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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고령화와 과소화,시장개방 확  등 농 지역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로 인해 공동 작업,약자에 한 배려,지역자원 리 등 

농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기존 정

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지역사회 

내부에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응 략이 강구되어야 이러한 상황을 개

선해 나갈 수 있다.공동체  요소를 활용한 소규모의 장 착 인 응

이 필요하다.이러한 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복잡해지는 농 문제

를 해결하는 새로운 근방식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1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수행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의 장기 육성 략’연구의 3차연도 연구 결과이다.농 지역과 도시농업

을 상으로 한 ‘농 형’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복지향상과 공동체 기능 회복,지역자원 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다양한 지역사례 분석을 비롯하여,비즈니스의 성공 요건,창

업계획,지역자원 발굴  활용방안,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지원조직의 역할,주민자치와 련하여 

커뮤니티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제시하 다.

이 연구 결과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궁극

으로는 농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유지 등

에 기여하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13.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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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로벌화에 따른 시장개방,규제완화,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농 지

역에서 농업  상공업의 성장을 진하고 지역사회의 소득감소와 공동

체가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농 지역도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이 

나타나면서 농가의 계층 간 격차가 확 되는 등 양극화 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격차와 지역의 공동체 와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문제를 기존의 

정책과 행정 서비스로 응하기에 한계가 있다.최근 지역단  는 공동

체를 기 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소규모  장 

착형 응 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역할과 실태를 악

하고,지역사회에 한 효과를 분석하여 CB의 육성 략을 제시함으

로써 ① 단기 으로는 지역단 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

하여 침체하는 ‘농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② 장기 으로는 농 사

회에서 심화되는 사회  과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과 ‘균형사회 실

’을 목 으로 한다.

연구방법

주요한 연구방법에는 국내외 문헌연구,실태조사를 통하여 우수사례 발

굴,확산 가능성 등을 검증한다.국외 실태조사는 외국의 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를 통한 경험 활용과 용가능성을 검토한다.특히, 장 심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해 ‘장토론회’와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를 운 하

다.특정 문분야와 련해서는 탁연구와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련 정보를 수집하 다.

연구구성은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과 사

례’,‘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정책’,‘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사업 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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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도시농업의 공동체 회

복과 도농교류’,‘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 략’등이 있다.그리고 3년에 

걸쳐 진행된 과제의 결과를 종합하는 최종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연구결과  시사

CB는 연구보다는 정책이 선행하고 있고,정부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 분

산 실시되고 있었다.본 연구는 CB를 농산업 역,자원환경 역,생활복지

역,도농교류 역 등 4  역으로 구분하여 경제  과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에 따른 생활·복지 등 사회  수요확 에 히 응하여 균형사회 

실 을 지향하는 것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CB의 장기 육성 략과 련하여 요한 요소에는 첫째,CB가 성공

하기 해서는 철 한 창업 비가 제되어야 한다.지역의 사명과 비

을 수립하여 주민이 공유하고,지역자원(seeds)과 사회욕구(needs)를 연계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 인 성공 략이다.

둘째,CB창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① 창업의 과제와 비  제시,② 지역

자원분석 실시,③ 사회의 트 드나 소비자 니즈 악,④ SWOT분석을 

통한 략 수립,⑤ 사업의 속성을 한 평가와 경 개선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농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하는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을 

래하는 경우가 있다.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해서는 바람직한 지역의 미

래상을 제시해야 하며,그리고 이를 실 하기 한 리더,후계자,고령자나 

여성 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지역이 차별 인 상품을 개발하기 해서는 지역자원분석이 필요

하다.

다섯째,지역자원과 련하여,지역농업은 종 의 단일 품목의 주산지 

형성에서 다품목 체제의 지역복합 농으로 환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지역농 이 참여하는 방법은 직 인 농업경 을 비롯하여,지

역주민에 한 복지서비스 제공,기존 사업체에 한 출자나 시설 제공,인

재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농 은 지역농가의 CB창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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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을 지원하는 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도 기 된다.

