인이 악기를 다룰 정도로 지역사회의 세대 간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900명가량이 고창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고창농악을 배우기 위해 전수관

을 찾고 있으며, 고창농악을 전수받는 대학생들이 고창에 머무는 동안 마을을 돌

아다니며 지역 전통의 풍장굿을 주민들과 함께하며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있기도 

43) 김광선 외(2017)를 활용하여 정리.
44) 한 개의 농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쇠, 징, 장구, 북, 소고, 잡색 등 40명가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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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들 중 일부는 고창농악을 매개로 귀촌하여 창조적 문화 활동을 통해 추가

적인 창조계층의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2.1.3.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사례는 이응노 마을의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지사업을 추진하여 창조계

층을 유치하고 이들을 활용해 문화인프라 구축, 주민역량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

상 등의 효과를 창출한 사례이다.45) 이응노 마을로 불리는 홍천마을(홍성군 홍북

읍 중계리)은 현대미술의 세계적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의 고향으로, 2011년 쓰레

기매립장 유치 보상, 2012~1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용봉산권역), 2012년 지

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2017년 시·군 창의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분인 유

치를 통해 마을활성화를 이루었다.

이응노 마을은 매년 5명의 유명 젊은 작가들을 선발해 유치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함께 유치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지역연계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마

을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현재는 마을 및 권역을 넘어 그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있다.

그림 5-1 이응노 마을 전경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cni1995/221251303234). 검색일 2019. 10. 30.

45) 2017년 9월 13일 연구자의 용봉산권역센터 방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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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 사례는 귀촌인과 주민들의 극단 운영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사례이다.46) 전남 구례군의 군민극단 ‘마을’은 2010년 귀촌한 이상직 극단 

대표(감독)와 귀농·귀촌인들, 농촌주민들이 함께 창단한 극단인데, 이상직 대표의 

구례군 정착 후 잇따라 이주한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목수 등 다양한 재능을 지닌 

이주자들이 극단의 배우로 참여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직업 및 기술을 활용하여 극

단을 운영하고 있다.

극단 ‘마을’은 201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 공연 중이다. 성인기준 관

람료 1만 원임에도 매회 320석이 매진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극단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구례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창조계층 육성 등의 효과

를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연극 외에도 뮤지컬,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화를 시도

하고 있다.

2.2. 기업가적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2.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사례는 향토자원과 기업가적 창조계층을 활용하여 농촌기업가를 육성

하고 있는 사례이다.47) 최근 하동군은 기업가적 마인드가 뛰어난 젊은이들 귀농·

귀촌 후 사업 성공을 이루는 관심지역(젊은 창조계층의 성공사례 지역)으로 부상

하고 있다. 이유식을 만드는 ㈜에코맘, 치즈스틱을 만드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다슬기 가공품을 생산하는 ㈜정옥, 하동밤 유통기업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제다

46) 매일일보 2016년 12월 19일자 기사 ‘구례군, 국민극단 공연 <여인숙 사람들> 열려’ 내용 등을 참조함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77107). 검색일자: 2019. 2. 11.
47) 경남일보 2018년 5월 30일자 기사 ‘하동 귀농해 성공신화 쓰는 청년 사업가들’ 내용 등을 참조함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97#09xr). 검색일자: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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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돌마을 등이 귀농·귀촌 또는 귀향한 30대 사업가들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

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청년 기업인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이기도 하며 해외 유학 경험자, 분야 전

문가 등으로 농촌에서의 창업과 기업운영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후방연계를 통한 지

역농업 발전 촉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코맘은 2012년 직원 8명에

서 2018년에는 3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 매출 규모는 약 200억 원(2020년 목표 

기준)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귀향 청년기업 중 선돌마을이 가

장 소규모라 할 수 있는데, 동 기업도 지역농업(茶農)과의 후방연계를 통해 약 2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동군은 창조계층 중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고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지

원체계가 구축되어 작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 하동군에 귀향하여 창업한 

슬로푸드의 이종석 대표(1세대)가 2010년부터 농촌의 청년 벤처기업을 육성하겠

다는 의지를 갖고 7개의 청년기업을 육성하였다. 이후 교육, 컨설팅 등의 역량강

화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청년기업들(2세대)이 지속적

으로 창업되었다.

이들 2세대 농촌 청년기업들은 이제 제3세대의 새로운 농촌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세대 청년기업인 에코맘의 오천호 

대표는 제3세대 청년기업인 농업회사법 요리곳간㈜의 멘토 역할을 하며 기업운

영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

회 내 이러한 자체적 청년기업 육성시스템을 통해 하동군 내에서 농촌기업인의 성

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동군의 농촌 청년기업 창

업 시스템이 지역에 공고히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와 경험 기회, 주택,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 공간 및 

공동 가공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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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사례는 서울에 있던 IT기반의 유통회사가 충주시 노은면 신우리로 옮겨

와 농촌 기반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로 ‘꽃피는 아침마을(꽃마)’이라는 기업이 

귀촌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꽃마는 과학고 및 KAIST, 삼성 IT계열사 출신의 현 대

표가 2005년 서울 합정동에서 창업한 IT 기반 온라인 유통 플랫폼 및 IT 솔루션 기

업으로 충주시 노은면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영세기업이었

다. 그러나 2010년 노은면으로 이전한 후 현재 직원 50명 규모의 중기업으로 성장

하였다.

꽃마는 전국 각지의 농식품 생산자들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활동하면서 스

토리 커머스(story commerce)를 기업운영의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농촌지역으

로 이전한 이후 농식품 생산자(농가)들을 위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역할을 강화하

면서, 각 농가의 생산과정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하는 스토리 커머스 전략

으로 유통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약 1천 개의 개별 농가 및 생산자(비농식

품 부문 생산자도 포함)가 꽃마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으며, 이중에서 보다 활

발한 활동을 하는 점포는 500개 정도이다. 전체 거래액은 연간 약 250억 원에 이르

며 이 중 농식품 분야 비중이 70%, 비농식품 분야 비중이 30% 정도이다.48)

꽃마는 각 점포를 입점시킬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실제 입점 여

부를 결정한다. 또 입점 농가 및 생산자들과 지속적 상호관계를 통해 이들의 역량

을 강화하고 꽃마의 전략을 공유 및 공감하게 한다.49) 이러한 전략적 차별화와 협

력관계를 통해 전국 각지의 농가 및 농식품 생산자들과 꽃마가 함께 성장하고 있

다. 꽃마의 기업조직 특성은 애자일 조직(agile organization)50)으로, 특히 지역과

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중요시 한다. 꽃마의 조직 구성은 재무부서, 농

48) 꽃마는 Vendor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story가 없기 때문이다.
49) 꽃마의 전략은 ① 신뢰의 장터(trust commerce), ② 공동체적 장터(social commerce), ③ 이야

기가 있는 장터(story commerce)로 요약된다.
50) ‘민첩한’, ‘기민한’ 조직이라는 뜻으로,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cell)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 또는 조직운영 특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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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서, IT부서, 디자인 부서, 상품개발 및 e-commerce 부서, 마케팅 및 영상 부서, 

고객센터로 구성되는데, 부서 간 경계가 명확한 부서체계라기보다는 여러 팀 간

의 융합체계라 할 수 있다.51)

지역 차원에서는 도시의 젊은 청년들을 8주 이상의 인턴과정을 통해 꽃마라는 

농촌기업이 지향하는 기업정신 및 전략을 익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 후 채용하

여, 젊은 인재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체 어린이집(현재 

아동 25명)을 운영하여 도시의 젊은이들이 노은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서 충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꽃마는 농식품부의 신활력 플러스사

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은면의 자체 부지 1만 2천 평 정도를 기업

활동, 체험시설, 문화예술공간, 둘레길, 농업생산, 청년 창업공간 등의 복합 단지

로 조성하고 있다.

2.3.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2.3.1.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사례는 서울에서 귀향한 창조계층을 중심으로 마을사업 창출과 새로운 

창조계층 영입을 통해 마을 전체가 농촌기업으로 발전한 사례이다.52) 청양군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한양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권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

과 2004년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하였다. 2007년 완공된 도농교류센터

를 기반으로 농촌축제 및 관광, 지역 농업 생산물 판매, 제조업 등의 공동사업 및 

마을 브랜드화를 추진했다.

알프스마을은 2011년 영농조합법인, 2013년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2014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마을이 기업화 되면서 기획홍보팀, 뷰티센터팀, 축

51) 꽃마의 외연적 조직체계는 미국법인과 중국법인을 포함한 5개의 자회사를 갖춘 홀딩스(holdings)라 

할 수 있음.
52) 해당 지역은 알프스마을로 불리는 칠갑산 권역으로 천장리, 용두리, 서정리, 역촌리, 마치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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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팀 등 전문분야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직원이 24명까지 증가하였다. 이

들 직원 중 정규직이 21명에 이른다. 또 연령대별로 20대 직원이 4명, 30대 5명, 40

대 3명, 그 외 50~60대 직원이 있으며, 최근 영입한 신규 직원들은 고학력, 전문분

야 인력으로 현재 연봉 3천 5백만 원 수준에 달한다.

알프스마을의 사례는 농촌에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면 귀촌하려는 도시 젊은이

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귀촌한 젊은 창조계층들은 농촌의 문화·여가, 

육아·교육 기반 부족의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 기반의 공

급이 농촌 창조계층 유치를 위한 주요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2.3.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사례는 기존의 귀농·귀촌 시책과 달리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 

있는 인재의 선택적 유치를 통해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2016년~현재)이

라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의성군은 동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재능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의 지역활성

화 기여 활동 촉진을 위해 25가구의 체류형 농장(임대주택), 캠핑장, 방문형 농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단지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해당 25가구는 모두 입주를 완료

한 상황이다.

의성군은 체류형 농장(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당시부터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로 모집하였다. 즉 문화예술, 홍보, 주택관리, 체험프로

그램 운영, 캠핑장 운영 및 관리, 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 등의 분야별로 입주자들이 

모집되었다. 그 결과 입주자들의 과거 직업 경력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대표, 통기

타 방과 후 강사, IT 전문기업 간부, 간호사, 동물병원(수의사), 사회적 협동조합, 어

린이집, 금융회사, 건설회사, 교육동영상 제작, 작가, 공예, 방송사, 문화센터 및 평

생학습관 코디, 사회적 경제 조직 간부, 에너지사업, 예술감독, 뮤지컬, 관현악단 등

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 입주자들의 자격(증) 및 재능도 자산관리사, 주택관리사, 

교사자격증, 정보통신기술사, 아궁이 디자인, 토목시공, 건설안전, 마을만들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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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건설, 비행장치조정, 구연동화, 국악, 유아 국악, 문화해설사, 요양보호사, 천연

염색, 다도, 제빵제과, 브레인트레이너 등으로 매우 다양하여 지역 활성화와 농촌

관광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연령대별 입주자 비중은 50대, 40

대, 60대, 30대 순으로 비교적 젊은 인적자원을 본 사업을 통해 유치하였다.

그림 5-2 의성군 체류형 농장(임대주택) 입주자 재능 및 연령

자료: 의성군 제공 자료(2019. 5. 14.).

체류형 농장 등의 단지 구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마을은 ‘고운마을’로 명명되

었으며, 마을 운영 및 마을을 거점으로 한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활기찬

의성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동 협동조합은 체류형 농장 입주자 25명과 구계리 

주민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일반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었으며 2019년 말까

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명칭 또한 활기찬지역만들기 협동조합으로 변

경할 예정이다. 의성군에서는 활기찬의성협동조합에 체류형 농장 관리, 캠핑장 

관리운영, 기타 수익시설 관리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임대료 등의 군 수입 역

시 동 협동조합의 위탁사업 등에 재투입할 예정이다.

의성군의 고운마을은 향후 인근의 고운사, 최치원 문학관 등과 연계한 관광사

업 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즉, 불교 분야의 국악을 하는 입주자를 

중심으로 고운사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치원 문

학관은 완공은 되었지만, 운영은 향후 고운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류형 농장 단지의 웰컴센터 내에 매점, 커피숍, 식당 등을 운영하고 고운사 

방문객과 연계해 소득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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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젊은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생활기술 보급: 전남 곡성

인구의 분산분포로 인한 도시가스 설치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농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3.0%에 불과한 형편이다. 특히 군 지역은 동 비율이 11.1%에 그치고 

있다(정도채 외 2016). 이에 따라 농촌 주택의 난방 에너지는 도시가스에 비해 훨

씬 비싼 난방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곡성군의 사례는 항꾸네 협동조

합이 적정기술(농촌생활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한 

사례이다. 

항꾸네는 곡성군에 귀농한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2013년

에 세운 협동조합으로 ‘혼자 말고 함께(항꾸네) 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마을공

동체이다.53) 적정기술 공방(다짜고짜), 마을카페(농담), 작은도서관(책담), 귀농 

청년 쉐어하우스(꿈엔들)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귀농 청년 

돕기, 마을 다큐 제작, 마을잔치 개최, 농촌 건축 등을 기획, 연구개발 등을 실천하

고 있다. 

항꾸네협동조합은 현재 4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에서 

귀농한 청년들은 농촌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을 자신들의 창

의성과 적정기술을 엮어 충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정기술 공방에서 저렴하고 

연료 효율이 높은 난로를 개발·제작·보급하고 있으며, 난로나 화덕뿐만 아니라 청

년 귀농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농촌생활기술을 개발·보급하

고 있다(정도채 외 2018).

53) 전남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네이버 블로그 참조(https://blog.naver.com/komw1203/221478

758324, 검색일: 201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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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다짜고짜 공방과 적정기술 난로

주: 오른쪽의 난로는 항꾸네협동조합의 2018년형 CF3(contra flow) 난로.

자료: 흙부대 생활기술 네트워크(https://cafe.naver.com/earthbaghouse/46000, 검색일: 2019. 5. 24.).

2.5. 도농상생·교류를 통한 창조계층 활용

창조계층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창조계층이 개별적으로

든, 집단적으로든 특정 농촌지역과, 또 때로는 여러 농촌지역과 도농교류, 도농상

생,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 

중 이하에서는 영화기획사 ‘마을영화’, 농촌 의료봉사단 ‘녹수회’, 전문 건축회사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사례를 통해 도농교류, 도농상생, 재능기부 등

을 통해 창조계층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2.5.1. 영화기획사 ‘영화마을’

영화기획사 ‘영화마을’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농촌의 마을 풍경과 주민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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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필름에 담는 일을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기획사 대표 부부가 귀촌한 

경기도 양평군 일대의 마을들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였지만, 2003년부터는 5톤 트

럭에 영화촬영 장비들을 싣고 전국의 농촌마을을 다니며 우리 농촌의 다양한 모습

을 카메라에 담아오고 있다. 이미 제작한 농촌마을 영화가 100편을 훌쩍 넘고 있다. 

‘영화마을’은 창조계층이 특정 농촌지역이 아닌 우리 농촌 전역을 대상으로 하

는 영화 기획과 제작 분야의 창조적 재능을 활용해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이다. ‘영화마을’의 농촌 활성화 기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

다. 한 가지는 우리 농촌마을의 자원과 꾸밈없는 생활상을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진솔하게 기록함으로써 잊혀져가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영상자료로 축적하고 있

는 것이다. 농촌에서 노인이 한 사람 사망하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다음 없

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영상기록은 향후에도 우리 농촌의 가치와 현실, 그리

고 변화를 함께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큰 공유자산이라 할 수 있다.

창조계층이 ‘영화마을’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농

촌 주민의 문화 창조활동 참여 확대와 문화 향유활동 증대이다. ‘영화마을’이 제작

하는 영화에는 전문적인 배우가 출연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영화에 출연한다. 영화의 내용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획

한다. 최근 마을의 화젯거리가 영화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마을의 전설이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마을의 자연환경, 경관, 일상생활 등이 영화의 주요 내용으로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다. 영화감독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농촌마을의 영화를 만

드는 창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은 영화 캠프, 영화제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

촌마을에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대시키고 있다.

