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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 지역 거의 모든 마을의 심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회 은 1970년   

새마을운동 추진을 한 주민회의 공간으로 건립되기 시작하 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난 재까지 마을회 은 농 주민들에게 공동체 활동 공간이면서 휴식

처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요한 공동시설이다.

  농 지역은 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율은 도시에 비

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는 마을회 의 기능과 

이용자층의 변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약해지고 노

인 심으로 경로당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정

으로 수용할 운 로그램과 련 정책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농 주민들의 요한 공동시설인 마을회 의 리와 운  실태를 악하여 

마을회 이 농 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체

계 정비와 기능을 정립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과 귀농귀

 인구 증가 등 최근의 변화를 반 하여 장기 이고 미래지향 인 에

서 마을회 의 다각 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시 이다.

  이 연구는 농 지역 마을회  이용 실태를 반 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

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아울러 장조사를 통해 기능 유

형별로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마을회  운 을 일선에서 지원하

는 시군 계자와 마을회  운  책임자에게 실질 인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조사에 조해 주신 농업인과 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연구 

결과가 마을회 이 농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

고, 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12. 7.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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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목 과 방법

  이 연구는 마을회  이용 실태와 운 황을 조사하여 마을회  이용이 활

성화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범 는 농 지역의 마을회 이며, 연구 상 마을회 은 국 행정리단  마

을로 하되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보유한 조사요원인 지통신원이 거주해 조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 다. 분석은 유효 조사표 625건을 상으로 하 다.

  사례조사는 마을단  공공기  지원과 운  로그램 등이 상  30%에 들어 있

는 시군지역 마을회  에서 발굴하고, 이밖에도 지자체 조와 언론 보도 검색 등

을 통해 조사마을을 선정하여 19개 시군 35개 마을회 을 장방문 조사하 다.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마을회  운 형태에서 마을회 이 경로당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비율은 조사

마을의 85.4%로 다수가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을회  운 책임

은 마을의 표인 이장이 6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회장이 운 책임을 맡

고 있는 경우도 24.1%로 나타나 노인회 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잘 활용된다는 응답이 85.6%로 나타났으나, 주 이용계층이 

노인층과 부녀자 층으로 나타났고, 마을회  단일형은 10곳  3곳이 유휴화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에 마을회  기능을 체할 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17.1%에 그쳐 마을회 이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 시설인 것으로 악되었다.

  마을회  활용도가 낮은 경우 그 이유로 노인 심 활용과 다양한 계층이 참

여할 수 있는 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마을회 에 제공

되는 공공서비스도 부분 노인회원을 한 건강 련 로그램이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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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 원하는 교양문화 로그램은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을회 의 세부기능 활용도에서 커뮤니티 기능과 경로당 기능은 활용도가 

높으나 공부방, 공동작업장, 도농교류센터 기능으로서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마을회 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마을회  운 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난방시설의 경우 태양열 등 에

지 감형은 10곳  3곳에 불과하 다. 마을회 에서 가장 일반 이고 일상

으로 운 되는 공동식사는 10곳  8곳이 운 하고 있으며, 주 이용층은 노

인층과 부녀자 층으로 나타났다. 공동식사에 따른 문제로는 비용 마련과 인력

문제를 꼽았다. 

  마을회 이 마을에서 주민 소통과 마을발 에 ‘ 요한(매우 포함)’ 시설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88.6%로 나타났으며, 마을회  운 반에 해 만족한다는 비율

은 10명  7명꼴로 비교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만족 비율도 

23.0%에 달하고 특히 65세 미만 계층에서 불만족도가 65세 이상보다 11.3%p나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도 노인들만의 공간 이용(20.2%)을 가장 많이 꼽았

으며, 문화시설 미흡도 16.7%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마을회 에 한 심과 지원 정도에 해서는 10명  7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 다. 변화되고 있는 농  사회를 반 한 마을회 의 기

능 조정에 해서는 커뮤니티센터 기능 강화가 1순 로 나타났고, 노인 어센터, 

문화센터, 주민편의센터 순으로 나타나 마을회 이 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

며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로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 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로는 물리치료실, 압측정기 등 건강 련 시

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 고, 컴퓨터 등 정보화 련 수요도 다수 있었다. 

이용 만족도와 활용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마을회  활용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추정한 결과 마을회의소 기능, 문화행사 

 교육 기능, 경로당 기능, 사교  조직 활동 기능, 건강 리 기능 변수가 유

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회 의 다양한 기능 강화에 한 주

민들의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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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이용자의 부분이 학력이면서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마을회 의 세부기능별 활용도 평가 결과에서도 보육시설 기능, 청소

년 교육복지 기능, 공동수익사업 기능 등이 낮은 활용도를 보여 이들 기능과 련된 

부녀자, 청소년층, 장년층 그리고 고학력층 이용자들을 한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마을회 을 복합커뮤니티형, 보건  후생복지형, 공동수익 창출형으로 유형

화하고 이같은 마을회 의 유형별 특성을 시설, 운 로그램, 수익모델 개발 

등 향후 마을회  활성화 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  운 의 문제 과 과제

  마을회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마을회 이 마을단 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요한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노인과 부녀자 심으로 

마을회  활용도와 만족도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을회 이 경로

당화 되어가는 경향도 뚜렷하 다. 농 지역은 도시에서 릴 수 있는 교육과 

보건, 그리고 문화  혜택에서 상 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이같은 기능을 부

분 으로 수용해야 할 마을회 이 최소행정단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측

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운 의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회 에 한 기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도

가 낮으며 농 사회 환경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마을회  운 이 

노인 심으로 편 되면서 마을회  이용에 한 주민 계층간 갈등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마을회 을 매개로 제공되는 공 , 사  

로그램과 지원이 다양하지 못해 제한 인 기능 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정부- 역자치단체-기 자치단체의 마을회 에 한 정책과 지원체계가 명확

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마을회 과 련 정책사업의 연계가 미흡

해 마을단  공동시설의 효율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을회  이용 활성화를 한 정책 제언

  첫째, 국의 마을회 에 한 반 인 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기 자치단

체와 읍면을 통해 마을회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운  실태를 종합 으로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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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마을회  련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회 의 신축과 개‧보수에 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마을

회 을 건립연도를 고려해 순차 으로 신축 지원하는 것과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공모를 통해 보조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을회  신축에 한 표 설

계도의 제공도 요구된다. 

  셋째, 마을회  이용 활성화는 운 자 역할과 역량이 요하다. 따라서 운

매뉴얼 제공과 함께 운 자 교육이 필요하다. 마을회  운  성공사례 발표회

를 개최하여 운 방식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운 자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하여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회 과 경로당을 구분한 운 자 과 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회 이 경로당화되면 노인 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소통이 단 되고 노인 어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을회 에 

속한 경로당의 운 비를 합리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 을 새로 마련

하고,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시설과 로그램도 운 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을회 을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마을회  운

과 련된 각 부문의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특색

에 맞는 마을회  지원과 운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밖에도 새로운 인구의 농  유입 등 환경변화를 반 하는 마을회  운 이 필

요하고, 낙후 오지마을 마을회  건립에 한 국가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마

을회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리·운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으로 마을회 은 주민들의 근과 이용이 가장 용이한 공동시설이다. 하

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운 로그램이 없어서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에 머무른

다면 농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나 문화와 복지의 소외, 더 나아가 변화되

고 있는 농 사회의 많은 기회와 수요에 하게 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

터라도 마을회 이 1970년  새마을운동의 심기능을 수행한 것처럼 변화된 농

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문화복지 서비스의 기반 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민

들의 교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인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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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about the Use of Community Center in Rural Area

  The community centers were established in the same shape as the present 

one in every town nationwide led by the government to promote the Saemaul 

Movement in the early 1970s. Since then, after about 40 years, there were 

large changes in the name and functions of the community center along with 

the changes in rural population and environment. But it is still used as the 

most important community facility in town. 

  Recently, as the population in rural areas has been reduced continuously 

and as the aging of population progressed faster than in cities, the central 

functions and users of the community center are changing, but its operational 

program and related policies and system to accept positively the changes of 

the community center are insufficient. This study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a vitalization plan through research about the overall 

use of the community center. For the analysis on the use of the community 

center, we surveyed rural residents by mail for one month in June 2012 and 

analyzed 625 valid questionnaire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users'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85.5% of the towns use the facility in 

multiple ways as a community center and a senior citizens center. Also, as 

operation programs and policy supports are made focusing on elders, the 

function as a community space for residents has been weakened and the 

trend that the community hall gradually becomes a senior citizens center is 

vivid. The use ratio of the community center is 85.6% but when considering 

only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munity center, more than 3 of 10 are in 

idleness. Therefore, multiple use plan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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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lders and housewives are the main users of the community center 

and in 82.3% of the towns, meals are served mostly for them. The most nec-

essary parts in providing the meals are costs and manpower. Since the public 

services and facilities provided to the community center are mostly for eld-

ers, there is a limitation in using the facility as a multi-purpose community 

center where every resident participates. It is also investigated that 6 of 10 

towns have conflict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community center. In 

the survey, 82.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community center is the 

only community facility and 88.8% responded that the community center is 

very important in town. 

  Accordingl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function of the community center 

and prepare a vitalization plan with a futuristic viewpoint reflecting the 

changes in rural areas.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clear entity to supervise 

the community center administratively, a policy support system for the com-

munity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ese, it is needed to devel-

op a managing and operation model for the community center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population, distance from downtown, 

and cultural environment. 

Researchers: Dong-Weon Kim, Byoung-Hoon Lee, Kwang-Sun Kim, Hye-Jin Park
Research period: 2012.4 ～ 2012. 7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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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

  농 지역사회는 마을을 단 로 한 공동체 활동이 매우 시되는 특징이 있

다. 통 으로 동회나 두 와 같은 자생  조직이 마을공동체의 구심  기

능을 수행하 다. 하지만 산업화가 속히 진행되면서 통 인 농 사회 조직

이나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회, 청년

회, 4H클럽, 부녀회, 마을개발 원회, 노인회 등으로 마을 조직이 분화되는 계

기가 되었다. 

  재와 같은 형태의 마을회 이 농 지역 행정리마다 건립된 것도 농 사회 

변화와 새마을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  부터 

마을개발을 진시키기 한 각종 조직의 집회와 모임 장소로, 국가정책을 

하고 주민계몽을 한 공간으로 주도의 마을회  건립이 국 으로 이루

어졌다. 이같은 배경으로 마을회 의 명칭도 새마을회 으로 불려오다 1980년

 후반부터 주민 자치공간으로 정착되면서 마을회 이라는 이름으로 바 었다. 

마을회  건립 목 은 이 같은 시  배경과 함께 마을의 통을 유지하고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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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재산 운 과 리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한 것이다.

  마을회 이 마을마다 본격 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지난 40여 

년 간 농 사회는 큰 변화를 겪어왔다. 마을회 에 모여 마을의 요한 심사

를 논의하고 결정하던 계층은 그 마을의 심세력인 청장년층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농 지역 은 인력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자리를 년층과 

노년층이 체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경로회원으로 마을의 심세력

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마을회 을 근거지로 농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청년조직인 4H 클럽의 회원 수가 그동안 10분의 1로 었다는 사실로도 변화

를 실감할 수 있다. 

  농 지역 인구도 격히 변화해 통계청 조사1에 따르면, 농가인구가 1970년 

14,422천호로 체인구  44.7%를 차지했으나 2011년 말 2,962천호로 구성비

가 6.0%로 떨어졌다. 가구당 평균 인원도 5.8명에서 2.6명으로 반 이상 뚝 떨

어지는 등 농  해체 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 지역 인구의 고

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 )은 33.7%로 국내 체 고령화율 11.4%의 3배에 육

박하고 있고, 그 속도도 5배나 빠르다. 

  이 같은 농 지역사회의 변화는 마을에서 주민 공동체 심기능을 하고 있

는 마을회 의 이용행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 에는 농 지역 주민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마을회 에 노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한 리모델링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정보화 시설과 건강

리 시설들이 갖춰지기도 하 다. 재는 마을회 에 경로당 문패를 거는 마을

이 늘어나는 등 시 별로 마을회 의 명칭과 기능이 변해왔다.

  최근에는 마을단  각종 정책사업 추진의 심시설로 주민들이 모여 사업계

획을 논의하고 추진과정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을 인구는 

었지만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은 증가하면서 농 체험 에 필요한 숙박시

설과 체험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마을회 의 기능이 차 다양‧복합화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통계청. 2011. ｢농림어업총조사｣ 



3

  마을회 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시 에 따라 변해왔지만 지 도 마을회 은 

마을에서 가장 요한 공동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회 에 한 정부나 지자체의 심과 지원은 이같은 농 지역 

상황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2011년 140개 농어  

시·군을 상으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농어 서비스기  달성정도를 

검·평가한 결과, 마을회 ·경로당 로그램 운 비 지원(26.3%), 찾아가는 문화 

로그램(13.7%) 등이 목표 비 달성 비율에서 타 분야에 비해 상 으로 크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행정리 단  주민들의 요한 공동시설인 동시에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마을회 의 리와 운 에 해 반 인 실태  정책수요를 악하여 마을회

이 농 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

와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 이 농 인구 변화에 따라 경로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은 불가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 을 노인의 복지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마을회 이 경로당화되어가면서 주민 체가 참여하고 

활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마을회 이 마을 주민  경로당 회원 자격을 가진 노인을 한 용공간이 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마을회 의 커뮤니티 기능과 교육 문화 공간이 

필요한 일반 주민에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회 의 기능이 필

요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지속 인 증가와 귀농귀  인구 증가 등 최근

의 변화를 반 하여 장기 이고 미래지향 인 에서 마을회 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① 마을회  운  황과 이용 실태를 종합 으로 

조사하여 활성화 요인과 개선 을 도출하고, ② 마을회  운  우수사례를 발

굴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③ 마을회 이 농 지역 복합문화공간으

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김 선 외. 2011. ｢2011 농어 서비스기  이행실태 검‧평가｣.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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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에 한 검토

2.1. 마을회관에 관한 연구 동향

  마을회 에 한 선행연구는 부분 지역 심의 운 실태 조사와 건축학 측

면에서의 공간활용방안 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주로 농 노인복지 차

원에서 경로당 활용방안 연구가 시도되었다.  

  송미령 외(2001)는 농 공동시설의 효율  활용방안 연구에서 마을회 을 

농 지역 공동시설  커뮤니티(community)3 시설로 분류하 다. 이 연구에서

는 마을회 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 같은 기능 복합화는 시설활용도 

제고에도 정  요인이라 진단하고 다목  시설로서 리모델링을 뒷받침하기 

한 표 설계도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신 선(2008)은 농 마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리를 한 문제  연구에

서 부분 농 마을의 경우 마을회 과 노인정을 심으로 한 단편 인 커뮤

니티 활동이 이 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문화 교육 로그램의 확충을 제안하 다.

  이정화 외(2005)는 농  노인의 마을 공동시설 이용 실태 분석  개선방향 연구

에서 마을회 (경로당)은 가장 보편 인 시설로 노인복지 로그램을 펴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활동, 건강 리, 의료 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농

 노인들이 극 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최병숙 외(2006)는 농  마을회 의 노인 복지서비스 공간으로의 활용방안 

연구에서 마을회   경로당 이용이 주로 겨울철 농한기에 집 된다는 계

 제한이 있고, 이용자가 노인을 포함해 마을주민 체로 나타나 마을회 을 

3. 사  의미: 지연에 의하여 자연발생 으로 이루어진 공동사회. 주민은 공통의 사회 념, 

생활양식, 통, 공동체의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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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간으로 활용하되 마을주민의 이용을 반드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홍찬선 외(2005)는 고령화 농 마을 주민의 상호 Care(돌 )시스템  주거

개선에 한 연구에서 마을회 에 한 노인들의 요구사항으로 친교지원, 주거

지원, 수발지원, 식사지원, 건강 리 등 5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 복합 공동시설로의 리모델링을 제시하 다. 박창선(2008)

은 커뮤니티로서 농  마을회 의 복합화에 따른 이용 실태  공간 구성에 

한 연구에서 마을회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찬옥(2006)은 농 노인의 복지향상을 한 마을회 의 공간 활용방안 연

구에서 마을회  이용 실태 조사결과 마을회 이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마

을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주민공유공간이기를 원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경로당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여 김후자(2011), 강 숙(2010), 박 옥(2003) 

등이 농 에서의 경로당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경로당이 농

지역 노인들의 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지원과 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 다. 

  이밖에 마을회 과 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건축학자들이 물리  공간 구성과 

활용 측면(원세용 2007 등)에서 다룬 연구들이 많으며, 이들 연구는 마을회 의 

치, 형태, 건축 측면의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부분 마을회 을 노인복지시설  는 효율  공간구성

과 활용 측면에서 근하 다. 조사 범 도 다수 조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회 의 이용 실태를 농 지역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 기능 

측면에서 근하여 실태를 악하고 운  개선 을 발굴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용 실태 조사를 국 단 로 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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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제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 상 조사범 사례수

본 연구
(2012)

농 지역 마을회  이용 
실태 조사연구

마을회
설문 조사
방문 조사

이용자(통신원)
공무원, 운 자

국
사례지역

625명
35개 회

남윤철
(2012)

농 지역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사례와 개선 방향

마을회 면담  실측조사
이용자와 운 자 
 공무원

충남지역과 
김제시

7건

김후자
(2011)

농 에서의 경로당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

경로당 방문·설문조사 이용자 안동시 152명

홍성희
(2011)

농 노인의 여가생활 실태
와 개선방안에 한 인식

마을회 면  설문조사 이용자
경기도 92개 
마을회

343명

강 숙
(2010)

경로당 여가활동 로그
램 개선방안에 한 연구

경로당 방문·설문조사 이용자  운 자 성남시 158명

유성호
(2009)

경로당 발 방안 탐색 경로당 통계자료 분석 조사 상(이용자) 국 3,005명

박창선
(2008)

커뮤니티센터로서 농  
마을회 의 복합화에 따
른 이용 실태  공간구
성에 한 연구

마을회
방문조사
설문조사

공무원
이용자

임실군 93명

서정호
(2008)

지리산권 농 마을
의 마을회  활용사례
에 한 연구

마을회 면담조사 이용자  운 자
지리산
권역 

10개 
마을회

원세용
(2007)

청원군지역 마을회 의 이용 
실태에 한 조사연구

마을회
행정조사
방문사례조사

이용자  운 자 청원군
221개
14개

박은미
(2006)

경로당 이용 실태  활
성화 방안에 한 연구

경로당 방문·설문조사 이용자 구미시 120명

최병숙
(2006)

농 마을회 의 노인복지
서비스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 

마을회
 경로당

면 조사
면 설문조사
실측조사

이용자
운 자 북지역

48명
24명
24개

이재용
(2005)

충주시 경로당의 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한 연구

경로당
면 설문조사
찰,실측조사

이용자
충주시

154명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조사방법 비교

고, 우수사례 발굴을 한 장 방문조사를 병행하 다. 설문조사결과를 활

용한 이용만족도와 활용도에 미치는 요인분석도 시도하 다.

  특히, 농 인구 고령화 등 농 사회 변화가 마을회  활용도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고, 지 와 마을회  운  유형별로 실태를 악하여 실성 있는 략을 

수립하며, 마을회  운 의 문제를 구체 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본 연구가 마을회  운  활성화에 극 활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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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2001)

농  공동시설의 효율
 활용방안 연구

공동시설
면 설문조사
면담조사
방문 찰조사

이용자
운 자
특정공동시설

충남지역 160명

최재원
(1987)

마을회 의 효율 인 
운 방안에 한 연구

마을회 설문조사(우편) 운 자 경북지역 389명

3. 연구의 범 와 방법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지역 범 는 농 지역으로 한정한다. 농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을 말한다. 마을회 의 기능 구분은 학자마다 견해가 조 씩 다르긴 

하나 마을의 다양한 공동시설 에서도 커뮤니티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4  

  이 같은 통 인 마을회 의 정의는 시 변화와 활용도의 변화로 재 시 에

서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마을회 의 범 는 

마을회  본래의 기능, 즉 마을 주민들의 공식 인 집회와 마을을 표하는 모임

장소로서의 공공재  기능이 기본 으로 포함된 시설로 한정한다. 

  마을회  본래의 기능에 경로당과 건강 리실, 도서  기능 등이 포함되면 연구

범 에 해당되며, 경로당과 도서  등의 기능이 심이 되거나 독립 으로 기능하

는 여타 공동시설은 제외한다. 마을회 을 운  형태와 기능 심으로 유형화하고 

지 는 산간, 산간, 평야지로 구분한다. 

  연구 상 마을회 은 국 행정리 단  마을로 하되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조

사에 활용하기 해 운 하고 있는 지통신원이 거주해 조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며, 사례조사는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2011년 140개 시군을 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농어  서비스기  이행실태 검 통계’를 일부 활용하여 마을단  공

4. 송미령 외. 2001. ｢농 공동시설의 효율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 경제연구원.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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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지원과 운  로그램 등이 상  30%에 들어 있는 시군지역 마을회  

에서 발굴하고, 이 밖에도 선행 연구와 언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제시되었던 마을

회 을 심으로 심층면  조사와 지자체 조 등을 통한 사례발굴도 병행하 다.  

 

3.2. 연구의 내용

  연구 내용은,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선행연구에 한 검토, 연

구의 범 와 방법, 제2장 농  마을회  개념과 황에서는 마을회 의 개념과 

시  변화, 황, 련 지원정책, 주요쟁 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만족도와 활용도의 요인

분석결과  사례마을회  조사결과와 시사 을 제시하 다. 

  제4장에서는 조사결과 나타난 운 상의 문제 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고, 제5장에서는 요약  정책을 제안하 다. 이와 함께 장조사를 통해 수집

한 운 사례를 부록으로 제시하 다. 

3.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마을회  이용 실태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근하여 이용자 설문조사와 요인분석, 사례마을 방문 조사를 병행하 다. 

  첫째, 이용자 설문조사는 연구원의 지통신원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수하고 유효 조사표만을 통계 으로 분석하 다. 통계

분석은 기 통계와 교차분석을 기본 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특성

과 지역, 지 , 운 유형에 따른 만족도와 활용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시사

을 제시하 다. 

  둘째, 사례마을 조사는 운 자 심의 인터뷰 자료를 만들어 장방문을 통

해 정성 인 방법으로 조사하 다. 우수사례 마을을 선정하기 한 사 조사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추천과 인터넷 검색, 언론보도 스크랩 등을 통해 정보를 수

집하 다. 이 게 선정된 사례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회  운  담당자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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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을주민을 상으로 이용자 조사도 실시하 다. 사진 촬 과 다양한 활동 

기록도 입수하 다. 사례 조사에는 지자체 역할 등 지역 의 활성화 요소도 포

함하 다. 조사된 자료는 기능별로 유형화하고 운 특징을 심으로 마을회  활

성화 방안에 사례로 제시하 다. 

  셋째,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계자와 이용자 견해를 수렴하여 

조사문항을 구성하고 자료를 보완하기 해 연구 시작 단계에서 장좌담회와 

비조사를 실시하 고, 연구 종료 단계에서는 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관점 검토

▪ 문헌자료 수집, 검토
▪ 언론보도 스크랩
▪ 인터넷 검색(우수사례, 관련 정책)
▪ 통계자료 수집

연구방향 설정
▪ 마을회관 예비조사(3.20일, 포천, 철원) 
▪ 현장좌담회 실시(5.10일, 홍천 외삼포리)
▪ 연구협의회 개최(5.12일)

이용 실태 설문조사
▪ KREI 전국현지통신원(1,940여명) 우편 설문조사
▪ 조사결과 통계분석(유효 625건)
▪ 만족도와 활용도 요인분석, 시사점 발굴

사례지역 마을 조사 
▪ 전국 8개도 19개 시군 35개 마을회관 실사
▪ 사례지역 마을회관 기능 유형별로 운영현황 정리 
▪ 우수 사례 정리 및 시사점 제시

마을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마을회관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 제시
▪ 이용자 요구와 여건 변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
▪ 미래지향적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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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  마을회  개념과 황

1. 마을회 의 개념과 시  변화

  마을회 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표 인 마을단  공동시설

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최창조(1986)는 마을회 을 ‘마을의 소사

를 논의하고 주민들이 화의 장으로 이용하는 마을의 건물이며, 온 마을 주

민이 같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자를 뽑는 등 소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장( 場)이며, 마을 주민의 마을에 한 단결을 배태시키는 표상

(表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마을 주민들의 ‘집회( 화의 

장)’와 ‘행정(지도자 선출  사업계획 수립)’이 마을회 의 주요 기능임을 제

시하고 있다.

  집회와 행정을 마을회 의 주요 기능이라 한다면 실상 마을회 과 유사한 

기능은 오래 부터 존재해 왔다. 동성(同姓)마을의 경우 오래 부터 친족집

단의 공유재산인 정자나 재실이 마을의 집회장소로 사용되었다. 여러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각성(各姓)마을에서는 개인의 사랑방이나 동구(洞口), 정

자나무 의 넓은 곳이 집회장소로서 마을회 과 같은 역할을 하 다. 이  사

랑방은 주로 마을의 동년배들이 연령층별로 모여 화를 나 고 간단한 공동 

작업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때로는 마을의 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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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마을 유지들의 모임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사랑방의 이러한 모습은 

1960년  이 까지 이어졌다. 모정(茅亭)이나 동사(洞 ) 역시 마을회 의 역

할을 하 다. 특히 동사의 경우 마을총회, 동계, 청년회의 등의 모임을 갖는 

마을 소유의 건물인데 1960년 까지 존재하 으며 그 이후에는 마을회  는 

새마을회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최재원, 1987).

  정부 주도 하에 마을회 이 본격 으로 건립된 시기는 일제의 강 기와 새

마을운동에 이르는 시기이다. 일제 강 기에는 주로 규모가 큰 마을을 심으

로 건립되었으며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거의 모든 마을에 마을회

이 건립되기 시작하 다. 일례로 1973년까지 국 34,665개 마을 에서 23,634

개의 마을(68%)에 마을회 이 건립되었다. 1972년 5월 18일 박정희 통령이 

새마을 소득 증  진 회 치사에서 강조하 듯이 마을회 은 집회 기능 외에

도 농기술훈련과 사회교육의 장, 탁아소 는 유치원, 소규모 공장  부업장, 

기타 주민의 후생시설 등과 같이 복합 으로 활용될 것이 기 되었다.5 즉 당시 

마을회 에 한 기 는 정신회 , 복지회 , 생산회 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었다(권령민, 2011). 그러나 1970년 의 마을회 은 주로 주민회의를 한 집회

장소로서 활용되었지 기 했던 복합  용도로 사용되지는 못하 다.

구  분 주요 용도

정신회
각종 집회장, 부녀 교육장, 마을 총회장, 새마을정신교육장, 학생교육

장, 산학교육장, 성인교육장, 문맹자 교육장

복지회
탁아소, 마을도서실, 유치원, 노인회 , 식장, 이발 , 구 장, 목욕탕, 

시청각교육장, 체련장

생산회 소규모 수공업장, 새마을 분공장, 농가부업센터, 공동작업장

주) 자료: 권령민(2011).

표 2-1.  새마을운동 기 마을회 의 기  역할

5. 해당 치사에서 박정희 통령은 “부락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설득시키고, 때로는 거기에 

부락 사람을 모아 가지고 농에 한 기술을 강습하고,  어떤 때에는 가내 공업이라든

지 부업을 가지고 와서 부락 부녀자들이 회 을 이용해서 낮으로는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등등 소득 증 에 기여합니다”라고 연설하 다(권령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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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에는 새마을운동 련 공동시설의 설치가 확 되면서 마을회 의 

건립도 확 되었다. 특히 1980년  말부터는 1970년  에 건립되어 노후화

되고 있는 마을회 에 한 증‧개축 등의 정비사업도 확 되었다. 1990년 에

도 마을회 의 신축과 증‧개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 의 고

령화에 따라 경로당 기능과 결합하여 마을회 을 운 하는 형태가 증가하 다. 