일곱째,CB의 기 효과는 우선 1단계는 일자리와 소득활동을 통하여 부

가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에 있다.2단계는 지역주민에 해 생활편의를 보

장하고,사회  약자에 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3단계는 

지역자원을 리하여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다.

여덟째,CB가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창업목 에 근거하여 성과

와 문제 을 악하고,평가결과를 기 로 하여 사업의 경제  성과를 향

상하고,사회  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동시에 사업의 항구 인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생활이나 복지의 사각지 가 발생하는 농 지역에서 CB는 균형

사회를 실 하는 략이다.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체력에 맞는 일

자리가 제공되어 안정 인 소득이 확보되고,지역주민에게 일정 수 의 생

활편의가 보장되면서,개호·간병·의료 등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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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motionStrategyforCommunityBusiness(Year3of3)

Background of Research
  Several significant factors such as market opening followed by global-

ization, regulations relaxation, decreasing population, and aging society en-

courage the lower growth of agriculture and commercial industry in rural 

areas, as well as induce the collapse of community. Both decline and grow-

ing aspects are shown in a typical rural area, and the polarization has be-

come more intensified. 

  Current policy and administrative service are limited to apply and re-

sponse to various and complicated regional issues including income dis-

parity and the collapse of community. Recently, as a new form of business 

based on regional unit or community has emerged, a higher and significant 

need for improving response strategy focused on small scale or site-contact 

is magnified.

Method of Research
  As a key method in this study, the outstanding examples or cases were 

discovered and dissemination potential was verified through the fact finding 

survey. Case study and applicability are to be reviewed through the case 

study of regional vitalization overseas. Especially, ‘site discussion forum’ 

and ‘community business study meeting’ were held to draw site-focused 

study results. Regarding the specific expertise area, its related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through commissioned researches and an international 

symposium.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ole and actual 

condition of community business (CB) and analyze the ripple effect to 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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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 the promotion strategy of community business. This study aims to: ①

create regional level jobs for a short term to improve the added value, ulti-

mately, vitalizing a declined economy in rural area; ② solve social issues 

intensified in rural areas for a mid and long term to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realize the balanced society’. 

  Key table of contents for this study includes: ‘concept and role of com-

munity’, ‘type and case of community businesses’, ‘policy related to com-

munity businesses’, ‘promotion of community business project’, ‘increasing 

demand of social service and community business’, ‘community restoration 

and urban-rural exchange of urban agriculture’, ‘promotion strategy of 

community business’, etc. This study is a final report that combines the re-

sults of project undertaken over 3 years.

  The policy precedes the research for community business and this com-

munity business is dispersed and operated based on the needs by gov-

ernmental department. The community business is divided into 4 areas in 

this study: agri-business, resource environment, living welfare and ur-

ban-rural exchang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ims to resolve economic problems, properly response to increas-

ing social demands including living and welfare followed by ageing society 

and ultimately, realize the balanced society.

Researchers: Tae-Gon Kim, Jeong-Seop Kim, Joo-Nyung Heo, Chan-Yeong Yang

Research Period: 2013. 1～2013. 10

E-mail address: taeg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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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연구 배경  필요성

농업과 농 은 세 가지 압력에 의해 축소산업과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

다.하나는 고령화이고,다른 하나는 시장개방이고,나머지 하나는  빈

번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가축질병이다.한국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0년 후면 농가인구의 반이 65세 이상

이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농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20년 이상 선행하

여 고령화는 이제 농 지역의 보편 인 상이다.이에 한 한 응

이 필요한 것은 물론 복지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 지역의 기간산업은 농업이다.농업은 WTO나 FTA에 의한 시장개방

의 향을 강하게 받는다.시장개방이 확 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국은 수

입증가와 가격하락의 향으로 일자리가 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

가 심화된다.