2.5.2. 농촌 의료봉사단 ‘녹수회’

‘녹수’는 한의학에서 약용 식물을 의미한다. ‘녹수회’는 약용 식물과 같이 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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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늘 이롭고 봉사하자는 정신을 기반으로 1966년 창립된 동아리다. 국내 최초의 

의학계열 봉사 동아리로 알려져 있는 ‘녹수회’는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대와 간호

대의 재학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과 같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

상으로 무료 한방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 5-4 녹수회 개요

자료: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 GSC 인터넷 자료(http://khgsc.khu.ac.kr/board/bbs/board.php?bo

_table=05_01&wr_id=29, 검색일: 2019. 10. 14.).

‘녹수회’는 주로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 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의

료봉사 활동을 하는데 2018년의 경우 총 8회에 걸쳐 주말 의료봉사를 실천하였으

며, 전라남도 영암군을 대상으로 장기 의료봉사를 시행하였다. ‘녹수회’는 의료서

비스가 부족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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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소외된 농촌 노인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수기봉사 등의 봉사활동 역시 함께 펼치고 있다.

2.5.3. 전문 건축회사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상지’)는 특정 농촌마을과의 지속적 교류

를 통해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이다. 1974년 설립된 ‘상지’는 종

사자 규모 300명 정도에 이르는 전문 건축 분야의 중견기업이다. 이윤 추구를 위

한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라는 전문 분야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농촌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지’에 몸담고 있는 건축설계에 특화된 창조계층들의 농촌 활성화 기여는 경

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수암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 김치 가공시설의 점검과 미곡처

리 설비의 건축설계와 관련된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의 정비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마을과 함께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고

령 농가를 위한 노후주택 무상 수리도 추진하고 있다. 건축설계라는 전문분야의 

중견기업으로서 마을경제 향상을 위해 대량생산 노하우, 농산물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상지’는 건축설계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한 농촌 활성화 기여 외에도 직원들의 

다양한 농촌 참여 활동을 독려해오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수암마을을 방문해 일

손 돕기, 마을 청소, 주택 개보수, 벽화작업, 마을 어르신 팔순잔치 등의 다양한 활

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꾸준히 구매하고, 주말

농장을 마을에 개설하여 수암마을 주민들과 ‘상지’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지’의 사례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창조계층

으로 조직된 전문분야 기업이 농촌에서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실질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접근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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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창조계층 활용 지역 사례 및 관련 정책 사례

3.1.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지역 사례

3.1.1. 기업가적 창조계층 유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 덴마크 스트로스트룀(Storstrøm) 카운티

덴마크의 스트로스트룀 카운티의 경우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귀촌

한 창조계층들이 농촌기업을 창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있는 사례이다. 

Herslund(2011)은 이들 중 스트로스트룀(Storstrøm) 카운티에서 자영업을 시작한 

고학력의 30명을 대상으로 귀촌 이유에 대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

과 이들은 도시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떠나 전원생활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경력

(일)을 지속하기 위해 귀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사업은 주로 지식산업, 

미디어,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분야에 속하는데, 사업 초기에는 이주지 농촌지역

의 시장보다는 주로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는 초소형 기업(micro business)을 창업

하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창업 후 사업이 안정화 되면서부터는 대도시 시장에서는 몇몇 단골 고

객들과만 거래를 유지한 반면, 이른바 ‘지역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regional 

lifestyle businesses)라고 하는 지역시장 참여를 확대하면서 점점 더 많이 해당 농

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스트로스트룀 카운티의 사례와 관련해, 

Florida는 도시는 혁신적 지역이며 농촌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

며, 두 지역의 혁신창출의 차이는 지리적 차이이기보다 두 지역의 기업 규모의 차

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만을 비교할 때 

오히려 농촌의 기업들의 혁신창출률이 높으며, 농촌 기업가들이 창조계층으로서 

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평가한다(Florid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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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지역 관광산업 발전

- 중국 계림 농촌지역

중국 계림의 사례는 농촌의 빼어난 경관과 공연예술을 접목해 관광산업을 발전

시킨 사례이다.54) 계림은 장예모 감독이 기획하고 연출한 실경 뮤지컬 ‘인상유삼

저(印像 劉三姐)’를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중국 계림지역에 오랫

동안 구전되던 유삼저(유씨 집안의 셋째 딸) 설화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기획·연출

하여 계림의 수려한 이강(漓江)과 주변 12개 산봉우리를 무대와 배경으로 매일 2

회씩 공연하고 있다.

계림은 이러한 수상실경뮤지컬을 대규모로 활성화 하면서 농촌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다. 매회 공연마다 4,000석에 이르는 객석이 매진

되고 있으며, 뮤지컬 공연에 동원되는 인원이 700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지역

에 거주하는 장족과 묘족 등의 소수민족 주민들이다. 관람료가 계림지역 주민 월

평균 수입의 절반 수준인 한국 돈 4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가임을 고려하면 인상유

삼저나 관련 관광이 계림 농촌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림 5-5 중국 계림의 실경수상 뮤지컬 인상유삼저

자료: 김광선(2014).

54) 김광선(2016) 일부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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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실버(고령 은퇴자)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기업 지원 사례

- 미국 북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 브레버드(Brevard)55)

브레버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자본으로 인식하여 농촌 활성

화에 활용한 사례이다. 은퇴자를 자연경관과 쾌적함, 재정 지원을 이용하여 지역

에 유치하려는 목적과 함께 그들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이다.

브레버드는 미국 북캐놀라이나 주에 위치한 인구 7,800명의 작은 도시로 250개

가 넘는 폭포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약 7천만 달러의 

관광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지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장소로 인기를 끌었으며 실제로 10년간 브레버드에 새로 정착한 주민의 

60%가 은퇴자였다.

그러나 2002년도에 약 2,200명을 고용하던 지역을 대표하는 3개의 기업(DuPont, 

Ecusta paper mill, Textile mill)이 문을 닫아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가 지역사회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타개하

기 위해서 지자체 경제개발 담당자(director)였던 Mark Burrows가 브레버드 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퇴자 네트워크(Retiree Resource Network)를 조직하였다.

브레버드의 은퇴자 네트위크는 65세 이상의 은퇴한 사업 및 경영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 은퇴자 네트워크에서 실제 활동한 은퇴자들은 포천지(Fortune)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로 브레버드와 트랜실바니

아(Transylvania) 카운티에 위치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이 지역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소기업에 무료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컨설팅 서비스에 접

근이 어려운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전문적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하였으며,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은퇴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55) Lambe(2008)의 연구를 요약하고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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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5개가 넘었으며 만족도는 높았다.

은퇴자 네트워크의 활동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였

다. <표 5-2>에 따르면 2000년 6,600여 명이었던 인구가 2010년에는 7,600여 명

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브레버드 지역의 1인당 소득도 미국 전체나 북캐롤라이

나 주 전체의 1인당 소득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

두었다.   

브레버드 인구
2000년 2010년 증감

6,643 7,609 13%

1인당 소득

브레버드 $18,260 $23,702 23%

미국 전체 $30,319 $39,945 24%

주 전체 $27,906 $34,977 20%

주: 2017년 인구는 7,890명이며 1인당 소득은 2만 6,037달러임.

자료: Lambe(2008: 29).

표 5-2  브레버드 지역 인구 및 경제 현황 

 단위: 명

3.1.4. 지역 내 창조계층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사례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Prince 

Edward County)56)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쾌적성,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

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창조계층 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천

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간 기반 전략(place-based strategy), 

지자체와 지역 기업, 농장, 레스토랑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 축제

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조계층 유치에 성공하였다. 특히 일

반 농장과 유제품 가공업자, 포도농장, 포도주 생산업자, 지역 레스토랑과의 연계

를 통해 관광 상품을 이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조계층을 유치하였다.

56) Donald et al.(2008), Baeker(2008), Stolarick et al.(2010) 연구를 요약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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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카운티 중 하나로 2016년도 기

준 2만 4,49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캐나다 

GDP의 50%를 차지하는 토론토와 몬트리올, 오타와 등의 광역 도시와 2~3시간 

거리에 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으로 낙농업(dairy), 축산(beef), 곡물

(grains), 그리고 오일시드(oil seeds)와 같은 농업에 강점이 있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초기 경제발전 계획은 산업이나 산업시설 유치였으

나 2004년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없음을 인지하였고 이후 PEC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인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농업, 관광, 산업, 그리고 문화

를 기반으로 한 4개의 핵심 경제 전략(Four-pillar Economic Strategy)를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2005년에 문화산업 계획인 ‘성장과 관리의 변화 활동: 문화 전략 계

획(Leveraging Growth and Managing Change: A Cultural Strategic Plan for Prince 

Edward County)’을 목표로 장소 기반 접근 방식(place-based approach)으로 운영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공무원, 비영리 예술가 그룹, 문화사업과 지역 비즈니스 공

동체, 지방정부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하고 연합 또는 파트너십을 이루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줄어가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인한 관광수익 증대, 건설업과 와인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적 활성

화를 이루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이 지역으로 캐나다의 창조계층을 끌어들였

으며, 그 결과로 <표 5-3>과 <표 5-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6년도 창조계

층은 비도시 평균 23.5%와 비슷한 24.5%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30.9%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6년 캐나다 비도시 평균 26%보다 높았다. 1인당 소득도 

1996년도 3만 9,695달러에서 2006년 4만 6,092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포도주산업 

투자 및 생산, 판매의 증가,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 수입 증가, 도시재생 투자 

증가 등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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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인구(천 명) 28,847 31,613 10,754 12,160 25 26

인구
구성

0-19 27.2 24.4 27.1 25.0 24.9 20.9

20-64 60.5 61.9 60.5 61.4 56.2 57.3

65+ 12.2 13.7 12.4 13.6 18.9 21.7

고용률 58.9 62.4 60.2 62.8 56.6 55.4

1인당 평균소득 $46,085 $51,221 $49,429 $55,626 $39,695 $46,092

자료: Stolarick et al.(2011: 247).

표 5-3  캐나다와 온타리오 주 지역 현황

단위: 명, %

계층
온타리오 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프린스 에드워드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창조계층
(creative class)

30.7 34.7 32.7 37.0 24.7 26.4 23.5 26.0 24.5 30.9

서비스계층
(service class)

44.1 41.5 45.0 41.9 43.8 43.1 38.5 38.0 41.7 38.6

근로자계층
(working class)

22.8 22.1 21.2 20.4 27.4 27.2 28.9 29.5 25.3 24.9

영농계층
(agricultural class)

2.4 1.7 1.0 0.8 4.1 3.3 9.1 6.6 8.5 5.7

자료: Stolarick et al.(2011: 248).

표 5-4  캐나다와 온타리오 주,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계층 분석

 단위: %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지금까지 주로 창조계층을 유치하는 것에 지역 경제 

정책의 목적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창조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계층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의 첫 번째 창조적 농촌 경제(Canada’s First Creative Rural Economy)’라

는 브랜드를 만들어 창조계층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지역사회에 끌

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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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지역의 창조계층 활용 촉진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3.2.1.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일본은 심화되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4년 ｢마을·사

람·일자리 창생법｣(이하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창생은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① 지방의 안정된 고용창출, ② 지방에 

새로운 사람(인재) 적극 유치,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만들기 실현, 

④ 시대에 맞는 지역 만들기,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그리고 지역 간 연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지역부흥협력대는 두 번째 목표 실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실시

하고 있다(이정환 2018, 최형재·임상훈 2017,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017).

지역부흥협력대는 ｢지방창생법｣ 제정 이전인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당시

에는 전국 1,788개 기초차지단체 중 8곳에서 89명의 대원 선발. 2017년에는 9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976명 선발하였다.57) 각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상에 

맞게 모집공고를 내면 도시의 청년들이 지원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3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임기제 공무원 자격으로 근무한다. 지자체는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연간 3,600만~4,60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는 고령화가 심화되던 과소 농촌마을에 젊은 인구를 증

가시키고, 농촌에 젊은 도시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인재 유치로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생활 지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미이지구, 고치현 사가

와정, 오사카부 지하야아카사카촌 등이 이러한 성과 창출의 사례가 되고 있다.

57)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지역부흥협력대 개요’ 자료 참조(http://www.soumu.go.jp/main_cont

ent/000563627.pdf, 검색일자: 201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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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중국의 대학생 촌관 제도

대학생 촌관(村官)은 중국 정부의 선발을 통해 농촌에 파견되어 촌 당지부 서기

보, 촌민위원회 주임보 또는 촌 양위(兩委)의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대학 졸업생을 

의미한다(송용호 2014). 1995년 강소성(江蘇省) 서주시(徐州市) 풍현(豊縣)에서 

실시된 추응공정(雛鷹工程) 계획58)의 성과를 중앙정부에서 2008년부터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대학생 촌관 제도이다(유은하 2012).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천명한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부의 양극화는 물론 

도농간 불균형 발전, 대졸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생 촌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대학생 촌관들은 2~3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위에 언급한 업무(직무)를 담당하며 본인의 전공과 이론적 지

식을 활용해 농촌 현대화 및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송용호 2014). 2008~ 

2013년의 5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236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지원하여 ‘도시 청년

지식인들의 하향(下鄕) 붐’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중 36만 명이 대학

생 촌관으로 선발되었으며 당시 경쟁률이 약 6.6 대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대학생 촌관 제도는 농촌 활성화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보였다. 첫째, 

도시의 인적자원과 농촌정책의 직접적 연결이라는 노동교류 정책을 확대했다. 둘

째,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지식·기술을 농업·농촌에 접목

하여 농촌의 낙후성으로 인한 3농(농업·농민·농촌)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3.2.3. 중국의 귀향·귀농인 창업혁신 지원59)

중국의 귀향·귀농인 창업혁신 지원은 귀향·귀촌인들이 도급, 임차, 출자, 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가족농창형 임업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농업 사

회화 서비스 조직 등의 새로운 경영주체가 되도록 유도한 정책 사례이다. 동 정책

58) 병아리를 매로 키우는 사업(프로젝트)의 의미(본 연구진의 해석이므로 오역의 여지가 있음).
59) 전형진·임채환(2017)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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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역에서 관리기술인재를 고용하여 창업팀을 조직한 후 귀향·귀촌인들의 

농촌 창업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귀향·귀촌인들이 농업생산물이나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의 지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에 6차

산업화 가치사슬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귀향·귀촌인의 창업이 중소도시 및 산업단지 인근의 농

촌을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 및 산업융합 선도지역을 양성했

다. 중국 정부에서는 시장진입 간소화, 금융서비스 개선, 재정지원 확대, 전력 및 

토지 사용 지원, 창업교육, 사회보장정책 개선, 정보기술 지원, 창업단지 구축, 홍

보 강화 등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2.4. EU의 LEADER60)

대부분의 농업 개발 정책은 규모가 큰 물리적 사업을 시행하여 경제적 활성화

에 주목적을 두었으나 이러한 정책은 농촌과 같은 저 도 환경에서는 효율성이 극

히 낮아 적합하지 않다. 이에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농촌개발의 주인공으로서 

농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촌개발 접근 방법이 필요하였으며,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민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LEADER 체계는 이러한 물리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간 협력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 거버넌스 체계로 저 도 농촌

개발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ment del'Economie Rurale)는 해

석하면 ‘농촌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연대’이며 농촌발전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농

촌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LEADER 프로그램은 1991년에 도입된 이래 제1기(1991~1993년) 성공을 바탕으로 

제2기(1994~1999년) LEADER II와 2000년부터 시작된 LEADER+ 프로그램이 

있다. 

60) 심재헌 외(2017), 김태연 외(2009)의 연구를 요약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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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체계는 기존 정책이 농업과 같은 특정 경제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지역적 접근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

본과 지역의 강점·약점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한다. 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영 체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을 구성하게 하고 지역의 발전사업 계획을 

추진할 의사결정체와 행정지원 시스템을 확정하여 실행한다. 지역활동그룹은 공

공과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과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여러 부문에서 서로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 부분의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LEADER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농촌개발을 위해 자금만을 지원하지 않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자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된 농촌에서 지역의 인적자원만을 이용한 농촌개발은 불가능하며 주

변 농촌 또는 주변 도시와 연대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또 다른 특징은 큰 규모의 물리적 사업이 아니라 농촌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저 도 경제와 낮은 인구

도 등으로 농촌에서는 물리적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물리적 사

업보다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을 추진한다.