 일부 마을회 에는 건강 련 기능이 결합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하

다. 2000년  들어서는 마을회 의 기능이  더 변화되고 노년층의 이용률

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리실, 찜질방, 목욕탕 등의 기능이 부가되는 경우가 

차 증가하 으며 일부 마을회 에서는 컴퓨터 장비가 보 되면서 인터넷 이용 

 교육 기능이 부가되고 있기도 하다. 보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마을회

을 마을 공동의 소득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마을회 은 이 듯 지속 으로 건립되었으며, 시 에 따라 그 기능이 변하

다. 따라서 마을회 의 개념도 앞서 제시한 최창조(1986)의 개념과 사뭇 달라지

고 있다. 즉 김성호(2012)의 경우 마을회 을 ‘농 공동시설로서 생활 련 시

설에 속하며, 주민이 자주 으로 운  는 사용하는 일상생활 시설로서 생활에 

능률과 활력을 주기 한 목 을 가지며 상호친목과 경제활동‧숙박‧빈민구제‧

장례‧정기마을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마을회  황

  우리나라에서 마을회 은 새마을운동이나 련 정책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

의 정책에 의해 건립되어 왔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마을회  개념에 부합하는 

농  소재의 다양한 시설들을 마을회 이라 할 수 있지만 실 으로는 ‘마을

회 ’이라는 명칭을 공식 으로 부여받은 시설만이 배타 으로 마을회 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마을회 의 황 검토 시 ‘마을회 ’이라

는 명칭을 부여받은 시설에 한정한다.  



13

  마을회 은 행정 으로 명확한 리 주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을회  련 

통계 역시 체계 으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업

총조사에서 2005년부터 지역조사를 도입한 이후 마을회 의 분포를 알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 이 해당 행정리 

안에 있는지, 읍‧면 소재지에 있는지, 다른 지역에 있는지, 혹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지’에 한 조사이다. 즉, 각 마을(행정리)의 마을회  분포 여부를 마을 주

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 의 치를 이용해 간 으로 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마을회 의 분포를 분석한다.

  국의 마을(행정리)은 2010년 12월 31일 기 으로 36,564개가 분포한다. 이

 2010년 기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 조사된 마을은 모두 36,496개이

다. 그 결과 <표 2-2>와 같이 체 마을  92.5%의 마을이 해당 마을 내에 

마을회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7%(2,437개 마을)에는 마을

회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0.8%의 마을(305개)은 응답이 불분명하

여 ‘미상’ 처리 되었다. 마을 내 마을회 이 건립‧운 되고 있는 마을의 비 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97.1%)로 나타났으며 경북(95.1%), 경남(94.8%), 

남(94.6%), 충남(94.3%), 충북(93.1%)이 국 평균(92.5%)보다 높은 비 을 보

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88.1%)가 농  각 마을에 마을회 의 건립‧운  비

이 가장 낮은 가운데 강원도(88.5%)와 역시 내 군(기장군‧달성군‧강화군‧옹

진군‧울주군: 88.6%), 북(88.8%)이 그 뒤를 이어 국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마을 내 마을회 의 건립‧운  비 이 낮은 이들 4개 지역은 마을 내 

주민들이 마을회 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 이 모두 5~6% 로 높지만 

그 다고 마을회  이용에 한 수요까지도 낮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 주민들이 해당 마을을 벗어나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여 마을

회 을 이용하는 마을의 비 이 3.6%에서 6.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로‧교통의 상 인 발달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마을

회 보다는 시설과 로그램이 상 으로 우수한 읍‧면 단 의 마을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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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이나 련 시설을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어 통계 해석에 주의

를 요한다. 이와 달리 제주도 마을들의 경우 부분 자체의 마을회 을 운 하

고 있으며, 일부 마을은 읍‧면 소재지의 마을회 을 이용하고 있으나 마을회

을 이용하는 마을의 비 이 100%일 정도로 마을회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

거주하는
행정리 내(A)

(A) 외
소재지(B)

이용
비
(A+B)

이용하지
않음

미상 행정리
총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역시 884 88.6 41 4.1 92.7 51 5.1 22 2.2 998

경기 3,558 88.1 247 6.1 94.2 221 5.5 14 0.3 4,040

강원 1,942 88.5 97 4.4 92.9 140 6.4 16 0.7 2,195

충북 2,697 93.1 68 2.3 95.4 48 1.7 84 2.9 2,897

충남 4,259 94.3 153 3.4 97.7 69 1.5 36 0.8 4,517

북 4,534 88.8 184 3.6 92.4 333 6.5 57 1.1 5,108

남 6,294 94.6 179 2.7 97.3 141 2.1 36 0.5 6,650

경북 4,913 95.1 132 2.6 97.7 107 2.1 15 0.3 5,167

경남 4,506 94.8 117 2.5 97.3 104 2.2 25 0.5 4,752

제주 167 97.1 5 2.9 100.0 - 0.0 - 0.0 172

국 33,754 92.5 1,223 3.4 95.9 1,214 3.3 305 0.8 36,496

주)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년 기 ).

표 2-2.  시‧도별 마을회  분포 황

(단 : 개, %)

  농 을 기 자치단체인 군과 도농통합시로 구분하여 보면 군 지역은 94.0%

의 마을이 자체의 마을회 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동 비

이 90.3%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농통합시 내 마을들의 경우 읍‧

면 소재지의 마을회 을 이용하는 마을의 비 이 상 으로 높다. 따라서 

체 으로 마을회 을 이용하는 마을 비 의 지역 간 격차가 상 으로 좁

지고 있다(군 지역 96.8%, 도농통합시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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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거주하는

행정리 내(A)
(A) 외
소재지(B)

이용
비
(A+B)

이용하지
않음

미상 행정리
총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군 지역 20,292 94.0 592 2.7 96.7 518 2.4 180 0.8 21,582

도농통합시 13,462 90.3 631 4.2 94.5 696 4.7 125 0.8 14,914

국 33,754 92.5 1,223 3.4 95.9 1,214 3.3 305 0.8 36,496

주)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년 기 ).

표 2-3.  군‧도농통합시 마을회  분포 황
(단 : 개, %)

  재 정부의 농  지역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 생활권별로 마을회

의 분포 실태를 살펴보면, 앞서 검토하 던 시‧도별  시‧군별 마을회 의 분

포에 한 보완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즉, <표 2-4>와 같이 일반농산어 의 경

우 해당 마을 내 마을회 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

는 형 인 농 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지역에 마을회 이 가장 요한 주민 

공동시설의 하나이며 이에 한 수요도 매우 높음을 암시한다. 반면 도시활력

증진지역은 역시 권역에 포함되는 군 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의 규모 지역

들임을 감안할 때 마을회 이 꼭 건립‧운 되어야 하는 필수 시설로서의 요

성이 상 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특수상황지역의 경우는 마을 내의 마을회

을 이용하는 비 이 일반농산어 지역과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간 정도 수

을 보이고 있다.

기 생활권

거주하는
행정리 내(A)

(A) 외
소재지(B)

이용
비
(A+B)

이용하지
않음

미상 행정리
총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행정리 비

도시활력증진 1,921 89.1 102 4.7 93.8 109 5.1 24 1.1 2,156

일반농산어 30,080 92.8 1,037 3.2 96.0 1,023 3.2 269 0.8 32,409

특수상황 1,753 90.8 84 4.4 95.2 82 4.2 12 0.6 1,931

국 33,754 92.5 1,223 3.4 95.9 1,214 3.3 305 0.8 36,496

주)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년 기 ).

표 2-4. 기 생활권별 마을회  분포 황
(단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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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회  련 지원 정책

  마을회 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 놀이터‧마을회 ‧공동작업장,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 공동이

용시설의 하나이다.  ｢건축법｣에 의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어느 용도지역에서나 모두 허용되는데 특히 일용품소매 , 이

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동사무소, 출소, 소방서, 마을회 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 ,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학원 등)과 비교할 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 인 서비스기능을 제공

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마을회 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하나인 것이다.

  새마을운동 시기부터 마을회 이 특히 농 지역에 확 된 이유는 도시와 달

리 농 에서는 마을회 이 거의 유일한 문화시설이자 복지시설의 기능을 하

기 때문이다. 농 에 가장 먼  기나 화가 보 된 곳도 마을회 이요, 주민

들의 회의는 물론 동네잔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도 마을회 이었다. 마을회

이 농 에서 지니는 이러한 문화‧여가‧복지  측면에서의 기능은 오늘날에

도 여 히 요하다. 과거와 비교해 농 의 사회‧경제  측면이 다양화되어 공

공서비스에 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 등이 심화

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을회 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요성이 여 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여러 부처에서 농 에 마을회  건립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마을회 의 건립이나 증‧개축 등 정비와 련된 별도의 정부 정책사업

은 없는 실정이다. 즉 련 사업들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 생활시

설이나 생활편의시설, 정주기반시설 등의 하나로 마을회 을 건립 는 증‧개

축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기 생활권정책에 따라 특회계가 개

편되고 포 보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단 사업들이 재편되었는데 

그 이 부터 최근 몇 년간 추진된 정부 정책사업들  마을회 의 건립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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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등과 련된 사업들은 <표 2-5>와 같다. 련 법 역시 직 인 마을회  

련 법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업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라 지원되는 수계 리기 을 재

원으로 마을회 을 건립하기도 하며,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특별교부세를 활용

하여 마을회 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주

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 를 해 해당 지역에 마을회  건립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부문이 자매결연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회 을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다.6

  이 듯 다양한 사업과 련 재원을 바탕으로 마을회 이 건립‧정비되고 있

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시‧군‧자치구 단  주민복지시설

의 운 ‧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한 사무’는 기 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마을회 의 건립이나 보수‧정비와 같은 사무는 각 기 자치단체가 나름의 규

정( 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는 ｢양주시 마을회

 지원에 한 지침｣을 제정하 으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마을회  산지

원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도 ｢남해군 마을

회  건립 지원에 한 지침｣을 제정하 으며, 충청남도 공주시는 ｢공주시 마

을공동이용시설 산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운  이다.

  양주시의 경우, 마을회 을 신축하기 해서는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이어

야 한다.  1개 리(통)에 1개소의 마을회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회  간의 거리가 1.5㎞ 이상인 경우나 도로  철도에 의해 마을이 분리된 

경우에는 외 으로 1개 리에 추가로 마을회 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을회 을 신축, 증‧개축,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로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

지 소유자로부터 마을회  건립에 따른 토지 사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를 들어 우리 융의 경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삼방마을에 숙원사업

이던 마을회  재건축을 해 2010년 9월에 1억 원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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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 사업명 근거법 주요 사업내용

농림수산 

식품부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삶의질 특별법, 

농어 정비법

농 마을 경 개선, 소득기반

확충, 기 생활환경정비 시설 

등

어 종합개발사업

어 어항법, 

균특법, 

삶의질 특별법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복지시설 

등(어업인회 )

녹색농 체험마을조성 삶의질 특별법
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 조성 등

원마을조성
삶의질 특별법, 

농어 정비법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

수도, 기통신시설, 오폐수처

리시설 등 기반시설

농 정주기반확충사업

('08년부터 농어  주택

개량사업)

농어 정비법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 시설 

등

농산어 주거환경개선사업

('08년부터 농어  주택

개량사업)

삶의질 특별법

(농어 주택개량

진법)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정비

사업(마을회  등 기반시설)

오지개발 진 지원사업

('08년부터 농 생활  

환경 정비사업)

오지개발 진법

(폐지)

소득  생산기반시설 확충,  

생활기반시설 보강, 기  

문화생활시설 확충

농 진흥청 농 통테마마을조성
농 진흥법, 

삶의질 특별법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마

을환경정비 등

산림청

산 종합개발사업

('08년부터 산 생태 

마을조성사업)

산림기본법,

임업  산  

진에 한 법률,

삶의질 특별법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

선, 산 휴양기반 조성 등

문화체육 

부

문화역사마을조성

( 통문화마을 or 

시범문화마을)

진흥개발

기 법

문화‧역사  소재 발굴  육

성, 홈페이지 구축  운  등

행정안 부

정보화마을조성 -

고속인터넷망 인 라 구

축, 마을회   농  등 공

공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정보화센터 구축 등

경지역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

경지역지원법,

균특법

마을 안길 정비, 교량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시설, 종합복지회 , 

다목 회 , 공원조성 등 복

지시설 확충

표 2-5.  정부의 마을회  지원 련 주요 정책사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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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에서 마을회  재건축을 한 사용연수는 25년이며, 25년 미만의 건축

물일지라도 안 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수선(리모델링)은 10

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 을 상으로 한다. 신축‧재건축‧증축의 경우 마을회에 

100㎡ 이하 범  안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당 90만 원 범  내에서, 보수 사

업비는 ㎡ 당 30만 원 범  내에서 지원한다. 수선(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7 그러나 마을회  체가 고유의 목 (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

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 은 사업비 지원을 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해군은 1마을 1마을회 을 기 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회  건립 시 부지

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회 에 한 지원은 우선

순 를 두고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선순  조건에 공사비의 

50% 이상을 마을이 자체기 으로 확보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원조건도 

규정하고 있는데 주변 경 과의 조화나 지붕 색깔, 단층 시공, 주차공간 확보, 

마을주민 복지향상  객 요구에 부응하도록 복합  기능 수행을 해 경

로당  취사시설의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을회  신축 지원의 경우는 

100호 이상인 마을의 경우 건축면  165㎡(50평), 평당 건축비 2백만 원, 지원

액 1억 원 이하로, 100호 미만인 마을은 건축면  132㎡(40평), 평당 건축비 2

백만 원, 지원액 8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보수 사업비의 지원은 5천

만 원 범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는 마을회 에 한 지원 사항을 ‘마을공동이용시설 산지원 

지침’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노인회 (경로당), 마을

회 , 마을회 ‧노인회 (경로당) 겸용시설로 구분되는데 각 시설에 한 지원 

규모는 <표 2-6>과 같다. 건축비 지원액은 시장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합리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설계의 경우 공공디자인 건축설계를 작성하

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비 보조 은 지 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공사 완료 후 지 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 

7. 이와 달리 남양주시는 마을에서 마을회  건축부지를 확보한 경우 건축비의 50%의 범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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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는 재건축 시에는 신축부지를 마을이 자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8 마을회 ·노인회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

로 한다. 이 경우 다만, 마을 내 유휴 공유지(시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외

로 할 수 있다.

구   분 60가구 이하 61 ～ 100가구 이하 101가구 이상

노인회 (경로당) 80㎡ 이하 90㎡ 이하 120㎡ 이하

마을회 90㎡ 이하 110㎡ 이하 120㎡ 이하

마을회 ‧경로당 겸용 11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표 2-6.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규정

4. 마을회  련 주요 쟁

  농 은 도시에 비해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회 이 오래 부

터 집회시설,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농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기여를 해 온 마을회 은 농  어느 마을

을 가든 만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에 의

해 지속 으로 마을회 에 한 신축‧재건축‧증축‧보수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회 에 한 행정상의 명확한 리 주체가 없어 운 상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농 의 인구‧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마을회 에 한 이용수요 역시 질 으로 달라지고 있어 향후 마을회  활용

에 한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와 언론 등에서 언 되

고 있는 마을회  련 주요 쟁 들을 제시한다.

8. 즉, 마을회  노인회 소유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며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건물 존속 시

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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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유권 등 재산권과 운영‧관리 주체의 문제 

  마을회 이 경로당 기능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엄 히 구분한

다면 경로당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고령인구를 한 복지시설인 반면, 마을회

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이다. 따라서 경로당과 달리 

마을회 의 운 ‧ 리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라기보다는 해당 마을이다. 이러

한 이유로 마을회 의 신축‧증축 등 건축행 와 운 ‧ 리상의 문제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마을회  신축 시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건축비용

을 지원하는데, 마을회 등에서 부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에 

한 사용허가를 받아 마을회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지 않다. 개인 소유

의 토지에 한 사용허가를 받아 마을회 을 신축한 경우 해당 부지에 한 소

유권을 주장하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기야 마을회 이 일시 으로 폐

쇄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마을회 의 운 ‧ 리 주체가 마을이라는  역시 마을회  활성화에 제약

이 되고 있다. 건축물의 유지에는 지속 인 비용지출이 필요한데 마을 자체

으로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냉‧난방 등 시설 이용 활성화를 한 기본 인 유

지‧ 리 행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회  단독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연간 이용 횟수가 서  번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

는 마을회  활성화를 해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 활성

화가 건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경로당과 같이 최소한 냉‧난방이라

도 가능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회 의 타용도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지자

체의 지원을 받아 마을회 을 리모델링한 후 이를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임

하여 해당 수익을 마을공동기 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마을회 에 

한 리‧운 주체가 불명확한 데서 오는 부작용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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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민의 이용 기회의 문제

  마을회 은 농 에서 가장 요한 공동이용시설  하나이지만 몇 가지 이

유로 이용 기회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우선 시설의 유휴화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마을마다 마을회 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을회 은 우리 농 에서 

가장 흔한 공동이용시설이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결코 아

니다. 이는 앞서 지 하 듯이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할 로그램이 부족한 것

도 사실이지만 냉‧난방조차 되지 않아 사람 모이기에 불편한 공간이 되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농  장에는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 으로 시설 운 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2층의 마을회 은 문이 잠겨 있거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보이는 곳이 지 않다.

  이 듯 마을회  공간이 제 로 활용되지 않는  다른 이유는 주민 계층 간 

갈등 때문이기도 하다. 마을회 이 차 경로당과 결합되거나 경로당으로 환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을 제외한 주민들이 실질 으로나 심리 으로 

마을회 에 한 이용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노인들의 경

우에는 마을회  는 마을회  겸 경로당 시설에 한 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많은 마을회 이 마을 입구에 건립되어 왔

는데 사회‧경제  변화로 인해 마을의 구조가 변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마을 내에서 도보에 의한 근성이 상 으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4.3. 기능 복합화의 문제 

  마을회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본격 으로 국 마을에 건립되던 당시, 마을

회 에 기 했던 기능은 마을 주민들을 한 집회의 장, 교육‧훈련의 장, 부업

의 장, 복지의 장 등 이른 바 복합기능이었다. 그러나 재 마을회 은 주민들

의 이용이 조하거나 경로당으로 환되는 경우가 지배 이다. 물론 일부 마

을회 의 경우 주민을 한 작은 도서 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며, 최근 정부

에서 추진 의지를 밝혔듯이 향후에는 보육시설이나 의료시설로도 활용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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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높아졌다. 

  마을회 에 한 기능 복합화 수요가 높고 이를 실 하기 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있지만 마을회  기능 복합화는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마을회 이 주민 집회의 기능과, 경로당  보육시설과 같은 아동‧노인 복지시

설 기능, 작은 도서 과 같은 문화시설 기능, 의료시설 기능 등을 복합 으로 

수행한다면 리‧운 상 복잡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까지 

경로당 기능에 한정해 리‧운 비를 지원해 이미 문제가 된 지원의 형평성 문

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 부처의 소  기능이 마을회 이라는 동일한 

시설물에서 이루어질 때 계 부처 간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복합

인 기능을 갖춘 하나의 건축물에 한 토지이용상의 문제나 건축 허가에 한 

문제는  없는가? 등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문제가 지 않다.

4.4.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의 문제

  농  마을을 ‘5억짜리 회 과 폐가들이 공존하는 마을’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9 반 로 마을회 과 같은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했다는 지방 신문

의 기사는 많아도 빈집이나 기타 유휴 시설을 재활용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

을 건립했다는 기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유휴

시설이 늘어가는 농 의 실을 고려한다면 과잉투자의 문제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부지만 제공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어 다니 남아도는 시설이 있

어서 마을회 을 새로 짓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게 건립한 

마을회 의 다수가 유휴화시설이 되고 있다는 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농  마을에 한 복‧과잉 투자나 마을회 의 기능 복합화와 련해서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마을회 의 기능 복합화를 반드시 

마을회  심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부사업에 의해 마을개발사업이 들어

간 마을은 정보화센터가 마을회 의 기능을 포함해 복합화될 수도 있으며, 작

9. 완도통신 2011년 10월 20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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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서 이 있는 마을에서는 이를 마을회 으로도 겸해 운 할 수도 있다. 보

건진료소가 운 되는 오지 마을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마을회 과 경로당

을 모두 겸할 수도 있을 것이다. 

4.5.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의 문제

  재 마을회 은 앙행정기 의 농  지역개발과 련한 다양한 사업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을 통해 건립되고 있다. 마을회 의 신축이나 재건축  증축 

등에 한 지원은 별도의 근거법이나 정부의 지침이 없이 주로 기 자치단체

별로 나름의 내부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내부규

정은 마을회 에 한정되거나 경로당, 마을회  겸 경로당 시설에 한정되고 있

어 농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마을회 에 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 하 듯이 마을회 과 련해서는 소유권의 문제, 운 ‧ 리의 문

제, 주민 이용 기회의 문제, 기능 복합화의 문제, 복‧과잉 투자의 문제 등 다

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종합 으로 마을 공동이용시

설에 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미 마을회

은 경로당과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주민을 한 복지기능, 보건의료기능, 교

육기능, 부업기능, 문화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길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에 제기되어 온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마을회  활성화를 한 방안의 하나로 마을회 을 포함한 다

양한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리‧운 에 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

요하다. 단일한 근거법이 제정된다면 좋겠지만 그 지 않더라도 정부 지침의 

틀 내에서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마을회 을 설치, 리, 운 할 수 있도록 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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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  주민의 마을회  이용 실태

1. 이용 실태 조사 개요

  본 조사는 국 행정리마다 건립되어 있는 마을회 이 재 어떻게 운 되

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변화된 농 사회 속에서 마을회 이 활성화

되기 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악하는 데 역 을 두고 실시하 다.

  마을회 에 한 이용 실태와 반 인 운 황을 악하기 한 조사는 크

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마을회  이용자를 상으로 한 이용 실태 

설문조사와 지자체 공무원, 마을 이장  노인회장 등 마을회  운  계자를 

상으로 한 사례마을 장방문 조사를 실시하 다.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이용 황과 만족도 등 반 인 실태와 운

활성화를 한 과제발굴에 을 두었으며 조사결과를 통계기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이용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분석 결과도 제시하 다.

  운 계자를 상으로 한 장방문 조사는 우수사례 발굴과 마을회  이용 

활성화를 해 용 가능한 사례들을 찾아 제시하는 데 역 을 두었다. 특히 

장 조사를 통해서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찾고 그 기

능들이 활성화되기 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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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용 실태 설문조사

1.1.1. 조사 내용 구성

  마을회 에 한 이용 실태와 반 인 운 황을 악하기 한 조사는 크

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반 인 마을회  운 실태에 한 

것이고, 둘째는 이용자 에서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 다. 셋째는 

마을회  운 개선과 정책 인 측면에서의 요구를 악하고자 하 다. 

  조사결과는 반 인 실태를 통계 으로 추출하여 제시하 고, 조사결과를 

이용해 만족도와 활용도에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마을회  

이용 활성화를 한 고려사항을 제시하 다.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내용을 구성하기 해 우선 1차 으로 장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는 2012년 3월 20일 강원도 철원지역과 경기

도 포천지역을 방문하여 시군  읍면 담당 공무원 면담과 4개 행정리 마을

회 을 방문하여 이장(운 자)  이용자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 사 조사

에서 반 인 지원시스템과 운  실태를 악하여 조사표 안을 작성하 다.

  본격 인 조사에 앞서 2012년 5월 10일에는 강원도 홍천군 외삼포 2리 마

을회 에서 연구진과 홍천군청 담당 공무원, 마을 이장, 노인회 계자, 이용

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좌담회를 갖고 운 상 애로사항 등을 청

취한 뒤 조사표 안에 한 검토와 비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내용은 마을  마을회  기본 황을 악하고 형태별(건물, 운  등) 

운  특성과 장단 을 분석할 수 있게 구성하 고, 마을회 의 세부기능, 시설

과 상태, 활용(공동식사, 공공서비스 등) 내용을 악하는 데 을 두었다.  

마을회  활용도와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고, 마을회 이 다

양한 기능으로 활용되기 해 필요한 개선 과 정책수요도 조사하 다.

  조사문항은 마을과 마을회  시설 황 악을 한 선문 15문항, 마을회  

운  실태 악을 한 14문항, 마을회  이용자 이용 실태와 만족도 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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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내용 문항수

마을 황
마을명칭, 지역 치, 마을회  운 자 황, 응답자 황

마을 지 , 여건, 인구특성
7

마을회  황 건물형태, 운 형태, 시설 황, 지소유, 건물소유, 기부채납 련 8

마을회  운  

 이용 실태

주된 기능 인식, 향력 있는 주체, 반  활용도, 세부기능별 활

용도, 마을회  이용 단체와 조직, 주 이용계층, 건물 상태, 시

설 유무와 상태, 활용도 낮은 이유, 난방시설, 공동식사 

련, 갈등 여부,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유사기능 시설 유무 

14

마을회  이용자 

이용 실태와 만족도

주 이용 기능, 활동 단체와 모임, 이용 일수, 이용시간, 주 이용

시기, 이용 목 , 비용지불 여부, 요도 인식, 이용 만족도 
10

마을회  

운 개선과 정책 

수요

계당국 심과 지원정도 인식, 지원기  인식, 향후 강화

되어야 할 기능, 각 기능별 수요, 시설 수요, 집기 수요 
10

계 49

표 3-1.  설문조사 문항 설계 내용

한 10문항, 마을회  운 개선과 정책수요 악을 한 10문항 등 총 49문항

으로 설계하 다.

1.1.2. 조사 방법

  조사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당 연구원의 지통신원10 1,940명

을 상으로 자체 으로 수 우편조사를 실시하 고, 이  충실하게 응답한 

625건의 조사표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통계 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했으며, 빈도, 

교차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사용되었다. 한, 각 문항에 한 변인별 교차분석

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검증을 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 다.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지통신원은 농 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 사회의 평균 수 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에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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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12년 6월 1일～6월 25일

조사 상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통신원(1,940명)

조사 내용 마을회  운  황과 이용 실태 등 49문항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표본 추출 유의표본 추출

표 3-2.  이용자 설문조사 방법 

구분 조사 내용

마을 황 마을명칭, 지역, 마을회  운 자 황, 마을 여건, 인구특성

마을회  시설 황 건물형태, 운 형태, 시설 황, 연간운 비, 소유 주체 등

우수사례, 특징 시설, 운 로그램, 이용도, 정책 등

사진  자료 마을회  경과 내부 시설 등 촬 , 련 자료 수집

표 3-3.  사례 마을회  조사 내용

1.2. 사례마을 현장 조사

1.2.1. 조사 내용 구성

  마을회  사례조사는 사  자료 수집과 해당 지역 공무원 인터뷰, 장 실

사 방식으로 진행하 다. 방문 조사는 19개 시군 35개 마을회 을 상으로 

실시하 다.   

  사례조사는 분석을 한 구조화된 조사가 아닌 기 자치단체 마을회  운  

담당자와 마을단  운 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특징 인 

운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데 역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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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12년 5월 10일～6월 29일 사이(총 9일)

  - 5.10일: 강원 홍천군 화 면 외삼포2리 마을회

  - 6.12일: 북 진안군 4개 마을회  조사 

  - 6.15일: 경기 가평, 양평, 남양주 5개 마을회  조사

  - 6.19일: 경기 화성, 충남 아산, 충북 진천 4개 마을회  조사

  - 6.21～6.22일: 경남 산청, 의령/ 경북 고령, 문경 8개 마을회  

조사

  - 6.27～6.29일: 북 김제, 남  함평, 충남 공주 부여, 충북 

증평 13개 마을회  조사  

조사 상
농어 서비스 평가 상  지자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제주를 제

외한 8개 역자치단체에 19개 시군 35개 마을회  선정

조사 방법
사례 마을회  사  화 인터뷰→ 사례마을회  방문 → 지자체 

공무원, 읍‧ 면 담당자, 마을회  운 자 인터뷰와 자료수집  

표 3-4.  사례마을회  조사 방법

1.2.2. 조사 방법

  사례지역 조사는 2011년도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한 지자체 농

서비스 평가 결과, 상  30%의 지자체와 마을단  공동시설 지원 우수 지

자체11, 지자체 추천마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마을회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조사 상 마을을 선정하 다. 