한편 시장개방에 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하여 규모화와 단작화

를 추진해 왔다.그 결과로 지구온난화와 련한 기상이변과 구제역이나 

조류인 루엔자와 같은 가축질병은 경 험을 가 시키고 있다.높아지는 

경 험을 리하여 경 안정을 도모하기 해서는 새로운 근방법이나 

략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고령화와 시장개방,그리고 기상이변이나 가축질병 등의 결과로 농가소

득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면서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통계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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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가소득은 2005년 수 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계층 간 격차도 확

된다.소득이 높은 20%와 낮은 20% 간의 배율로 표시하는 5분  배율

은 2010년 12배에서 2012년에는 무려 28배로 확 되고 있다.

고령화하는 농 사회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 수요가 속하게 늘어

난다.농 지역은 도로나 교통망,시설 등의 여건으로 볼 때 생활편의나 간

병·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실이다.이로 

인해 은 층이 유출되어 지역에서 농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을 담당할 인

재도 부족하고,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증폭되고 있다.

농 지역은 종래 지연과 연에 근거한 상부상조나 상호부조 등의 공동

체  습에 의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

동체  기능이 해체되어 고립사회로 변화하고 있다.조건이 불리한 지역일

수록 인구가 과소화하는 가운데 핵가족화와 독거화가 진행되면서 농  자

살률은 도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복지  근방법이 요구된다.고령사

회에서 최상의 복지는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체력에 맞는 일자리가 제

공되고,일상 인 생활편의가 보장되면서,간병이나 의료 등 한 수

의 복지서비스가 달되는 것이다.이것이 농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본 인 요소다.먼  비즈니스를 개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일하는 자유와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를 회생

해야 한다.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나 특산품 개발,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

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동시에,지역경제 회생과 식량안보 

확보 등의 과제를 타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도시로부터 증하는 

귀농자를 하게 수용하는 역할까지도 요구된다.

최근 세한 농업경 체나 상공업인의 개별 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증

나 활성화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지역단  조직화나 동조합방식 등에 의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즉 지역단 로 농가의 

조직화에 의한 규모확 (지연성 조직화),농업인의 제조업·서비스업으로의 

진출(6차산업화),지역 상공업과 농업인과의 연 (농공상 연 ),그리고 지

역을 단 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 (로컬 푸드)등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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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단  는 지역공동체를 기 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

스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지역 농업이나 상공업의 침체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  등 지역문제가 다양화하고 복잡화하는 반면에,종 의 

개별 기업이나 행정 서비스에 의한 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격

차가 확 되고 복지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동체  요소에 의한 소규모

의 장 착  응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한 정책면에서 지역단 의 응사례로서는 들녘별경 체,농어 공동

체회사,마을단  농업공동체,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사회  기업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 ·

지원하는 정책이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선행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기존 사업이 주로 하드웨어사업 심이며,이에 의한 시설이나 

기계의 유휴화가 나타나고,지역의 니즈나 주민의 역량에 비해 정책 사업

들이 과 하거나 지나치게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단 에서 농업인,상공업인(소기업),고령자·여성,귀농·귀

자 등이 ‘자발 ’으로 조직화하고,지역의 인력·자원·문화 등 ‘공동체

인 요소’를 활용하여,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

을 목 으로 행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CB)로 정의한다.이에 한 실태와 역할,지역사회 효과,발

조건,육성 략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농업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국에서도 지역단 의 농업부

문 내의 조직화  농업과 지역 상공업 간의 부문 간 연  등의 사례로서 

‘농업의 6차산업화’‘농상공연 ’‘농업의 산업화경 ’등과 같은 CB를 통

한 지역활성화 사례가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CB는 농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정 수

의 수익을 확보하고(경제  과제 응),동시에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주

민의 생활이나 복지에 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사회  과제 응),지역 

간 는 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는 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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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

이 연구는 CB의 실태와 성과 등을 악하고 지역사회에 한 효과

를 분석하여 CB의 육성 략을 제시함으로써 단기 으로는 지역 단 에서 

1차산업을 회생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침체하는 농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그리고 장기 으로는 농 사회에서 심화되는 생활 

불편이나 복지서비스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균형사회를 실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고령화하는 농 지역에서 지역공동체성을 회생하여 1차산업을 부