LEADER 체계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치와 활용에 직접 연관이 있

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농촌으로 창조계층을 유치하고 정착한 창조계층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창조계층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LEADER 체계를 활용한 사례 중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프랑스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61) 우선 프랑스의 루아르 포레즈(Loire-Forez) 지

역 사례는 LEADER 체계를 활용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창업 기업

인 아비상스를 지원하여 식물에서 유기농 에센스를 만들는 기술 상품화를 도운 사

61) 이수진 외(2013: 119)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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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사업 비용은 10만 유로이며 이 중에서 4만 4천 유로를 지역 의회 자금과 함께 

농촌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이 사례는 LEADER 체계를 통해 창조계층사업을 

지원하여 창조계층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촉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LEADER 체계를 통한 농촌 활성화의 또 다른 예로서 프랑스의 오베르뉴 지방의 

어린이집 신축 프로젝트가 있다. 프랑스의 오베르뉴 지방의 프롱자 코뮌은 낡고 

안전기준 미충족 건물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LEADER 

체계를 활용해 추진하여 자녀의 유아와 교육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 여성들의 정

착을 지원하였다. 이 어린이집은 총 37만 7천 유로를 투입하여 신축되었으며 이 

중에서 5만 유로는 농촌발전기금에서 LEADER 체계를 통해 지원받았다. 이 사례

는 LEADER 체계를 통해 창조계층의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유입을 수월하게 한 사례이다.

전통적 정책 LEADER 정책

정책의 대상 경제부문 지역

계획의 방식 하향식 상향식

정책 지원 대상 개인 그룹, 파트너십

정책수단 간 관계 분산적 통합적

관리방식 중앙집권, 수직적 분권적, 수평적

자료: 박경(2013: 125); 김찬수(2014: 66).

표 5-5  LEADER 정책의 주요 특징

4. 국내외 사례 검토의 소결 및 시사점

4.1. 농촌 창조계층의 범위와 농촌 활성화 효과 관련 시사점

농촌의 창조계층은 기존 연구들이 제안하는 직업분류에 따라 규정된 인적자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차원의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농촌에서는 

창조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험과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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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원·활용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는 개인 또는 집단 

역시 농촌의 창조계층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현장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농촌 창조계층’의 개념을 (직업적 기

준에서 다소 벗어나)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농촌 창조계층’이란 ‘새로운 상

품이나 서비스, 체계, 관계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개발, 디자인 또는 

<창조하는 인적자원>과 체계적인 지식, 축적된 경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새로운 

도전을 통해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적자원’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 창조계층의 유형을 기존 이

론이나 논의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전문지식·기술 창조계층’, ‘창조

적 전문가’와 실제 농촌에서 확인하게 된 ‘농촌 기업가적 창조계층’, ‘농촌 생활형 

창조계층’, ‘실버(고령 은퇴) 창조계층’, ‘농촌 파견형 창조계층’, ‘도농교류형 창조

계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 농촌 활성화 효과는 <표 5-6>과 같다.

농촌 창조계층 유형 주요 농촌 활성화 효과

문화예술 창조계층
농촌관광 및 축제 기획, 농촌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증진, 지역역량 강화, 농촌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 분야 창출 등

전문 지식기술 창조계층
신규 사업 분야 창출, 지역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및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지
역역량 강화 등

창조적 전문가 농촌 기업의 문제 해소 및 발전 지원,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농촌 기업가적 창조계층 농촌 기업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농업 활성화 등

농촌 생활형 창조계층 농촌 생활문제 해소,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실버(고령 은퇴) 창조계층 농촌 기업의 문제 해소 및 발전 지원, 지역역량 강화, 재능기부 등

농촌 파견형 창조계층 농촌지역개발사업·마을사업 기획 및 운영, 잠재적 완전 귀촌자 양성 등

도농상생·교류형 창조계층 전문적인 지식·재능·역량을 기반으로 농촌의 필요 충족, 농촌 활성화 등

자료: 연구진 작성. 

표 5-6  농촌 창조계층 유형과 농촌 활성화 효과

이렇듯 도시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어 왔던 창조계층은 농촌 관점에서 보다 

더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창조계층이 농촌 활성화에 기여

한 효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 검토를 통해 볼 수 있었듯이 농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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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업 촉진과 애로점 해소, 가공사업 활성화,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활성화, 신규 분야 사업 창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효과가 창조계

층의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농촌 주민의 문화·

여가 삶의 질 증진, 지역역량 강화,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인적 자

본 확충 등과 같은 비경제 측면의 효과 역시 창조계층의 활동에 의해 농촌에서 발

생하고 있는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표 5-7>과 같이 이러한 농촌 활성화 

효과의 증거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기도 하며, 수치로 제시하기는 힘들더라도 

포괄적인 농촌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분석 사례 농촌 활성화 효과 증거 예시

강원도 영월군 박물관장 포함 박물관 직원 70명 이상 일자리 창출

전라북도 고창군 주민 약 1천명 고창농악 활동 참여, 15개 농악단 운영

경상남도 하동군
젊은 기업인 육성과 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신규창업으로 일자리 창출(예: ㈜에
코맘의 경우 35명)

충청북도 충주시
농촌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1천여 농가 및 생산자 참여). 50명 일
자리 창출

충청남도 청양군
마을 내 정규직 일자리 24개(명) 창출, 마을 공동 사업 신규 창출(축제, 체험, 농
산물 가공, 화장품 제조 등)

영화기획사 ‘영화마을’ 농촌 마을 영화 100편 이상 제작

농촌 의료봉사단 ‘녹수회’ 매년 약 1천명의 농촌 주민이 의료 진료와 상담 서비스 수혜

중국 계림 계림 농촌지역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 주민 일자리 700개(명) 이상 창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주민 1인당 소득 1996년도 $39,695에서 2006년 $46,092로 증가

자료: 연구진 작성. 

표 5-7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효과 증거

4.2. 창조계층 농촌 유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활용 관련 시사점

첫째, 창조계층의 경우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남들과의 또는 지역사회와의 공

동 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사회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이 추구하는 농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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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나 전략에 맞추어 이러한 조건 및 기회를 제공하여 타깃 창조계층을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러한 전략적 관점을 실천하는 지자체가 일부 확인되고 있기

도 하다. 

창조계층 역시 개인으로서 경제적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 등을 추구하기는 하지

만, 이에 더해 자신의 창조성을 실현시키고 이를 통해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강

렬한 욕구를 지닌다. 농촌으로서는 지역의 필요와 창조계층의 창조성 실현이라는 

욕구를 지역성, 공간성, 사회성, 경제성, 문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조우(遭遇)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 창조계층의 입지나 농촌 활성화 기여는 개인들의 개별성뿐만 아니

라 집단성 역시 중요다. 창조계층 개인의 특정 농촌지역 입지나 그곳에서의 정착·

활동 양태는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구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주

거 환경, 일자리 등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입지환경의 조성은 특정 지역으로 창조계층을 끌어들이

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 입지한 창조계층은 자신의 창조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동일 또는 관련 분야의 다른 창조계층을 같은 농촌지역에 입지하도록 촉진하는 촉

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또는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

하며 자신들의 창조성을 실현하고, 창조성 실현의 결과는 해당 농촌에 다양한 파

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해외 사례지역이 거주환경의 쾌적성(amenity)이 우수하나 쾌적

성 우위만으로 창조계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없으며, 쾌적성을 활용한 공동체의 

비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동체 내 당사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경우 창조계층의 유입과 지역 활성화가 촉

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농촌 원주민과 새로 유입될(또는 유입된) 창조계층 

간에 서로의 이해를 도모할 상호학습과정 역시 필요하다.

넷째, 창조계층이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와 융화되는 것은 생각만큼 결코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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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다. 청양군 ‘알프스마을’의 경우 마을사업 추진 초기에는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의적으로 실현하려는 창조계층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마을사업

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충주시 노은면의 ‘꽃마’ 역시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

서 주민들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꽃마가 노은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창조성이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

운 의식의 흐름이나 활동이기도 하며, 편안하게 느끼는 관행에 불편을 느끼게 하

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창조계층과 지역사회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의 하나인 San Francisco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Graham & Guy2002).

<창조계층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사례>
- 미국에서 창조계층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San Francisco

결국 ‘여피 박멸 프로젝트’와 같은 정치적 연합체들이 이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코만도 스타일의 급습을 통해 새로운 호화 건물들에 똥칠을 해대고 낙서투성이를 만들며 

고가의 자동차 타이어에 난도질을 한다. 이들 저항 캠페인은 ‘인터넷이 San Francisco를 

죽였다’라는 기치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 한 캠페인 참여자는 ‘여피는 이 도시의 문화조

직을 좀먹는 나방’이라고 주장한다.

자료: Graham & Guy(2002).

이러한 상황은 창조계층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특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특정 농촌지역에 정착하려

는 창조계층 역시 자신의 창조성이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계층과 농촌 지역사회 간 상호학습과 이해 및 

인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들 간의 융

화에 촉매와 윤활유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자체가 관련 시책으로 만들고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창조계층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실현이 반드시 창조계층의 농촌 거주

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거주하는 창조계층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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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또는 조직과 단체로서 도농교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자신들의 창조성

을 농촌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음을 국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사

례에서 창조계층 또는 그들의 조직과 단체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자원봉사나 농

산물 구매 활동 외에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촌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창조계층 또는 그들의 단체와 조직 등의 노동교류 및 재능기부를 활용한 농촌 활

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역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이들의 농촌 활성화 기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용

을 지출에 대한 증빙을 바탕으로 일부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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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방안

1. 창조계층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

창조계층 논의는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를 창조적 인재, 즉 창조계층으로 규정

한다. 지역성장에 대한 기존 이론들과 달리 창조계층 논의는 창조계층이 기업(일

자리)을 쫓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만한 장소를 찾아 움직이며, 기업과 

일자리는 창조계층이 정착하는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되며, 또는 이들을 쫓아 해

당 지역으로 옮겨오게 된다.

이러한 창조계층 논의는 지역개발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존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강조하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도로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생산설비 구축 등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창조

계층 논의는 이 외에도 창조계층을 위한 문화적 요소 구축, 창조성 발휘에 적합한 

일 또는 활동, 창조성 발휘에 적합한 분위기(atmosphere) 조성, 지역사회의 개방

성,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 풍부한 어메니티, 적정한 주거, 교육 기회, 기초생활 서

비스, 창조적 활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창조계층과 주민들의 조직화 등 창조계층의 

농촌 이주 및 정착과 농촌에서의 기여활동을 위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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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 충족을 통해 창조계층을 유입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6-1>과 같은 창조계층 유치

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명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할 것

을 정책 추진 방향의 큰 틀로 제시한다. 이 플랫폼은 창조계층을 농촌에 유치하고, 

유치된 창조계층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조건과 요소들을 부문별로 모듈화

한 것이다. 부문별 모듈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4개의 기본 모듈과 4개의 지

원·연계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6-1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과 모듈의 구조

자료: 연구진 작성.

기본 모듈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지원 모듈,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모듈, 공

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모듈, 정보제공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모듈은 창조

계층의 농촌 유치와 활용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지원·연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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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에는 농촌지역개발 사업, 관련 부처 사업, 지자체의 관련 사업, 그리고 향후 상

황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연계 모듈은 기본 모듈이 원활하

게 구축되고 작동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다. 모듈로 구

성되는 플랫폼은 모듈조합의 특성상 유연하게 플랫폼을 재구성할 수 있어 지역의 

상황 변화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현재 농

식품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가칭)농촌 유토피아 플랫폼과 연계하고 호환될 수 있

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본 모듈을 중심으로 모듈별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지

원·연계 모듈의 주요 내용은 각 기본 모듈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2.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전략

2.1. 창조계층 유치·활용을 위한 주거지원 모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농촌으로 이주한 창조계층은 귀농·귀촌 이전에 괜찮

은 주거(주택)에 대한 열망이 높았으며, 다행히 농촌에 정착한 후 이에 대한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PA 분석 결과 창조계층 유치를 

위해 주택(주거) 마련 지원은 ‘유지·강화 전략’을 추진해야할 대상이다. 다만 주거

지원 모듈은 단순한 건축물 단위의 주택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

는 다양한 기초서비스를 포함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완전 이주뿐만 아니라 도·농 병행거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첫째, 귀농·귀촌을 원하는 창조계층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농촌형 임대·

분양주택단지 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농촌지역에서 농촌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바 빈집을 활용한 농촌임대주택이 조성되기도 하며, 신규마을조성

사업과 같은 방식의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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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농촌임대주택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칭)‘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제안한다.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

단지 조성사업은 현행 농촌임대주택조성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청년보금자리

사업 등과도 충분히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개별 취락(聚落)이라 할 수 있는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괜찮은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계층의 농촌 유치를 촉진

하는 의의를 지닌다. 이는 주택단지의 신규 개발이기보다는 빈집이 많고 소멸위

험이 높은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적, 자연 친화적, 생태 친화적 임대·분양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상 마을의 원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일방

적 수용보다는 신규로 조성되는 단지 내 주택을 우선적으로, 또는 보다 좋은 조건

으로 임대나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원주민과 신규주민 간 공동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단지 공급자와 수

요자 간 정보 구축 및 교류를 위해 지자체별로 (가칭)‘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

택 정보은행’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단지 모형도

자료: 전주일보 2019년 1월 2일자 ‘농촌 소멸은 없다. 텃밭 있는 농촌임대주택 조성’ 기사(http://www.jjilb

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20, 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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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귀농·귀촌을 원하는 창조계층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의 주

거환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기초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중심지개발이 창조계층 친화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농촌의 창조계층은 도시의 창조계

층 못지않게 문화 활동과 쇼핑, 자기개발, 자녀 양육 및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기

초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적지 않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

지활성화사업이 향후 보다 더 창조계층 친화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쇼핑몰 

기능을 겸비한 지구(district) 방식의 개발 및 정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Lincolnshire County의 경우 농촌 중심지인 South Holland District를 문화 기

능, 사업 기능, 서비스 기능이 복합화되도록 개발하여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중심지 환경조성은 농촌에 

창조계층을 유치하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림 6-3 South Holland District의 Springfields 모습

자료: 과거(2009. 4. 2.) 연구 책임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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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농 병행거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

문조사 결과 창조계층의 경우 농촌으로의 완전 이주 외에도 도·농 병행거주에 대

한 수요가 매우 높다. 이러한 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세 면제 혜택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62) 

농촌 중심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기능복합화 방식의 

리모델링도 농촌 창조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증평군의 군립도서관은 기능복합화를 통해, 도서관 기능 외에도 영화

상영, 연극공연, 전시, 동호회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화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서비스 공급, 창조적 활동에 대

한 욕구 등을 충족시키고 있다.

2.2. 창조계층 유치·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모듈

창조계층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마땅한 일자리 제공은 창조계층을 유치할 수 있

는 필수 조건의 하나이다. 물론 창조계층의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

황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일의 내용, 임

무와 역할, 경제적 보상, 성취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별 창조계층의 일자리 수요

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귀농을 통한 영농을 제외하고는 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부

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조계층의 유치와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농촌 

지자체와 마을이 각종 지역사업 추진 시 창조계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지자체별로 (가칭)‘농촌 일자리 은행’

을 운영하여 일자리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를 구축하고 교류할 것을 제안한다. 