  조사는 2012년 5월부터 6월  9일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8개 역자치단체

별로 2～3개 시군에 각 2～3개 마을회 을 선정으로 실시하 다. 조사 방법은 

해당 지자체와 읍면 담당공무원 면담  사례마을 회  운 자(이장, 노인회장 

등) 인터뷰를 실시하고 사진 촬 과 자료를 수집하 다. 

11. 2011년 지자체 농어 서비스 평가 결과  마을공동시설 운 비지원 행정리비율, 공동시

설 상설 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별 월 1회 보건 순회방문, 행정리별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로그램 운  등 4개 분야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이를 조사 상 시군 선정

에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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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2.1. 조사마을 및 마을회관의 특성

  조사된 625개 마을과 마을회  특성은, 마을회  운 자의 경우에 65세 미만 

57.6%, 65세 이상 42.4%로 10곳  4곳이 노인회원이 운 책임을 맡고 있다. 

마을회  운 경력은 5년 미만이 56.1%, 6～10년 26.0%, 10년 이상 17.8%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 연령 는 65세 미만이 46.8%, 65세 이상이 과반수가 넘

는 53.2%로 평균 64.9세 다. 노인회원이 일반 주민보다 응답자가 많다는 을 

조사결과 해석에 감안해야 한다. 

  마을의 지 는 산간지  18.0%, 산간지  53.4%, 평야지  28.6% 고, 마

을 체 가구 수는 50가구 이하가 43.2%이며, 100가구 미만 40.0%, 100가구 

과는 16.8%로 나타났다. 조사 상 마을 체인구 비 은 30  이하 20.1%,  

40～50  20.7%, 60  22.8%, 70세 이상 36.4%로 고령층의 비 이 높았다. 마

을의 독거노인은 평균 16.3명이었다. 

  마을회  건물형태는 1층 단일건물 53.3%, 1,2층 복합형 40.0%로 나타났다. 

운 형태로는 마을회 +경로당 복합형이 85.4%로 부분을 차지하 고, 마을

회 의 건축연도는 20년 이상 경과 20.0%, 11～20년 경과 38.5%, 6～10년 경

과 21.2%, 5년 이하 경과 20.3%로 나타났다. 건물면 은 132m²(40평) 미만이 

60.6%로 비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좁은 편이었다. 

  마을회  지  건물 소유는 지와 건물이 마을 공동 소유라는 응답이 각

각 85.9%, 86.3%로 부분을 차지하 고, 나머지는 시군청 각 7.5%, 11.0%, 개

인 소유 각 6.1%, 2.5% 순으로 악되었다. 마을회  신축 후 회  건물을 시

군에 기부채납한 비율은 17.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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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구분 빈도 비율

시군청까
지의 
거리

20km 미만 390 62.4

20km 이상 183 29.3

평균 16.78km

마을회  
운 자 
황

50세 미만 40 6.8  

50∼65세 미만 297 50.8  

65세 이상 248 42.4  

평균 62.86세

마을회  
운 경력

3년 미만 159 27.8  

3∼5년 162 28.3  

6∼10년 149 26.0  

10년 이상 102 17.8  

평균 5.53년

응답자
연령

65세 미만 279 46.8  

65세 이상 317 53.2  

평균 64.92세

마을지  
여건

산간 110 18.0  

산간 327 53.4  

평야지 175 28.6  

마을 체 
가구수

50가구 이하 257 43.2

51∼100가구 238 40.0

101∼200가구 77 12.9

200가구 이상 23 3.9

평균 76.78가구

마을 
체인구 
 

연령 별 
인구수

마을 체 인구 83,869 100.0

평균 175.04명

19세 이하 8,357 10.0

20∼30 8,496 10.1

40∼50 17,357 20.7

60 19,160 22.8

70세 이상 30,499 36.4

독거
노인수

5명 이하 145 26.3

6∼9명 118 21.4

10∼19명 158 28.7

20∼49명 105 19.1

50명 이상 25 4.5

평균 16.28명

구분 상세구분 빈도 비율

마을회   
건물형태

1층 단일건물 325 53.3

1,2층 복합형 244 40.0

단일 지 복합형 38 6.2

기타 3 0.5

마을회  
운 형태

마을회  단일형 74 12.4

마을회 +경로당 
복합형

509 85.4

기타 13 2.2

건축년도

5년이하 경과 114 20.3

6∼10년 경과 119 21.2

11∼20년 경과 216 38.5

20년 이상 경과 112 20.0

무응답 64건 제외

건축규모_
지

40평 이하 73 14.0

41∼99평 156 29.9

100∼149평 113 21.6

150∼199 56 10.7

200평 이상 124 23.8

평균 137.22평

건축규모_
건물

20평 이하 61 11.2

21∼29평 115 21.1

30∼39평 154 28.3

40∼49평 87 16.0

50평이상 127 23.3

평균 40.91평

마을회  
지소유

마을공동 525 85.9

개인 37 6.1

시군청 46 7.5

기타 3 0.5

마을회  
건물소유

마을공동 525 86.3

개인 15 2.5

시군청 67 11.0

기타 1 0.2

시군청 
기부채납여부

84 17.0

아니오 409 83.0

표 3-5.  응답자  마을과 마을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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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을회관 운영 실태

2.2.1. 마을회  기능인식과 운  주체

  마을회  기능인식에 한 조사에서 ‘마을의 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39.8%)’,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20.2%)’을 꼽아 농  주민 

10명  6명이 마을회 의 기본 인 기능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 주민

들은 환경변화에도 마을회 의 가장 주된 기능을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으로 인식하 다. 이와 함께,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는 경로시설’이라는 응답도 

37.5%로 나타나 최근 노인 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반 하고 

있다. 

52.1 

37.9 
30.1 

18.6 

4.1 1.6 

13.7 

41.5 

0.0 0.2 0.0 0.2 

마을회관단일형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

마을회관 운영형태별

마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결정하는곳
주민들이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이이뤄지는 곳
주로노인층이 이용하는 경로시설

마을의 공동 수익사업을 하는 곳
1사1촌, 팜스테이등 도농교류가 이뤄지는 곳

0.2

0.2

37.5

2.1

20.2

39.8

1사1촌,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가 이뤄지는 곳

마을의 공동 수익

사업을 하는 곳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는 경로시설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이 이뤄지는 곳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마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마을회관의 기능

그림 3-1.  마을회 의 기능 인식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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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인식은 마을회  운 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마을회  단일

형의 경우에 ‘마을의 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라는 응답이 52.1%

로 나타난 반면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는 경로시설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

다. 반면에 마을회 과 경로당 복합형의 경우에는 각 37.9%, 41.5%로 응답해 

인식에 큰 차이를 보 다. 마을회 과 경로당이 같이 운 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마을회 을 경로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이 마을회  단일형 시설 이용

자보다 3.2배 정도 높았다(마을회  운 형태별  검정의 p-value<0.001). 

  이밖에 문화와 교육기능, 공동수익사업의 장, 도농교류의 장이라는 인식은 극

소수에 달해 아직도 통 인 기능 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편, 마을회  운 과 련해 가장 향력 있는 운 주체는 ‘이장’이라는 응

답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회장’이라는 응답도 24.1%의 비 을 

보여 노인회장이 마을회  운 을 주도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이밖에 ‘마

을개발 원장’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 책임자에 따라 마을회  기능

이 그 마을에서 주로 어떤 기능 심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사하는 것으로 아

직 마을회  본래의 기능 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노인회장’이 운 주체인 경우는 마을회 이 노인회 심 기능, 즉 경로당 심

으로 운 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2.2.2. 마을회  활용도에 한 인식 

  마을회 (마을회 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반 인 활용에 해서는 ‘잘 활

용된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85.6%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침체된 편

(11.9%)’,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2.5%)’는 응답은 14.4%로 조사되어 비교  활

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마을회 이 마을의 공동시설 에서는 가

장 활용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송미령, 2001)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마을회  활용도를 운 형태별로 보면, 마을회  단일형은 65.8%, 마을회

과 경로당 복합형은 88.0%로 나타나 마을회 이 경로당과 같이 운 되는 경우

가 마을회  단일형으로 운 되는 경우보다 활용도가 23%p나 높았다. 이는 농



34

지역에서 마을회 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노인층이기 때문에 마

을 내에 마을회 과 경로당이 각각 독립 으로 있을 경우 마을회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농 인구 특성을 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로

당과 달리 마을회 에 운 자  지원이 없어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원인

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 내에 마을회 과 경로당을 별도로 짓는 것은 산낭

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농 인구 감소와 이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회 을 

복합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을회  활용도와 건축연도의 상 계는 마을회 을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면 그 활용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와 마을회  시설의 노후

화와도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마을회  운 형태별  검정의 p-val-

ue<0.001, 건축경과 연도별  검정의 p-value<0.05). 따라서 마을회  건물과 

시설에 한 반 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악할 필요가 있다.

65.8 

88.0 

28.8 

10.2 5.5 1.8 

마을회관 단일형 마을회관_경로당 복합형

마을회관운영형태별

활용 침체 거의활용되지 않음

활용

85.6 

침체

11.9 

활용되지

않음 2.5 

마을회관의 전반적인 활용도

그림 3-2.  마을회 의 반 인 활용정도

(단 : %)

  마을회 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체 응답자의 14.4%)는 그 이유로 

‘경로당으로 인식되어 노인들 심으로 활용되어서’ 21.8%, ‘다양한 계층이 활용

할 만한 공간과 로그램이 부족해서’ 17.1% 등으로 응답해 마을회 이 노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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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 되면서 체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마을회 의 기능을 11개로 세분화해 활용도를 악한 결과에서는 ‘마을의 

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공간’ 기능은 93.9%, ‘경로당 기능(노인들의 휴식

과 식사 공간)’은 84.6%로 나타나 두 기능이 매우 높은 활용도를 보 다. ‘마을

의 각종 친목 모임과 단체(조직)의 활동이 이 지는 곳’ 62.2%, ‘다양한 문화행

사와 교육이 이 지는 공간’ 54.5%, ‘주민의 경조사 공간’ 48.1%로 나타나 비교

 활용도가 있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아방 등 보육시설(7.8%)’이나 

‘공부방(13.8%)’, ‘마을 공동수익사업을 하는 곳(21.6%)’, ‘도농교류센터 기능

(28.7%)’ 등은 거의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마을회  활용 면에서 여 히 통 인 기능 심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 변화나 수요에는 극 으로 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3.  마을회  세부기능별 활용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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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마을회  이용자층과 활동 조직

  마을회  운 이 다양한 계층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

록 하기 해서는 마을회 을 매개로 한(마을회 에 모여 활동) 사회단체와 조

직의 유무, 가장 활발한 조직, 연평균 모임횟수 등을 악하여 활성화된 조직과 

침체된 조직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다. 

  마을회 에 모이는 사회단체나 조직으로는, ‘노인회’가 6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을회(62.6%)’, ‘부녀회(63.7%)’, ‘마을개발 원회(52.8%)’ 등이 마을

회 을 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장 활발한 조직으로는 ‘노

인회(36.7%)’와 ‘마을회(24.5%)’를 꼽았다. 연평균 모임횟수는 ‘노인회’가 평균 

33.8회로 가장 많은 모임횟수를 보 고, 그 다음으로 ‘부녀회(7.8회)’, ‘마을회

(7.6회)’, ‘마을개발 원회(5.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회 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계층도 ‘노인층(46.4%)’, ‘부녀자층(39.3%)’

이고, ‘장년층(10.0%)’, ‘청년층(2.7%)’ 등으로 나타나 노인층과 부녀자층이 주 

이용자인 것으로 악되었다. 

  결과 으로 마을회 을 활용하는 조직과 가장 활발한 조직, 가장 모임횟수가 

많은 조직은 노인회가 뚜렷이 높은 비 을 보이고 있어 마을회 에서 노인회 

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림 3-4.  마을회  심의 사회단체  조직 종류, 모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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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마을회  시설 상태 

  반 인 마을회  건물의 외 과 내부 상태에 해서는 ‘양호하다’는 응답

이 83.5%(매우 포함)로 높게 나타났다. 1970년  지어진 마을회 은 1980년

와 1990년 에 집 으로 개보수 작업을 거쳤으며, 그 이후로 리모델링과 건

물신축이 이 지면서 반 인 시설 상태는 비교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마을회  황조사에서 건립연도가 20년이 경과한 곳도 20%에 달했는데 

‘낡고 열악하다’(14.7%), ‘이용이 어려운 수 ’(1.9%)이라는 응답이 16.6%로 나

타나 개보수 내지는 신축이 필요한 경우도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축연도

가 오래될 수록 건물상태가 열악하다는 의견이 차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상을 반 하고 있다(건축경과 연도별  검정의 p-value<0.001).

그림 3-5. 마을회  건물(외 과 내부) 상태

(단 : %)

  마을회 에 ‘경로시설’ 즉, 방으로 구성된 휴식시설은 81.4%가 설치되어 있

어 부분 마을회 에 경로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식사를 한 ‘취

사시설’도 60.8%가 있다고 응답하 다. 반면에 마을회  본래 기능에 필요한 

‘회의시설’과 ‘교육시설’은 각 41.0%, 39.2%로 경로시설에 비해 낮았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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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30.6%가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하 다. 

  각 시설별 상태를 양호한 순으로 살펴보면, ‘취사시설’이 8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회의시설’ 56.0%, ‘교육시설’ 55.8%, ‘경로시설’ 54.8% 등으로 나

타났다. 비교  노인들 심으로 시설들이 구비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육시설’과 ‘ 매‧가공시설’, ‘학생들 공부방’은 ‘이용이 어려운 수

’이라고 응답해 이들 시설이 유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민박시설도 

11.7%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63.3%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 

마을회 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새로운 기능들을 수용하기 해서는 기존 시설

에 한 정비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0 

13.2 

36.7 

4.7 

2 .6 

6 .9 

21.3 

25.0 

54.8 

85.0 

55.8 

56.0 

17.0 

12.7 

6 .3 

4.3 

7 .4 

10.6 

13.3 

30.6 

11.3 

26.1 

26.6 

50.0 

69.8 

50.6 

89.0 

93.1 

85.7 

67.6 

17.6 

14.5 

3 .7 

18.1 

17.4 

기타 시설

마을문 고

민박시 설

판매, 가공시설

보육시 설

학생들공부 방

휴식시 설

운동시 설

경로시 설

취사시 설

교육시 설

회의시 설

마을회관 시설 상태 정도

양호 낡고 열악한 편 이 용이 어려운 수준

0.6 

8 .5 

11.7 

4 .0 

3 .2 

5.8 

11.7 

30.6 

81.4 

60.8 

39.2 

41.0 

기 타 시설

마을문고

민박시설

판매, 가공시설

보육시설

학생들공부방

휴식시설

운동시설

경로시설

취사시설

교육시설

회의시설

마을회관 시설 우뮤

그림 3-6.  마을회  시설 유무와 상태 정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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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  시설들의 활용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필요한 시설이 

으로 부족해서(42.2%)’와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

서(3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65세 미만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39.9%)’를, 65세 이상에서는 ‘필요한 시설이 

으로 부족해서(49.1%)’라고 응답해 연령 계층 간 차이를 보 다. 

  상 으로 은 층은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노인층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라고 있다.

3.1

14.7

31.8

8.1

42.2

기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필요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활용도가낮은이유

34.7 

49.1 

7.3 9.0 

39.9 

24.5 

16.1 13.2 

2.1 4.2 

65세 미만 65세 이상

연령별

필요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관리자의 부재)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기타

그림 3-7.  마을회  시설들의 활용도가 낮은 사유

(단 : %)

  마을회 을 운 하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난방시설을 운 하

는 비용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 일부를 지원(5개월간 30

만원씩 150만 원)하고 있지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마을회 은 이 비용으로 

난방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회 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곳은 

경로당에만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난방비를 마련하기 해 비용을 갹출하거

나 부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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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보일러(64.9%)’를 설치한 마을회 이 다수이고, ‘심야 기보일러(32.6%)’, 

‘태양열 보일러(0.8%)’ 등의 에 지 감형 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곳은 10곳  

3곳 정도에 그쳤다. 극 인 에 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2.2.5. 마을회  공동식사 실태

  최근 마을회 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기능은 마을주민들의 공동식사인 

것으로 악되었다. 주로 부녀자층과 독거노인들이 심이 되어 공동식사를 하

고 있는데 공동식사를 한다는 마을회 은 82.3%로 나타나 부분의 마을에서 

공동식사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식사를 한다는 마을회 을 운  형태별로 보면, ‘마을회 과 경로당 복합

형’이 86.4%로 ‘마을회  단일형(56.9%)’에 비해 높은 운 률을 보 다. 주로 

노인층이 공동식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을회 이 반 으로 

활용이 잘 될수록 공동식사를 운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을회  

운 형태별, 활용도별   검정의 p-value<0.001).

56.9  

8 6 .4  

43.1 

13 .6  

마을회 관

단일형

마을회 관+경로당

복합형

마을회관 운영형태별

하고 있다 안한다

85 .7 

6 7 .2  

20 .0  
1 4.3  

3 2.8 

80.0 

활용 침 체된 편 거의

활용되 지

않는 다

마을회관 활용도별

하고 있다 안한다

하고있

다

82.3

안한다

17.7

공동식사 여부

그림 3-8.  마을회  공동식사 여부

(단 : %)

  마을회 의 공동식사가 ‘농한기(동 기)에 집 ’된다는 응답이 51.6%, ‘가끔

씩 비정기 ’이라는 응답은 40.4%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1년 내내(4.9%)’,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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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기(2.0%)’ 등으로 나타나 주로 농한기에 공동식사를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공동식사는 부분 하루에 ‘한끼(69.4%)’를 하고 있으며, ‘두 끼’ 22.3%, ‘세 끼’

를 해결하는 경우는 4.9% 다. 

  공동식사 주 이용자는 ‘노인층’이 73.3%로 부분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

로 ‘부녀자층’이 22.7%로 이용이 많았으며, 장년층은 6.4%에 그쳤다. 

  마을회  식사 비용을 ‘식사하는 주민들이 갹출’ 30.6%, ‘마을 운 자 으로 

지원’ 28.3%, ‘정부와 지자체 지원 ’ 운  19.8%로 나타났다. 마을회 에서 공

동식사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으로는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 문제’가 55.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재료 구입 등의 역할 갈등’이 25.8%로 조사되었다. 

공동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35.7%)’, ‘비용 

문제 등으로 주민간 갈등(30.8%)’이 부분이었고, ‘취사비용이 없어서’도 20.9%

로 나타났다.  

  마을회 에서의 공동식사는 주로 농한기에 난방비를 약하고 담소를 나 기 

해 주민들이 마을회 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고 있다. 공동식사는 여러 가

지 장 이 많지만 비용문제와 역할 문제로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림 3-9.  마을회  공동식사 실태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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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마을회  운  갈등 요인, 공공서비스, 체시설 유무

  마을회 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사유에 해서는 ‘주민 간 갈등이 거의 없

다’는 응답이 40.8%로 나타나 10곳 4곳은 운 상 갈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10곳  6곳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운 비 문제

(24.8%), 노인과 일반주민 간 갈등(15.4%)이 주 원인으로 지 되었다.

  마을회 에서 연  정기 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정부나 지자체가 주 해

서 시행)로는 ‘방문진료’ 22.7%, ‘ 농교육’ 21.5%, ‘건강검진’ 18.9%, ‘시군 정

책설명회’ 16.2% 등을 꼽아 노인 심의 건강 련 서비스에 집 되고 주민 

체를 한 교양과 문화 로그램이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연  정기 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단 : %)

  마을에 마을회 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공동시설 유무에 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82.6%로 부분을 차지하 다. 마을회 이 마을에

서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 시설임을 보여주고 있다.

  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으며 그 시설로는 건강

리실, 다목  공간, 체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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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을회관 이용 실태

2.3.1. 마을회 의 이용 목 과 이용 빈도 

  마을회  이용자 측면에서 주로 이용하는 기능은 ‘마을회  본래 기능(모임, 

편의시설 등)’ 52.4%, ‘경로당 기능’ 45.2%로 마을회  본래기능이 조  더 많

았다. 

  특히 65세 미만인 계층은 ‘마을회  본래 기능(60.8%)’을, 65세 이상인 계층

은 ‘경로당 기능(53.2%)’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회  이용 목 에

서 연령 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연령 별  검정의 p-value<0.001). 

60.8

45.1
36.6

53.2

2 .6 1.7

65세 미만 65세 이상

연령대별

마을회관 본 래 기능 경로당 기 능 기타 기능

마을회관

본래기능

52.4 

경 로당

기능

45.2 

기타기능

2.2 

마을회관 주요 이용 기능

그림 3-11.  마을회  주요 이용 기능

(단 : %)

  마을회 을 찾는 주된 이유로는 ‘주민과 화(외로움 해소)(49.2%)’와 ‘각종 

경조사와 회의(3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 별로 차이를 

보 는데, 65세 이상에서는 ‘주민과 화(외로움 해소, 62.2%)’를, 65세 미만은 

‘각종 경조사와 회의(49.1%)’를 마을회 을 찾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연령 별 

 검정의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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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  이용 빈도는 연간 이용 일수가 ‘50일 미만’이 60.4%로 나타나 상당

수가 주 1회 미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회  방문 시 이용시간은 

하루 ‘3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66.8%로 가장 많았다. 

  마을회 의 집  이용 시기는 ‘겨울철(농한기)’이 72.7%로 가장 많았고, ‘1년 

내내’ 이용한다는 응답도 20.7%로 조사되었다. 

그림 3-12.  마을회  이용 빈도

(단 : %)

  마을회 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4%로 

나타나 주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운 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기 으로(난방비나 취사비 등)나 비정기 으로(마을회  신축과 보수 등) 

회비를 내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0.6%, 15.5%로 주민  26.1%가 크든 작든 

마을회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마을회  요성 인식과 이용 만족도

  마을회 이 마을에서 주민 소통과 마을발 에 ‘ 요한(매우 포함)’ 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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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이 88.8%에 달해 부분 마을회 을 요한 시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마을회  활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마을회 이 잘 활

용된다는 응답자가 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2.5%인 반면, 침체된 편이라

고 응답한 경우 64.7%,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66.6%로 나타나 

활용도와 요도 인식과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마을회  활

용도별  검정의 p-value<0.001).

그림 3-13.  주민소통과 마을발 에 한 마을회 의 요도

    (단 : %)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

답이 77.0% 으며, ‘불만족한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 로 비교해 보면, 6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불만족 비율이 29.2%

로 65세 이상(17.9%)보다 11.3%p 높게 나타나 상 으로 은 층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회 의 건물상태와 요도의 평가가 정 일수

록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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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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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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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마을회관 건물상태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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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0 

67.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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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0.8 

16.7 
2.9 

11.5 

83.3 

중요 그저그렇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주민소통과마을발전의중요도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77.0 

불만족

23.0 

마을회관에 대한만족도

그림 3-14.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족도

(단 : %)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불만을 갖고있는 응답자(응답자의 23.0%)는 만

족스럽지 않은 이유로 ‘노인들만을 한 공간 활용’을 20.2%로 가장 많이 꼽았

고, 그밖에 ‘운동기구, 의료기구 등 부족’ 18.3%, ‘컴퓨터, 도서 비치 등 문화시

설 미흡’ 16.7%의 순으로 나타나 마을회 이 노인 심으로 단조롭게 운 되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7

2.4. 마을회관 운영 개선과 정책 수요

2.4.1. 마을회 에 한 지원

  마을회 에 한 정부와 지자체의 심  지원에 해 ‘부족하다(매우 포함)’

는 의견이 69.7%에 달하 고, ‘충분하다(매우 포함)’는 의견은 27.4%에 그쳤다. 

  마을회  건물상태와 이용에 한 평가가 부정 일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마을회  건물상태별  검정의 

p-value<0.05, 마을회  만족도별  검정의 p-value<0.001).

4.6 

24.9 
15.7 

47.7 50.6 
40.0 

19.7 

32.5 

50.0 

3.1 1.2 
10.0 

양호 낡고 열악한 편 이용이

어려운수준

마을회관건물상태별

매우 충분 충분한 편 약간 부족

매우 부족 잘 모르겠다

4.6 2.2 

27.7 

8.1 

51.0 

36.8 

14.5 

47.8 

2.2 5.1 

만족 불만족

마을회관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만족도

매우 충분 충분한 편 약간 부족

매우 부족 잘 모르겠다

그림 3-15.  마을회 에 한 정부와 지자체의 심과 지원 

(단 : %) 

  재 마을회 에 한 운 비 지원은 경로당에 한해 난방비와 운 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회 에 한 운 비는 마을회에서 자체 으로 마련하고 있

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마을회 에 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기 이 어떠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마을회 과 경로당을 같은 비 으로 운 비를 지원해

야 한다’는 의견이 36.3%로 나타났으며, ‘ 재처럼 마을회 과 경로당을 구분해 

운 비는 경로당 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34.0% 조사되었다. ‘마을회



48

은 주민 공동시설이므로 운 비를 마을회  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은 25.1%로 나타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이를 연령 별로 분석해 보면 65세 미만일수록 마을회 과 경로당을 같은 비

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65세 이상일수록 경로당 심의 지원 

의견이 높게 나타나 노인회와 일반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 별   검정의 p-value<0.001). 

23.5

42.8

33.1

19.1

38.2
33.8

5.1 4.3

65세 미만 65세 이상

연령대별

현 재처럼 경로 당 중심 으로 지원해 야

마 을회관 중심 으로 지원 해야

같 은 비중으 로 지원해 야

운 영비 지원이 필요없 다

34.0 

25.1 

36.3 

4.5 

경로당

중심

마을회관

중심

같은

비중으로

필 요없다

정부와 자지체의 지원 기준

그림 3-16.  마을회 에 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기  인식

(단 : %)

2.4.2. 마을회  기능의 재정립 방향

  농 의 환경변화에 응해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강화되어야 할 마을회

의 기능을 6가지로 구분해 우선순 로 살펴본 결과, 마을회  본래의 심 기능인 

‘커뮤니 이션센터’ 기능이 6.0  만 에 5.3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어센터’ 4.05 , ‘문화센터’ 3.54 , ‘주민편의센터’ 3.4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익사업센터’와 ‘도농교류센터’ 등 새로운 기능에 해서는 각 2.45

, 2.19  등으로 낮은 순 를 매겨 농 의 변화에 따른 마을회  기능의 확장

에는 심도가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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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가 평균*

커뮤니 이션센터( 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정보교류, 모임의 장소) 5.30

노인 어센터(노인이 추 와 더 를 피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쉴 수 있는 곳) 4.05

문화센터(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양강좌  교육이 이 지는 곳) 3.54

주민 편의센터(찜질방 등 휴식과 운동, 학생들 학습장소 등)  3.48

수익사업센터(농산물 가공 매, 민박 등 마을의 공동 수익사업을 하는 곳)  2.45

도농교류센터(1사1 ,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가 활발히 이 지는 곳) 2.19

표 3-6.  환경변화에 따른 마을회  기능의 우선순

주: *는 1순  6 , 2순  5 , 3순  4 , 4순  3 , 5순  2 , 6순  1 으로 가 치를 

부여해 환산한 평균값임(사례수는 512건임).