62) 동 법률 조항에 따르면 동일 읍면 지역이나 연접한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이러한 양도세 면제 

규정에서 배제되고 있다(송미령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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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각종 농촌개발사업, 마을사업, 농촌관광, 축제, 농산업, 역량강화

사업 등과 관련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 은행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농

촌에서의 활동과 소득창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자체별 일자리 은행에 자신

의 경력, 원하는 일자리,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일

자리 은행의 운영은 창조계층이 사업기획, 홍보 및 마케팅, 유통 및 판매, 디자인, 

ICT, 해외시장 개척 등과 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창조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농

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농촌

에서는 농촌성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자연·생태 환경 보전, 전

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전승 등과 관련된 일자리는 공공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도

시보다는 농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조계층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

농촌 지자체와 인근 대학 간 협약을 통한 (가칭)‘청년 농촌 일자리 결연사업’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한 농촌 파견형 창조계층과 도

농상생·교류형 창조계층의 유치와 활용은 청년 농촌 일자리 결연사업의 구상과 

추진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결연사업을 통해 연결된 농촌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에 창조계층(대학생 및 대학원생) 파견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농촌에서는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 및 학생들로서는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

어, 창조성 등을 농촌 현장에서 실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결연사업의 

결과 학생들이 졸업 후 결연 관계에 있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해외 사례로 다룬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의 경우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

농촌에서 제공된 창조적 일자리에 창조계층을 고용하는 방식 외에도, 창조계층

이 농촌지역에서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창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모듈의 중요한 요소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듯이 개별 농촌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자원 특성, 경제적 특성 등에 적합

한 기업가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농촌에서 새로운 기

업과 새로운 산업분야가 창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창업 시스템 및 기업가 육성 시스템은 각 농촌지역이 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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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각 농촌지역의 

창조계층의 참여를 최대화 하고, 공공에서는 간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하동군과 같은 사례를 보다 조직화 하여 (가칭)‘농촌 기업가 육성 및 창업 

포럼’을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자

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3. 창조계층 유치·활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모듈

최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마을에서 배제되고, 한 마을에 원주민 마을과 귀농·

귀촌인 마을이 별도로 형성된 갈등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마을 원주민들은 새로

운 입주민들도 원주민들이 하던 마을 공동일, 예를 들어 마을 정비, 해변 청소, 마

을행사 등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반대로 신규 주민들은 법도 지키고 세금도 

다 내는데 원주민들이 생활용수마저 나누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 간 갈

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촌지역 면장과의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통해 이러

한 주민 간 갈등 문제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원주민과 신규 주민 간 상호 이해의 

부족이 문제이다. 인터뷰 조사에 응한 면장은 특정 농촌지역이 유치를 원하는 창

조계층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창조계층이 있는 경우, 

창조계층과 원주민 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호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창조계층

의 농촌 이주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최근 농촌에 살아보기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상호학습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살거나 활동하기를 원하는 창조계층

의 경우 이보다 다양한 농촌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과연 창조성에 기반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자신이 이주하거나 활동하기를 원하는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해당 농촌지역이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생활하기

에는 큰 무리가 없는 지역인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조계층이나 마을 주민들



제6장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방안 | 129

이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발견적 학습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조계층과 농촌지역 간 발견적 학습과정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가

칭)‘창조적 도농교류 촉진사업’의 시행을 제안한다. 창조적 도농교류 촉진사업은 

본 연구의 ‘도농상생·교류형 창조계층’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도농교류 관련 사업과 달리,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창조계층과 

이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 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이의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가칭)‘도농교류형 창조계층 정보은행’을 운영하

여 특정 분야 창조계층과의 교류를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의 정보와, 자신들의 창

조적 재능을 농촌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창조계층의 정보를 연계해주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정과정을 거쳐 창조적 도농교류 촉진사업에 참여하는 창

조계층 또는 이들의 조직에 증빙에 기반하여 실비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

동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조적 도농교류 촉진사업은 귀촌에 의존하지 않고도 농촌 활성화를 위해 창조

계층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창조계층과 농촌지역 간의 발견적 상

호학습을 촉진하여 향후 귀촌이나 도·농 병행거주를 원하는 창조계층이 안정적으

로 농촌에 정착하거나 농촌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창조계층이 농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민

과 신규 주민 간 멘토링 제도의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농촌 활성화를 위해 

창조계층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사1촌과 같은 관행적 교

류(부록 6 참조)뿐만 아니라 (가칭)‘창조적 1사1촌’을 전개하여 전문 분야별 1사1

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적 수요가 큰 농촌지역에는 본 연구의 ‘마을영

화’의 사례와 같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기업과의 1사1촌을, 의료분야의 수요가 큰 

농촌지역에는 ‘녹수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과의 1사1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증빙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실비용 일부

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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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조계층 유치·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모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본 모

듈의 요소, 특히 사업화 요소는 <표 6-1>과 같다. 그러나 각 모듈이 원활히 조성되

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 플랫폼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또 다

른 모듈이 필요하다. 바로 정보제공 모듈이다. 

구분 사업화 요소 정보제공 모듈

주거지원 모듈
‧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단지 조성사업
‧ 창조계층 친화적 농촌중심지 개발·정비
‧ 제도개선을 통한 도·농 병행거주 확대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 
정보은행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모듈
‧ 농촌 일자리 은행 구축 및 운영
‧ 청년 농촌 일자리 결연 사업
‧ 농촌 기업가 육성 및 창업 포럼

농촌 일자리 은행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모듈

‧ 창조적 도농교류 촉진사업
‧ 창조적 1사1촌

도농교류형 창조계층 정보은행

자료: 연구진 작성. 

표 6-1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의 사업화 요소와 정보제공 모듈

정보제공 모듈을 구성하는 주요 사업화 요소로 본 연구는 재개발형 농촌 임대

분양주택 정보은행, 농촌 일자리 은행, 도농교류형 창조계층 정보은행의 세 가지 

정보은행을 제시하였다. 각 정보은행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지자체, 

개별 창조계층 및 이들의 집단이나 단체, 조직 간에 완전하게 연동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즉 특정 정보은행에 참여하는 어느 한 주체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다른 모든 주체가 사용하는 정보 인터페이스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업데이트되도록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창조계층을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과 농촌으로의 이주, 도·농 병행거주, 농촌에서의 창조적 활동 등을 

원하는 창조계층에게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모듈

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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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창조계층 분류

(A) Boschma R A and M Fritsch(2007)의 창조계층 분류

Groups of
Creative 
People

GROUPS OF CREATIVE PEOPLE OCCUPATIONS (ISCO-CODE)

Creative 
Core

to create 
meaningful 
new forms

PHYSICISTS, CHEM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211)

MATHEMATICIANS, STATISTICIANS AND RELATED PROFESSIONALS (212)

COMPUTING PROFESSIONALS (213)

ARCHITECTS, ENGINEERS AND RELATED PROFESSIONALS (214)

LIFE SCIENCE PROFESSIONALS (221)

HEALTH PROFESSIONALS (EXCEPT NURSING) (222)

COLLEGE,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S (231)

SECONDARY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S (232)

PRIMARY AND PRE-PRIMARY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S (233)

SPECIAL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S (234)

OTHER TEACHING PROFESSIONALS (235)

ARCHIVISTS, LIBRARIANS AND RELATED INFORMATION PROFESSIONALS (243)

SOCIAL SCIENCES AND RELATED PROFESSIONALS (244)

PUBLIC SERVICE ADMINISTRATIVE PROFESSIONALS (247)

Creative 
Profession

als
to engage 
in creative 
problem 
solving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1)

NURSING AND MIDWIFERY PROFESSIONALS (223)

BUSINESS PROFESSIONALS (241)

LEGAL PROFESSIONALS (242)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 ASSOCIATE PROFESSIONALS (31)

LIFE SCIENCE AND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32)

FINANCE AND SALES ASSOCIATE PROFESSIONALS (341)

BUSINESS SERVICES AGENTS AND TRADE BROKERS (342)

ADMINISTRATIVE ASSOCIATE PROFESSIONALS (343)

POLICE INSPECTORS AND DETECTIVES (345)

SOCIAL WORK ASSOCIATE PROFESSIONALS (346)

Bohemians

WRITERS AND CREATIVE OR PERFORMING ARTISTS (245)

PHOTOGRAPHERS & IMAGE & SOUND RECORDING EQUIPMENT OPERATORS (3131)

ARTISTIC, ENTERTAINMENT AND SPORTS ASSOCIATE PROFESSIONALS (347)

FASHION AND OTHER MODELS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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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연구의 창조계층 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항목)

구분 5차 개정 기준(2005년) 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 기준(2010, 2015년)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182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281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285 디자이너

415 오락 및 여가서비스 종사자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9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층

111 자연과학 전문가 211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112 생명과학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113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131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132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전문가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3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1 대학교수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창조적
전문가

011 의회의원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012 정부 고위공무원, 의회의원 제외 112 기업고위임원

013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021 기업 고위임원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141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236 안전 관리 및 검사원

161 행정 전문가 237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162 회계 관련 전문가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3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241 의료진료 전문가

164 금융·보험 전문가 261 법률 전문가

165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171 법률 전문가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36 선박·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 종사자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37 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38 기타 공학관련 기술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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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차 계정 세세분류 코드 10차 계정 세세분류 산업명칭

공연
및

예술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디자인
및

설계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창조적
서비스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창조적
장소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출판
및

콘텐츠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C) 본 연구의 창조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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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10차 계정 세세분류 코드 10차 계정 세세분류 산업명칭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패션
및

조형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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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수 개요
(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부록 2

○ (개념) 우리나라 시·군의 발전정도 및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정 부문별로도 진단·평가가 가능한 실용적 지역발전 지표

○ (기본구조) 우리나리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개

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 미친다고 가정

(심재헌 외 2014)

- 영역별 발전정도를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 진

단, 상호 비교 

- 지역발전지수(RDI)는 위의 4가지 부문별 지수의 합으로 정의

- (생활서비스 지수 + 지역경제력 지수 + 삶의 여유공간 지수 + 주민활력 

지수)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쉼터: 삶의 여유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 특광역시 제외(단, 광역시 군 지역 포함), 총 159개 2016년 행정구역 기준 

시·군 

○ (지표 구성)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총 4개 부문 20개 지표로 

RD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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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귀농·귀촌 정책 및 사업 예산

부록 3

□ 시기별 귀농·귀촌 정책 목표 및 세부과제

구분
2009년 2012년 2015년 2017년 

귀농·귀촌종합대책 귀농·귀촌종합대책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목표

조기 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
민에게 일자리 제공
농식품산업 차원에서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 촉매 
역할 기대
농촌 지역 관점에서 주민 
확보 및 문화, 관광, 서비
스 분야 활력 증진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
착률 증대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
정착계획 맞춤형 지원

<Mr.귀농·귀촌>
2012년도 귀농·귀촌 
‘2만호’ 달성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 지
원을 위해 5년마다 귀농
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청년의 꿈이 실현
되는 활력 넘치는 농
촌>
5년간(2017~2021년)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귀농 5년차 가구 소
득을 농가 평균 소득
의 70%에서 90%
까지 향상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 증대

세부 
과제

주거 
및 

재정
지원

(주택문제 해결 지원)

(농촌정착 지원)멘토링, 
농어촌뉴타운 입주, 농
식품 가공 분야 1인 창업 
활성화 지원 등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 영어 창업 및 주
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주택구입, 농지 
등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
에 관한 사항)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
의 주거 지원: 귀농
인의 집 조성 확대, 
소규모 저비용 임대
주택 조성, 주택구
입 자금지원 확대

통합
정보

시스템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원스톱 서비스)정부·
지자체 정책 및 관련 
정보 취득,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
한 기본방향 및 목표)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 저변 확대) 
‘통합정보제공 시스
템’ 구축, 수요자 맞
춤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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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2년 2015년 2017년 

귀농·귀촌종합대책 귀농·귀촌종합대책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교육
체계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사례 및 품목재배 이론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
램 제공
대학 운용의 실습 전문 
합숙교육 과정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단계별, 직업별) 귀
농·귀촌 교육 지원)
도시민의 직업별 특성
을 반영하는 교육 지원
(21개 교육기관을 지
정, 이론 중심의 단기 
교육과정과 실습 중심
의 중장기 교육과정 운
영,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93개로 확대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품
목별·과정별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강화

일
자
리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지원)

(초기 귀농인 등의 경
제적 안정을 위한 선도
농가 실습 지원)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 영어 창업 및 주
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주택구입, 농지 
등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

(지역별 귀농·귀촌학교 
활성화 및 도시민 재능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귀촌
인 농업분야 취·창
업 지원, 귀농 초기 
현장실습 확대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청년 창농 교
육농장’ 운영, 6차
산업 창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 지원

홍
보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
치 발견 홍보)

(농어촌체험, 창업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
민 유치사업지원 확대)

(귀농인 모임, 멘토링제
도 운영, 출향인사 관리 
등 지자체의 도시민유치
활동 효과성 제고 및 우
수 성과 포상)

(도시민과 지자체가 함
께하는 참여형 현장체험 
행사 추진(페스티벌, 포
럼 등)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
장 홍보)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귀농·귀촌 저변 확
대) 귀농·귀촌박람
회 운영 개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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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2년 2015년 2017년 

귀농·귀촌종합대책 귀농·귀촌종합대책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융
화

(융화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
역 주민과의 공돋체 
융화 프로그램 지
원,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
영, 지자체 현장 중
간지원조직 육성

기반
마련

(귀농·귀촌 정책의 체
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
계 법령 정비, 귀농·귀
촌 통계 정비·보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2. 10. 1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201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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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귀농·귀촌사업 예산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억 원)
(농진청)

1,157억 원
(5.8)

752억 원
(16.8)

859억 원
(16.8)

1,145억 원
(15.5)

1,666억 원
(15.5)

농업
이차
보전
사업

▶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실시기관: 농협)

예산 11.4억 
원(융자규모 
600억 원)

예산 33.7억 
원(융자규모 
600억 원)

예산 38.7억 
원(융자규모 
700억 원)

예산 64.8억 
원(융자규모 
1,000억 원)

예산 74.0억 
원(융자규모 
1,500억 원)

지원 한도액
(창업, 주택)

(2억 원, 
4천만 원)

(2억 원, 
4천만 원)

(2억 원, 
5천만 원)

(3억 원, 
5천만 원)

(3억 원, 
5천만 원)

대출 금리
(창업, 주택)

(3%, 3%) (3%, 3%) (3%, 2.7%) (2%, 2.7%) (2%, 2%)

귀농
·

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소계(억 원)
(농진청)

1,146
(5.8)

152
(16.8)

159
(16.8)

145
(15.5)

166
(15.5)

▶ 귀농·귀촌 교육   
(농정원)

-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운영

- 교육비 70~80% 
국고지원

13억 원
1,600명

*농진청 3.8
억원 770명

21.1억 원
1,925명

24.5억 원
2,350명

29.3억 원
2,387명

29.3억 원
2,500명

▶ 귀농인 실태조사 - - - - 1억 원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 지자체의 도시민 유

치활동 및 이주한 귀
농인 지원

- 시·군/3년간 6억원
(국고 50%, 지자체 
50%)

26억 원
27개시·군

35.8억 원
35개시·군

40.9억 원
40개시·군

50.9억 원
50개시·군

50.9억 원
55개 

도·시·군

▶ 귀농·귀촌 창업박
람회(농정원)

귀농·귀촌 종합정보 
제공 및 체험의 장 마련

3억 원 5억 원 4억 원 4억 원 4억 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
원센터

- 예비귀농·귀촌인의 
창업 준비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

- 2015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국고 50%, 지자체 
50%

-
80억 원

-제천, 영주
80억 원

-홍천, 구례
40억 원

-고창, 영천

60억 원
-고창, 영천,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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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억 원)
(농진청)

1,157억 원
(5.8)

752억 원
(16.8)

859억 원
(16.8)

1,145억 원
(15.5)

1,666억 원
(15.5)

▶ 귀농인 농업창업보
육센터

- 귀농인 창업 인큐베
이팅

- -
10억 원

-금산(충남)

▶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정원)

- 1:1상담, 빈집·지역
정보

- 아카데미·소그룹 강의

- - - 10억 원(신규) 10억 원

▶ 귀농인의 집(지자체)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

- 70개소×30백만 원
×50%

- -
10.5억 원
(70개소)

10.5억 원
(70개소)

▶ 귀농인 및 농촌후계자 
체험관

- 농촌체험 및 영농기
술 습득을 위한 체험
관 건립

10억 원(하남) - - -

▶ 선도농가실습지원
(농진청)

- 120만 원×5개월
×50%

- 국고 70%, 지자체 
30%

8.4억 원
200명(신규, 

농림부)

16.8억 원
560명

16.8억 원
560명

15.5억 원
517명

15.5억 원
517명

월보수1/2
限60만 원
(10개월)

농가40만 원
귀농인80만 원

농가40만 원
귀농인80만 원

농가40만 원
귀농인80만 원

농가40만 원
귀농인80만 원

▶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농진청)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시군당 1천만원(국고 
50%, 지자체 50%)

2억원
-40개 시군

▶ 전원마을, 뉴타운 
사업

507억 원
- 전원마을: 

164
- 뉴타운: 

3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2013, 2014, 2015, 2016), 김정섭 외(2016) 자료 참조하여 작성.