  마을회 에 노인들을 한 기능  가장 우선 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

은 ‘건강지원센터(노인 질병 리)’가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복지

센터(노인상담, 복지연계 업무)’ 24.8%, ‘식사지원센터(노인 건강 고려한 식사제

공)’ 21.8%, ‘노인친교센터(노인들의 휴게공간’)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한 로그램이나 기능으로는 ‘정기 건강검진’을 가

장 많이(31.1%) 꼽았으며, ‘체조와 웃음치료’ 19.9%, ‘ 농강좌’ 17.4%, ‘교양강좌’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에 한 심이 무엇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고 있다. 

0.3 

31.1 

12.6 

17.4 

19.9 

8.3 

0.8 

2.0 

7.6 

기타

정기 건강검진

교양강좌

영농강좌

체조와 웃음치료

요가교실

육아방 운영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마을회관 영화제

그림 3-17.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한 로그램이나 기능 수요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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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 이 도시민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민들의 개방 이고 극

인 교류 의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 밖에도 ‘체험공간 확충과 로그램 

지원’ 19.4%, ‘숙박시설 확충 지원(침구류, 화장실 등)’ 17.2%, ‘건물의 보수와 

리모델링 지원’ 16.3%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교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마을회 에 최우선으로 확충되어야 할 시설로 ‘물리치료실(28.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목욕탕(샤워실)’ 14.4%, ‘헬스장(운동시설)’ 11.8%, ‘공동 식

시설’ 11.3%, ‘찜질방’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으로 확충되어야 할 집기로는 ‘ 압측정기(20.9%)’와 ‘컴퓨터(20.4%)’

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안마기’ 16.4%, ‘회의용 책상과 의자’ 13.2%로 수요가 

있었다. 체 으로 건강 련 시설과 집기에 높은 심을 보 다. 

그림 3-18.  마을회  최우선 확충 시설과 집기 수요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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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회 의 활용도와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재의 마을회 은 경로당과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면서 일정 부분 커

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부분 경로당 심으로 지원되고 활용되면서 최소

단 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마을회 의 다양한 기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

거나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따라서 재의 마을회  시설  운  형태 그리고 기타 세부 기능들이 최선

인지 혹은 다른 활성화 략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를 악하기 해서는 

마을회  이용자들의 마을회  이용에 한 만족도  활용도에 미치는 향요

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통 인 마을회  본연의 기능을 심으로 한 

활성화 략 수립은  시 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 의 다양한 기능

을 세부 기능별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마을회  이용자들의 선호도  만족도를 시설·운  그리고 세부

기능별로 분석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유형별 마을회  활성화 정책사업 

수립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에서는 재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  마을회  활용도의 향요인을 분석하고 마을회 의 유

형별 특성 악을 통해 련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분석모형

3.1.1. 마을회  활용도  만족도 분석 모형(Ordered Logit model) 

  마을회  활용도와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은 종속변수가 

순서를 지닌 경우(     )에 용이 가능한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 다. 모형의 구성은 마을회  활용도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하여 마을회  세부기능별 활용도변수, 마을회 의 지역  특성, 시설 



52

련 특성, 그리고 이용자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가정하고 그 계를 모형에 용

하 다. 한편, 종속변수가 척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으로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를 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모형의 가설검정은 최우법

의 표 인 검정기법인 우도비율검정(Likelihood Ratio Test) 방식을 용하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reene(2008)를 참조할 수 있다.

3.2. 분석자료

3.2.1. 설문조사 표본 추출과 가설  변수 설정

  조사된 표본 625개 결과를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  활용도 결정요인 분

석과 마을회  유형별 특성 악을 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에 각각 이용하 다. 

가 . 마을회  이용자 의 만족도 분석의 가 설  변 수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을 해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족도’에 한 질문을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마을회 의 지역  특성

(지 별, 청간 거리), 마을회  이용자의 특성(연령, 학력, 이용빈도), 마을회

 시설 련 특성(건축연도, 건물 내·외  만족도, 세부시설 개수12) 등을 독립

변수로서 모형 설정시 고려하 다. 따라서 추정모형은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

도가 의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제하에 설정되었다.

  마을회 의 지역  특성은 재 마을회  치, 거주지간 집도 정도(산간

< 간산<평야지), 마을과 읍내와의 근성 정도(시군청 간 거리) 등이 마을회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한편, 이용자 특성은 이용자

12. 마을회  세부시설로는 회의시설(책상과 의자, 칠  등), 교육시설(컴퓨터, 방송시설 등), 

취사시설(주방, 냉장고, 가스시설 등), 경로시설(노인들 방, 침구류 등), 운동시설(헬스기

구 등), 휴식시설(찜질방, 사워실 등), 학생들공부방(독서실 책상 등), 유아방 등 보육시

설, 매, 가공시설(농산물 매  등), 민박시설(방, 화장실 등), 마을문고 등 11가지 부

문으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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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이, 교육수 , 마을회  이용빈도 등이 그리고 시설 련 특성인 시설(건축

내·외 ) 만족도, 총 시설 개수 등을 만족도 향요인으로서 포함하 다.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을 하여 고려한 변수들의 설명과 기 통

계량은 <표 3-7>에 나타나 있다. 지역  특성은 마을과 시군청간 평균 거리가 

약 14.7km이며 산간(2.2) 지역 마을 비 이 높다. 한편, 이용자 특성의 경우 

나이는 64.9세, 교육 정도는 고학력 비 (0.59)이 약간 높으며, 이용 빈도는 연간 

66일로 집계되었다. 시설 련 특성은 건물 내·외 에 한 만족도(3.0)가 비교

 높으며 총 시설은 3.5개, 건축연도는 1997년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분석변수 변수설명
평균 수

(표 편차)

청 간 거리 조사 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시‧군청까지의 거리 14.7(10.48)

지 여건
조사 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지  형태

(1: 산간, 2: 산간, 3: 평야지)
2.2(2.36)

시설만족도 마을회  건물 내·외  상태 만족도  3.01(0.65)

총 시설 

개수

마을회 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의 총 개수 

(회의시설, 교육시설, 취사시설, 경로시설 등)
3.51(1.65)

건축연도 마을회 이 건축된 연도 1997.4(11.03)

교육수
조사 상자의 최종학력 수  

(0: 학력( 학교 졸업 이하), 1: 고학력(고등학교 졸업 이상)
0.59(0.49)

연령 조사 상자의 실제 나이 64.9(10.16)

이용빈도 조사 상자의 마을회  이용하는 횟수(회/년) 65.9(8.5)

만족도

(종속변수)

마을회  이용  운  반에 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2.86(0.70)

표 3-7.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 결정요인 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기 통계량

주) 기 통계량 분석 상 설문지는 625개임.

나 . 마을회  활용도 분석의 가 설  변 수

  마을회 의 활용도 결정요인 분석과 련하여 ‘마을회 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반 인 활용도’에 한 질문을 종속변수로 가정하 다. 마을회  활용도와 

련된 10가지 기능  특성(①마을 회의소 공간기능, ②문화행사  교육 공간기능, 

③경로당 기능, ④공동수익사업 공간기능, ⑤도농교류 공간기능, ⑥사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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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간기능, ⑦경조사 공간 기능, ⑧건강 리 공간기능, ⑨청소년 교육복지 공

간기능, ⑩보육시설 공간기능), 조직  단체 활동수13, 마을회 기능의 요도에 

한 태도 등의 설명변수들이 마을회  활용도에 한 마을회  이용자 태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에서 고려한 변수들의 설명과 기 통계량은 <표 3-8>에 나타나 있다. 마을회

의 10가지 기능별 평가 결과 마을회의소 기능(3.39), 경로당 기능(3.18), 사교  

조직 활동 기능(2.58) 수가 높아 기능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

면, 보육시설 기능(1.10), 청소년 교육복지 기능(1.17), 공동수익사업 기능(1.32) 순

서로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분석변수 변수설명
평균 수
(표 편차)

마을 회의소 공간기능 마을의 요한 일을 의논, 결정하는 공간으로 활용 3.39(0.64)

문화행사와 교육 
공간기능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 2.51(0.96)

경로당 공간기능 노인들의 휴식과 식사 공간 3.18(0.89)

공동수익사업 
공간기능

농산물가공· 매, 민박 등 마을 공동 수익사업 하는 곳 1.32(0.68)

도농교류 공간기능 1사1 ,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 1.43(0.78)

사교  조직활동 
공간기능

마을 각종 친목모임과 단체 활동이 이 지는 곳으로 
활용

2.58(0.96)

 경조사 공간기능 마을 는 마을주민의 경조사 장소로 활용 2.25(1.04)

건강 리 공간기능 찜질방, 샤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건강 리 장소로 활용 1.69(0.93)

청소년 교육복지 
공간기능

학생들의 공부방 기능으로 활용 1.17(0.45)

보육시설 공간기능 유아방 등 보육시설로 활용 1.1(0.4)

조직  단체 활동 개수
마을회 을 심으로(마을회 에 모여 활동) 
활동하는 사회단체 는 조직의 개수 

4.21(1.68)

기능의 요도에 한 태도 마을주민의 소통과 마을발 을 해 기여 는 요도 3.36(0.7)

활용도(종속변수)
조사 상자가 느끼는 마을회 (시설+기능)의 반  
활용도 

1.89(0.69)

표 3-8.  ‘마을회  활용도 결정요인 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기 통계량

주 1) 기 통계량 분석 상 설문지는 625개임

   2) 공간기능과 활용도에 한 변수는 4  척도에 의해 조사됨(거의 활용 안됨, 침체된 

편, 잘 활용되는 편, 매우 잘 활용)

13.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마을개발 원회, 농회, 친목회 등.



55

3.3. 분석결과

3.3.1.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 결정 요인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정하고, 지 별, 청 간 거리, 연령, 학

력, 이용빈도, 건축연도, 시설 만족도, 세부시설 개수 등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순 형 로짓모형을 분석하 다. 

  SAS 9.2의 Proc QLIM을 이용한 순서형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3-9>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순서형 로짓모형이 합한지 확인하기 해 우도비율검

정(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하 다. 로그우도함수값은 -264.34로 나타났으

며, 모형의 합도(goodness-of-fit)를 나타내는 값은 81.00로 1% 유의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정된 계수들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Ho:

   ⋯   )은 1% 유의수 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우도비율검정을 

통하여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와 련한 순서형 로짓 모형이 합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해당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 인 향력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마을

회  이용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 시설만족도, 교육수

, 이용 빈도, 그리고 연령 변수가 1%, 5% 유의수 에서 각각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만족도에 정 인 태도를 가질수록, 이용자

의 교육 수 은 낮을수록 마을회 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청간 거리, 지  여건 그리고 시설 련 특

성을 나타내는 총 시설 개수, 건축연도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정계수의 부호에 의하면 마을과 청 

간 거리가 멀수록, 평야지일수록, 시설 개수가 많을수록, 이용자가 고령일수록 

상 으로 마을회 의 만족도에 정 으로 향을 다는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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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  문화시설(도서 , 화 , 노래방, 상업시설 등)이 시

군청(읍내)을 심으로 부분이 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청 간 거리가 멀수

록 근성이 비교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최소단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가진 마을회 이 보다 근성이 높기 

때문에 마을회 의 만족도에 더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마을의 집도가 강한 평야 지역일수록 마을회  이용과 운용 반에 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 다.

변수명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족도

추정계수 표 오차 t값 p값

지역  특성
청 간 거리 0.001 0.006 0.16 0.871

지 여건 0.007 0.022 0.34 0.736

시설 련 특성

시설만족도 0.632 *** 0.12 5.27 <0.001

총 시설 개수 0.053 0.041 1.29 0.197

건축연도 -0.001 0.007 -0.12 0.906

이용자 특성

교육수 -0.374 *** 0.143 -2.62 0.009

연    령 0.015 ** 0.007 2.06 0.04

이용빈도 0.045 *** 0.009 4.74 <0.001

상수

 -0.576 14.968 -0.04 0.969

 0.552 14.968 0.04 0.971

 2.763 15.002 0.18 0.854

Log Likelihood -264.347

 -value 81.008

표 3-9.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에 한 결정요인 추정결과

 주 1)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625개의 샘 을 사용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가 .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의 한계효과

  지 까지의 분석 결과는 각 변수들의 향과 방향에 한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지만 한계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한계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설명변수의 단  변화에 따른 확률 변화를 나타내며, <표 3-10>은 상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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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 로 한계효과를 계측한 것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를 심으로 한계

효과를 살펴보면 시설 만족도에 한 태도가 만족( 3)인 경우 0.0735, 매우 만

족( 4)인 경우 0.0918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만족도에 한 태도가 1단  증

가할 때 마을회  만족도에 한 태도가 만족( 3)과 매우 만족( 4)을 선택

할 확률이 각각 7.35%, 9.18%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교육수 에 한 태도가 만족( 3)인 경우 -0.0467로 나타나 고학력 경

우가 학력인 경우에 비해 마을회  만족도에 한 태도가 만족( 3)을 선택

할 확률이 4.67%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용자 연령이 1세 증

가하면 마을회  만족도에 한 태도가 만족( 3)을 선택할 확률은 0.2% 증가

하고, 연간 이용 빈도가 10일 증가할 경우 마을회  만족도에 한 태도가 만족

( 3)을 선택할 확률은 0.49% 증가한다. 

  추가 으로 한계효과 계측치를 통해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의 요도( 향력)를 살펴보면 시설만족도(+)>교육

수 (-)>이용빈도(+)>연령(+)>지 여건(+)> 청 간 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마을회  이용과 운  반에 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약간 불만족)

 2

(만족)

 3

(매우 만족)

 4

지역  

특성

청 간 거리 -0.0001 -0.0005 0.0003 0.0003

지 여건 -0.0003 -0.0015 0.0008 0.0010

시설 

특성

시설만족도 -0.0286 -0.1367 0.0735 0.0918

총 시설 개수 -0.0021 -0.0101 0.0054 0.0068

건축연도 <0.000 0.0002 -0.0001 -0.0001

이용자 

특성

교육수 0.0182 0.0868 -0.0467 -0.0583

연    령 -0.0008 -0.0037 0.0020 0.0025

이용빈도 -0.0019 -0.0092 0.0049 0.0062

표 3-10.  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에 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

주) 채색부분은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한계효과 계측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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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마을회 의 활용도’ 결정요인

  ‘마을회 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반 인 활용도’에 한 질문을 종속변수

로, 마을회  활용도와 련된 10가지 기능  특성, 조직  단체 활동수, 마을

회  기능의 요도에 한 태도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추정하 다. 이번 

추정 한 순서형 로짓모형이 합한지 확인하기 해 우도비율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로그우도함수값은 -271.6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

는 값은 202.36으로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마을회  활용

도에 한 추정모형이 합한 것으로 검정 되었다.

  마을회  활용도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추정한 결과 마을회의

소 기능, 문화행사  교육 기능, 경로당 기능, 사교  조직활동 기능, 마을회

 기능의 요도에 한 태도 변수가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건강 리 기능 변수가 5% 유의수 에서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회 이 마을회의소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가 정 일수록, 문화

행사  교육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가 정 일수록, 경로당 기능에 한 활

용도 태도가 정 일수록, 사교  조직활동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가 정

일 수록, 마을회  기능의 요도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 리 기능에 한 활

용도 태도가 정 일수록 마을회 에 한 기능  활용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통계 으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추정계수의 부호에 의하면 공

동수익사업 기능‧보육시설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가 부정 일수록, 경조사 

기능‧청소년 교육복지 기능‧도농교류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가 정 일수

록, 조직  단체활동 개수가 많을수록 마을회 의 활용도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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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마을회 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반 인 활용도

추정계수 표 오차 t값 p값

세부

기능으로서의 

공간

활용도

마을 회의소 0.394 *** 0.122 3.22 0.001

문화행사  교육 0.258 *** 0.082 3.16 0.002

경로당 0.363 *** 0.079 4.6 <0.001

공동수익사업 -0.049 0.125 -0.39 0.693

도농교류 0.089 0.106 0.84 0.401

사교  조직활동 0.361 *** 0.082 4.42 <0.001

 경조사 0.005 0.072 0.07 0.944

건강 리 0.16 ** 0.078 2.06 0.039

청소년 교육복지 0.043 0.224 0.19 0.847

보육시설 -0.046 0.228 -0.2 0.842

조직  단체 활동 개수 0.009 0.041 0.23 0.816

기능의 요도에 한 태도 0.434 *** 0.1 4.32 <0.001

상수

 2.643 *** 0.509 5.19 <0.001

 4.302 *** 0.506 8.5 <0.001

 6.835 *** 0.588 11.63 <0.001

Log Likelihood -271.604

 -value 202.36

표 3-11.  마을회  활용도에 한 결정요인 추정결과 

 주 1)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625개의 샘 을 사용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가. 마을회  활용도 결정요인 분석의 한계효과

  <표 3-12>은 한계효과를 계측한 것이며 마을회의소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

가 매우 높음( 4)인 경우 0.099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회의소 기능’에 한 

태도가 1단  높아질 때 마을회 의 활용도 태도가 매우 높음( 4)을 선택할 

확률이 9.9%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문화행사  교육 기능’과 ‘경로당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가 매우 

높음( 4)인 경우 각각 0.067, 0.091로 나타나 이들에 한 태도가 1단 씩 높

아질 때 마을회 의 활용도 태도가 매우 높음( 4)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6.7%, 9.1%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공동수익사업 기능’과 ‘보육시설 기능’에 한 활용도 태도가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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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4)인 경우 각각 -0.012, -0.01로 나타나 ‘공동수익사업 기능’과 ‘보육시설 

기능’에 한 태도가 1단  높아질 때 마을회 의 활용도 태도가 매우 높음( 

4)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1.2%, 1.0%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외 다른 마을회  세부기능들은 마을회  활용도에 

한 태도 향상에 정 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 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반 인 활용도’에 향력을 미치는 정도

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  활용도에 한 태도  ‘매우 높음’을 기 으로 살펴

보면, ‘마을회  기능의 요도에 한 태도(+)’> 마을 회의소 기능(+)> 경로당 

기능(+)>사교  조직활동 기능(+)> 문화행사  교육 기능(+)>건강 리 기능

(+)> 도농교류 기능(+)> 공동수익사업 기능(-)> 청소년 교육복지 기능(+)> 보육

시설 기능(-)> 조직  단체활동 개수(+)>경조사 기능(+)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마을회 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반 인 활용도

매우 낮음

 1

낮음

 2

높음

 3

매우 높음

 4

공간기능

활용도

마을 회의소 -0.002 -0.036 -0.062 0.099

문화행사와 교육 -0.001 -0.024 -0.041 0.067

경로당 -0.002 -0.033 -0.056 0.091

공동수익사업 <0.000 0.004 0.008 -0.012

도농교류 <0.000 -0.007 -0.012 0.019

사교  조직활동 -0.002 -0.031 -0.053 0.086

 경조사 0.0000 0.0001 0.0003 0.0004

건강 리 -0.001 -0.012 -0.021 0.034

청소년 교육복지 <0.000 -0.004 -0.006 0.01

보육시설 <0.000 0.004 0.006 -0.01

조직  단체 활동 개수 <0.000 -0.001 -0.001 0.002

기능의 요도에 한 태도 -0.002 -0.038 -0.066 0.107

표 3-12.  마을회  활용도 결정요인의 한계효과

주) 채색부분은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의 한계효과 계측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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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마을회  유형화 분석

  마을회  활용도와 련된 세부기능별 특성을 이용하여 마을회  유형을 분

류하기 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14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 의 활용도와 련된 10개의 기능  특성

변수를 선정하 고, 이들 변수를 이용하여 고유값(eigen value)과 기여율을 

계측한 값을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제1주성분의 고유값과 기여율은 2.299와 22.98%이고 제2주성분과 제3주성분

의 경우 각각 고유값 1.779와 1.665, 기여율 17.79%와 16.65%로 나타났다. 

기여율이 100% 수 에서 제10주성분으로 나뉠 수 있으며 기여율을 략 10% 

수 까지 고려할 경우 3개의 주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분
기고유값 기 회 제곱합 재값 기

고유값
(Eigenvalue)

기여율
기여율

고유값
(Eigenvalue)

기여율
기여율

1 3.070 30.701 30.701 2.299 22.987 22.987

2 1.603 16.028 46.728 1.779 17.791 40.779

3 1.070 10.703 57.431 1.665 16.652 57.431

4 .852 8.516 65.946

5 .767 7.668 73.614

6 .691 6.912 80.527

7 .628 6.282 86.808

8 .523 5.229 92.037

9 .458 4.580 96.617

10 .338 3.383 100.000

표 3-13.  마을회 의 세부기능 변수의 주성분과  기여율 

 

  <표 3-14>는 주성분 분석결과로서 제1주성분은 총 5개 마을회 의 세부기능

별 활용도 변수들과 높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내용을 살

14. 상 이 있는 다수의 정보를 상 이 없는 소수의 종합 특성치(주성분)로 요약하는 통계  

기법으로 다양한 양·질  변수들의 계 내지 경향을 주성분이라는 선형결합으로 나타내

는 기법이다(양병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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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마을 회의소 공간 기능, 문화행사와 교육 공간 기능, 경로당 기능, 사교 

 조직활동 기능, 경조사 공간 기능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제1주성분은 마을회

의 ‘복합커뮤니티 기능  특성’을 함축하는 주성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주성분은 건강 리실, 공부방 기능, 보육시설 기능 등과 연계된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마을회 의 ‘보건  후생복지 기능  특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제3주성분은 농산물 매, 민박 등 수익사업 기능, 도농교류센터 기능 

등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회 의 본래의 기능  특성과 달리 

마을회 의 ‘공동수익창출 기능  특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기능별 변수
주성분

제1주성분 제2주성분 제3주성분

마을 회의소 공간기능

(마을의 요한 일을 의논, 결정하는 공간으로 활용)
0.770 0.021 -0.015

문화행사와 교육 공간기능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 
0.649 0.122 0.296

경로당 공간기능

(노인들의 휴식과 식사 공간)
0.682 0.099 -0.075

공동수익사업 공간기능

(농산물가공· 매, 민박 등 마을 공동 수익사업 하는 곳)
0.174 0.159 0.781

도농교류 공간기능

(1사1 ,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
0.095 0.102 0.837

사교  조직활동 공간기능

(마을 각종 친목모임과 단체 활동이 이 지는 곳으로 활용)
0.605 -0.015 0.334

 경조사 공간기능

(마을 는 마을주민의 경조사 장소로 활용)
0.572 0.034 0.266

건강 리 공간기능

(찜질방, 샤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건강 리 장소로 활용) 
0.291 0.397 0.249

청소년 교육복지 공간기능

(학생들의 공부방 기능으로 활용)
0.033 0.898 0.036

보육시설 공간기능

(유아방 등 보육시설로 활용)
0.003 0.868 0.127

고유값

기여율(%)

기여율(%)

2.299 1.779 1.665

표 3-14.  마을회 의 세부기능 변수의 주성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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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은 기 정의된 3개의 주성분 특성들과 상응되는 마을회  유형을 세

부기능별로 요약·분류한 것으로 마을회 을 크게 3가지(복합커뮤니티형, 보건 

 후생복지형, 공동수익창출형) 형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설, 

운 로그램, 수익모델 개발 등 마을회  활성화 련 정책 수립 시 유형별 특

성을 고려할 경우보다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단된다.

유형　
제1주성분(5개) 제2주성분(3개) 제3주성분(2개)

복합커뮤니티형 보건  후생복지형 공동수익창출형 

세부

기능별 

특성

⦁마을 회의소 공간 기능
  (0.77)

⦁문화행사· 교육 공간 기능 
  (0.65)

⦁경로당 기능 (0.68)
⦁사교  조직활동 
공간 기능 (0.61)

⦁주민의 경조사 공간 기능 
  (0.57)

⦁건강 리실 공간 기능

  (0.39)

⦁청소년 교육복지 공간 
기능 (0.89)

⦁보육시설 공간 기능
  (0.86)

⦁공동수익사업 공간 기능
(0.78)

⦁도농교류센터 기능     
(0.84)

표 3-15.  주성분 분석결과에 따른 마을회  유형 분류

주) (  )는 각 주성분과 상 계수

그림 3-19.  주성분 분석결과에 따른 마을회 의 유형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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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마을회  조사 결과

4.1. 사례 마을회관 기능별 특징 유형 구분

  마을회 의 유형 구분은 선행연구에서 체로 공간 인 측면에서의 유형구분

에 을 맞추었고, 기능 측면에서는 마을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로 구분하

는게 일반 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앞서 제시한 세가지 유형구분 즉, 복합커

뮤니티형, 보건  후생복지형, 공동수익창출형 등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커뮤니

티 시설이라는 분류의 하  개념에서 크게 6개 조사유형으로 구분하 다. 

  6개 유형은 첫째, 마을회 의 기본 인 기능인 주민 소통공간으로서의 활

용도가 고려되었고, 둘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여가와 노인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셋째, 마을회 이 마을의 역사와 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서의 활용도, 넷째, 마을의 공동생산과 공동사업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다섯

째,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서비스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고려

하 다. 여기에 마을회 이 효율 으로 운 되기 한 시설 편의성을 포함해 

총 6개의 조사 유형이다.

4.2. 사례마을 방문 조사 결과

  본 에서는 사례마을 방문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요지만 제시하고 마을별 

구체 인 운 사례조사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한다. 

4.2.1. 주민 소통기능 활성화 사례

  마을회 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요한 일을 논의하고 각종 정

보를 얻고 공유하는 것이 기본 인 건립 목 이다. 여기에 마을에서 필요한 

각종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마을단  종합회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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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도 마을회 의 운 목 과 필요성은 이 같은 커뮤니티시설 기능이 

심이 되고 있다. 

  물론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로당 심의 기능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주민 소통의 장으로서 마을회  기능은 앞으로도 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

다. 주민소통 공간으로서의 마을회  활용이 활성화된 사례를 조사하 다.

  주민 소통기능 활성화 사례로는 마을회 과 가가호호 방송망을 연결하여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응 조치도 가능하게 한 사례가 있고, 마을회 을 

이용해 평생학습과 경조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마을회 을 매개로 출향

인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비롯한 마을경조사 공간으

로 활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사례마을: 진천군 용정리, 아산시 공세2리, 함평군 가덕1리(동백회 )>

4.2.2. 여가와 노인 휴식 기능 활성화 사례

  농 지역 마을의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마을회 이 집회나 모임장소 심

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복

지와 연계해 마을회 을 경로당과 같이 활용하면서 노인 돌 기능이 크게 부

각 되고 있다.

  사례는 독거노인을 심으로 한 공동식사, 건강 리실 운 , 김제지역의 그

룹홈 사업(독거노인 마을회  동거), 목욕탕 설치, 독거노인 어 활동 등이다.

<사례마을: 철원군 군탄2리, 홍천군 외삼포2리, 가평군 묵언2리, 증평군 화성3리, 

김제시 용리, 김제시 남산2리, 군 남죽리, 산청군 방곡리, 의령군 리>

4.2.3. 통보존 계승기능 활성화 사례

  마을회 에는 그 마을의 역사와 통이 보존돼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회  

건립 유례부터 마을의 유례와 마을의 과거와 재가 마을회 에 고스란히 자

취를 남긴 경우가 많다. 이 듯 마을회 은 마을의 과거와 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의 사료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마을회 을 통해 통이 

계승되고 충효 사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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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군의 마을회 을 심으로 한 노인회 심의 충효사상 와 

지역인재 육성 사례, 마을주민과 출향인이 다 같이 참여하는 합동세배와 칠순

잔치 사례, 장학사업 운  등이 있다.  

<사례마을: 군 남천1구, 산청군 장 리, 군 도장1리> 

4.2.4. 마을 공동수익사업 공간활용 활성화 사례

  마을회  사례조사에서 에 띄는 것은 마을회 이 활성화된 곳 상당수는 

마을의 기 이 풍부하거나 마을 자체 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

  마을에 기 이 있거나 공동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마을은 마을회 에 

각종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고 운 자 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기 때

문에 이용도 활성화될 수 있다. 