(계속)



부 록 | 141

귀농·귀촌·귀어가구 변화 추이

부록 4

□ 귀농·귀촌·귀어인 증가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2013~
2017년)

증감률
(2013~
2017년)

귀농
(귀농인+
가구원)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2,312 13.4%

귀촌인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91,735 22.6%

귀어
(귀어인+
가구원)

914 1,350 1,446 1,338 1,359 +445 48.7%

종합 423,684 458,861 488,084 497,386 518,176 +94,492 22.3%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단위: 가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2013~
2017년)

증감률
(2013~
2017년)

귀농가구 10,202 10,758 11,959 12,875 12,630 +2,428 23.8%

귀촌가구 280,838 299,357 317,409 322,508 334,129 +53,291 19.0%

귀어가구 650 917 991 929 906 +256 39.4%

총합 291,690 311,032 330,359 336,312 347,665 +55,975 19.2%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귀농·귀촌·귀어가구 증가 추이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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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귀어인의 연령별 비중 변화

단위: %

<2013년>

귀농 귀촌 귀어

<2017년>

귀농 귀촌 귀어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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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가구원수별 귀촌가구 수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계

평균
가구원수 

2013년 280,838 1.44 199,182 50,326 22,061 9,269 100.0 70.9 17.9 7.9 3.3

2017년 334,129 1.49 232,137 59,943 28,922 13,127 100.0 69.5 17.9 8.7 3.9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가구원수별 귀촌가구 변화>

단위: 가구, 명, %

시점

가구원수별 귀농가구 수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계

평균
가구원수 

2013년 10,202 1.7 5,986 2,442 897 877 100.0 58.7 23.9 8.8 8.6

2017년 12,630 1.55 8,240 2,792 878 720 100.0 65.2 22.1 7.0 5.7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가구원수별 귀농가구 변화>

단위: 가구, 명, %

□ 가구원수별 귀농·귀촌·귀어가구 변화

시점

가구원수별 귀어가구 수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계

평균
가구원수 

2013년 650 1.41 480 100 52 18 100.0 73.8 15.4 8.0 2.8

2017년 906 1.50 623 176 59 48 100.0 68.8 19.4 6.5 5.3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가구원수별 귀어가구 변화>

단위: 가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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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위치한 회사·단체 혹은 
혁신도시 거주자와 마을 간 향후 희망 교류 활동 

부록 5

구분 구분　 회사/단체 거주자

마을 발전

마을홍보(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5.0+ 5.4++
마을 디자인 2.5+ 0.0

전문상담(법률, 행정, 금융, 경영 등) 2.5 0.0
마을시설 및 기계수리 0.0 2.7+

마을발전기획 및 컨설팅 5.0++ 5.4++
1사1촌,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10.0 0.0
장학금, 마을발전기금 등 기부 5.0+ 5.4+

문화여가

농촌 마을시설 이용 및 농촌체험 2.5 2.7+
음악회 공연, 축제 등 참여 기회 제공 5.0 5.4

레저 스포츠 2.5 0.0
기관 워크숍, 야유회 등 지역 내 개최 7.5+ 0.0

교육지도

컴퓨터 교육 10.0+++ 8.1++
평생교육 2.5 2.7+

아동/청소년 교육 0.0 0.0
예체능교육(성인) 0.0 5.4++

생활복지

주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주택정비) 5.0 5.4++
벽화그리기 2.5+ 8.1++
이발/미용 2.5 5.4++

어르신/장애인돕기 0.0 2.7+
사진촬영(장수, 졸업, 마을풍경 등) 7.5++ 0.0

심리상담 0.0 2.7+

의료보건
무료검진/진료 2.5 5.4++
식품/영양관리 0.0 5.4++
응급처치교육 0.0 5.4++

농업지원

재배/수확/수확후관리 5.0++ 8.1++
판매/홍보 12.5+++ 5.4

안전품질관리 0.0 0.0
상품디자인 2.5+ 2.7+

전체 100.0 100.0

주 1) 숫자 옆 +: 현재 교류활동 비율에 비해 향후 희망 활동 비율이 5% 미만으로 높은 활동

++: 현재 교류활동 비율에 비해 향후 희망 활동 비율이 5~10%로 높은 활동

+++: 현재 교류활동 비율에 비해 향후 희망 활동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활동

    2) n=29, 다중 응답 항목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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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 마을명 자매결연기관 체결일자 소재지 비고

계 11개 기관 63개 마을(시설)

1 농촌체험 이슬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06.12.1. 노안면 양천 2리

2 정보화 황토 정보화마을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봉황면 죽석 1,2,3리

3 농촌체험 화산, 탑동 한전KDN(주)전남지사 2011.9.20. 세지면 송제2리

4 일반마을
나주목사
고을시장

한전KDN(주) 2012.3.29. 삼도동 1388-2

5 정보화
송촌홍고추
정보화마을

한국농어촌공사 2012.2.24. 성북동 송촌마을

6 복지시설 계산요양원 한국농어촌공사 2012.12.17. 내영산 1길 69 (삼영동)

7 〃 현애원 한국농어촌공사 2013.12.9. 노안면 유곡3리

8 〃 금성원 전력거래소 2012.9.25. 금천면 벽류길 88-4

9 일반마을 갈산 한전나주지사 2013.4.26. 금천면 월산1리

10 정보화 방축 우정사업정보센터 2013.5.21. 남평읍 교원2리

11 농촌체험 봉곡 우정사업정보센터 2013.5.21. 공산면 신곡1리

12 〃 홍련 우정사업정보센터 2013.5.21. 산포면 화지리

13 〃 마성 우정사업정보센터 2013.5.21. 산포면 매성1리

14 〃 장암 우정사업정보센터 2013.5.21. 다도면 암정1리

15 〃 궁원 한전KPS(주) 2013.5.21. 다도면 궁원리

16 복시시설 부활의집 한전kps(주) 2014.3.13. 다도면 다도로189

17 농촌체험 세지화탑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14.4.22. 세지면 송제2리

18 복지시설
금천지역
아동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7.10. 금천면 오강리

19 농촌체험 명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11.14. 문평면 명하마을

20 〃 동뫼 한국전력공사(경영지원처) 2015.2.10. 다시면 동뫼골

21 일반마을 천석 한국전력공사(감사실) 2015.2.10. 금천면 석전2리

22 〃 송촌 한국전력공사(홍보실) 2015.2.10. 금천면 신가2리

23 〃 연동 한국전력공사(기획처) 2015.2.10. 금천면 오강2리

24 〃 미곡 한국전력공사(전력시장처) 2015.2.10. 금천면 원곡3리

25 〃 상촌 한국전력공사(경영개선처) 2015.2.10. 금천면 죽촌2리

나주시 1사1촌 자매결연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부록 6

□ 나주시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현황(2018. 12.)



146 |

(계속)

연번 분야 마을명 자매결연기관 체결일자 소재지 비고

26 〃 중남 한국전력공사(재무처) 2015.2.10. 남평읍 남석1리

27 〃 대교 한국전력공사(보안관리처) 2015.2.10. 남평읍 대교2리

28 〃 앞뜰 한국전력공사(경영경제연구원) 2015.2.10. 남평읍 평산2리

29 〃 셋터 한국전력공사(인사처) 2015.2.10. 남평읍 평산3리

30 〃 반송 한국전력공사(노무처) 2015.2.10. 노안면 금안2리 

31 〃 성산 한국전력공사(자재처) 2015.2.10. 노안면 도산2구

32 〃 풍산 한국전력공사(자산관리처) 2015.2.10. 다도면 풍산1리

33 〃 동산 한국전력공사(업무지원처) 2015.2.10. 다시면 신석2리

34 〃 신안 한국전력공사(보안관리처) 2015.2.10. 문평면 안곡2리

35 〃 통문 한국전력공사(민원대책처) 2015.2.10. 문평면 옥당3리

36 〃 대박 한국전력공사(상생협력처) 2015.2.10. 대기동 11통

37 〃 부춘 한국전력공사(계통계획처) 2015.2.10. 부덕동 16통

38 〃 무회 한국전력공사(영업처) 2015.2.10. 동강면 곡천1리

39 〃 광암 한국전력공사(전력수급처) 2015.2.10. 동강면 양지2리

40 〃 몽송 한국전력공사(배전계획처) 2015.2.10. 동강면 옥정1구

41 〃 월산 한국전력공사(배전운영처) 2015.2.10. 동강면 인동2리

42 〃 진상 한국전력공사(정보기술처) 2015.2.10. 동강면 진천2구

43 〃 상대 한국전력공사(기술기획처) 2015.2.10. 반남면 대안1리

44 〃 월현 한국전력공사(SG&신사업처) 2015.2.10. 반남면 석천2리

45 〃 자미 한국전력공사(ICT기획처) 2015.2.10. 반남면 흥덕1리

46 〃 부흥 한국전력공사(품질경영처) 2015.2.10. 반남면 흥덕2리

47 〃 당촌 한국전력공사(송변전건설처) 2015.2.10. 산포면 신도1리

48 〃 신평 한국전력공사(송변전운영처) 2015.2.10. 산포면 덕례2리

49 〃 유촌 한국전력공사(신송전사업처) 2015.2.10. 산포면 덕례4리

50 〃 등개 한국전력공사(해외사업개발처) 2015.2.10. 산포면 등수1리

51 〃 용강 한국전력공사(해외사업운영처) 2015.2.10. 봉황면 오림2리

52 〃 발산 한국전력공사(해외자원사업처) 2015.2.10. 세지면 교산리

53 〃 덕산 한국전력공사(해외발전기술처) 2015.2.10. 세지면 성산리

54 〃 압지 한국전력공사(해외원전개발처) 2015.2.10. 세지면 송제3리

55 〃 덕실 한국전력공사(법무실) 2015.2.10. 왕곡면 덕산2리

56 〃 귀엽 한국전력공사(해외원전금융처) 2015.2.10. 왕곡면 송죽2리

57 〃 산정 한국전력거래소 2015.7.29. 석현동 성북16통

58 〃 택촌 한전KDN(주) 2016.7. 7 영강동 영강8통

59 〃 철야 한전KDN(주)전력판매IT사업처 2016.10.21 봉황면 철천2리

60 〃 가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12.27. 공산면 가송4리

61 〃 랑동 한전KDN(주) 인사노무처 2018.8.14. 다시면 복암2리

자료: 나주시청 혁신도시교육과 내부자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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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마을명
(지정연도)

(주소)

대표자
(사무장)

체험프로그램 현황 주요시설
숙박
여부

운영실적(2018년)

방문객
(명)

매출액
(천 원)

8개 마을 95,568 1,624,349

세지화탑마을(2008)
(세지면 화탑길61)

김종구
(강승미)

한우요리체험, 허브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생태체험 

체험관
(60명 수용)

X 34,131 1,024,000

노안이슬촌마을(2009)
(노안면 이슬촌길119)

김종관
(나동주)

짚풀 달걀꾸러미, 인절미 떡
메치기, 깻잎김치 만들기, 

농산물 수확 체험

체험관, 게스트
하우스

(60명 수용)
O 19,098 209,750

산포홍련마을(2009)
(산포면 화지길28-7)

강원철
(이현숙)

농산물 수확체험, 연방죽 산
책로 걷기 체험

한옥체험관
(50명 수용)

O 11,358 29,662

다시동뫼골마을(2010)
(다시면 신석동산길30)

진득근
(김소원)

배타르트, 배쿠키 만들기, 
농산물 수확체험

체험관 2층건물
(1층 30명, 
2층 8명)

O 4,293 45,431

문평명하쪽빛마을
(2011)

(문평면 명하길29-10)

정만식
(황영희)

쪽 염색체험, 
쪽물 족욕, 

향기테라피 체험

체험관
(50명 수용)

O 5,385 146,230

왕곡덕실마을(2012)
(왕곡면 덕실길51) 

전현규
(백미영)

두부 만들기, 
전통장류 체험

체험관 X 1,078 59,216

에코왕곡마을(2012)
(왕곡면 나주서부로

371-14)

이신재
(박지선)

치즈, 아이스크림 만들기, 
에너지체험, 목공체험 

에코왕곡환경센터
(200명 수용, 
숙박60명)

O 18,397 104,041

노안금안한글마을
(2018)

(노안면 금안1길26)

김태진
(최안순)

훈민정음 한글쿠키, 단팥빵 
만들기 체험 

금안관, 명촌관
(체험 및 세미나 
각 50명 수용)

O 1,828 6,019

자료: 나주시청 혁신도시교육과 내부자료(2018).

□ 농촌체험휴양마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매결연 및 체험 현황(2019년 기준)

마을명 자매결연 기관명 체험 및 봉사 현황

세지화탑마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농촌 일손돕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20명), 농어촌공사(10명)

노안이슬촌마을 - - 농촌일손돕기 봉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포홍련마을 우정사업정보센터 - 짚풀공예체험: 우정사업정보센터(20명)

다시동뫼골마을 한국전력공사
봉사활동: 한국전력공사(40명)
가족 농촌체험: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처 

문평명하쪽빛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농촌 일손돕기 봉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5명)
- 쪽 염색체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명)

왕곡덕실마을 한국전력공사 - 두부체험: 국립전파연구원(55명)

에코왕곡마을 -
- 농촌일손돕기: 한국농어촌공사(20명)
- 목공체험: 국립전파연구원(60명)

노안금안한글마을 - -

자료: 나주시청 혁신도시교육과 내부자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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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부록 7

귀농‧귀촌 창조계층의 농촌 생활 및 지역사회 활동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

No.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
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
환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농촌 정착 실태와 농촌에서의 지역사회활동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창조계층 활용
을 통한 귀농‧귀촌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
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개인
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조사는 KREI 통신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 귀농‧귀촌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께는 별도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따라서 연말에 KREI 통신원님들께 드리는 
답례비 실적에는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내용 문의: 김광선 연구위원(T. 061-820-2361)
김남훈 부연구위원(T. 061-820-2095)
서형주 연구원(T. 061-820-2399)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행: 마크로밀 엠브레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번지 타워837
(문의: 이은숙 팀장, 02-3406-3857)

※ 조사의 편의를 위해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을 ‘귀’, 그리고 가구는 ‘귀댁’으로 지칭하도

록 하겠습니다.

SQ. 응답자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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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대상 : 만20~69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3.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____시/도    _________시/군/구 __________읍/면/동

Ⅰ. 귀농‧귀촌 관련 일반 사항

1. 귀하께서는 현 거주 지역(시‧군)으로 몇 년도에 이주하셨습니까? ☞ (           )년도

2. 귀하께서는 현 거주 지역으로 귀농‧귀촌하시기 전에 농촌에서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

까? 있으시면 농촌 거주 기간이 전체 몇 년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 농촌은 읍‧면지역을, 도시는 동지역을 의미합니다.

① 없음 ② 있음 ☞ 전체 (      )년

3. 귀하께서 현 거주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의 거주지 주소를 동 단위까지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시/도, (       )구/시, (       )동

4. 현 거주 지역은 개인적으로 귀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고향이다. ② 배우자의 고향이다.  

③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살고계시거나 사셨던 곳이다

④ 자녀들이 살고 있다 ⑤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이 살고 있다.

⑥ 과거에 이곳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⑦ 거주한 적은 없어도 가끔 들르던 곳이다.

⑧ 연고가 전혀 없다 ⑨ 기타(직접 기입:                      )

5. 귀하께서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① 외에는 복수 선택 가능)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④ 자녀(들)

⑤ 친척 또는 배우자의 친척 ⑥ 친구나 지인

⑦ 함께 귀농‧귀촌한 사람(들) ⑧ 마을 주민(들)

⑨ 기타(직접 기입:                                         )

6.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농가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빌라

④ 다가구주택 ⑤ 귀농인의 집, 마을회관, ○○센터 등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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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

⑦ 기타(직접 기입:                                         )

7.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직접 기입:                               )

8. 귀하께서 현재 살고계신 주택의 위치에 대해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군청 소재지 내 ② 읍‧면사무소 소재지 내     

③ 읍‧면사무소 소재지 인근 ④ 읍‧면사무소 소재에서 먼 원격 지역

⑤ 기타(직접 기입:                               )

9.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귀농‧귀촌하여 현재 살고계신 주택에 1주일에 평균 몇 

일정도 거주하십니까?