  공동수익사업은 경제 인 측면과 아울러 농한기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

하고 마을 주민들의 단합과 소통에도 정 인 기능을 하고 있다. 

  사례로 가평지역의 마을회  신축 시 워크 시설 설치 사례, 농  체험

장 활용 사례, 짚풀 공 와 같은 공동생산 공간으로 활용사례, 마을회 의 팬

션사업과 민박사업 사례, 소규모 가공시설 운  사례 등이 있다. 

<사례마을: 가평군 엄소리, 양평군 연수1리 , 양평군 도곡리, 화성시 학4

리, 진안군 운 리, 진안군 능길마을, 문경시 고요1리>

4.2.5. 정보와 문화활동 기능 활성화 사례

  마을회 은 모임과 회의 장소이면서 교육과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마을

회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해지고 농사와 련한 정보와 기술 교

육이 이 진다. 마을회 에는 컴퓨터가 설치된 곳도 있고, 작은 도서 이 설

치된 곳도 있다. 다양한 방면으로 정보가 달되고 마을 주민들끼리 농정보

와 가정사에 한 정보가 교류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을회 에서는  다양

한 문화 로그램이 운 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 요가 등 건강 련 순회 강좌를 

실시하고 이동 화 에서 화가 상 되기도 한다.

  사례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  작은 도서  운 사례,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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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마을회
사례 조사

유형 내용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2리 다목 회 B 노인회원 연  공동식사

홍천군 화 면 외삼포2리 마을회 B 건강 리실 자율운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산 마을회

설악면 묵언2리 마을회  

D

B

워크 시설 운

주민 공동식사

남양주 수동면 내방 3리 마을회 F 공동창고 설치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보릿고개 마을회

양서면 도곡리 마을회

D

D

솟 와 짚공  부업

농 체험장 운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마을회

비 면 학4리 마을회

E

D

작은 도서  운

짚공  부업

충북 진천군 평면 용정리 부창마을회 A 가가호호 방송망 설치

표 3-16.  사례마을회  조사 내역

* A 주민소통, B 여가와 노인 휴식, C 통계승, D 마을 소득사업, E 정보와 문화, F 시설 편의성

지역의 청소년 공부방 운 사례, 의령지역의 주민학습 로그램 운  사례 등이 있다.

<사례마을: 화성시 천천리, 공주시 도신리, 의령군 벽계리>

4.2.6. 마을회  시설 편의성과 효율성 사례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 당시 건립된 마을회 은 그 이후 30여 년이 

흘러 마을회 이 노후화되고 회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마을회 을 재건축하

는 사업이 2000년도를 후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마을회  신축은 다기능, 에 지 감, 노인 심의 편리성에 을 

두고 설계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마을회  시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 화

하기 한 노력도 활발하다. 마을회  시설 편의성과 효율성 사례로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마을회  사례, 마을회 을 심으로 한 환경 련 시설들

의 배치사례, 부여군이 추진한 태양열과 태양  설치 사례, 문경시의 매트 찜

질방 시범설치 사례 등 편의시설과 에 지 감시설 등을 있다.

<사례마을: 남양주시 내방3리, 증평군 도당1리, 공주시 덕학리, 부여군 원문1

리, 부여군 증산 6리, 진안군 원연장 마을, 함평군 사천리, 고령군 용소리 용

소리, 고령군 송림1리, 의령군 모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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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마을회
사례 조사

유형 내용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당회

도안면 화성3리 마을회

F

B

공동주차장 설치

독거노인 연  공동식사

충남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덕학리학년동경로당

의당면 도신리 도신리도담골마을회

F

E

신개념 마을회  건축

방마을 도서

부여군
장암면 원문1리 원문리다목 마을회

석성면 증산6리 마을회

F

F

태양열 설치(2009)

태양  설치(2011)

아산시 인주면 공세2리 마을회 A 장례식장으로 활용

북

김제시
산면 용리 부평회

황산면 남산2리 수의제

B

B

그룹홈 참여(13명)

그룹홈, 목욕탕 설치

진안군

주천면 운 리 양명마을회

동향면 능 리 곡경모정

진안읍 연장리 원연장마을회

D

D

F

방문자센터(팬션) 운

간이 가공공장 운

찜질방 운  활성화

남

군

읍 남천1구 남극제

군서면 남죽리 남죽리사무소

군남면 도장1리 도장1리사무소

C

B

C

경로효친, 후학양성

공동식사 활성화

마을 장학회 운

함평군
신 면 가덕1리 동백회

신 면 사천리 마을회

A

F

출향인과 화합잔치

30평 규모 공동창고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용소리마을회

림면 송림리 송림1회

F

F

매트 찜질방 설치

공동창고 설치

문경시 문경읍 고요1리 고요회   경로당 D 짚풀공 시

경남

산청군
오부면 방곡리 원방마을회

차황면 장 리 궁소마을회

B

C

독거노인 어

합동세배, 칠순잔치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벽계마을회

의면 리 마을회

수면 모두리 모두회   경로당

E

B

F

귀농인이 한 강좌

체력단련장 운

노인 편의 심으로 신축

4.3. 운영 및 제도와 정책 조사 주요 내용

4.3.1. 운  측면

  체로 마을회 은 마을회 공동 소유로 마을 주민들 공동의 재산이고 공동

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마을 이장이 운 책임자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  운 비가 노인회로 나오기 때문에 경로당 심의 운 도 많

아 노인회장이 운 을 책임지는 경우도 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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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마을회 이 농 종합개발 사업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개발 원

장이 운 주체인 경우도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  운 과 련하여 마

을기 과 노인회로 지 되는 운 비의 리 운 이 투명하지 않거나 명확히 

용처가 구분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마을회 에 속해 있는 경로당 운 비는 이장이 집행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

다는 의견도 있다. 마을회 과 같이 있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와 운 비가 노

인회장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을회 이 경로당에 귀속된 것처럼 운 된다는 

것이다. 이 게 되면 마을차원에서 회 을 활용하는 데도 제약을 받게 되고, 다

양한 로그램 운 과 부업 등 공동소득사업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차상 제

약이 따르게 된다. 마을의 표 인 시설을 운 하고 리할 책임도 이장에게 

있는데 실 으로 이장에게 그럴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3.2. 제도와 정책 측면 

  사례마을 조사과정에서 기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마을회  운  책임자를 

상으로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회 에 한 정책은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회 의 신축과 보수, 일

부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 비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유일하다. 이

에 따라 마을회 에 한 시군의 담당 부서도 건물 신축과 보수 련한 업무는 

건설 부서에서, 경로당 지원은 복지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사실상 같은 공간에

서 운 되고 있는 마을회 과 경로당의 정책  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마을회 의 소유권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마을회  신축 시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하고 건물은 시군에서 보조해 건립하는 데 세 과 리 문제 등

을 고려해 건물 소유권을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내 체 마을회 의 50% 정도가 회  건물을 시군에 기부채납하고 있으며, 이 기

부채납한 마을회 에 해서만 개보수 산을 편성하기도 한다.

  마을회 에 한 시군의 지원책은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통 건

물 신축과 보수에 해 연간 2억 원～5억 원 내외 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일

부 시군에서는 시설운 비를 지원한다든지, 태양  는 태양열 설치, 작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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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규모와 기 비고

마을회  신축 2개소, 2억6천만 원(개소당 1억3천만 원) 건물만 지원

마을회  개보수 30개소, 1억6천4백만 원(개소당 5백40여만 원) 체 229개소

표 3-17.  마을회  신축 지원 기 (2012년 철원군 사례)

구 분 지원 액(규격) 지  시기 비고

운 비 월 8만 원(분기 24만 원) 분기별 지원(1,4,7,10월)

난방비 년 90만 원 상, 하반기 지원(1, 10월) 

한시난방비 년 150만 원 5개월×30만 원(1,2,3,11,12월)

간식비

40인 미만 분기 54,000원

40 ~ 90인 분기 72,000원

90인 이상 분기 90,000원

분기별 지원(1,4,7,10월)

지원 경로당 별 정부양곡 20kg
7개월(농번기 5,6,9,10월 제외)

읍면단  7포, 동단  6포

2012년 

신규사업

표 3-18.  경로당 운 비 지원 기 (2012년 의령군 사례) 

서  설치 지원사업 등을 자체 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2012년도

에는 마을회  활성화 로그램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도 하 다. 

  부분의 마을회에서 마을회  신축시 회  신축계획에 지 마련과 자부담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는 마을회가 마을 기 으로 매입하거나 마을주민

이 기부하는 형식, 종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식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부담 비율은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부담은 마을기 , 주민 

모 , 출향인 기부  등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장수마을 사업 

등 연 된 사업에서 일부 회  건립비를 마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경로당에 한 행정  리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 경로당이 한노인회 소속으로 한노인회 앙회·연합회·지회라는 한

노인회 체계를 통하여 리되고 있다. 마을회 이 경로당으로 문패를 바꿔달고 

심지어 경로당으로 등록되는 상은 노인회 회원 등록과 경로당 시설 보유에 

따라 운 비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 포천시: 마을회  활성화 사업(노래교실, 화, 게이트볼 등)에 산 3천만 원 편성(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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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 실태 조사결과의 시사  

5.1. 이용자 설문조사

5.1.1. 마을회  운 실태

  다수 마을회 이 경로당과 공동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 이

용층, 로그램, 시설과 집기 등이 노인 심으로 운 되고 있어 마을회 의 경

로당화 경향은 뚜렷하 다. 

  마을에 마을회  기능을 체할 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17.1%에 그쳐 마을

회 이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 시설인 것으로 악된 가운데 마을회  활용도

는 85.6%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마을회  단일형만 보면 10곳  3곳이 

활용되지 않고 침체된 것으로 나타나 마을회  단일형에 한 차별화된 로

그램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마을회  활용도가 낮은 곳은 원인을 노인 심의 활용과 다양한 계층이 참

여할 수 있는 로그램의 부족으로 꼽았으며, 공공서비스도 부분 노인회원을 

한 건강 련 로그램이고 다양한 계층이 원하는 교양문화 로그램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을 이유로 들었다. , 마을회 이 공부방, 공동작업장, 도

농교류장 등 다양한 기능으로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

안이 필요하다. 

  마을회  운 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난방시설 조사에서는 아직도 

부분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고 에 지 감형은 10곳  3곳에 불과하 다.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설치 등 에 지 감형 시설보 이 요구

된다.  부분의 마을회 에서 공동식사가 이 지고 있으며, 주 이용층은 노

인층과 부녀자 층이다. 공동식사는 농한기에 집 으로 이 지고 상 으로 

농번기 공동식사는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 빈도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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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결과 시사

운  형태
마을회  단일형 12.4%

마을회 +경로당 복합형 85.4%

복합형과 단일형 차별 운

로그램 필요

건물 상태 건립 20년 이상 마을회  20.0%
노후 회  실태조사 필요

교육, 회의시설 확충 필요시설 상태
양호 83.5%, 개보수 필요 16.6%

교육, 회의시설 등은 미비

시설 이용도
보육, 매‧가공, 공부방 등 유휴화

민박시설 11.7% 보유, 상태불량 63.3% 
시설 활용방안 마련

난방 시설 기름보일러 64.9%, 에 지 약형 10곳  3곳 에 지 약형 시설 보

운 주체 이장 68.0%, 노인회장 24.1% 리운 주체 정립 필요 

기능 인식 주민공동시설 60.0%, 경로시설 37.5% 
경로당 인식 복합형이 단일

형의 3.2배 달해

활용도 잘 활용된다 85.6%, 유휴화 14.4%
단일형 유휴화율이 (34.2%)

로 높아

침체 이유
노인 심 활용 21.8%, 다양한 계층 로  

그램 부족 17.1%

노인 심 운 에 불만

주민 공동 활용방안 마련

세부기능활용도 커뮤니티 93.9%, 경로당 84.6%
공부방, 공동작업장, 도농교

류의장으로 활용도 낮아 

주 이용층 노인회 46.4%, 부녀회 39.3% 주 이용 청장년층 이용도 낮아 

체시설 있다 17.4%, 없다 82.6%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 시설

공동식사

여부: 공동식사 한다 82.3% 

시기: 농한기에 집  51.6%

주이용: 노인 73.3%, 부녀자 22.7%

문제 : 비용 55.9%, 운 인력 25.8%

복합형이 단일형보다 활발

(25.4%p 높아)

식사인력 지원 등 검토

운  갈등
10곳  6곳 갈등, 운 비 24.8% 

노인층과 은층 갈등 15.4%

복합형 마을회  경로당 운

비 지원방식 개선 필요

공공서비스
방문진료 22.7%, 농교육 21.5%

검진 18.9%, 정책설명회 16.2%

노인 심 로그램

교양‧문화 로그램 부족

표 3-19.  마을회  운 실태 요지  시사

  결국 마을회 이 노인들 심으로 활용도는 높으나 일반 주민들은 상 으

로 마을회  이용에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도 마을회 을 주민

공동의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이 경로시설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마을회 이 경로당 심으로 운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기능 인 측면이나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마을회 의 다목  기능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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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결과 시사

주 이용기능 본래기능 52.4%, 경로당 기능 45.2% 은층과 노인층 차이 뚜렷

주 방문목 화 49.2%, 경조사와 회의 33.9% 노인- 화, 은층-경조사

주 이용시기 농한기 72.7%, 1년 내내 20.7% 농한기에 로그램 제공

비용 지불 여부 없다 69.4%, 있다 26.1% 운  자립기반 조성 필요

요성 인식 요(매우) 88.8%로 높은 편 활용도와 비례

이용 만족도 만족(매우) 77.0%, 불만족(매우) 23.0% 은층 불만족 11.3%p 높아 

불만족 이유
노인들만의 공간 20.2%, 운동기구 부족 

18.3%, 컴퓨터 등 문화시설 미흡 16.7%
은층 이용 여건 조성

표 3-20.  마을회  이용 실태와 만족도 요지  시사

5.1.2. 마을회  이용 실태

  주민들은 마을회 을 찾는 이유로 ‘주민과 화(외로움 해소)’, ‘각종 경조사

와 회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계층별로는 노인층은 화를 해, 청장년층은 경

조사 때문에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시기는 농한기에 집 된 것으

로 나타나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마을회 이 마을에서 주민 소통과 마을발 에 요한 시설로 인식하

고 있으며, 마을회  운  반에 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10명  7명꼴로 비교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불만족 비율도 23.0%에 달하고 특히 65세 미

만 계층에서 불만족도가 65세 이상보다 11.3%p나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

도 노인들만의 공간 이용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문화시설 미흡도 비 이 높았다.

  따라서 마을의 요한 공동시설이 노인 심으로 운 되는 것에 한 일반주

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있고, 컴퓨터와 문화시설 확충 등 은층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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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마을회  운  개선과 정책 수요

  정부와 지자체의 마을회 에 한 심과 지원 정도에 해서는 10명  7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마을회  건물상태가 나쁠수록, 운 만족도가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마을회 에 한 지원 기 에 해서는 마을회

도 경로당 수 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노인층일수록 재와 

같이 경로당 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노인회원과 일반주

민 간에 견해 차이가 커서 운  지원에 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되고 있는 농  사회를 반 한 마을회 의 기능 조정에 해서는 커뮤니

티센터 기능 강화가 1순 로 나타났고, 노인 어센터, 문화센터, 주민편의센터 

순으로 나타나 마을회 이 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로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로당 기능 

심으로 변화되는 것에 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회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층을 한 기능 확충은 건강지원

센터 기능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건강과 련된 로그램 수요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교양강좌와 마을 화제 같은 문화 로그램 수요도 많았으며, 이 같은 

요구는 은 계층에서 수요가 많아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

도 요구되었다. 도시민과 교류를 한 활용방안으로 가장 요한 요소로는 마

을주민들의 의식변화를 꼽아 개방 이고 극 인 교류 의지가 필요하다고 인

식하 다.

  마을회 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로는 물리치료실, 압측정기 등 건강 련 시

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 고, 컴퓨터 등 정보화 련 수요도 다수 있었다. 

  결과 으로, 마을회  이용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인 주의 시설과 건강 련 로그램을 다양한 주민 계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과 시설로 개선할 것을 바라고 있다. 향후 마을회

 운 지원에서 이 같은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 해 마을회 이 주민 모두의 

공동시설로 활용되도록 균형 있는 근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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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결과 시사

정부‧지자체

심과 지원

부족(매우) 69.7%: 건물상태 나쁘고 만족도 

낮을수록 불만족 비율 높아
마을회  신축/보수 기  제시

지원기

마을회 과 경로당 같은비  지원 36.3%

재처럼 경로당에만 운 비 지원 34.0%

마을회 (마을회)에 운 비 지원 25.1%

경로당+마을회  운 비 지원 

정책 개선 필요

- 계층 간 갈등 여지

기능 재정립

방향

커뮤니티센터 기능 1순

노인 어센터 2순
커뮤니티 기능 강화 필요

로그램 수요
정기건강검진, 웃음치료, 요가 등 59.3%

교양강좌, 마을회  화제 20.2%
건강과 문화 로그램 확충

시설 수요

물리치료실, 운동시설, 찜질방 등 51.8%

목욕탕 14.4%, 공동 식시설 11.3%

민박, 가공, 매 시설수요 11.2%

건강 련 시설 수요 많고

공동사업 시설 수요 어

집기 수요
압측정기, 안마기 등 건강 련 37.3%

컴퓨터, 회의용 집기 등 집회 련 33.6% 

건강 련 집기와 정보  

집회 련 집기 수요 많아

표 3-21.  마을회  운  개선과 정책 수요 요지  시사

5.2. 마을회관 이용 만족도와 활용도에 미치는 요인

마을회  이용 활성화는 결국 이용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 마을회  이용자들의 마을회  이용에 한 만

족도  활용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 다. 이 게 정

리된 결과들은 마을회 을 운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

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2.1 마을회 의 다양한 기능의 강화 필요

마을회  활용도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추정한 결과 마을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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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문화행사  교육 기능, 경로당 기능, 사교  조직활동 기능, 마을회 기

능의 요도에 한 태도, 건강 리 기능 변수가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농 지역에서 여가  문화시설(도서 , 화 , 노래방, 상업시설 등)

이 시군청(읍내) 심에 부분 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성이 비교  낮다. 

반면 마을단 에서 최소단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가진 마을회 이 보다 근

성이 높기 때문에 마을회 의 다양한 기능의 강화에 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을회  활용도를 반 으로 높이기 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마을회  기능의 다양화와 함께 각각의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균형 있는 운 노력이 필요하다.   

5.2.2. 비고령층  고학력층을 한 마을회  기능 강화

재 마을회  이용자의 부분이 학력이면서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고령  고학력 이용자들이 상 으로 마을회 의 

활용빈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 마을회 의 세부기능별 활용도 평가 결

과에서도 보육시설 기능(1.10), 청소년 교육복지 기능(1.17), 공동수익사업 기능

(1.32) 등이 낮은 활용도 수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능과 련된 부녀자, 청소

년층, 장년층 그리고 고학력층 이용자들을 한 마을회 의 기능들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5.2.3. 마을회 의 유형별 활성화 정책 수립 필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마을회 의 다양한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마을회 의 다양한 기능을 세부기능별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의 특성을 살

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을회 을 복합커뮤니티형, 보건  후생복지형, 공동

수익 창출형으로 유형화하고 이 같은 마을회 의 유형별 특성을 향후 시설, 운

로그램, 수익모델 개발 등 마을회  활성화 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경우 

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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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례마을 조사 결과 요지

  사례마을회  장조사를 통해 운 이 비교  잘 되는 마을의 특징을 악

하고자 하 다. 다양한 측면에서 특징 인 운 사례를 발굴하기 해 35개 마

을회 을 상으로 실사하 으며, 마을마다 마을회 을 매개로 주민 소통을 

한 행사와 학습활동, 외교류, 마을 공동 소득사업 등 차별화된 다양한 운  

사례들이 있었다. 

  장실사 과정에서 마을회 이 비교  잘 운 되고 활용도가 높은 사례의 특

징은, 마을회  운  책임자가 은 층인 경우, 마을자체 기 이 있거나 공동 부

업을 하는 경우, 각종 정책사업과 마을회 이 연계된 경우 등으로 악되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들이 우리나라 체 마을회 의 표 인 우수사례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 가능한 범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례를 발굴하

여 장 확인을 거친 결과로써 마을회 이 다양한 기능과 효율 으로 시설을 

운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장에서 만난 계 공무원과 이장 등 운 자들은 마을회  운 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련 자료나 매뉴얼, 상담처 등을 찾기가 쉽지 않

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을회  운 계획 

수립이나 신축 시 마을주민들이 직  타 지역 마을회 을 찾아가 벤치마킹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회  운 에 한 반 인 실태조사를 거쳐 운  매뉴얼을 제공

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유형별로 사례를 수집해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도 장에서 마을회 을 운 하는 데 실질 인 도움이 될 것이다.  

5.4. 이용 실태 조사결과 종합 및 시사점

  이용 실태 조사에서 마을회 에 한 요성 인식과 활용도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 주민들의 마을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다

만, 마을회 이 경로당과 공존하고 노인 심으로 운 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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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는 복합기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

었다. 

  따라서 마을회 의 기능을 경로당 심에서 탈피해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 의 유형별 맞춤형 활성화 략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의 현황

▪ 전국 현황: 농촌 행정리단위 마을회관 총 36,496개, 2,437개 마을은 마을회관 없어

▪ 운영 형태: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 85.4%, 마을회관 단일형은 12.4%에 불과

▪ 건물 상태: 건립 20년 이상 경과한 마을회관 20.0% 달해 신축과 리모델링 필요 

 마을회관 활용도와 만족도

▪ 활용도: 85.6%로 높으나, 마을회관 단일형은 65.8%로 34.2%가 유휴화 추정

▪ 이용 만족: 77.0%로 높은 편이나 비노인회원은 29.2%가 불만족

▪ 이용 패턴: 주로 회의소와 경로당 기능 활용, 새로운 기능 수용 소극적

▪ 마을회관 유휴화, 불만 사유: 노인중심 활용,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각 21.8%, 20.2%) 

 마을회관 이용 실태

▪ 기능 인식: 주민 공동의 커뮤니티 기능 60.0%, 경로시설 37.5%

▪ 운영 실태 

 -운영책임 노인회장 24.1%, 주 이용층 노인회 46.4%

 -운영방식: 정부 운영자금 지원 경로당에 한해 지원

 -공공서비스: 방문진료 22.7%, 검진 18.9% 등 노인편중 

 ⇒ 운영프로그램, 시설, 공공서비스 등이 노인 중심임.

▫ 이용 불만: 청장년층이 노인층보다 11.3%p 높아

▫ 마을회관 10곳 중 6곳 크고 작은 운영 갈등

   - 운영비 24.8%, 노인층과 청장년층 갈등 15.4%

▫ 마을회관 활용 및 공공서비스: 노인중심 운영 불만

   - 다양한 운영프로그램(교양, 문화) 제공 요구

<마을회관 이용 주민갈등 요인>

 마을회관 기능 정립 방안

▪ 마을회관의 다양한 기능 활용도 제고 필요

  - 마을회의소, 문화행사 및 교육, 경로당, 사교 및 건강관리 등 기능 다양화 필요

▪ 비고령층 및 고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활용방안 제시

▪ 마을회관의 유형별 활성화 정책 수립 필요

  - 복합커뮤니티형(마을회의소, 교육, 문화행사, 경로당 등)

  - 보건 및 후생복지형(건강관리실, 청소년 교육복지, 보육시설 등)

  - 공동수익창출형(마을공동수익사업, 도농교류센터기능)

그림 3-20. 마을회  이용 실태 조사결과 시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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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마을회  이용 활성화 방안

1. 마을회  운 의 문제 과 과제

1.1. 운영상의 문제

  농 지역은 도시에서 릴 수 있는 교육과 보건, 그리고 문화  혜택에서 상

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이 같은 기능을 부분 으로 수용해야 할 마을회

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에서 조사 결과를 토 로 마을회  운 의 문제 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마을회 에 한 기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도

가 낮으며 농 사회 환경 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회 은 주민 공유공

간으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마을의 표 인 공동시설

이다. 따라서 마을회  본연의 기능인 커뮤니티 기능이 심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용 실태 조사결과 마을회 의 85.4%가 경로당과 복합형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이처럼 복합형태로 운 하는 경우 단일형보다 마을회 을 경로시설로 인식

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가장 향력 있는 운 책임자도 이장이 68.0%, 노인회장

이 24.1%로 혼재되어 있다.  농 사회는 변하고 있으나 변화에 따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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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 즉 도농교류 공간, 공동생산공간,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회  운 이 노인 심으로 편 되면서 마을회  이용에 한 주민 

계층 간 갈등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즉, 마을회 이 노년층을 

심으로 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간 한 단 되어 있어 청장년층과의 소

통이 원활하게 이 지지 않고 있다. 노인들도 노인회에 원 가입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마을회  이용에 주민 간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노인들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오찬옥, 2006) 조차도 마을회 의 시설은 주민 모두가 이용하

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노인 용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이용 실태 조사결과 마을회  주 이용자 

층이 노인회원(46.4%)과 부녀자(39.3%) 층으로 나타났으며, 청장년층은 12.7%에 

그쳐 앞서 밝힌 선행연구 결과15보다 노인층 이용 편 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은 마을회 이 노인 심으로 운 (시설과 각종 로그램, 공공서비스)되

면서 일반주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기회가 상 으로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셋째, 마을회 을 매개로 제공되는 공 , 사  로그램과 지원이 다양하지 

못해 제한 인 기능 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회 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교육, 보건의료, 정보화 등에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주로 노인을 한 건강 련 

로그램과 시설지원이 부분이며, 교양과 문화 로그램은 거의 제공되고 있

지 못하다. 마을회  이용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노인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심을 가

져야 한다. 특히, 마을회  활용도 요인분석 결과 비고령층과 고학력층의 활용

빈도가 학력층과 고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을 한 로

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15. 오찬옥 외. 2006. ｢농 노인의 복지향상을 한 마을회 의 공간활용방안｣ 연구에서 마

을회  주 이용자 층은 청장년층>노인층>부녀자층>청소년층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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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도 및 정책 측면의 문제

  농 의 마을회 에 한 정책과 지원도 경로당 기능 심으로 이 지면서 마

을회  본연의 기능에 한 심은 부족하다. 미래지향 인 에서 농 인구 

과소화,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 해 마을회  운 지원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역자치단체-기 자치단체의 마을회 에 한 정책과 지원체계

가 명확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 으로 마을회 에 한 명확한 리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회  련 통계가 체계 으로 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회  건립  증‧개축과 련된 정책사업이 별도로 없이 

기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도 래되고 있다. 

  둘째, 마을회 과 경로당 련 정책이 연계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산집행의 효율성이 하되고 있다. 마을회 에 한 정책은 시군 조례에 근거

하여 마을회 의 신축과 보수, 일부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 비는 경

로당에 지원하는 게 유일하다. 이에 따라 마을회 에 한 시군의 담당 부서도 

건물 신축과 보수 련한 업무는 건설 부서에서, 경로당 지원은 복지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운 되고 있는 마을회 과 경로당의 정책 

 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마을회 과 경로당을 이원화해 지원하는 정책

에 따라 노인회와 마을회 간 운 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셋째, 마을회 과 경로당 복합형의 경우 시설 활용에 제도  혼란이 야기되

고 있다. 재 마을회 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경로당은 노

유자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수익사업 활용 등에 제약을 받는다. 실질 으로 마

을회 과 경로당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회 이 마을기업 등의 사업장으

로 활용되기 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마을회 을 심으로 마을단

 공동시설의 효율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 인구와 노인이  

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마을 공동시설 설치는 산 낭비를 래하고 주민의 

소통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마을회 의 활용도를 높

이는 리모델링에 더 심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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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회  이용 활성화 방향과 세부방안

2.1. 기본 방향

  마을회 은 마을에서 공동체의 기반이며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요

한 공동시설이다. 농 지역에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마을회 이 경로당 심으

로 운 되는 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노인들조차 마을회 이 노

인 용이 되기보다는 모든 마을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

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마을회  활성화를 한 논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

간이어야 한다는 을 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마을의 여건과 인구구성 등 마을

마다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마을에 합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요

하다.  마을회 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공유재산이고 자치시설이기 때문에 

운 의 자율성과 자립노력이 요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심과 어떤 형태

이든 지원도 필요하다. 마을회 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되고 농  활력을 

한 정책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기도 한 동시

에 최소단  마을 행정 기능도 일부 수행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에도 마을회 에 한 직간 인 정책 지원이 이 지고 있는 것이다16. 

2.2. 정책 차원의 기본 방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주요 경제활동의 변화, 인구·사회  구성의 변화, 교

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변화 등 농 의 변화는 분명 농  마을회 의 기능

과 활용도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마을회 을 이용하는 계층이  더 고령

화되고 있다. 이동성의 증가와 함께 은 사람들은  더 마을회 과 같은 

16. 송미령 외. 2001. ｢농 공동시설의 효율  활용방안 연구｣에서 농 의 공동시설은 장려

재의 특성이 강해 공공의 지원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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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 공동시설보다는 읍내나 시·군청 소재지, 는 인근의 심도시의 다양

한 시설을 이용하기 해 생활권을 확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을회 은 여 히 농  

주민의 가장 요한 공동생활 기반이며 향후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 기

되고 있다. 농 의 사회·경제  변화에도 마을이 농 의 일상생활권으로서 여

히 요한 것처럼 마을회  역시 농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에 여 히 요

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  마을회 의 기능 

활성화를 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2.2.1. 농 의 변화를 반 하는 마을회  운

  마을회 이 본격 으로 보 되기 시작한 1970년  만 하더라도 우리 농

은 농어업을 심으로 마을의 사회·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교통·통신 기

반도 제 로 구축되지 않아 수도권 내의 농  마을이나 오지의 농  마을이나 

문명의 이기나 문화  혜택에 있어 도시와 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다. 마을회 이 농  주민이 일상생활권 내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고 문화

 혜택을 받는 거의 유일한 공동시설이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40여년이 지난 지  농 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경

제활동의 구성이나 인구·사회  구성에 있어 격한 변화가 있었다. 정보·통신

의 이기 역시 도시 못지않게 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발달된 도로망을 

바탕으로 농  주민의 생활권이 마을을 넘어 인근 심도시까지 확 되었다. 

 같은 농 이라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지역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을회

의 운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 되는 추가 인 

변화 한 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먼 ,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  변화로 마을회 의 기능이 

주로 경로당화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귀농·귀 인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인구의 농  마을 유입, 통 인 

마을과는 다소 다른 원마을의 정책  조성에 따른 새로운 특성의 마을 형성 



84

등도 향후 마을회  운 에 고려해야할 이다.

  교통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 에 따라 상  심지에 입지하고 있는 각종 공

동시설과 마을회 의 역할 분배 역시 마을회  운 에 고려해야 할 이다. 이

동성이 크게 증가된 오늘날에는 읍·면 소재지나 시·군청 소재지, 심지어 인근 

심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 시설이 마을 주민들의 일상 인 

이용 시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회 이 농  마을주민  어떤 계층을 

상으로 어떤 기능을 주로 제공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을회 의 운  역시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 하

듯이 마을회 이 본격 으로 건축되던 1970년  와는 달리 우리 농 은 지

역 간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체 인구규모와 주변 심도시와의 

근성 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공 이나 달체계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마을단 의 표 인 공동시설인 마을회 의 공 과 

수요에도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2.2.2. 낙후 오지마을 마을회  건립에 한 국가  지침 마련

  재 마을회  건립의 주체는 주로 기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마을회 의 신

축이나 재건축, 개·보수 등에 한 기 이 기 자치단체별로 조례나 내부 지침

으로 규정되고 있고 지역마다 그 구체 인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분 마을회  건립에 한 공통 인 조건은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

하고 건축에 한 비용은 기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되 건축비용에 한 마을 

자체부담이 있을 경우에 우선순 를 주고 있다. 따라서 낙후된 오지마을의 경

우 마을회 이 보다 필요한데도 자체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마을회 을 건립하

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낙후된 오지마을에 마을회  건립을 한 별

도의 정부 산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마을회 과 같은 주민 일반

을 한 복지시설 공 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마을의 공유재

산까지 정부가 직  투자에 의해 공 하는 것 역시 논리 으로 모순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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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기 자치단체의 마을회  건립 시책과 낙후 오지마을과 같은 실

수요가 있는 지역의 수요 사이를 매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지침 등에 의

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안으로 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군 포 보조 사업을 활용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농산어 개발이나 특수상황지역 포

보조 사업 시 주민 수요에 기 해서 낙후 오지마을에 한 마을회  건립

을 자부담 없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해당 권고지침의 실행 여부를 

포 보조 사업 평가에 반 하도록 하는 것이다.  

2.2.3. 마을회  리·운 모델 다양화

  재 마을회 은 마을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리·운  주체는 해당 마을(마

을회)이 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물론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기 자치단체

가 마을회 의 리·운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마을(마을회)이 직 인 

리·운  주체인 경우보다 체로 리·운  상황이 좋지 않다.  마을회 이 

마을의 공유재산이자 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에서 리·운  주체는 마을(마을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마을회)이 마을회 의 직 인 리·운  주체가 되는 경우 

개 리·운 비의 마련이 쉽지 않은 단 이 있다. 경로당과 복합 으로 이용되

는 마을회 의 경우도 경로당(노인회)에만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마을회

은 냉난방과 같은 기본 인 리·운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마을회

에서 리·운 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 재 마을회  리·운 과 련된 제도  요소들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재 많은 기 자치단체에서 마을회  련 지침을 통해 마을회 을 

본래의 목 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나 개·보수에 있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마을회  본연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마을회 공동의 소득사업 등을 마을회 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허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회 의 활용 모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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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을회  리·운 비를 마을 자체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4. 마을회  기능 복합화와 마을 간 연계 활용

  마을회 의 가장 기 인 기능은 주민들의 집회와 상호 교류의 장이지만 

농 의 사회·경제  환경이 변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

되고 있다. 인구과소화와 생활권의 확 로 농  마을 내에 마을회  외에는 별

다른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마을회 의 기능 복합화에 

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의 일반 인 모임 공간 외에도 물리치료실, 목욕탕, 찜질방, 헬스시설과 

같은 건강 리 시설, 작은 도서 이나 정보화시설, 화 람시설과 같은 문화·

정보시설 등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 마을회 에 복합화되길 바라는 주요 기능

이다. 이밖에도 공동 식시설과 농산물 가공  매시설, 민박시설 등이 복합

화되길 바라는 농  마을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 확충을 통해 정기 

건강검진과 체조  웃음치료, 농강좌  교양 강좌, 요가교실, 마을회  

화제, 찾아가는 방과후학교와 같은 다양한 로그램이 마을회 에서 이루어지

길 바라고 있다.

  마을회 이 이러한 복합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앞서 지 한 로 마을회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리·운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 다고 앞서 언 한 모든 기능을 마을회 에 복합화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복합화가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웃 마을의 마을회 과의 연계 활용도 필요하다. 이

웃 마을과 복되는 복합기능은 어느 한 마을에, 그리고 다른 복합기능은 그 이

웃 마을에 설치하여 이웃 마을 간 마을회 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복투자를 최

소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 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 의 공간  제한으로 

동일 건축물 내에 다수의 복합기능을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마을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일부 기능을 수용하고 기존 마을회 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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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마을회 의 복합기능 구성도

2.3. 마을회관 이용 활성화 세부 방안

2.3.1. 마을회 의 다기능 복합문화공간화를 한 계 설정 

  마을회  운 은 마을주민 체가 이용하는 주민공유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회  내에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기

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을회 이 경로당과 

공존하는 경우 마을회  기능이 심이 되고 배속 개념으로 경로당이 운 되

는 방향으로 계 설정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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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층 상 정책수요는 마을 과소화와 개인 기동성 확  등을 반 해 읍면

단  등의 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 과 경로

당 복합형의 경우 마을회  이용 활성화를 해 경로당으로 지원되는 운 자

 등 각종 정책지원의 리와 집행도 마을회 차원에서 리하도록 역할 정립

이 필요하다. 다만, 경로당 운 자 은 취약계층 보조의 기본 인 취지가 유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회 에 한 명칭도 기능변화에 따라 ‘마을회 ’, ‘회 ’, ‘다

목  회 ’, ‘경로당’, ‘사무소’ 등 다양하다. 마을회  간 을 경로당 간 으로 

교체하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경로당과 마을회  간 이 나란히 걸린다든지 

경로당 간 만 걸리는 경우도 있다. 마을회  간 은 주된 기능을 상징 으로 

보여 다는 에서 명칭이 주는 의미도 기능을 정립하는 데 요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회  명칭이 경로당 기능을 포함한 복합 인 기능을 하는 다목

 커뮤니티로서의 의미를 포 으로 담을 수 있도록 ‘○○리종합회 ’, ‘○

○리다목 회 ’, ‘○○리복합문화 ’ 등으로 기능변화를 반 한 명칭 통일작

업도 검토할 만하다.

2.3.2. 자율 인 운 능력 제고

  이용 실태 조사에서 마을회  운 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주민 간 갈등 요소

는 운 자  마련으로 나타났다. 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마을회  이용이 활

성화되어 있는 마을의 특징은 마을에 기 이 있어 회  운 에 찬조하는 경우

와 마을회 에 모여 공동 부업으로 운 자 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 주

기 으로 폐자원 등을 수거해 기 을 마련하는 경우 등이었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 자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조사

결과 마을회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용자는 26.1%에 그쳤다. 운 자 을 

스스로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농한기 공동 소득사업 추진과 1사1  등 도농교류 

강화, 출향인 등을 통한 기부  조성 등으로 운 자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 지역은 도시처럼 값싸고 효율성 높은 도시가스가 보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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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공동소득사업 대표 사례>

<대표사례 마을>

▪메주만들기(고령 역곡면 노1리)

▪돗자리짜기(서산 덕2리)

▪공 품 만들기(화성 서근리)
▪짚풀 공 품 만들기(태안 범산1리)

▪가공공장 운 (진안 능 리)

▪팬션 운 (진안 운 리)

공동소득사업은 부업형태에서부터 민박, 체험장 운영, 마을기업형태까지 다양하다   

인 라가 부족한 농 지역임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경로당 운 에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실화와 련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회  이용 활성화는 운 자  마련과 함께 운  책임자의 리더십과 정보

활용 능력이 요한 요소이다. 마을회 이 다양한 복합기능으로 활용되도록 주

민들의 욕구를 악해 공‧사  로그램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마을회  운 에 

주민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운 자에게 이러

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한 운 자 교육 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2.3.3. 마을회  운 과 마을개발 정책사업의 연계

  마을회  운 과 각종 농 개발을 한 정책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행정안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희망마을 만들기, 농림수산식품

부의 공동체회사 등 련 정책과 연계를 통해 마을회 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

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농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마을회  운 을 연계하여 유사 복시설 는 불필요

한 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마을회 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마을회 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기능 확장에 심을 둬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을회 과 읍면단  복지

회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들과 연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일부 시군(문경

시 등)에서는 보건지소 신축 시 마을회 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마을회  신축 지원도 선거 등을 의식해 경로당 등을 별도로 지어주는 등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 농 인구는 고 있고 유휴화된 마을회 이 늘고 있는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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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문화강좌와 풍물놀이>

      성주시 봉계1리 마을회관                        진천군 용정리 부창마을회관 

<마을회관 운영이 정책사업과 연계되고 있는 대표 사례>

<대표사례 마을>

▪ 농어 장수마을(진천 용정리)

 - 회  리모델링, 방송망 설치 등
▪ 녹색농 체험마을(부여 원문1리)

 - 마을회  민박운 , 태양열 설치

▪ 농 종합개발사업(진안 능 리)
 - 종합회  건립, 단체숙소 운

장수마을 사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신축, 시설 확충도 이뤄진다 

로당을 별도로 짓는 것은 산낭비다. 마을회 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근해

야 한다. 이용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마을회 과 경로당을 같이 운 하는 마을회

이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3.4. 다양한 교양문화 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마을회  이용자가 주로 노년층이라는 을 고려해 노인들을 한 시설과 

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소일거리 놀이문화(화투, 장기)를 탁구, 

당구 등 건강과 건 한 여가 문화로 방향을 유도하고, 건강한 노년을 한 정기 

건강체크와 운동 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은층을 한 교양 문화강좌와 다양한 문화 로그램 제공을 통해 마을

회 을 주민 모두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특히 만족도가 낮은 

계층으로 분석된 은층과 고학력층을 고려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을회 을 노인들이 가진 통문화와 충효 사상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



91

<마을회관에서 노인 대상 봉사활동과 공공서비스, 전통계승 활동>

주로 농한기에 민간의 봉사활동과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통보전계승 활동도 이뤄진다

해 민요교실, 풍물놀이 등을 은 세 에게 물려주는 통계승의 장으로 활용

할 필요성이 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을 고려해 재 독거노인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는 ‘독거노인 순회 방문(매일) 서비스’는 경로당과 연계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을회 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독거노인 빨래를 도와주는 서

비스도 고려해 볼 만하다.    

2.3.5. 공동식사 지원과 노인 돌 기능 강화 

  마을회 은 앞서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재 가장 보편 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을주민들의 휴

식과 공동식사로 악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체 조사마을의 82.3%가 

공동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례마을 조사에서도 부분의 마을이 회

에서 공동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이 농한

기에 집 으로 공동식사를 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도 일부 마을회 에서는 일

손부족 등을 해결하기 해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시군에서 마을 공동식사 지원책을 마련해 한시 으로 시행하기

도 한다. 이처럼 공동식사는 보편 인 이용행태  하나인데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해 2012년부터 을 제공하고 있다(읍면지역 20kg 7포, 동지역 5포). 하지

만 부식비와 장비 마련 등 부족한 운 비 문제와 부분 노인으로 구성된 공동

식사 참여 인원으로 식사를 비하고 리할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번기에 한해서라도 공공근로 인력 등을 투입해 밥 짓는 일손을 제공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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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공동식사 사례>

마을회관 공동식사는 주로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주로 노인층이 이용한다  

<마을회관 독거노인 공동기거 등 노인케어센터 기능>

마을회관은 독거노인 공동숙소로도 활용되고, 노인 중심의 건강 편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사지원 도우미제도17(일부 시군에서 시행)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일터에서 돌아와 마을회 에서 샤워와 물리치료, 요가, 헬스 등을 통한 휴식

과 건강 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을 고려해 마을회 에 응  연락망을 구축하여 출향자녀와 응  

시 연락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기거하며 난

방비와 식비를 약하고 외로움을 나  수 있는 공동 기거 사업(김제시 그룹홈 

사업)도 확 되어야 한다. 

  농 지역에서도 교육과 문화, 정보화에 한 필요성과 욕구가 많다는 을 

감안해 일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동복지 서비스(건강 리, 문화 로

그램 등)’를 확  시행하고, 마을회 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자원 사자를 이용

한 교육과 정보활용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17. 경남 창원시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마을별 공동 식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농번기 마

을 공동 식'은 매년 농번기(4∼11월)에 해당 마을을 선정해 마을별로 25일간씩 진행된다. 

마을 공동 식은 마을별로 공동식사를 비할 수 있는 조리원 1명씩을 두고, 시는 조리원 

인건비(100만 원)와 일부 부식비(70만 원) 등을 지원해 농철 바쁜 일손을 덜어 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나 다른 반찬거리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 으로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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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에서 이뤄지는 도농교류 사례>

마을회관에서 1사1촌, 농촌체험 등을 통한 도농교류가 이뤄지고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다 

2.3.6. 미래지향  활용을 한 시설 확충 

  마을회 의 시설을 다양하게, 미래지향 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아동 련 복지욕구가 많아 유아방 설치사업(농어  특

례형 공동아이돌보미사업 2012.3) 등을 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 에

서 주민 자원 사자가 외국인을 상으로 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귀농귀  인구가 한해 1만 명이 넘는 등 도시민의 농

지역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마을회 을 귀농귀  체험 둥지로 활용(3개월간 임

해 정착 비에 도움, 순천시 송 읍 덕동마을회 )하는 것도 극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마을을 방문하거나  온 도시민과 출향인사들이 마을회 을 방

문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의 경조사 공간으로 활용

도를 높이기 해 주차장 등 련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마을회  운 비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이 난방비용으로 나타났

고 이는 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 아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마을회 이 64.9%로 부분이었고 태양열 

등 에 지 감 시설을 갖춘 마을회 은 10곳  3곳에 그쳤다. 부여군 등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회  태양열 설치 사업 등 마을회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지원이 녹색성장정책 차원에서도 확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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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결론

1. 요약

  농 지역 마을회  이용 실태를 반 으로 조사하고 악한 결과, 마을회

은 농 지역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 에서 가장 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활용

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마을회 을 마을의 소사를 결정하고 각종 모임을 갖

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차 마을회 의 기본 인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경로당 기능

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은 농 주민의 인구구성 변화

로 인한 불가피한 기능의 변화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회

이 농 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받아들이는 변화의 심기능을 하기를 바라

는 욕구와 기 도 있음을 확인하 다. 

  국 농 지역 마을회 은 3만 6천여 개에 달한다.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 마을회 과 경로당 복합형은 85.4%로 나타나 10곳  8곳 정도가 

마을회 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회  활용도는 체

으로 85.6%로 높게 나타났으나, 마을회  단일형만 보면 65.8%에 그쳐 10곳 

 3곳 정도가 유휴화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마을회  단일형에 한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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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에 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만족도는 77.0%로 높은 편이었으나 

비노인회원 즉, 청장년층에서는 노인 심으로 운 되는 시설과 로그램 때문

에 마을회  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마을회  이

용 패턴은 주로 마을회의소 기능과 경로당 기능 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다양한 로그램이나 농 환경 변화에 응한 기능 확장이 제 로 

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회 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노인회원으로 연평균 모임횟수가 다

른 계층보다 6～7배 정도 많았으나 마을회나 부녀회도 마을회 을 매개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  활용도에 해 은층일 수

록 마을회  본래의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인층은 주로 

화를 해, 은층은 경조사를 해 마을회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되고 있는 농 사회를 반 한 마을회 의 기능 조정 의견에 해서는 본

래의 기능인 커뮤니티센터 기능이 1순 로 나타났고, 2순 가 노인 어센터 기

능을 선호해 농 주민들은 마을회 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으로는 마을회  부분이 경로당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 아  마을회

 간 을 내리고 경로당 간 만 걸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 부분이 노인

회원이며 마을회  시설은 부분 노인 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헬스 기구 등 

비교  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가 많았다. 문화와 교육 로그램 운 이 활성화되지 않고 련 시설도 부족하

거나 아  없는 경우도 많았다. 여 히 노인회원들이 모여 화투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작 마을회 이 노인들의 유물이 되는 것에 해서는 

부녀자와 청장년층은 물론 노인회원들까지 부정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인

층은 청장년층과의 소통 부재와 단 을 우려하고, 은층은 활동공간이 마땅치 

않아 불만이다. 일부에서는 노인회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 비가 마을회  운

과 이용에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회 에 한 미래지향 인 에서의 기능 정립과 활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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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 인 것으로 

단된다. 

2. 결론  정책  제언

  마을회 은 마을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해 온 공간이고 지 도 그 역할과 기

능이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을회 의 기능도 농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돌 시설로, 각종 체험활동 등 도농교류 시설로, 소외된 문화욕구를 충

족시켜주는 공간으로,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마을개발과 자립의 심 기능으로 

그 기능이 분화되고 있다. 

  이 듯 마을회 은 농 지역 주민들에게 요한 시설이며, 거의 유일한 커뮤니

티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2005년 마을회 과 경로당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마을회 에 한 종합 인 정책개발이 어려워졌고 기

자치단체마다 정책이 달라 지역 간 불균형을 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 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마을회 의 본래 기능은 약

화되고 경로당 기능 심으로 환되거나 아  용되는 부분에 해서도 다양

한 의견이 있고, 일부에서는 노인회와 주민 간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마을

회 을 경로당으로 보는 정책 기조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회 에 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 하는 동시에 미래지향 인 에서 마을회 에 한 정책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노령화 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귀

농귀  인구의 증가, 도농교류의 확  등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고려해 보육사

업, 도농교류와 체험 공간 제공, 다문화가족과 귀농귀  인구의 인큐베이터 기

능 등 마을회 이 새로운 수요를 받아들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정책 부분의 근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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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의 마을회 에 한 반 인 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지 까지 마을회 에 한 운 실태 조사연구는 일부 지역에 제한 으로 진

행되었다. 최근 몇몇 시군에서도 운 실태 수 조사를 시도한 사례가 있으나 

건물신축과 개보수 산 책정을 한 시설 황 심의 조사가 부분이었다. 이용 

실태와 로그램 수요에 해 종합 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기 자치단체와 읍면을 통해 3만 6천여 개가 넘는 마을회

에 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마을회  운  실태를 종합 으로 조사하고 이를 

마을회  지원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마을회 의 신축과 개‧보수에 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마을회 이 건축된 지 20년이 훨씬 지나 노후화된 곳이 조사결과 20%가 넘

었다. 마을회 의 건물과 부지 소유권도 제각각이며 이로 인한 분쟁도 있었다. 

마을회 이 본격 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사후 리나 운 체계

에 한 검이 거의 이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재 시군마다 마을회 에 

한 신축과 보수를 한 연간 산 책정은 기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략 5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악된다. 시군마다 300～400개의 마을회 이 있는

데 이 산규모는 한 시군에서 1년에 2～4개 마을회  신축을 보조하는 데 그

치는 수 이다. 

  개보수 산도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 포

보조  형태로 보조하는 마을회  신축과 개보수에 해 기 자치단체에서 

심을 갖고 산을 합리 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노후

화된 마을회 을 건립연도를 고려해 순차 으로 신축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마을

회  신축을 시범사업 형태로 공모를 통해 보조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행정안 부가 추진해 온 ‘희망마을 만들기사업’18이 좋은 사례이다. 주민 자치 공

간이라는 을 고려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일정 부분 자 을 

18. 행정안 부는 매년 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을 공모로 추

진해 세민 거주지역 등에 마을회  등을 활용한 공동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2년도에도 25개 시군구의 희망마을 사업 상지

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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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내부 합의를 거쳐 제안하면 평가를 통해 회  신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마을회  신축에 한 표 설계도의 제공도 필요하다. 마을단 에

서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을에서 설계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사감리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마을특성과 유형별로 활

용할 수 있는 표 설계도를 지원하는 데도 심이 필요하다. 표 설계도는 행정

안 부 등 앙정부 차원에서 제작하여 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마을회  운 매뉴얼과 운 자 교육이 필요하다. 

  마을회  운  책임자는 이장 는 노인회장이 부분인데 이들의 회  운

방식은 주먹구구식이다. 장조사 과정에서 악된 마을회  운  활성화의 

요한 요소  하나는 운 자의 마인드와 정보취득 능력으로 단된다. 마을

회 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과 운 방식 등이 공유되지 않고 련 

정보도 손쉽게 얻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마을회  운 과 련한 다양한 사례와 로그램, 지원정책 등을 매

뉴얼 는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마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운

방식을 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을회  운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마을을 포상하고 운 방식을 하는 기회도 필요하

다. 이와 함께 운 자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한다. 

  ④ 마을회 과 경로당을 구분한 운 자 과 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회 은 주민 모두의 공유 공간인 데 비해 경로당은 노인회 용 공간이

다. 농 지역 인구 구성 등을 감안하면 효율성 차원에서 마을회 에 경로당이 

공존하는 재의 추세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운 과 정책 측면에서 세심

하게 근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라는 기본 기능이 흔들리고,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년층과 일반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을회 이 노인 용 공간화되면 노인 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체 마을주민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마을회 에 속한 경로당의 운 비를 합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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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 을 새로 마련하고,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노인 심

의 시설과 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이 고려된 시설과 로그램으로 개선해야 한

다. 마을회 에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하기 해서는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농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연계될 수 있다는 에서 정 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마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

요하다. 차가 잘 들어오지 않는 오지마을은 마을회  내 목욕시설이 가장 필요

한 반면, 목욕탕이 인근에 있는 읍면 소재지 마을회 은 운동시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즉, 복합커뮤니티형, 보건  후생복지형, 공동수익창출형 등으로 유형

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로그램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⑤ 마을회 을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마을회  활성화에 필요한 공‧사  네트워크가 효율 으로 작동되고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 진

흥청이 추진했던 건강 리실 지원 사업이 상당 부분 유휴화되고 있는 것은 마

을에서 운 비 충당과 이용자 감소 문제로 활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건지소의 건강 리 로그램 등과 연계되지 않아 발생한 측면도 있다. 즉, 

앙정부, 기 자치단체, 보건지소, 농 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공  네트워크

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지원과 로그램이 체계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유사 복 지원과 불필요한 산집행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마을회  활성화를 해서는 물리  공간보다 더 요한 것은 

시설을 지속 으로 운 해 나갈 인 자원과 로그램이 필요하다. 기 자치단

체 차원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마을회  지원과 운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19. 이와 함께 민간단체를 심으로 한 지역사회

19. 앞서 제시한 기 자치단체의 마을회  지원사업 외에도 화체험마을‧마을회  활성화 

진사업(가평군), 마을회 과 경로당 환경 리 책임제(양구군), 수요 건강교실(서산시), 

야간 요가교실(제천시), 보건진료소와 마을회  복합화(화순군), 30개 마을 공동 식 지

원(나주시), 인터넷 방송 마을회  연계(완주군), 풍물교육 등 건강장수 로그램 운 (

주시) 등 지역특색을 살린 지원 로그램은 다양하다(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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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과 참여가 요하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 운 자  마련 등 자율 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으로 마을회 은 주민들의 근과 이용이 가장 용이한 공동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운 로그램이 없어서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에 머

무른다면 농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나 문화와 복지의 소외, 더 나아가 

변화되고 있는 농 사회의 많은 기회와 수요에 하게 응하지 못할 것이

다. 이제부터라도 마을회 이 1970년  새마을운동의 심기능을 수행한 것처

럼 변화된 농 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문화복지 서비스의 기반 시설로 활용도

를 높이고 도시민들의 교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인 심과 지원이 필요

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로는 첫째, 조사 상을 연구원이 농

가경 주 심으로 구성한 지통신원 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마을을 구성하

고 있는 다양한 계층 즉, 학생, 부녀자, 청년, 다문화 가정 등의 조사가 미흡하

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회 을 조사범 로 설정하 지만 실 으로는 마을회 과 경로

당 운 이 혼재되어 있어 조사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을회  단일형

을 연구범 로 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사례 조사에 한정하여 해외 농 마을의 커뮤니티 시설 운  사례

를 제시하지 못하 다. 따라서 선진국 농 의 커뮤니티시설 운  사례를 조사

하여 마을회  활성화 방안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을회 의 이용 실태 악과 사례조사 심으로 연구 범 를 한정함

으로써 련 정책과 제도에 한 심도 있는 고찰과 근이 미흡하 다. 향후 

마을회 에 한 연구에서는 련 정책과 제도 측면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농

사회 활력이라는 거시 인 에서 마을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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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평면 용정리 부창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

▪ 특징: 마을회 ↔가가호호 방송망 연결, 응 구조

 - 장수마을 사업으로 1천여만 원 투입, 40가구와 통신망 연결

 - 마을 달사항 방송, 주민 응  상황시 집에서  주민에게 

   →  상황에 한  주민 공동 처 시스템 운

 - 매주 목요일 풍물놀이 12명 참여, 노인 취미활동

 - 독거노인 13명 마을회 에서 식사와 건강 리 등 노인 어

부록 1. 마을회  유형별 운 사례 

1. 주민 소통기능 활성화 사례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부창마을회관>

  마을회 은 단층 건물로 노인정과 같이 쓰고 있으며, 2008년 농 건강장수

마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마을회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로그램들을 도

입하여 운 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회 에서 매주 하루씩 진행하는 ‘짐볼요

가’와 ‘난타’를 배우며 화합을 다진다. 