① 1주일 내내 (☞ 10번 문항으로) ② 6일 ③ 5일 ④ 4일

⑤ 3일      ⑥ 2일 ⑦ 1일 ⑧ 1일 미만

9-1. 그렇다면 그 외의 날에는 주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 (시‧군 명칭 직접 기입:           )

Ⅱ. 귀농‧귀촌 이유와 만족도

10. 귀하께서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2순위까지(두 가지) 선정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② 농촌이 도시보다 주택 구입이 쉬워서  

③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④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⑤ 집안의 가업 승계          ⑥ 농사일(농림축수산)이 좋아서

⑦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 때문에 ⑧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⑨ 가족･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⑩ 자녀교육을 위해서

⑪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⑫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를 위해

⑬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관련 사업을 위해 ⑭ 가지고 있는 재능의 활용을 위해

⑮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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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께서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를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2순위까지(두 가지) 선택해주

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고향이어서 ② 전에 살던 곳 근처라서

③ 가족, 친척, 지인이 사는 곳이어서 ④ 타 지역에 비해 자연 환경이 좋아서

⑤ 생활환경이 편리해서 ⑥ 귀농･귀촌정책(지원)이 잘되어 있어서

⑦ 농사지을 여건이 좋아서 ⑧ 농사 외에도 생계를 위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⑨ 주거 확보가 용이해서 ⑩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⑪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⑫ 자연환경이 좋아서

⑬ 주민들의 인심이 좋아서 ⑭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과 가정이 있어서(많아서)

⑮ 문화나 여가 활동이 편리해서 ⑯ 교통과 접근성이 좋아서

⑰ 안전 및 치안 환경이 좋아서 ⑱ 직장 또는 일터와 가까워서

⑲ 이곳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용이해서 ⑳ 기타(직접 기입:                          )

12. 귀하께서 현재의 거주지로 귀농･귀촌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 또는 

곳 한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

① 가족 및 친척 ② 친구 및 지인

③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기관 ④ 지자체(도청,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

⑤ 마을 주민(들) ⑥ 기존의 귀농･귀촌자(들)

⑦ 직장 관계자(들) ⑧ 인터넷, TV, 신문 등 매체의 정보

⑨ 기타(직접 기입:                                                         )

13. 귀하께서 귀농･귀촌을 결심한 이후 실제 현 거주 지역으로 이주하기까지 걸린 시간(귀

농･귀촌 준비기간)은 대략 몇 년입니까? ☞ 약 (        ) 년

14. 귀하께서 현 거주 지역으로 실제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2순위까지(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가족의 이해와 동의, 설득 ② 주택 마련

③ 농지, 축사 구매 및 임대 등 영농 준비              ④ 영농교육 또는 직업교육

⑤ 귀농･귀촌에 따른 자금 마련 ⑥ 농업 외 일자리 마련(구직 활동)

⑦ 사업(창업) 준비 ⑧ 지역주민, 마을주민들과의 사전 교류

⑨ 귀농･귀촌 선배들과의 교류 ⑩ 자녀 교육 대비

⑪ 생계 외 활동 준비(여가, 봉사, 기여 활동 등) ⑫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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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당시 중요도
고려 사항

현재의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
←←                                       →→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                                       →→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가족들과의 삶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자신만의 조용한 삶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생계 마련(농업 및 비농업)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농촌의 전통 및 지역문화 향유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문화･여가･취미 활동(동호회 

포함)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문화･여가･스포츠(체육) 

인프라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상하수도, 인터넷,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병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

의료 인프라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사회복지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교통 편의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안전 및 치안 환경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인근 중심지 또는 도시에 

대한 접근성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5. 귀농･귀촌하시기 전 도시생활과 비교할 때, 귀하께서는 귀농･귀촌 후 현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삶의 질이 매우 좋아졌다. ② 삶의 질이 좋아진 편이다.

③ 비슷한 편이다. ④ 삶의 질이 나빠진 편이다.

⑤ 삶의 질이 매우 나빠졌다.

16. 귀하의 귀농･귀촌 이유나 목적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귀농･귀촌 후 현재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만족과 불만족 정도가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7. 아래 각 항목에 대해 귀하께서 귀농･귀촌 당시 중요하게 고려한 정도(중요도)의 점수를 

체크해 주시고, 동일 항목에 대해 귀농·귀촌 후 현재 만족하고 계신 정도(만족도)의 점수

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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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당시 중요도
고려 사항

현재의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
←←                                       →→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                                       →→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 공헌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마을 및 지역사회 리더 또는 

지도자 역할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본인의 교육 및 자기개발 

기회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마을 및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와 교류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기타

(직접 기입:                    )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Ⅲ.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활동 및 도농교류

18. 귀농･귀촌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귀하의 소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① 크게 증가하였다.② 약간 증가하였다.③ 귀농·귀촌 이전과 비슷하다.

④ 약간 감소하였다.⑤ 크게 감소하였다.

19. 귀하께서 현재 생계를 위해 하는 주요 경제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농업 분야(농림축수산) 경영 ② 농업 분야(농림축수산) 임금 근로 

③ 광업 분야 사업체 경영 ④ 광업 분야 임금 근로

⑤ 농축수산물 가공 분야 사업체 경영 ⑥ 농축수산물 가공 분야 임금 근로

⑦ 그 외 제조업 분야 사업체 경영 ⑧ 그 외 제조업 분야 임금 근로

⑨ 농촌관광 분야(농업농촌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 경영

⑩ 농촌관광 분야(농업농촌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 임금 근로

⑪ 이외 민간부문 서비스업 사업체 경영 ⑫ 이외 민간부문 서비스업 분야 임금 근로

⑬ 건설･토목･조경 분야 사업체 경영 ⑭ 건설･토목･조경 분야  임금 근로

⑮ 공공부문 임금 근로 ⑯ 무직

⑰ 기타(직접 기입:                                                  )

19-1.  이 중 생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활동 번호를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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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5) 디자이너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7)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층

8)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9)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10)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1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1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13)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창조적
전문가

18) 대학 교수 및 강사 19)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20) 기업고위임원 21) 정보 시스템 운영자

20. 다음 중 귀하께서 귀농.귀촌 전 주요 직업 경험이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직업을 모두 선

택해 주세요. 

구분 세부 내용(중분류)

① 일반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등

② 고위 관리자 공공 및 기업 고위직, 공공단체 임원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리직,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

④ 사무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등

⑤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

⑥ 판매 종사자 영업직,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 통신판매 및 방문·노점 관련직 등
⑦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등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등

⑩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등

⑪ 군인 의무로 복무중인 장교, 부사관, 기타 군인
⑫ 없음

20-1. (문20=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다음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활동 경험이 

있는 직업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 155

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22)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안전 관리 및 검사원
24)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5)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 의료진료 전문가 27) 법률 전문가
28) 행정 전문가 29) 인사 및 경영 전문가
30) 금융 및 보험 전문가 31)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이외
귀하의 직업
(구체적으로)

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5) 디자이너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7)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층

8)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9)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10)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1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1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13)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창조적
전문가

18) 대학 교수 및 강사 19)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20) 기업고위임원 21)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안전 관리 및 검사원
24)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5)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 의료진료 전문가 27) 법률 전문가
28) 행정 전문가 29) 인사 및 경영 전문가
30) 금융 및 보험 전문가 31)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이외
귀하의 직업
(구체적으로)

20-2. (문20-1번에서 응답한 보기만 제시) 그 중 귀하께서 귀농･귀촌 이후 현재 농촌에서의 

생계･생활･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20-3. (문20-2에서 응답한 내용만 표형식으로 제시) 귀하께서 현재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직업별로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지 간략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번호 도움이 되는 농촌에서의 생계･생활･활동 내용 직업번호 도움이 되는 농촌에서의 생계･생활･활동 내용

(예시) 2  (예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위원 활동 (예시) 4
 (예시) 농촌에서의 작품활동, 주민을 위한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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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하께서 현재의 시･군으로 귀농･귀촌하시기 전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가전

문자격, 민간자격 등)이 있으시면 해당 자격증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없음     ② 있음 ☞ 자격증 명: (            ), (            ), (            ) 

22. 반대로 귀농･귀촌하신 후 새롭게 취득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등)이 있으시면 해당 자격증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없음     ② 있음 ☞ 자격증 명: (            ), (            ), (            ) 

23. 위의 21번과 22번 질문에 응답하신 자격증 중 현재의 생업이나 농촌사회에서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 자격증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없음     ② 있음 ☞ 자격증 명: (            ), (            ), (            ) 

24-1. 귀농･귀촌 후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다음과 같은 공동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 정도참여하셨습니까?

24-2. (문24-1=3, 4 응답항목만 제시) 각 활동별로 임원직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

요. 단, 임원직을 과거에 맡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맡고 계신 경우 모두 “경험”으로 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공동 활동
24-1. 참여 정도 24-2. 임원직 경험

전혀 참여
안 함

거의 참여
안 함

종종 참여적극 참여 경험 비경험

 마을 회의(반상회, 청년회, 여성회, 노인회 등) ① ② ③ ④ ① ②
 마을 내 영농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① ②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조직(관련 위원회, 협의회 등) ① ② ③ ④ ① ②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동호회, 

전수회 등)
① ② ③ ④ ① ②

 지역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친목단체(계, 동문회 모임 등) ① ② ③ ④ ① ②

 종교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지역의 농업인 교육(농업인 대학 등) ① ② ③ ④ ① 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① ② ③ ④ ① ②
 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기타 식품가공 등) ① ② ③ ④ ① ②

 농산물(가공식품) 판매활동(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① ② ③ ④ ① ②
 농촌관광사업(농업농촌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 ① ② ③ ④ ① ②

 마을 및 지역의 축제 기획이나 운영 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기타(직접 기입:                               ) ① ② ③ ④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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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준비 시 걱정
걱정 및 어려움

현재 농촌생활의 어려움
전혀 걱정 안 했음                매우 걱정했음
←←                                       →→

전혀 문제없음                   매우 큰 문제임
←←                                       →→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일자리 또는

 생계 마련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자녀의 교육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소득의 감소나 부족

(생활고)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5. 귀하께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역량, 재능 등이 귀농･귀촌 이후의 농촌생활에서 어

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발휘되고 있다. ② 발휘되고 있는 편이다.

③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④ 전혀 발휘되지 못한다.

Ⅳ. 농촌 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26. 귀하께서는 농촌이 어느 정도나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② 다소 살만한 곳이다

③ 그저 그렇다(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④ 다소 살기 어려운 곳이다

⑤ 살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다  

27. 귀하께서 향후 가장 확대하고 싶으신 농촌에서의 활동 분야 2순위까지(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농업(농림축수산업) 생산 ② 가공분야

③ 농촌체험 및 농촌관광 ④ 농촌개발 분야(중심지･권역･마을 등의 개발) 

⑤ 현대 문화예술 분야 ⑥ 전통 문화예술 분야

⑦ 자연생태 가꾸기 ⑧ 건축 및 조경

⑨ 과학 및 전문 기술 분야 ⑩ 기타 서비스업 분야

⑪ 자아개발 및 (자신을 위한) 교육 ⑫ 타인을 위한 교육

⑬ 자원봉사활동 ⑭ 기타(직접 기입:                        )

28. 귀농･귀촌 준비 시 가장 걱정되었던 점과 귀농･귀촌 후 현재 농촌생활에서 문제점(어려운 

점)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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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준비 시 걱정
걱정 및 어려움

현재 농촌생활의 어려움
전혀 걱정 안 했음                매우 걱정했음
←←                                       →→

전혀 문제없음                   매우 큰 문제임
←←                                       →→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인력의 부족(구인)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의료 및 보건 시설과 

서비스 부족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교통 편의 부족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문화 향유 및 여가 

활동의 어려움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상업시설의 부족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안전 및 치안의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생각과 활동을 공유
할 사람의 부족 문제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기타

(직접 기입:              )
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9. 귀하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역량, 재능 등을 귀농･귀촌 이후 농촌에서 발휘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2순위까지(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발휘할 기회의 부족                ② 함께 할 사람의 부족

③ 관련 시설이나 공간, 장비 등의 부족   ④ 자금의 부족

⑤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점   ⑥ 가족의 반대

⑦ 지역사회의 비협조 분위기   ⑧ 본인의 건강 문제

⑨ 법과 제도적인 제약                 ⑩ 기타(직접 기입:                       )

30.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된 농촌 정착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2순위까지(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주거 지원      ② 생활안정 자금 및 기초생활 안정 지원

③ 농지 지원    ④ 농림축수산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⑤ (농림축수산물) 가공 사업 지원    ⑥ 농촌 체험 및 농촌 관광 육성

⑦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⑧ 기초 사회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⑨ 교육 기반 구축 및 교육의 질 제고    ⑩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⑪ 문화여가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⑫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⑬ 농촌 기업 육성 및 농촌 기업가 양성    ⑭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⑮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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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귀하께서는 다시 도시로 이주할 생각 또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몇 년 내에 도시로 이주할 것이다.

②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로 이주할 것이다.

③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향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다.  

④ 농촌에서 계속 살지, 도시로 다시 이주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⑤ 기타(직접 기입:                                          )

Ⅴ. 응답자 개인 정보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⑤ 대학원 재학 또는 그 이상

DQ1-1. (DQ1=2~5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니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DQ1-2. (DQ1=3~5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농림축수산 관련 대학 또는 관련 학과에 다

니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DQ1-3. (DQ1=5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가 있으십니까?

 ① 석사학위 있음 ② 박사학위 있음 ③ 해당없음

DQ2. (DQ1=3~5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DQ3. 귀하께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것

으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특허 ② 실용신안 ③ 의장

 ④ 상표 ⑤ 저작권 ⑥ 기타(구체적으로:  )

 ⑦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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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 귀하께서는 이동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용차 및 승합차 ② 트럭 ③ 오토바이 및 사발이

 ④ 자전거 ⑤ 기타(구체적으로:       ) ⑥ 해당 없음

DQ5.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299만 원 ③ 300-399만 원

④ 400-499만 원               ⑤ 500-599만 원               ⑥ 600-699만 원

⑦ 700-799만 원            ⑧ 800-899만 원                    ⑨ 900-999만 원 

⑩ 1,000만 원 이상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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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농촌 이주 및 도시‧농촌 병행 거주 의향과 정책 수요 조사

No.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
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
환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귀농‧귀촌 의향과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귀농‧귀촌활성화
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
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개인
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조사는 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내용 문의: 김광선 연구위원(T. 061-820-2361)
김남훈 부연구위원(T. 061-820-2095)
서형주 연구원(T. 061-820-2399)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사 수행: 마크로밀 엠브레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번지 타워837
(문의: 조은정 과장, 02-3406-1786)

※ 조사의 편의를 위해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을 ‘귀하’, 그리고 가구는 ‘귀댁’으로 지칭하

도록 하겠습니다.

SQ. 응답자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미만→[조사중단]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SQ3.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도시에서 거주

② 도시와 농촌에서 병행 거주

③ 농촌(산촌, 어촌 포함)에서 거주→[조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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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중분류)

① 일반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등

② 고위 관리자 공공 및 기업 고위직, 공공단체 임원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리직,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

④ 사무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등

⑤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

⑥ 판매 종사자 영업직,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 통신판매 및 방문·노점 관련직 등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등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등

⑩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등

⑪ 군인 의무로 복무중인 장교, 부사관, 기타 군인
⑫ 없음

SQ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포함)을 병행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광주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인천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그 외→[조사중단]

  SQ4-1. 귀하의 주소지를 기재해 주십시오.  