  이 마을회 에서 에 띄는 것은 장수마을 사업으로 구축한 가가호호 방송

망이다. 이 방송망은 1천여만 원을 투입해 마을회 과 48가구를 방송망으로 연

결하여 마을회 에서 각 가정으로 마을의 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이장이 출타 일 때는 휴 화로 방송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 방송망이 

호평을 받는 것은 48가구 113명  65세가 넘는 노인이 37명이고 이  85세 

이상 고령자도 15명이나 되는 이 마을에서 이 방송망은 응 구조 역할에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독거노인이 가정에서 응 한 상황이 발생하면 방송시설에 연결된 고리를 

당기면 주민 모두가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 응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 마을

에서는 2011년 실제 상황이 발생해 독거노인을 구조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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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주면 공세2리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체육실(지하)+도서 (별개건물)

▪ 특징: 장례공간으로 활용, 작은도서  운

 - 마을회 을 주민장례 공간으로 제공(100만 원에 장소 여)

 - 1층에 냉동  등 조문소 설치, 지하에서 식사 등 제공

 - 꿈꾸는 팽나무 도서  설치(9평 규모, 7천여만 원 투입)

 - 지 공세리성당 제공, 건물 시립도서  지원(7천여만 원), 도서 구

입 한살림과 농 에서 지원, 자모회에서 운 , 자원 사자 2명

<아산시 인주면 공세2리 마을회관>

  이 마을은 도농복합시이면서 농업과 상업, 공업이 혼재해 있는 도시 근교마

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마을 구성원도 형 인 농 의 모습이 아니

라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연령 가 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특

성 때문에 2011년 9월 아산시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되어 마을회 을 활용해 

한문, 어르신 한 교실 등 다양한 평생학습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마을회

 앞에 9평 규모의 마을 도서 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회 과 연계되어 다

양한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마을회 은 평생학습 로그램 운  이외에도 마을회 에서 장례를 치

를 수 있도록 시설과 장소를 여하고 최소 비용(100여만 원)을 받아 마을기

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을회  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을 주민이 상

을 당하면 마을회 에 냉동  등을 설치하고 동네 청년들이 장례를 지원한다. 

지하에서는 문상객을 한 식당도 운 하고 있다.  

<함평군 신광면 가덕1리(동백회관)>

  함평 나비축제장 인근에 치한 이 마을은 2010년 마을회 을 심으로 

‘가덕역’ 공원을 조성하고 식용 국화도 재배해 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

해 1천 여 명이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을회 도 민박을 운 해 

1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마을회 은 무엇보다 주민 간 화합의 장으로 활용도가 높다. 출향인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2012년 5월 처음 열려 성황을 이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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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신 면 가덕1리(동백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모정+체험

▪ 특징: 마을 경조사, 화합잔치로 주민 간 소통

 - 마을회  결혼식 피로연 장소 활용 등 경조사 이용 활발

 - 매년 5월 마을회 에서 출향인들과 화합잔치 치러

 - 나비축제, 국화축제와 연계해 연간 1천여 명 객 유치

 - 마을회  민박수입 연간 100여만 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2리 다목 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헬스장 운  

▪ 특징: 노인회원 연  공동식사

 - 1층은 경로당, 2층은 회   헬스장으로 운

 - 지역농  지원으로 여성 노인회원 연  공동 식사

 -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농번기 때와 농작업 후 휴식처 제공

 * 경로당과 마을회  운  이원화 주민 소통과 운  효율화 해

고, 마을 경조사(칠순, 결혼식 피로연, 장례식 노제 등)에도 마을회  활용도 

가 높다. 이 마을회 이 주민 화합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련 공동시설들이 같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같이 활

용하는 데 편리하다는 장 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악되었다. 

2. 여가와 노인 휴식기능 활성화 사례

<철원군 갈말읍 군탄2리 다목적회관>

  이 마을은 읍 소재지에서 4km 떨어진 도시근교 지역으로 농 버스가 운행

되지 않는 취약지역이다. 이 마을에서는 70여 가구 120여 명의 주민  경로

회원이 90여 명에 달한다. 2층 규모의 마을회 은 1층을 경로당으로, 2층을 

회  겸 헬스장으로 운 하고 있다. 

  특징 인 것은 마을 주민(노인)들이 연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 지역농  

등의 도움을 받아 주로 여성노인들이 공동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의 노

인들은 공동식사에 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차 확 해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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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화 면 외삼포2리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건강 리실 운  

▪ 특징: 건강 리실 운  활성화

 - 구 마을회  건강 리실로 개조(2004년, 40평, 7천만 원)

 - 찜질방, 헬스기구, 노래방, 조리실, 샤워실 등 시설 구비

 - 이용자 40여 명 월 회비(10,000원) 갹출로 운 비용 충당

 - 2인 1조로 건강 리실 시설 리 등 자율  운 리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2리 마을회관>

  이 마을에는 마을회 (경로당)과 건강 리실이 별도로 있다. 재의 건강

리실은 구 마을회 을 2004년에 7천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40평 규모로 

설치하 다. 건강기구실, 노래방, 조리실, 찜질방, 샤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131가구에 340여 명이 살고있는 이 마을에는 건강 리실 이용자가 40여 명

이며 이들은 월 회비 1만원씩 지불하고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마을에서 건강 리실 이용 주민에게 월 회비를 받는 것은 건강

리실에 한 운 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게 이용료를 받

아야 시설 리도 잘되고 운동기구 보수 등에 필요한 자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게 회비를 받을 경우 회비를 낸 주민에게만 이용 자격을 

주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단 이다.  

<가평군 설악면 묵언2리 마을회관>

  이 마을에서는 2000년도에 건립한 마을회 이 1개 있으며, 여기에서 2km 

떨어진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별도로 1개 추가로 설치되었다(군 지원 4,500만

원). 농가호수 78호에 주민 15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귀농귀  인구가 

많아 2010년부터 2011말까지 18가구가 입하 다.  

  이 마을은 귀농귀 을 극 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하기 해 마을회 을 

귀농귀 인들의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회 에서는 2008년도부터 슬

로푸드 체험 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공동식사와 정기 인 요

가 로그램을 운 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 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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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설악면 묵언2리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 경로당 1개 

▪ 특징: 마을 주민 공동식사, 귀농귀  연계

 - 마을 입지와 주민 분포에 따른 회  운

 - 마을회 +경로당은 체 마을주민 활용, 회 에서 2km 떨어진 

자연부락에 경로당 1개 추가 설치(군 지원 4,500만 원)

 - 귀농귀  2년간 18가구, 마을회 을 임시 거처로 제공

<증평군 도안면 화성3리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 

▪ 특징: 독거노인 연  공동식사, 치매 방 로그램 운   

 - 1년 내내 독거노인 심으로 공동식사(5세 ) 

 - 치매 방을 한 풍선공 와 종이 기 등 로그램 진행 

 - 부식비 등 기부로 충당, 부녀회 자율당번제 운

 -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마을회 과 연계해야 실효성 있어

<증평군 도안면 화성3리 마을회관>

  이 마을회 은 2005년 건평 25평 규모로 구 회  에 새로운 회 을 신축

하면서 노인 심의 용도를 감안해 설계하 다. 거실과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으로 구성되었고, 화장실도 최신식으로 만들었다.

  56세 에 1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80%가 65세 이상의 노

인회 회원이고 5세 는 독거노인이다. 이 같은 마을 인구 특성을 고려해 마을

회 에서는 부녀회가 심이 되어 25명 내외가 연  공동식사를 하고 있으며, 

풍선공 와 종이 기 등 치매 방 로그램을 주 1회 지속 으로 운 하고 

있다.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부평회관>

  이 마을은 체 40여 가구에 8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노인회원은 32

명이고 독거노인만 13명이다. 이 독거노인 13명이 2009년부터 김제시에서 운

하는 그룹홈 사업에 참여하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침구와 주방 시설 등

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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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면 용리 부평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

▪ 특징: 그룹홈 사업(2009년부터 시행) 참여

 - 마을 독거노인 13명 회  그룹홈(공동 기거) 참여

 - 시에서 연간 300만 원 지원, 침구 등 구입 지원 500만 원

 - 운동치료 주 3회, 생일잔치 등 회 에서 실시

 * 지원  물품 구입 등 분기 정산 원칙으로 카드사용 등 불편 

  그룹홈에 지정되면 김제시로부터 5백만 원의 시설비를 받고 연간 3백만 원

의 운 비를 지원받는다. 이 운 자 은 시설을 유지하고 난방을 하는 데 활용

한다.

  이 마을회 에서는 생일잔치를 공동으로 하고 1주일에 3일 1시간씩 운동치

료를 하며, 노인 사  활동 등 노인들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

다. 이 회 은 마을회 이며 노인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주요 모임이나 회의장

으로도 활용한다.    

  김제시에서 2006년부터 시작한 그룹홈 지원사업은 재 김제시에만 111개가 

지정되어있고 경로당 활용 활성화 사례로 국 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김제시 황산면 남산2리 수의제>

  체 세 가 160여 호로 비교  큰 마을이며, 주민 수 250여 명  65세 이

상 노인회 회원이 95명, 독거노인 16세 이다. 이 마을은 2006년부터 그룹홈 

사업에 참여하여 재 16명의 독거할머니들께서 수의제라는 이 회 에서 공

동기거를 하고 있다. 

  건평 46평 규모인 이 회 에는 공동기거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

는데, 일반 가정처럼 넓은 주방이 있어 공동식사에 불편이 없다. 화장실과 별

개로 3평 규모의 목욕탕이 있어 노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 회 은 마을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 으로 부녀회와 청년회 활동

도 활발하다. 마을회 이 그룹홈과 주민들의 공동 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사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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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황산면 남산2리 수의제>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모정+공동창고

▪ 특징: 그룹홈(2006년부터 시행), 목욕탕 설치

 - 독거노인 16명 그룹홈 참여, 성공사례로 회자

 - 목욕탕(3평) 설치, 취사시설 등 공동 기거 시설 완비 

 - 농한기 공동 식사인원 30여명, 시와 보건소 월 1회 건강 검진 

 - 그룹홈 참여 독거노인 만족도 높고, 마을주민 간 화합 잘돼 

< 군 군서면 남죽리 남죽리사무소>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건강 리실

▪ 특징: 10년간 공동식사 운 , 마을회  공간운  최 화 

 - 농한기 12월-3월 공동식사(30여 명), 2만 원 거출, 당번제 운

 - 회 (2층), 경로당, 건강 리실(찜질방), 연못, 모정 등 종합 시설

 - 2004년 7,000만 원 들여(자부담 2,000만 원) 건강 리실 등 설치

 - 회  내에서 운동, 찜질, 샤워, 공동식사 등 일  해결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남죽리사무소>

  체 50세 에 주민 8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노인회원이 50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높다. 독거노인도 15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 회 은 1984년에 지어졌는데 2004년도에 농 진흥청 사업으로 체건

평 100평  30평 규모로 건강 리실을 설치하면서 회  내부 리모델링을 했

다. 회  내에 운동시설, 찜질방,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 마을회 은 10년 부터 농한기(12-3월까지) 공동식사를 해오고 있다. 

식사는 부녀자 26명이 2인 1조로 당번을 정하여 담당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마을 주민에게 을 기부받고 있는데 매년 4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연간 40kg 20포  내외를 기부하고 있어 공동식사에 활용하고 있다. 

<산청군 오부면 방곡리 원방마을회관>

 27세  37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오지의 작은 마을이다. 지은지 34년된 2층

짜리 낡은 회  에 동네 주민이 부지를 기부해 2012년 건평 28평 규모의 

회 을 신축했다. 주민 37명  65세 이상이 28명으로 고령화율 75%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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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오부면 방곡리 원방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

▪ 특징: 마을회  신축, 독거노인 어센터 운 (2012년)

 - 구 마을회  에 신축(부지 마을주민 기부, 지 98평, 건평 28평)

 - 독거노인 8명 마을회  숙식제공, 마을 공동 김장 등 계획

 - 문강사 1주일에 1회 방문, 건강체조 등 건강 리 실시

 - 회  신축 시 설계비용(200여만 원) 감 해 표 설계도서 제공 요망

<의령군 의면 리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건강 리실

▪ 특징: 체력단련장 운

 - 2008년 장수마을 선정돼 체력단련장 설치(안마기, 운동기구 비치)

 - 주민 112명  65세 이상 90여 명 달해 노인회 심으로 회  운   

 - 마을회  방송시설 연계해 5곳에 스피커 설치

 - 독거노인 30여 명 마을회 에서 식사 등 해결

이 마을 주민 특성을 고려해 마을회 을 일반 주택처럼 설계하 다.

  단층 건물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넓은 거실과 두 개의 방, 거실과 연결된 

식 주방을 구비하여 공동식사가 편리하도록 하 다.

  이 회 은 독거노인 8명을 상으로 2012년부터 마을 자체에서 비용을 부

담하는 그룹홈을 시행하고 있다.  이 마을회 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김장을 

하고 매주 건강체조 로그램도 운 한다. 

<의령군 대의면 중촌리 중촌마을회관>

  이 마을은 60세  112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평야지 마을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90여 명으로 체주민의 80%가 넘고 독거노인도 30여 명에 달한다. 

  마을회 은 2002년도에 5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2008년 건강장수 마을로 

선정되어 회  에 건강 리실(체력단련장)을 설치하 다. 체력단련장에는 

안마기와 다양한 운동기구가 비치되어있다. 

  마을회 에서는 노인 30여 명이 연  식사를 해결하고, 이  4∼5명의 독

거노인은 숙식까지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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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읍 남천1구 남극제 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

▪ 특징: 통문화 계승의 장으로 활용(지방문화제)

 - 450년 된 회 으로 료출신 인사들의 모임장소로 출발

 - 정풍회 만들어 경로효친사상  등 지역사회 통계승

 - ‧ 학생 장학 , 효자효부 선정 포상 등 추진 

 -  회원 50여 명, 선조의 통 이어가면서 후학 양성

3. 통보존 계승기능 활성화 사례

<영광군 영광읍 남천1구 남극제 회관>

  읍 내에 치한 이 회 은 역사 으로 보면 마을회 과 경로당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재에는 경로당 기능 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4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이 회 은 ‘남극제’라고 명명했

으며, 일제 때부터 정년퇴직한 료들이 모여 지역사회와 후학을 한 사업을 

논의하고 통을 계승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회원은 원 만장일치로 선정하며 재 50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 남극

제에서는 정풍회를 만들어 지역의 충효 사상과 경로사상을 보존 계승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 효자효부를 포상하고 귀감이 되

도록 하는 일 등이 이 남극제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들이다. 이 남극제는 우리

나라 6만여 개의 경로당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산청군 차황면 장위리 궁소마을회관>

  이 마을은 면 소재지에서 8km 떨어져 있고 길이 좁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아닌 오지다. 체 38세  7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  65세 이상

이 80%가 넘고 독거노인도 11명에 달한다. 마을회 은 1998년 지어져 시설이 낡

은 편인데 면 소재지까지 교통이 불편해 마을회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마을회 에서는 농한기에 공동식사를 하며, 설날에는 마을회 에서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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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차황면 장 리 궁소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

▪ 특징: 오지마을 통계승의 장으로 활용

 - 면소재지에서 8km 떨어져 있고,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마을

 - 마을회 에서 합동세배, 칠순잔치 등 진행, 마을 통 유지

 - 마을회 과 경로당 운 주체 갈등 극복, 운 자  노인회 리

 * 마을 길이 좁아 버스 운행 불가, 면 소재지까지 주로 택시 이용

< 군 군남면 도장1리 도장1리사무소>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주민생활

▪ 특징: 마을회 에 장학회 설치

 - 마을장학회 운 , 연간 우수학생 1～2명 선발해 50여 만원씩 지원

 - 최근 10년간 10여 명 학생 수혜, 마을 인재육성과 통계승 한몫  

 - 회  에 주민생활  설치(2009년, 10평 규모, 3천여만 원 투입)

 - 주민생활 에서 공동식사, 농악, 건강 리 로그램 등 실시

세배 모임을 갖는다. 출향인 자녀와 자제들이 다 같이 모여 웃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통이 마을회 을 매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제사 음식 등을 

나눠먹기도 하고 칠순과 환갑잔치 장소로도 활용된다. 

<영광군 군남면 도장1리 도장1리사무소>

  이 마을은 군 소재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간 오지 마을로 2000

년도에 재의 마을회 을 건립하 고, 2009년도에는 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 

회  에 주민생활 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공동식사와 농악 등 각종 문화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마을회 에는 노인회 과 함께 ‘장고효행장학

회’ 이 나란히 걸려있다. 

  노인회가 심이 되어 운 하고 있는 이 장학회는 마을의 통 계승과 인재

육성 차원에서 연간 1～2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각 50여 만원의 장학 을 

지 하고 있다. 재까지 총 10명이 장학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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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산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단체워크 시설+세미나실+식당

▪ 특징: 농  체험장 활용(2011년 신축)

 - 휴양지(가평계곡) 특성 살려 마을회 을 워크 시설로 조성

 - 폐교 사용한 숙박 연계, 식당 운  등 마을 수익사업으로 개발

 - 연간 1억 원 매출, 운 비용 5천여만 원  

4. 마을 공동수익사업 공간활용 활성화 사례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산촌마을회관>

  유원지인 가평계곡에 치한 이 마을은 마을회 을 마을의 수익사업 공간

으로 활용하는 표 인 경우이다. 마을회 은 2011년도에 2층 100평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회  부지에 족구장, 바비큐 장 등을 갖추고 있다. 

  직장 단체 워크  장소로 여하거나 체험객을 상으로 회 에 식당도 운

하면서 여름 성수기에는 민박을 운 하고 있다. 

  마을회 과 함께 마을정보센터와 폐교가 인 해 있어 이들 시설을 연계해 

활용하고 있는데 연간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운 비용 5천여만 원을 제

외한 수익 이 마을 기 으로 립된다.     

<양평군 용문면 연수 1리 보릿고개마을회관>

  체 80여 세  235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60여

명에 달한다. 이 마을은 2004년 경기도에서 슬로푸드 마을로 지정하여 체험사업

을 하고 있다. 두부만들기 체험과 각종 솟  등 공 품 만들기 체험을 운 하고 

있으며, 보릿고개 체험 (보리밥, 쑥개떡, 감자범벅, 산나물 등)도 운 하고 있다. 

  공 품 체험은 이 지역에서 채취한 나뭇가지를 이용해 노인회에서 운 하

고 있는데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외지인의 체험활동은 1인당 2만 5천 원

을 받고 있는데 체험 지도에 참여한 노인 회원에게는 하루 5만 원의 인건비

를 지 한다. 공 품을 팔아 올리는 수익은 연간 3백여만 원이다.  

  이 회 은 2004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마을회  내 정보화 시설을 갖추

고 있으며, 마을회  앞에 경로당을 별도로 운 하고 있다. 경로당 2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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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면 연수1리 보릿고개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정보화실+체험장+부업실

▪ 특징: 노인 부업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

 - 솟 와 짚공  등 마을 노인들 부업 공간으로 활용

 - 솟  등 도시민 체험활동(1인당 25,000원) 지도로 소득사업

 - 연간 5백여만 원 수입→ 수익  10% 환원, 나머지 회 운 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고래실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체험장

▪ 특징: 마을 체험장으로 회  활용, 수익 배분

 - 연간 체험숙박 7,300여 명(2011년), 조수입 1억 5천여만 원

 - 참여 주민(20여 명) 인건비로 6천여만 원 환원

 - 회  운 과 체험마을 운  이장  원장으로 이원화

목공  작업장이 있다. 마을회 에서는 목공  시와 체험활동을 한다. 마을

회 과 경로당, 체험시설이 잘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다.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고래실마을회관>

  체 78세  21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서울에서 출퇴근 하

는 외지인이 40여 세 에 이른다. 이 마을에서는 녹색농 체험사업을 다양하

게 실시해 2011년 7,300여 명이 체험숙박을 하고 갔다. 주로 마을회 을 심

으로 체험과 숙박이 이 지고 있다. 이 게 체험활동을 통해 올리는 수익은 

연간 매출이 1억 5천여만 원이며 이  주민 인건비로 마을로 환원되는 규모

는 20여 명에 6천여만 원이다. 

  이 마을은 도시 출퇴근 가능 지역으로 귀농귀  인구가 많다는 에 착안해 마

을회 을 리모델링해 이들의 인큐베이터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화성시 비봉면 쌍학4리 마을회관>

  35세  100여 명 주민  노인회 회원이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을

은 2010년 마을회 을 리모델링하면서 2층에 부업을 한 작업장을 마련하

다. 이 마을회 에서는 노인회원들이 모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왕골로 짚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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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 면 학4리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짚공  작업장(2층)

▪ 특징: 짚풀공  부업으로 운 비 충당

 - 마을회  리모델링(2010년), 1층은 회 , 2층은 작업장 활용

 - 짚풀공  연간 145만 원(월 18만 원 8개월)/ 노인회 화성지회 납품

 - 농 자산 리공사와 1사1  결연으로 농산물 매 등 성과

 - 농가 호수 35호 주민 100여 명  노인회 42명으로 구성

<진안군 주천면 운 리 양명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팬션

▪ 특징: 팬션 사업(방문자센터)운  

 -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산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등 6,000만 원으로 1층 회 , 2층 팬션으로 조성(2008년)

 - 구 산 등산객+출향인 숙박 등으로 활용, 연간 400만 원 수익

 - 원장이 운 주체, 부녀회에서 팬션 리   

공  부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화성지회를 통해 만든 공 품을 납품하고 

월 18만 원씩 8개월 동안 14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마을의 부업은 노인회 시 지회를 통해 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장 이 가장 

큰 특징인데 공 품을 납품받은 노인회 화성지회는 다른 경로당에서 확보한 

공 품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통해 시와 매로 지회 차원의 사업

을 하고 있다. 노인회 차원의 부업 모델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양명마을회관>

  해발 1002m 구 산 아래에 치한 형 인 산간 마을로 2008년에 재의 

마을회 을 신축하 다. 이 마을회 은 진안군에서 시행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산을 보조받아 1층을 회 으로, 2층을 방문자센터(팬션)으로 지어 

회 과 팬션 두 가지 기능의 다목  회 을 마련하 다. 

  1층과 2층은 용도를 달리해 1층은 근린시설로, 2층은 숙박시설로 각각 건

축허가를 받아 지었다. 팬션은 주로 가족단 나 구 산 등산객들의 숙소로 이

용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연간 400여만 원에 달한다. 방문자센터 리

는 부녀회에서 담당한다.    



114

<진안군 동향면 능길마을 곡경모정>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팬션+가공공장

▪ 특징: 팬션과 가공공장 운  

 - 마을종합개발 사업 일환으로 조성(2008년)

 - 1층 경로당과 가공공장, 2층 회   팬션으로 활용

 - 가공공장(오미자즙)과 팬션에서 연간 300여만 원 수익

<진안군 동향면 능길마을 봉곡경모정>

  평야지 마을이며 최근 귀농귀  인구가 10여세 에 이른다. 이 마을회 을 

리 운 하는 개발 원장도 귀농인이다. 2008년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자 을 지

원받아 회 을 신축하면서 다목  개념으로 설계하여 지었다. 1층에는 경로당과, 

샤워장, 간이 가공시설이 있고, 2층에는 회 과 팬션기능을 복합 으로 살렸다. 

  1층의 가공시설은 이 마을의 특산품인 오미자 즙을 생산하는 시설로 마을

주민들에게 기료 등 실비만 받고 여해 다. 

  2층은 평소에는 마을 경조사나 회의 장소로 사용되며, 농 체험객이 오면 

체험장소와 숙소로 사용된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입은 가공시설 사용료를 포

함해 연간 300여만 원이다. 

<문경시 문경읍 고요1리 고요회관 및 경로당>

  이 마을은 산간 지역으로 70여세  150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노

인회원이 80여 명에 이른다. 사과와 곶감을 주로 생산하는 이 마을은 조건불

리지역이지만 마을 자체 으로 다양한 소득사업을 만들어 마을 기 을 만들

어 활용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2층짜리 마을회 을 심으로 짚공  시 , 모정, 게이트볼

장, 여성경로당이 연계되어 있다. 2층짜리 마을회 은 1층에 짚공  작업장과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마을 회의나 모임 장소로 사용한다. 특이한 것은 마

을회  1층 앙에 매 을 운 한다. 매 은 이 마을 주민에게 회 을 리하

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 하고 있다.   

  이 마을의 공동소득은 짚공  부업으로 농한기에 주로 주민들이 마을회 에 

모여 작업한다. 회  마당 한켠에 작업장 겸 시장도 마련하여 외지인들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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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읍 고요1리 고요회   경로당>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짚풀공 시 +여성 경로당(별도) 

▪ 특징: 짚풀공 로 마을 기  마련, 여성경로당 별도 운

 - 회 을 짚풀공  작업과 시공간으로 활용, 마을 기  마련

 - 회 내 매  운 (무상 임  조건으로 회  청소 등 역할 부여)

 - 여성경로당 별도 운 , 게이트볼장 운 (2011년 설치)

문했을 때 체험도 하고 매도 한다. 농한기 한철 3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5. 정보와 문화활동 기능 활성화 사례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마을회관>

  이 마을은 큰 도로변에 치하고 농업과 상업이 혼합된 도시와 농 의 복

합 인 형태의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 주민 구성도 학생층에서 노년층까지 다

양해 도시같은 입지를 갖고 있다.

  이 마을의 회 은 2층 구조로 되어있는데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

은 도서 으로 이용한다.

  화성시가 마을회  작은도서  설치 시범사업으로 2008년 조성한 이 도서

은 면  212평방미터, 열람석 20개를 갖추고 8,000여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2011년 연인원 1만여 명이 이용하 다. 이 도서 에서는 한국사 학습 

등 연  8개의 다양한 강좌가 진행된다. 

  화성시는 이 도서 을 설치하고 리운 을 화성시도시공사에 탁하여 운

하고 있다. 인력도 보조인력 포함해 3명이 투입 으며 연간 인건비를 제외

한 운 비만 3천여만 원에 이른다. 마을단 에서는 운 하기 어려운 규모지

만 마을을 권역화해 심지 마을에 설치하면 가능한 수 으로 시도한 사업이다. 



116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도서

▪ 특징: 마을회  2층에 샘내 작은도서  운 (2008년 개 )

 - 화성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개설→ 화성도시개발공사 탁 리

 - 면  212평방미터, 열람석 20개, 운 자 3명, 운 비 연 3천여만 원

 - 문화강좌(8개), 가족극장 등 운  연인원 1만여 명 이용 성과

 - 도농복합형태의 마을로 어린이와 학생이 주 이용자층

  → 마을회  북카페 설치, 10여 개 마을 운 자 지원, 도서 순환 시스

템 등 고려, 실버도서 의 장  용도 검토 필요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도신리도담골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체험

▪ 특징: 신개념 마을회 과 도서  설치

 - 2010년 마을회  신축(1층, 지하 1층), 창고, 방 등 설치

 - 2011년 검 공주지청 후원, ‘도담골 방마을 도서 ’ 개

 - 아동도서, 소설, 수필, 농업, 건강 리 등 1000여 권 장서 마련

 - 체험 (두부 등)과 연계하여 도시 청소년 체험과 연수 기능 제공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도신리도담골 마을회관>

  이 마을회 은 2010년에 공주시 지원으로 식 건물로 지어졌다. 회  

내부는 큰 거실과 경로실이 2개 설치되었다. 체험객이 두부만들기 체험을 하

는 곳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1년도에 검 공주지청이 후원하여 회  거실에 1,000여 권의 장서를 

비치한 도서 을 개 하 다. 