      ( )구/군 ( )읍/면/동

[조사대상 : 구에서 거주하는 경우(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조사중단)]

[조사대상 : 동에서 거주하는 경우(읍/면에서 거주하는 경우 조사중단)]

SQ5. 다음 항목 중 귀하의 현재 또는 과거 직업이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항목을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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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5-1. [SQ5=2,3 응답자 대상] 그렇다면 다음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직업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5) 디자이너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7)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층

8)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9)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10)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1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1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13)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창조적
전문가

18) 대학 교수 및 강사 19)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20) 기업고위임원 21)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안전 관리 및 검사원
24)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5)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 의료진료 전문가 27) 법률 전문가
28) 행정 전문가 29) 인사 및 경영 전문가
30) 금융 및 보험 전문가 31)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이외
귀하의 직업
(구체적으로)

Ⅰ. 농촌에 대한 경험과 인식

AQ1. 귀하께서는 과거에 농촌(산촌, 어촌 포함)에서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농촌에 사셨던 전체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① 있음 ☞ 전체 약 (      )년 ② 없음 ☞ [AQ2로 이동]

  AQ1-1. [AQ1=1 응답자 대상] 농촌에 거주하셨던 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농촌에서 출생            ② 초등학교 입학 전 유년기 ③ 초등학교 재학시절 

④ 중학교 재학시절        ⑤ 고등학교 재학시절 ⑥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결혼 전

⑦ 결혼 후            ⑧ 자녀가 생긴 후 ⑨ 기타(직접 기입:            )

  AQ1-2. [AQ1=1 응답자 대상]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된 주요 동기나 이유를 모두 선

택해 주십시오.

    ① 부모님을 따라 이주 ② 본인의 학업을 위해  

③ 취업 준비를 위해(시험 준비 포함) ④ 일하는(일하게 된) 직장이 도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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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혼을 위해 ⑥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위해

⑦ 삶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⑧ 농촌에는 미래를 위한 기회가 부족해서

⑨ 가족‧친지와 함께(가까이) 살기 위해 ⑩ 기타(직접 기입:                    )

AQ2. 귀하의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들 중 현재 농촌에 살고계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분인지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본인의 부모                 ② 배우자의 부모

     ③ 본인의 부모 외의 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

     ④ 배우자의 부모 외의 배우자 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

     ⑤ 본인의 친척    ⑥ 배우자의 친척

     ⑦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구 및 가까운 지인    ⑧ 없음

     ⑨ 기타(직접 기입:                      )

AQ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농촌(산촌, 어촌 포함)을 방문한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몇 차례 방문하셨습니까?

    ① 있음 ☞ 지난 1년 간 약 (          )회 ② 없음 ☞ [AQ4로 이동]

  AQ3-1. [AQ3=1 응답자 대상] 농촌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본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목적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족‧친척 및 지인 방문 ② 또 다른 주택(세컨드 홈)에서 지내기 위해

③ 일 때문에 혹은 돈을 벌기 위해 ④ 여행 및 관광(농산어촌 체험 포함)

⑤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 ⑥ 봉사활동이나 농사일을 거들기 위해

⑦ 귀농이나 귀촌 준비를 위해 ⑧ 본인의 전문성 있는 활동을 위해

⑨ 기타(직접 기입:                    )

AQ4. 귀하께서는 우리 농촌을 규정 또는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특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농업(농림축수산업) ② 자연환경과 생태자원

③ 낮은 인구 도 ④ 느림과 여유

⑤ 공동체성 ⑥ 전통과 문화

⑦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⑧ 위험이 적은 안전한 환경

⑨ 기타(직접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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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도시와 비교할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해당 점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유형1 왼쪽에 가까움 <<<<<<<  보통  >>>>>>> 오른쪽에 가까움 유형2

(1)
타인의 시선이 

차가운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타인의 시선이 
따뜻한

(2) 분위기가 낯선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분위기가 친근한

(3) 심리적으로 불편한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심리적으로 편안한

(4) 가기에 멀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가기에 가깝다
(5) 환경이 더러운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환경이 깨끗한
(6) 가치가 낮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가치가 높다
(7) 절망적이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희망차다
(8) 위험하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안전하다
(9) 매정하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인정이 있다
(10) 추하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아름답다
(11) 먹고살기 힘들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먹고 살만하다
(12) 나와 관련 없는 곳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나와 관련 깊은 곳
(13) 나쁜 기억이 있는 곳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좋은 추억이 있는 곳
(14) 즐길만한 것이 없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즐길만한 것이 많다

(15)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가고 싶은 곳이다

(16)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매우 생산적이다

(17) 투자할 곳이 못 된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투자할 만한 곳이다
(18) 살기 싫은 곳이다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살고 싶은 곳이다

AQ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이 어느 정도나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② 다소 살만한 곳이다.

③ 그저 그렇다(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④ 다소 살기 어려운 곳이다.

⑤ 살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다. ⑥ 기타(직접 기입:                   )

Ⅱ. 농촌 생활의 조건과 향후 활동 및 정책 수요

BQ1. 귀하께서는 향후(먼 미래도 포함)에 농촌(산촌, 어촌 포함)으로 이주하시거나 도시와 

농촌에서의 거주를 병행(예: 일정 기간은 도시 주거, 다른 일정 기간은 농촌 주거)하

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농촌(산촌, 어촌 포함)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② 농촌(산촌, 어촌 포함) 이주는 싫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 의향은 있다. 

③ 농촌(산촌, 어촌 포함)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 의향이 전혀 없다. ☞ [BQ11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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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2. 귀하께서는 대략 몇 년 뒤부터 농촌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하실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약 ( )년 뒤부터

BQ3. 귀하께서는 향후 농촌 이주 또는 도시･농촌 병행 거주 시 농촌에서 함께 사실 분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

     ⑥ 배우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

     ⑦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구나 지인     

     ⑧ 기타(직접기입:                   ) ⑨ 없음(본인 혼자 거주)

BQ4. 귀하께서 향후 농촌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하신다면 어떤 곳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본인의 고향     

② 배우자의 고향  

③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고향이나 살고계신 곳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 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이 살고계신 곳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척이나 친구, 지인이 살고계신 곳

⑥ 과거에 교류나 방문 경험이 있는 곳

⑦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되도록 가까운 곳

⑧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혀 새로운 곳

⑨ 아직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고려해본 적 없음

⑩ 기타(직접 기입:                           ) 

BQ5. 귀하께서 향후 농촌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하실 의향을 가지게 된 이유 두가

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 (     )

     ①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② 농촌이 도시보다 주택 구입이 쉬워서  

③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④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⑤ 집안의 가업 승계 ⑥ 농사일(농림축수산)이 좋아서

⑦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 때문에 ⑧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⑨ 가족･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⑩ 자녀교육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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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사회 공동 활동 참여의향(O/X)
 마을 회의(반상회, 청년회, 여성회, 노인회 등)

 마을 내 영농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등)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 등)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조직(관련 위원회, 협의회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동호회, 전수회 등)
 지역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친목단체(계, 동문회 모임 등)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 교육(농업인 대학 등)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기타 식품가공 등)
 농산물(가공식품) 판매활동(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농촌관광사업(농업농촌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
 마을 및 지역의 축제 기획이나 운영 참여
 기타(직접 기입:                                 )

⑪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⑫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를 위해

⑬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관련 사업을 위해 ⑭ 가지고 있는 재능의 활용을 위해

⑮ 기타(직접 기입: )

BQ6.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농촌으로 이주하시거나 도시･농촌 병

행 주거를 하실 생각입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을 최대 네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①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 ② 가족들과의 삶

③ 자신만의 조용한 삶 ④ 생계 마련(농업 및 비농업)

⑤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 ⑥ 농촌의 전통 및 지역문화 향유

⑦ 문화･여가･취미 활동(동호회 포함) ⑧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

⑨ 문화･여가･스포츠(체육) 인프라 ⑩ 상하수도, 인터넷,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⑪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 ⑫ 병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 인프라

⑬ 사회복지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⑭ 교통 편의

⑮ 안전 및 치안 환경 ⑯ 인근 중심지 또는 도시에 대한 접근성

⑰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 공헌 ⑱ 마을 및 지역사회 리더 또는 지도자 역할

⑲ 본인의 교육 및 자기개발 기회 ⑳ 마을 및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와 교류

㉑ 기타(직접 기입: )

BQ7. 귀하께서 농촌으로 이주하시거나 도시･농촌 병행 주거를 하시게 된다면, 

다음 농촌지역사회의 공동 활동 중 참여하고 싶으신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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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5) 디자이너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7)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층

8)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9)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10)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1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1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13)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창조적
전문가

18) 대학 교수 및 강사 19)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20) 기업고위임원 21)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안전 관리 및 검사원
24)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5)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BQ8. 귀하께서 향후 농촌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주거를 하게 될 시에 농촌에서 가장 하고 

싶으신 활동 분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농업(농림축수산업) 생산 ② 가공분야

③ 농촌체험 및 농촌관광 ④ 농촌개발 분야(중심지･권역･마을 등의 개발) 

⑤ 현대 문화예술 분야 ⑥ 전통 문화예술 분야

⑦ 자연생태 가꾸기 ⑧ 건축 및 조경

⑨ 과학 및 전문 기술 분야 ⑩ 기타 서비스업 분야

⑪ 자아개발 및 (자신을 위한) 교육 ⑫ 타인을 위한 교육

⑬ 자원봉사활동 ⑭ 기타(직접 기입: )

BQ9. 도시민의 농촌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촉진하고 안정된 농촌 정착을 위해 지

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주거 지원   ② 생활안정 자금 및 기초생활 안정 지원

③ 농지 지원 ④ 농림축수산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⑤ (농림축수산물) 가공 사업 지원 ⑥ 농촌 체험 및 농촌 관광 육성

⑦ 기초생활 인프라(상하수도,도로,인터넷 등) 공급 ⑧ 기초 사회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⑨ 교육 기반 구축 및 교육의 질 제고 ⑩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⑪ 문화여가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⑫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⑬ 농촌 기업 육성 및 농촌 기업가 양성 ⑭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⑮ 기타(직접 기입: )

BQ10. [SQ5=2,3 & BQ1=1,2 응답자 대상 / SQ5-1에서 응답한 보기만 제시] 향후 귀하

께서 농촌 이주나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농촌에서의 생계·생활·활동

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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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26) 의료진료 전문가 27) 법률 전문가
28) 행정 전문가 29) 인사 및 경영 전문가
30) 금융 및 보험 전문가 31)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이외
귀하의 직업
(구체적으로)

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문화예술
분야

창조계층

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5) 디자이너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7)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전문
지식기술

분야
창조계층

8)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9)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10)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1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1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13)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4) 없음

☞ [DQ1로 이동]

BQ11. [BQ1=3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최대 네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① 괜찮은 주택(주거) 마련 ② 가족들과의 삶

③ 자신만의 조용한 삶 ④ 생계 마련(농업 및 비농업)

⑤ 쾌적한 자연과 생태 환경 ⑥ 농촌의 전통 및 지역문화 향유

⑦ 문화･여가･취미 활동(동호회 포함) ⑧ 예술･작품･창작 활동 등 전문분야 활동

⑨ 문화･여가･스포츠(체육) 인프라 ⑩ 상하수도, 인터넷,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⑪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교육 서비스 ⑫ 병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 인프라

⑬ 사회복지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⑭ 교통 편의

⑮ 안전 및 치안 환경 ⑯ 인근 중심지 또는 도시에 대한 접근성

⑰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 공헌 ⑱ 마을 및 지역사회 리더 또는 지도자 역할

⑲ 본인의 교육 및 자기개발 기회 ⑳ 마을 및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와 교류

㉑ 기타(직접 기입: )

BQ12. [SQ5=2,3 & BQ1=3 응답자 대상 / SQ5-1에서 응답한 보기만 제시] 향후 귀하께서 

미래의 생계·생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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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

창조적
전문가

18) 대학 교수 및 강사 19)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20) 기업고위임원 21)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안전 관리 및 검사원
24)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5)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6) 의료진료 전문가 27) 법률 전문가
28) 행정 전문가 29) 인사 및 경영 전문가
30) 금융 및 보험 전문가 31)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이외
귀하의 직업
(구체적으로)

   3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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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정보

※ 끝으로 귀하의 다음 인적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개인 인적 사항은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통계처리 됩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④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⑤ 대학원 재학 또는 그 이상

  DQ1-2. [DQ1=3,4,5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Q1-3. [DQ1=4,5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는 농림축수산 관련 대학 또는 학과를 다니셨

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Q1-4. [DQ1=5 응답자 대상] 귀하가 취득한 학위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석사학위 ② 박사학위

③ 해당없음

DQ2. 귀하께서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Q3. 귀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이 

있으십니까?

     ① 예 ☞[DQ3-1로 이동] ② 아니오 ☞[DQ4로 이동]

  DQ3-1. 귀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지적재산권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경우

에는 “0”으로 기재)

     ① 특     허 : (                               )건 ② 실용신안 : (                              )건

③ 의     장 : (                               )건 ④ 상    표 : (                                )건

⑤ 저 작 권 : (                               )건 ⑥ 기    타 : (                                )건

☞ 직접 기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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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3-2. [BQ1=1,2 & DQ3=1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지적재산권 중 

향후 농촌에서의 삶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

당 지식재산권의 명칭을 기입해 주십시오

     ① 특      허 : (                     ), (                     ), (                     ) 

② 실용신안 : (                     ), (                     ), (                     ) 

③ 의      장 : (                     ), (                     ), (                     )  

④ 상      표 : (                     ), (                     ), (                     ) 

⑤ 저  작  권 : (                     ), (                     ), (                     ) 

⑥ 기      타 : (                     ), (                     ), (                     ) 

DQ4. 귀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① 예 ☞[DQ4-1로 이동] ② 아니오 ☞[조사종료]

  DQ4-1. [DQ4=1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취득하신 주요 자격증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DQ4-2. [BQ1=1,2 & DQ4=1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 중 향

후 농촌에서의 삶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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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        )시·도 (        )시·군

직위 주요업무 업무수행 기간
(       )년 (     ) 개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지자체 설문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
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
환으로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인근 농촌에서의 인구 및 지역사회활동 변화와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주)KCF파트너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 활력 증진을 위
한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사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본 조사의 활용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개인이나 개별 업체 및 조직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연구위원(061-820-2361)  

김남훈 부연구위원(061-820-2095)
서형주 연구원(061-820-2399)

실사
기관

KCF파트너스
조반석 대리(02-3429-1773)

SQ1.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 지역과 기관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SQ2. 귀하의 직위, 주요업무, 업무 수행기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인적자원 유치와 활용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 및 관련 부처에서는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유치와 활용

을 위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체류형농업창업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과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나 창업 지원, 수당 지급, 상담 및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부록 참조>

   ☞ 이하 ‘농촌의 인적자원’은 농촌 활성화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

력을 가진 인력을 의미합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인력’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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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상 사업명 지역/기관 사업 내용

청년층

청년행복결혼공제사업 충청북도 60만원(5년간)

친환경청년농부육성사업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지원

청년쉼표프로젝트 전라북도 전주시 청년수당 50만원(3개월)

전남청년마을로프로젝트 전라남도 급여 200만원+α

일하는청년시리즈 경기도
청년연금(10년 연 120~360만 원)

마이스터통장(2년 월 30만 원)
복지자금(연 120만 원)

청년커플창업지원 경상북도 젊은 부부 대상 6천만 원 창업비 지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경상북도 1인당 3천만 원 

청년해외인턴사업 경상남도 해외기업 인턴기회 제공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 50만 원(2~6개월)

1석5조 인천청년사랑프로젝트 인천 중소제조기업 청년근로자 연 120만 원 복지자금

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 30만원(6개월)

청년층
/ 고령층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중소기업벤처부
기술, 경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퇴직자와 청년의 아이
디어를 결합한 예비 창업팀 발굴 및 창업 준비 지원. 