  이 회 의 도서 은 마을 주민들과 체험온 도시아이들의 방으로 활용되

면서 회 이 단순히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기능이 확 된 사례이다.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벽계마을회관>

  이 마을은 1979년 궁류면·유곡면 일 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해 산과 

산을 막아서 만든 벽계 수지를 끼고 해발 750고지에 치한 산간 오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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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벽계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

▪ 특징: 오지마을 마을회  신축, 주민교육장 활용

 - 해발 750고지 오지마을, 2004년에 마을회  신축(2층 건물)

 - 귀농인 주도로 한  강좌 등 마을주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벽계 수지 등 지 특성 살려 마을회  민박으로 활용

  * 산  오지마을에 한 순회방문 문화 로그램 운

이다. 체 세 가 20여 호에 주민수 35명  2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2004년에 마을 주민의 친척이 설계를 도와줘 마을회 을 신축하 다. 40평 

규모의 마을회 에서는 마을의 소사가 치러지고 웬만한 가정 행사도 이곳

에서 치러진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문화  혜택이 상 으로 은 이 마을에서는 마을회

이 문화센터 기능도 하고 있다. 정기 인 방문 강좌 로그램이 운 되고 있

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을 해 인근에 사는 귀농인이 강사로 참여해 매주 한

 교실을 열고 있다. 

6. 마을회관 시설 편의성과 효율성 사례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3리마을회관>

  이 마을은 60여 세 에 1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산간지역이다. 마을

회 에는 농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쓰 기 수거를 한 각종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다. 이 수거함을 통해 폐농자재가 분리수거되고 헌 옷 등 재활용품

이 모여 일부 매수익 이 나와 회  운 비로 쓰고 있다.   

 이 회 은 단층 건물로 마을회 겸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회 건물 한

쪽에 공동창고를 설치하여 각종 농자재를 보 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이 마을

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를 한 노력의 가로 

마을 기 이 모아져 최근에 마을 어귀에 5평 규모의 컨테이  공동창고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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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동면 내방3리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공동창고

▪ 특징: 마을환경 리시설과 공동창고 운

 - 마을회 에 분리수거(폐농자재, 헌옷, 재활용) 시설 설치

 - 마을 환경 보호  마을회  운 비 일부 조달 효과

 - 마을회 에 공동창고 설치로 농자재 비치 등 주민편의 제공

  * 재활용 분리수거는 고물상이 가져가나 폐자재는 수거 잘 안돼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당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공동주차장+샤워장(2층) 

▪ 특징: 공동주차장 설치, 옥외 운동시설 설치

 - 2008년 회 앞에 공동주차장 설치(7  동시주차 가능)

 - 마을 내방객과 1사1 (청주 ) 방문 시 주자장으로 활용

 - 폐비닐 수거, 매실식재 등으로 연간 50여만 원 마을 수입

 - 공동김장, 공동식사(11월∼3월까지) 등 실시

하 다. 

  마을회 을 심으로 마을의 환경을 보호하고 정비하는 기능이 유기 으로 

연계된 사례이다.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금당회관>

  이 마을은 27세  80여 명의 주민  70명이 65세 이상 노인회 회원이고 이 

 독거노인이 6명이다. 이런 인구 특성을 고려해 마을회 에서 공동식사와 공

동김장을 부녀회가 심이 되어 하고 있으며, 폐비리 수거 활동으로 2년에 40

∼50만원의 마을 기 을 만들고 있다.  

  이 마을의 회  앞에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상시 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 고, 회 부지에 7 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동 주

차장을 설치하여 좁은 마을 길에 차가 드나들지 않아도 되도록 하 다. 

  마을회 은 1층 건물이었는데 2010년 2층을 증축하여 샤워장과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주 와 1사1 을 맺어 일손돕기 자원 사활동을 오는 학생들

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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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덕학리학년동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 

▪ 특징: 미래지향  마을회  신축 모델

 - 2008년 사업비 1억 3천여만 원 투입(공주시 보조)해 건립

 - 지 297㎡, 건평 118㎡, 자연채  등 활용한 에 지 감  

 - 마을 주민들 마을회  리 당번제 운 을 통해 시설 리

 - 회  건립 후 마을 주민 갈등 해소, 농한기 거주 장소로 활용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덕학리학년동마을회관>

  이 마을은 공주시 산 끝자락에 치해 있고, 공주시청 소재지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산 이다. 마을에 버스가 들어온 지 수년 밖에 되지 않는 오지로 

꼽히는 마을이다. 

  이 마을회 은 2008년 자부담을 포함해 사업비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36평 

규모의 단층건물을 지었다. 이 회 은 자연채 을 최 한 활용해 에 지를 

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앙에 목재 데크를 마당 삼아 한쪽에는 경로당을, 

다른 한쪽에는 다용도 회의실로 꾸몄다. 특히 좁은 지를 최 한 활용하기 

해 농산물을 말리거나 운동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옥상을 두었다.  

  공주시가 일률 인 형태 던 마을회 (경로당)을 2008년부터 아름답고 특색 

있는 농 환경을 만들기 해 추진한 ‘명품 마을회 ’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지

어진 이 회 은 기존 사각형 모양의 딱딱한 모습의 마을회 과 경로당을 탈피

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건물로 꾸며 주민들 이용도 편리하고 출

향인들도 고향에 오면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부여군 장암면 원문1리 원문리다목적마을회관>

  이 마을회 은 부여군에서 마을회 들이 동 기 난방비가 주민들에게 부담

이 된다는 을 고려하고 녹색성장 에 지 감 책 일환으로 26개 마을회

에 설치를 지원한 태양열 에 지를 도입한 마을이다. 

  2009년 1,500여만 원의 산을 들여 설치한 이 시설은 태양열 에 지와 기름을 

병행해서 쓰는 구조이다. 날씨가 화창한 날은 태양열로 100% 난방이 가능하다. 

  30평 규모의 이 회 은 날씨가 흐리거나 우기에만 기름을 쓰는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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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암면 원문1리 원문리다목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체험  

▪ 특징: 태양열 설치로 난방비 3/1 감

 - 태양열 설치 군에서 보조(2009년 설치), 기름과 병행 사용

 - 태양열 설치  겨울철 난방비 60～70만 원, 설치 후 20여만 원

 - 농 체험장에도 태양열 설치 정

 - 일부 온수  동  등 문제 발생으로 태양열 부정  의견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 6리 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

▪ 특징: 태양  설치로 에 지 감

 - 2011년 부여군 보조로 태양  설치(3KW, 1,700만원)

 - 설치 간단하고 고장 거의 없어 만족도 높아

 - 여름철 냉풍기 맘껏 쓰고도 기세 한달에 1,300여 원 부과

 - 향후 용량을 5KW로 늘려 설치해야 경제성 높다고 주장  

겨울철 한 달 난방비가 60～70만 원이었으나 태양열 설치 후 20여만 원 수 으

로 1/3 가량 난방비가 어들었다. 이 마을에서는 회  내에 체험 도 운 하고 

있는데 체험 에도 태양열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여군 석성면 증산 6리 마을회관>

  이 마을은 낮은 구릉지로 형성된 형 인 시골 마을로 벼농사와 양송이 재

배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체 70여 가구에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

고 있으며, 이  65세 이상 경로회원은 여자 25명 등 체 40여 명에 이른다. 

마을회  운 책임자도 노인회장이 맡고 있다.  

  재의 회 은 1992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편으로 2007년 내부시설만 리모

델링하 다. 이 마을회 은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부여군에서 지원한 태

양 을 설치한 사례로, 2011년 1,700여만 원을 들여 3KW 규모로 설치하 다.

  태양 은 설치가 비교  간단하고 고장도 태양열에 비해 많지 않다는 장

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이 태양 을 설치하고 에어컨을 쓰면서도 한 달에 1,300원 정도

의 기세가 부과된다.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쓸 정인데 기료 걱정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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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읍 원연장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경로당+찜질방

▪ 특징: 찜질방 운  활성화 

 - 찜질방 시설(2003년), 홀수날 남자, 짝수날 여자 구분해 이용

 - 원장과 간사가 운 , 주민 자율 으로 리하고 이용 

 - 인근에 체험 과 함께 마을 들꽃축제 시 체험공간으로 활용

<함평군 신 면 사천리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

▪ 특징: 회  경내 공동창고 운

 - 마을회  경내에 30평 규모 공동창고 설치(2010년)

 - 공동창고에 각종 농자재 보   마을 공동 비품 등 보

 - 함평 나비축제 기간에 회 을 민박으로 제공

 - 마을 주민의 각종 경조사 모임 등을 통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 

<진안군 진안읍 원연장마을회관>

  이 마을은 5월이면 꽃잔디 축제가 열려 ‘꽃잔디마을’ 이라고도 불린다. 55세

 99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은 ‘참 살기좋은 마을’, ‘으뜸마을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배추를 재배하고 공동으로 임배추를 

만들어 매하고 있다.

  마을에는 체험 과 20평 규모의 황토흙집 귀농자 숙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마을회 은 회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이 마을회 은 2003년에 찜질방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건강 리에 활용

하고 있다. 5평 규모의 찜질방 내부에는 샤워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홀수날은 

남자, 짝수날은 여자로 구분해 주민들이 자율 으로 리하고 이용한다. 

<함평군 신광면 사천리마을회관>

  이 마을회  경내에는 2010년에 30평규모의 마을공동창고를 설치했다. 공동

창고에는 이 마을 농가들의 농기계와 마을공동 비품들이 보 되고 있다. 마을

회 에서는 노인들이 연  공동식사를 하고 있으며, 함평 나비축제 등 외지 

객이 있으면 마을회 을 민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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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용소리마을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보건지소

▪ 특징: 간이 찜질방 설치

 - 방에 맥반석 매트 설치(4평, 700만 원, 2012년 군지원)

 - 군에서 1개 면에 1개소씩 시범 설치, 기로 가동

  * 시범 가동: 1주일 3일 사용 기  기료 2∼3만 원 수

 - 운 비 기름난방에 비해 훨씬 렴하고 이용 편리해 호평

<고령군 림면 송림리 송림1회 >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공동창고

▪ 특징: 마을회 에 공동창고 설치, 마을 공동행사 활용

 - 회  내에 5평 규모 공동창고 설치(2006년 설치)

 - 마을 공동행사에 필요한 식기와 각종자재 등 보

 - 마을회  담당경찰제 운 (고령군), 주민 안  보호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용소리마을회관>

  이 마을회 은 고령군에서 겨울철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해 1개 면에 1

개소씩 시범 설치하고 있는 찜질방매트를 설치하 다. 2012년  설치한 이 매

트는 4평 규모로 700만 원의 산이 투입되었다. 

  기로 가동되는 이 맥반석 매트는 1주일에 3일 정도 사용한 결과 월 기료가 

2～3만원 정도 부과되는 수 으로 난방비가 크게 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많은 마을회 이 건강 리실에 찜질방을 설치했지만 난방비가 많이 들어 가

동이 잘되지 않는다는 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하나의 안으로 볼 수 있다.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송림1회관>

  이 마을은 평야지로 벼와 양 가 주 재배작목이다. 98세 에 23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비교  큰 마을이다. 65세 이상 경로회원은 60여 명이다.  

  2006년 지 409평방미터에 마을회  건평 117평방미터, 공동창고 33평방미

터(10평) 규모로 재의 마을회 을 지었다. 이 공동창고는 마을의 소사에 

필요한 집기와 도구들이 보 되고 있다. 농한기에는 마을주민들의 농자재를 보

하기도 한다. 회  부지에 공동창고를 설치한 것에 해 마을 주민들은 만족

도가 높은 편이다.



123

<의령군 수면 모두리 모두회   경로당>

▪ 회  형태: 마을회 +노인정+정자

▪ 특징: 마을회  신축, 노인 편의성 강화

 - 주민 20여 명  여자 17명으로 여성노인 공동식사 등 활성화

 - 2008년 회  신축, 노인 휴식과 건강 리(기구설치) 기능 강화

  * 회  신축부터 시설 리 기능 여성 노인들 자체해결 여건 부족  

<의령군 봉수면 모두리 모두회관 및 경로당>

  이 마을은 평야지 작은 마을로 20여 명의 주민  17명이 여성 경로회원이

다. 이같은 마을 특성을 고려해 2008년에 회 을 신축하면서 회 을 노인 편의

시설 심으로 설계하 다. 

  입구에서부터 턱을 없애고 내부시설도 공동식사와 건강 리에 합하도록 

공간을 배치하 다. 회  마당을 넓게 설계하여 주민들이 농산물을 말리거나 

마을행사에 용이하도록 하 다. 회  뒤쪽에도 출입구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오

가기 편리하도록 하 다.

  외부 화장실도 설치하여 주민이 어느 때나 이용하도록 하 다. 넓은 마당과 

마당한 켠에 정자를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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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사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우)130-710 서울시 동 문구 회기로 117-3
    (☎ 02-3299-4227～8)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최소 행정단위의 복합문화시설인 마을회관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마을회관이 변화된 농촌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 모두가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영농철이라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느끼신대로 조사표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6.1(금)~6.15일(금)까지입니다. 기간내 도착할 수 있도록 회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6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통신원번호 

<조사 참고 사항>

▢ 이 조사는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 조사 대상은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마을회관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합니다. 

▢ 마을회관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곳이 조사대상입니다.

  - 마을회관만 있는 곳, 마을회관+경로당이 같이 있는 곳, 마을회관+다양한 시설이 있는 곳

    단, 마을회관과 떨어져 별도로 건물이 있는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은 조사대상이 아님

▢ 조사표 작성방법

  - 본인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은 마을 이장에게 문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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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 및 마을회관 기본 현황

마
을
현
황

마을명칭

지역

1) 마을이름(행정리):               /마을회관 이름:

   /시군:         /읍면:           /시⋅군청까지 약 몇km:

마을회관 

운영자 현황
2) 총괄책임자 직책:             /연령:        세/운영경력:         년  

응답자 현황 3) 마을거주기간:    년/연령:     세/성별:     /직책(있으면):

마을 지대

여건 

4)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지대를 아래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 산간      □ 중산간     □ 평야지  

인구특성

5) 마을전체 가구수:            호/마을전체 인구:               명

6) 19세 이하:       명/20-30대:        명/40-50대:        명

   /60대:       명/70세 이상:       명

7) 마을의 현재 독거노인 수:        명         

마
을
회
관
시
설
현
황

마을회관

건물형태

8) 아래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1층 단일건물 □1, 2층 복합형 □단일대지 복합형(한 대지 안에 여러개 건물)

 □기타(                   )

마을회관

운영형태

9) 아래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마을회관 단일형 □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 □기타(                )

마을회관
시설현황

10) 건축연도:        년/규모(대지:      평/건물:      평)

   최근 보수 또는 리모델링 년도:          년/내용: 

마을회관
대지소유

11) 아래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 마을공동   □ 개인     □ 시 ‧군청      □기타(                  )

마을회관
건물소유

12) 아래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 마을공동   □ 개인     □ 시 ‧군청      □기타(                  )

마을회관
기부체납

관련

13) 마을회관을 시군청에 기부체납 했습니까?  □ 예 □ 아니오  

14) 기부체납 했다면 내용은?: □건물만   □대지만     □건물과 대지   

15) 마을회관의 시군청 기부체납 여부에 따라 지원과 관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 지자체에 기부체납 해야 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 기부체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과 관리를 동일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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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회관 운영 및 이용 실태

2-1) 마을회관 운영 실태

문 1)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마을회관은 종합적으로 볼 때 마을주민들이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가장 주된 기능 한가지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마을의 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②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③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이 이 지는 곳    ④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는 경로시설

  ⑤ 마을의 공동 수익사업을 하는 곳  ⑥ 1사1 ,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가 이 지는 곳

문 2) 귀하 마을의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이장  ② 청년회장  ③ 부녀회장  ④ 노인회장  ⑤ 마을개발 원장  ⑥ 기타(      ) 

문 3)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에 포함된 모든 기능)은 전반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 편입

니까? 아니면 잘 안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잘 활용된다   ② 잘 활용되는 편이다   ③ 침체된 편이다  ④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문 3-1. 문 3에서 ③④번 응답자만) 

    마을회관이 잘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

지만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 2순위:     )

  ①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만한 공간과 로그램이 부족해서

  ② 경로당으로 인식되어 노인들 심으로 활용되어서

  ③ 난방 등을 한 운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④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⑤ 마을회 의 입지여건과 근성이 나빠서   

  ⑥ 주민 간 갈등이 있어서  

  ⑦ 농한기 한철에만 집 으로 사용되어서   

  ⑧ 정부나 지자체의 무 심과 지원이 부족해서 

  ⑨ 마을 주민들의 무 심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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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매우 잘 
활용된다

②
잘활용 
되는 

편이다

③
침체된 
편이다

④
아예 

활용되지 
않는다

가. 마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공간으로 

활용

나.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 

다. 경로당 기능(노인들의 휴식과 식사 공간)

라. 농산물 가공과 판매, 민박 등 마을의 공동 수익사업을 하는 곳

마. 1사1촌,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센터 기능

바. 마을의 각종 친목 모임과 단체(조직)의 활동이 이

뤄지는 곳으로 활용

사. 주민의 경조사 공간으로 활용

아. 건강관리실(찜질방, 샤워시설, 운동시설 등)로 활용 

자. 학생들의 공부방 기능으로 활용

차. 유아방 등 보육시설로 활용

카. 기타 기능(직접기입:                             ) 

구분
①

조직 유무
(해당 ○표)

②
가장 마을회관에서 
활동이 활발한 조직

2개만 선택(V표)

③
조직별

마을회관 모임 횟수
1년에 약 몇 회? 

가. 마을회

나. 노인회

다. 청년회  

라. 부녀회    

마. 마을개발위원회

바. 영농회(각종 작목회와 산림계, 수리계 등)

사. 각종 친목회

아. 기타(             ) 

문 4)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마을회관을 세부 기능으로 보면 활용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 5) 귀하 마을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마을회관에 모여 활동) 사회단체와 조직은 어떤 것이 있고 활동
은 어떠합니까? 아래 제시한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문 6)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마을회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어느 계층입니까?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 2순위:      )  

  ① 유아층   ② 학생층   ③ 청년층   ④ 장년층   ⑤ 노인층   ⑥ 부녀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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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무

(해당 

○표)

상태 정도

 ① 매우 양호 ② 양호한 편 
③ 낡고 

열악한 편

④ 이용이 

어려운 수준

가. 회의시설(책상과 의자, 칠판 등) 

나. 교육시설(컴퓨터, 방송시설 등)

다. 취사시설(주방, 냉장고, 가스시설 등)

라. 경로시설(노인들 방, 침구류 등)

마. 운동시설(헬스기구 등) 

바. 휴식시설(찜질방, 사워실 등)

사. 학생들공부방(독서실 책상 등)

아. 유아방 등 보육시설

자. 판매, 가공시설(농산물 판매대 등)

차. 민박시설(방, 화장실 등)

카. 마을문고

타. 기타 시설(직접기입:                     )

문 7) 귀하 마을의 마을회관 건물(외관과 내부)은 어떤 상태입니까?(     )

  ① 매우 양호   ② 양호한 편   ③ 낡고 열악한 편   ④ 이용이 어려운 수

문 8) 귀하의 마을회관 시설과 상태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유무에 ○표 하시고 해당하는 상태에 V표 해 주세요

  

문 9) 마을회관 시설들의 활용도가 낮다면(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응답)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필요한 시설이 으로 부족해서 

  ② 시설의 리가 제 로 안되어서( 리자의 부재)

  ③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④ 지속 인 리를 한 비용(보수, 유류비 등)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⑤ 기타(                        ) 

문 10) 귀하 마을의 마을회관 난방을 위한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기름보일러 ② 심야 기 보일러 ③ 태양열 보일러 ④ 화목보일러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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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 여부 □ 하고 있다            □ 안한다 ☞ 바 문항으로 가세요

나. 공동식사 빈도  

□ 1년 내내  □ 농번기에 집중  □ 농한기(동절기)에 집중

□ 가끔씩 비정기적으로   □ 기타(                       )

□ 하루 세끼  □ 하루 두끼  □ 하루 한끼  □ 세참

다. 마을회관 공동식사의 주 이용자
□ 유아층    □ 학생층    □ 청년층    □ 장년층  

□ 노인층    □ 부녀자층

라. 마을회관 식사 비용 주 부담자

□ 식사하는 주민들이 갹출     □ 마을 운영자금으로 지원 

□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 농협 등 농업기관 지원  

□ 1사1촌 등 민간의 자금지원  □ 기타(               )

마. 마을회관 공동식사에 가장 어려운 점

□ 시설과 주방기구(냉장고 등) 등 환경 열악 

□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 문제(갹출 등)

□ 식재료 구입과 취사 등의 역할 갈등  

□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데 따른 주민간 갈등

□ 기타(                 )

바. 공동식사를 안한다면 안하는 이유

□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 취사시설이 없어서(열악해서)   

□ 취사비용이 없어서    

□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주민간 갈등이 있어서

□ 기타(                 )

문 11) 다음은 마을회관에서 이뤄지는 공동식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문 12) 마을회관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있다면 가장 큰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노인들이 시설을 독 하는 것에 한 주민들의 불만

  ② 경로당을 마을회 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 노인들의 불만

  ③ 겨울철 난방 등 운 비 마련에 한 주민간 불만

  ④ 시설운   리와 련한 이용자와 운 자간 이견

  ⑤ 마을회  부지 임 와 시설 리모델링 련 주민 갈등

  ⑥ 일상 인 사소한 말다툼

  ⑦ 소유권에 한 법 인 문제 

  ⑧ 주민간 갈등이 거의 없다 

  ⑨ 기타(                       ) 

문 13) 마을회관에 연중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해서 시행)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방문 진료   ② 건강 검진   ③ 농교육   ④ 교양강좌   ⑤ 마을회  화제 

  ⑥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⑦ 육아방 운   ⑧ 요가 교실   ⑨ 체조와 웃음치료  

  ⑩ 시‧군 정책설명회  ⑪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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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귀하의 마을에는 마을회관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직  기입:                                    )  

2-2) 마을회관 이용자 이용 실태와 만족도

문 15) 귀하는 마을회관 본래의 기능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에 같이 있는 경로
당 기능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① 마을회  본래 기능(모임, 편의시설 등)  ② 경로당 기능  ③ 기타 기능(                ) 

문 16)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을단위 단체나 모임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② 마을회      ③ 노인회    ④ 청년회     ⑤ 부녀회  

   ⑥ 농회(각종 작목회와 산림계, 수리계 등)  ⑦ 각종 친목회  ⑧ 기타(                )

문 17) 귀하는 마을회관(경로당)을 1년에 며칠 정도나 이용하십니까?(         일)

  문 17-1) 마을회관에 갔을때는 하루 이용시간이 대략 어느정도 입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3시간 이내  ③ 3-5시간  ④ 5-7시간 ⑤ 7시간 이상  ⑥ 기타(         )

  문 17-2) 귀하가 마을회관을 주로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년 내내  ② 겨울철(농한기)  ③ 여름철(휴가철)  ④ , 가을(농번기)

문 18) 귀하께서 마을회관을 찾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난방 해결  ② 식사   ③ 주민과 화(외로움 해소)  ④ 운동과 휴식  

  ⑤ 문화활동  ⑥ 마을의 각종 경조사와 회의  ⑦ 농정보 획득 ⑧ 이용하지 않는다

문 19) 귀하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

  ① 지불하는게 없다    ② 정기 으로 난방비나 취사비 등 회비를 낸다 

  ③ 비정기 으로 회비를 낸다(마을회  신축과 보수 등)  ④ 기타(              )

문 20) 귀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주민 소통과 마을발전에 어느정도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요하다  ② 요한 편이다   ③ 그 그 다  ④  요하지 않다

문 21) 귀하는 마을회관 이용과 운영 전반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약간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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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요도 

우선순위

가. 커뮤니케이션센터(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정보교류, 모임의 장소) 

나. 주민 편의센터(찜질방 등 휴식과 운동, 학생들 학습장소 등)  

다. 문화센터(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양강좌 및 교육이 이뤄지는 곳)

라. 노인케어센터(노인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식사를 해결하고 쉴 수 있는 곳)

마. 수익사업센터(농산물 가공 판매, 민박 등 마을의 공동 수익사업을 하는 곳)  

바. 도농교류센터(1사1촌, 팜스테이 등 도농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

 문 21-1) 문 21에서 ③④번 응답자만) 마을회관 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
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순위:    , 2순위:     ) 

  ① 건물과 부  시설이 낡고 부족         ② 냉난방 등 환경이 열악 

  ③ 운동기구, 의료기구 등 부족           ④ 노인들만을 한 공간 활용   

  ⑤ 컴퓨터, 도서 비치 등 문화시설 미흡     ⑥ 건강  교양 강좌 등 운 로그램 미흡

  ⑦ 마을회  입지여건 열악(멀거나 가 르다)  ⑧ 각종 집기 부족(이불, 소 , 탁자 등)

  ⑨ 기타(                          ) 

2-3) 마을회관 운영개선과 정책수요

문 22) 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 ② 충분한 편  ③ 약간 부족 ④ 매우 부족  ⑤ 잘 모르겠다

문 23) 마을회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현재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과 보수,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한해 지원하고, 경로당은 신축과 

운영비를 지원

  ① 재처럼 마을회 과 경로당을 구분해 운 비는 경로당 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마을회 은 주민 공동시설 이므로 운 비를 마을회  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마을회 과 경로당을 같은 비 으로 운 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마을회 은 주민자율로 운 하는 공간이므로 운 비 지원이 필요없다

문 24) 귀하는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마을회관이 어떤기능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순위까지 중요도 순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5) 마을회관에 노인들을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면 어떤 기능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인복지센터(노인상담, 복지연계 업무)  ② 식사지원센터(노인 건강 고려한 식사제공)

  ③ 건강지원센터(노인 질병 리)         ④ 단기입원센터(보건소 정기방문지도)

  ⑤ 노인친교센터(노인들의 휴게공간)     ⑥ 주거지원센터(겨울철 노인들 취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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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6) 마을회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 중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
이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마을회  화제 ②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③ 육아방 운    ④ 요가교실

  ⑤ 체조와 웃음치료 ⑥ 농강좌  ⑦ 교양강좌  ⑧ 정기 건강검진 ⑨ 기타(      ) 

문 27) 마을회관이 도시민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물의 보수와 리모델링 지원     ② 숙박시설 확충 지원(침구류, 화장실 등)   

  ③ 체험공간 확충과 로그램 지원   ④ 마을 소개와 홍보지원(시군청 홈페이지에 소개) 

  ⑤ 숙박요  보조와 세제 감면     ⑥ 제도개선(경로당은 노유시설로 민박 등 불가) 

  ⑦ 마을 주민들의 의식변화        ⑧ 기타(                      ) 

문 28) 마을회관에 어떤 시설이 최우선으로 확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래 제시하는 시설중 2가
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물리치료실   ② 목욕탕(샤워실)   ③ 찜질방   ④ 헬스장(운동시설)

  ⑤ 작은 도서 (독서실)  ⑥ 정보화실(인터넷 회선설치 등)  ⑦ 공동 식시설 

  ⑧ 민박시설 ⑨ 농산물 가공시설 ⑩ 농산물 매시설 ⑪ 기타(                 )

 

문 29) 마을회관에 어떤 집기가 최우선으로 확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래 제시하는 집기중2가
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컴퓨터  ② 회의용 책상과 의자  ③ 방송기자재   ④ 안마기   ⑤ 압측정기  

  ⑥ 노래방 기기  ⑦ 냉장고   ⑧ 에어컨   ⑨ 텔 비    ⑩ 기타(              ) 

문 30) 귀하의 마을회관에 대한 자랑거리, 운영 모범사례와 정책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양식 
범위내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을회  운  우수사례(자랑거리, 차별화된 운 사례 등)

 

나. 정책 건의

문 31) 끝으로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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