중장년층

50플러스 보람일자리사업 서울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50+세대에게 사
회공헌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

베이비부머세대 새출발설계 
맞춤 창업학교

경상북도
베이비부머, 은퇴자중 예비창업자 등 300명을 대상으
로 창업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준비 공간, 컨설

팅 등 지원(2019년 예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용노동부
전직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재
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전국 시도별

로 종합센터 운영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벤처부

K-startup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전국 25개 센터에서 창업공간 지원 및 경영, 

마케팅 교욱, 전문가 상담 지원

고령층

실버택배
CJ대한통운 &

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전남 등 협약)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 등에 마련된 ‘배
송거점’에 물품을 두면 배송거점 1~2km에 거주하는 
‘실버배송원’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 가정마다 

물건 배송

시니어 스팀세차단,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

경기도

임시사무실과 세차 시설·장비 구매 등 지원(시·군 확대 
예정)/

사회적경제형식물공장 위해 3억5,000만원 예산 확보
(2019년 설립 예정)

은빛 멘코칭사업 대전광역시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 멘토링 및 코칭

시니어인턴십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장기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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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적자원 유치 활용 

정책입니다. 

귀농·귀촌 정책
① 도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⑭ 인적자원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
②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금 제공 ⑮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제공
③ 귀농 교육 및 훈련비 지원 ⑯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 농촌 주택 구입 관련 상담 ⑰ 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⑤ 농촌 주택 수리 지원 ⑱ 문화·여가 시설 확대
⑥ 농지 매입 및 임차비 지원 ⑲ 의료·복지 시설 확대
⑦ 농기계 구입 지원 및 임대 사업 ⑳ 대중교통 확대 및 도로 확장 사업
⑧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 ㉑ 교육 시설 확대 
⑨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정책 ㉒ 출산 장려금 지원
⑩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 ㉓ 육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⑪ 사회적 일자리 제공 ㉔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⑫ 재능기부 활동 지원 ㉕ 인적자원 관리 지원 조직체계 구성
⑬ 취업을 교육 프로그램 제공 ㉖ 기타 (                    )

A1.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리스트정보 시·도)에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모두 골라 주세요.

보기에는 없지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기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A3번은 A1에서 응답한 정책에 대해 반복하여 질문함]

A3. 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A1에서 선택한 정책만 구현) 정책의 사업 대상은 누구입

니까? 대상층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청년   ② 고령층      ③ 여성  

    ④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 ⑤ 농업 기업

A4. 그렇다면, 귀 지자체에서 인적자원 유치와 활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중

점적으로(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필수]

1순위: _____, 2순위:_ ______, 3순위: _______

     [ 보기는 A1에서 응답한 정책 나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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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리스트정보 시·군)에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모두 골라 주세요.

보기에는 없지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기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A3번은 A1에서 응답한 정책에 대해 반복하여 질문함]

A3. 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A1에서 선택한 정책만 구현) 정책의 사업 대상은 누구입

니까? 대상층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청년   ② 고령층      ③ 여성  

    ④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 ⑤ 농업 기업

A4. 그렇다면, 귀 지자체에서 인적자원 유치와 활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중

점적으로(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필수]

1순위: _____, 2순위:_ ______, 3순위: _______

     [ 보기는 A1에서 응답한 정책 나열 ]

A5. 귀 지자체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적자원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

기를 원하십니까?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필수]

1순위: _____, 2순위:_ ______

① 인구증가를 통해 지역사회 유지

② 부족한 농업 후계 인력 확보에 기여

③ 농식품 가공·유통 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④ 적극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⑤ 창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⑥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확대로 문화·여가시설 확충

⑦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⑧ 교통수단 확대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⑨ 젊고 창의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농촌의 혁신과 변화

⑩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

⑪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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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귀 지자체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인적자원 

계층을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필수]

1순위: _____, 2순위:_ ______

① 농업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젊은 농업 경영 인력

② 작가, 디자이너, 배우 등 문화예술인

(작가/기자, 출판 전문가, 큐레이터/사서/기록물관리사, 연극/영화/영상 전문가, 화가/

사진가/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매니저/기타문화/

예술관련 종사자)

③ 대학교수, 과학자, 연구원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문지식기술인

(생명/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생명/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전문가,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시험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시험원, 환경공학기술자/시험원, 전

기/전자/기계 공학 기술자/시험원, 대학교수/강사)

④ 경영, 금융서비스, 법률 등에 종사하며 체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해 내는 창조적 전문가

(의회 의원/고위공무원/공공단체 임원, 기업고위 임원, 정보시스템 운영자, 통신/방송

송출 장비 기사, 안전관리/검사원, 항공기/선박 기관사/관제사, 기타 공학 전문가/관련 

종사자, 의료진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행정 전문가, 인사/경영 전문가, 금융/보험 전문

가, 상품기획/홍보/조사 전문가)

⑤ 은퇴자 또는 전원생활 희망자

⑥ 구직자 또는 예비창업자

⑦ 기타 (                                            )

A7.  귀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인적자원이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야를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필수]

1순위: _____, 2순위:_ ______

① 농축수산물 생산 ② 농축수산물 가공

③ 농축수산물 가공 외 제조업 ④ 농촌 관광(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

⑤ 문화예술 분야(현대, 전통문화예술 등) ⑥ 유통 및 기타 서비스업

⑦ 건설·토목·조경 분야 ⑧ 주거 분야

⑨ 의료·응급 분야 ⑩ 복지 분야

⑪ 교육 분야 ⑫ 환경 분야

⑬ 사회적 경제 분야 ⑭ 공공행정 분야

⑮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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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귀 지자체의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농촌 인적자원 유형을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필수]

1순위: _____, 2순위:_ ______

① 현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

② 현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

③ 현 지자체의 농촌 출신으로 귀농·귀촌한 주민

④ 타 지자체의 농촌 출신으로 도시 생활 후 귀농·귀촌인 주민

⑤ 농촌에 연고가 없는 귀농·귀촌한 도시 출신 주민

⑥ 기타: (                                                )

A9. 귀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계획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최대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필수]

1순위: _____, 2순위:_ ______, 3순위 : _______

① 도시 거주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② 농촌 정착을 위한 수당이나 생활비 지원

③ 농촌 주택 확보를 위한 구입 관련 상담 및 중개 ④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⑤ 인적자원의 역량에 맞는 인자리 연계 ⑥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⑦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체계 정비 ⑧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금 제공

⑨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⑩ 농촌의 교육 환경의 개선

⑪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정책 ⑫ 수당이나 생활비 지원

⑬ 현재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동등한 지원

⑭ 경제활동에서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 충돌 조정 정책

⑮ 농촌 이주 인적자원 중심의 전원마을 조성

⑯ 지자체 부처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⑰ 여성 인적자원에 대한 정착 지원

⑱ 농촌 정착 후 완전한 정착까지 관리를 위한 종합지원체계구축

⑲ 교통 수단 확대를 통한 공공시설 접근성 확보 ⑳ 도농 교류 확대

㉑ 농촌 이주 인적자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또는 지원

㉒ 기타: (                                        )

A10. 귀 지자체에서 창조적 리더십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                           )   

  

  A10-1. (A10 응답자만) (A10에서 기입한 개인이나 단체명)의 창조적 활동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활동 ② 문화예술 공연 활동

③ 농촌 관광 및 체험 활동 ④ 축제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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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의적 조사 및 연구 제공 ⑥ 체계적인 지식 전달

⑦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⑧ 교육 등 공공서비스 제공

⑨ 기타: (                         )      

  A10-2. (A10 응답자만) (A10에서 기입한 개인이나 단체명)의 창조적 활동 이후 농촌에 

나타난 변화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일자리 증가 및 기업 증가 ② 방문자 증가

③ 주민 소득 증가 ④ 전반적 인구 증가

⑤ 청년 인구 증가 ⑥ 도농 교류 확대

⑦ 공공서비스 서비스의 확대 ⑧ 문화적 활력 증대

⑨ 기타: (                               )

A11. 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11-1. (A11의 ①,② 응답자만) 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가지 응답해주세요.

① 농촌 인구 유지 ② 농촌 고령화 완화

③ 영유아 인구 증가 ④ 농촌 가족 및 농촌 사회 유지

⑤ 문화적 다양성 증가 ⑥ 다문화 포용성 증가

⑦ 양질의 노동력 공급 ⑧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

⑨ 농업 후계 인력 확보에 기여

⑩ 기타: (                                        )

A12. 마지막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 유치와 활용에 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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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설문조사: 혁신도시 주변 농촌 

No.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
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
환으로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인근 농촌에서의 인구 및 지역사회활동 변화와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
사에 적극 참여하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본 조사의 활용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개인이나 개별 업체 및 조직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내용 문의: 서형주 연구원
T. 061-820-2399

  응답자(이장) 기본 사항 
성명  거주 지역  (          ) 시/군 (          ) 읍/면 (          ) 리 

Ⅰ. 지역 귀농·귀촌인(혁신도시 근무) 활동

Q1. 이장님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 주민 중 나주 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주민은 

몇 명이며, 이 중 최근 5년 내 귀 마을로 귀농·귀촌한 분은 몇 명 입니까? 

  1) 이장님 마을의 전체 주민 수: 약 (           ) 명

  2) 마을 주민 중 나주 혁신도시 근무자: 약 (           ) 명

  3)  ┕→ 이들 중 최근 5년 내 귀농·귀촌자: 약 (          ) 명

Q2. 혁신도시 건설 이전과 비교할 때, 이장님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에서 귀농·

귀촌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까?

① 크게 증가하고 있다. ② 다소 증가하고 있다. ③ 변화 없다.

④ 감소하고 있다. ⑤ 크게 감소하고 있다.

Q3. 이장님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 주민 중,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은 다음의 지역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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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여도

전혀 참
여 안함

거의 참
여 안 함

종종 
참여

적극 
참여

① 마을 회의(반상회, 청년회, 여성회, 노인회 등)     ① ② ③ ④
② 마을 내 영농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등) ① ② ③ ④
③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④ 각종 모임의 임원(이장, 작목반장, 마을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① ② ③ ④

⑤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 조직(관련 위원회, 협의회 등) ① ② ③ ④
⑥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동호회, 전수회 등) ① ② ③ ④
⑦ 지역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① ② ③ ④
⑧ 친목단체(계, 동문회 모임 등) ① ② ③ ④
⑨ 종교 활동 ① ② ③ ④
⑩ 지역의 농업인 교육(농업인 대학) ① ② ③ ④
⑪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① ② ③ ④
⑫ 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기타 식품가공 등) ① ② ③ ④
⑬ 농산물(가공식품) 판매활동(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① ② ③ ④
⑭ 농촌관광사업(농업농촌체험, 주말농장, 민박 등) ① ② ③ ④
⑮ 마을 및 지역의 축제 기획이나 운영 참여 ① ② ③ ④

Q4. 이장님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 주민 중,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을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농업(농림축수산업) 생산

③ 가공분야

⑤ 농촌체험 및 농촌관광

⑦ 농촌개발 분야(중심지·권역·마을 등의 

개발)

⑨ 현대 문화예술 분야

⑪ 전통 문화예술 분야

⑬ 자연생태·환경 가꾸기

② 건축 및 조경

④ 과학 및 전문기술분야

⑥ 기타 서비스업 분야

⑧ 유아 및 청소년 교육 분야

⑩ 성인 교육 분야

⑫ 자원봉사활동

⑭ 기타(직접기입:                       )

Q5. 이장님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 주민 중,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들이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그들의 능력, 역량, 재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겪게 될 것

으로 예상되는 큰 어려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발휘할 기회의 부족

③ 함께 할 사람의 부족

⑤ 관련 시설이나 공간, 장비 등의 부족

⑦ 자금의 부족

⑨ 기타(                               )

② 가족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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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사회의 비협조적 분위기

⑥ 법과 제도적인 제약

⑧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점

Q6. 이장님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과 인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회사/단체 간에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교류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교류활동을 3가지만 오른쪽 네모 칸

에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세부
현재 교류활동

(해당사항 모두 선
택)

향후 희망활동
(3가지만 선택)

마을
발전

①마을홍보(홈페이지, 블로그, sns등) □ □
②마을 디자인 □ □
③전문상담(법률, 행정, 금융, 경영 등) □ □
④마을 시설 및 기계 수리 □ □
⑤마을발전기획 및 컨설팅 □ □
⑥1사 1촌,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 □
⑦장학금, 마을발전기금 등 기부 □ □

문화
여가

⑧농촌 마을시설 이용 및 농촌체험 □ □
⑨음악회, 공연, 축제 등 참여 기회 제공 □ □
⑩레저스포츠 □ □
⑪기관 워크숍, 야유회 등 지역 내 개최  □ □

교육
지도

⑫컴퓨터 교육 □ □
⑬평생교육 □ □
⑭아동/청소년 교육 □ □
⑮예체능교육(성인) □ □

생활
복지

⑯주거 환경 개선(도배, 장판, 주택정비) □ □
⑰벽화그리기 □ □
⑱이발/미용 □ □
⑲어르신/장애인돕기 □ □
⑳사진촬영(장수, 졸업, 마을풍경 등) □ □
㉑심리상담 □ □

의료
보건

㉒무료검진/진료 □ □
㉓식품/영양관리 □ □
㉔응급처치교육 □ □

농업
지원

㉕재배/수확/수확 후 관리 □ □
㉖판매/홍보 □ □
㉗안전품질관리 □ □
㉘상품디자인 □ □

기타 ㉙ 직접기입: (                                                               )



부 록 | 183

구분 내용 선택

문화예술 분야

작가/기자 □
출판 전문가 □

큐레이터/사서/기록물관리사 □
연극/영화/영상 전문가 □
화가/사진가/공연예술가 □

디자이너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매니저/기타문화/예술관련 종사자 □

전문지식기술 분야
생명/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시험원 □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

구분 세부
현재 교류활동

(해당사항 모두 선택)
향후 희망활동
(3가지만 선택)

마을발전

①마을홍보(홈페이지, 블로그, sns등) □ □
②마을 디자인 □ □
③전문상담(법률, 행정, 금융, 경영 등) □ □
④마을 시설 및 기계 수리 □ □
⑤마을발전기획 및 컨설팅 □ □
⑥장학금, 마을발전기금 등 기부 □ □

문화여가
⑦농촌 마을시설 이용 및 농촌체험 □ □
⑧음악회, 공연, 축제 등 참여 기회 제공 □ □
⑨레저스포츠 □ □

교육지도

⑩컴퓨터 교육 □ □
⑪평생교육 □ □
⑫아동/청소년 교육 □ □
⑬예체능교육(성인) □ □

생활복지

⑭주거 환경 개선(도배, 장판, 주택정비) □ □
⑮벽화그리기 □ □
⑯이발/미용 □ □
⑰어르신/장애인돕기 □ □
⑱사진촬영(장수, 졸업, 마을풍경 등) □ □
⑲심리상담 □ □

의료보건
⑳무료검진/진료 □ □
㉑식품/영양관리 □ □
㉒응급처치교육 □ □

농업지원

㉓재배/수확/수확 후 관리 □ □
㉔판매/홍보 □ □
㉕안전품질관리 □ □
㉖상품디자인 □ □

기타 ㉗ 직접기입: (                                                             )

Q7. 이장님께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과 인근 혁신도시 내 거주자 간에 어떠한 교

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교류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교류활동을 3가지만 오른쪽 네모 칸에 선택해 

주십시오.

 

Q8. 위 Q6과 Q7에서 응답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이장님께서는 귀 마을의 발전 및 활성화

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분야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최대 3가지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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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선택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전문가 □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시험원 □

화학공학 기술자/시험원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시험원 □

환경공학기술자/시험원 □
전기/전자/기계 공학 기술자/시험원 □

대학교수/강사 □

창조적 전문 분야

의회 의원/고위공무원/공공단체 임원 □
기업고위 임원 □

정보시스템 운영자 □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안전관리/검사원 □
항공기/선박 기관사/관제사 □

기타 공학 전문가/관련 종사자 □
의료진료 전문가 □

법률 전문가 □
행정 전문가 □

인사/경영 전문가 □
금융/보험 전문가 □

상품기획/홍보/조사 전문가 □

Q9. 이장님께서는 인근 나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마을 및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③ 영향이 없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Q10. 다음 항목 중 현재 이장님 마을 및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산포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고계신 주민

② 산포면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공부하고 다시 산포면에 와서 살고계신 주민

③ 산포면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직장생활(또는 사업)을 하다 다시 산포면에 와서 살고

계신 주민

④ 산포면이 고향이 아니지만 도시에서 공부나 직장생활을 하다 산포면에 와서 살고계신 주민

⑤ 기타(직접 기입:                                                                     )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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