활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한 

상호부조 등 공동체  정신을 활용하여 생활지원이나 복지서비스와 련

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역단계에서 비즈니스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농업인,상공업인,

귀농자, 동조합,NGO등 다양한 주체의 확보와 자발 인 참여를 유인한

다.CB의 효과를 지역 체로 확산하기 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율

이 높아야 하며, 한 참여자의 극성이 요구된다.이것이 참여주민의 만

족도를 높이고 확산하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둘째,비즈니스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인 ·물 ·자연  자원

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지역에서 다양한 가공식품이나 특

산물을 개발하기 해서는 다양한 농산물이 제되어야 한다.이와 련하

여 종 의 단작화하는 주산지형 지역농업에서 탈피하여 지역복합형 지역

농업으로 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우선 리성을 확보하

기 한 략으로서 6차산업화와 농공상연  등을 제시하고 구체 으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한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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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등 지역니즈에 히 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특

히 고령자나 여성,다문화가정 등 농 사회에 되는 ‘사회  약자’를 

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한다.

넷째,농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는 생산부문에 한정되는 농업경 과

는 달리,생산·가공· 매 등을 비롯하여,생활이나 복지부문 등에 이르는 

범 하면서 복잡한 경 능력을 요구한다.CB가 지역에 정착하기 해서

는 자  확보나 창업지도,경 지도, 로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인  네트

워크와 정보가 필요하다.이러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간지원조직이므로 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이나 체제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CB가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지속 으로 성공하기 해서

는 철 한 창업계획과 정기 인 사업평가가 요구된다.사업 주체가 주민 

의향,지역의 문제나 자원을 악하여 지역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업이 지속 으로 성장

하기 해서는 사업을 정기 으로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므로 이에 한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한다.

3.연구 구성

3.1. 연구  차별

재 우리나라의 CB와 련한 정책이나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

어 충분한 연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정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안 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필요성에 따라 

분산 실시되고 있다.사업 역은 리성과 공익성이 양립하면서,공익성에 

무게 심을 두고 있으며, 국을 사업 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농 지역을 상으로 하는 ‘농 형’CB에 한정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에서 리성을 시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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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분석한다.첫째, 리성과 공익성의 양립 속에서 ‘리성’을 시

한다. 리성에 근거하여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농 지역에서 일

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둘째, 리성 에서 1차연도는 농업의 산업화를 통하여 일자리와 부

가가치 만들어 내는 ‘농산업 역’을 심으로 하고,2차연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생하는 농 지역의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농

형’CB 체로 확 한다.

셋째, 상지역은 ‘농 지역’을 심으로 하되,도시농업 공동체와 련

하여 단계 으로 ‘도시지역’까지 확 한다.우선 인 ·물  자원 등의 비즈

니스 조건을 갖춘 농 지역을 상으로 하고,2차연도 이후는 도시지역으

로 확 한다.특히 도시지역에서는 텃밭농원 등을 심으로 농업체험을 매

개로 한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이를 계기로 도

농상생을 실 하는 CB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CB를 농산업 역,자원환경 역,생활복지 역,도농교류 역 

등 4  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을 개발한다.그리고 지역 고유의 자

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서 경제  과제를 해결하고,다음으로 고령화에 따

른 생활·복지 등 사회  니즈 확 에 히 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하고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여 균형사회의 실 을 지향한다.

3.2. 연차별 연구내용

3.2.1.1차연도 

⑴ 연구개요

3년간의 연구 에서 1차연도는 농 지역을 심으로 하되,CB의 4  

역 에서 농산업 역을 분석 상으로 하 다.주요 연구내용은 지역성 

조직경 의 실태,농업의 6차산업화와 농공상 연 에 한 정책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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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를 한 로컬푸드 운동, 간지원조직의 역할 등에 한정하여 농

산업 역 CB의 과제를 제시하 다.CB를 통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것에 목 을 두었다.

⑵ 총 보고서

제1장 서론

제2장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의의

제3장 지연성 조직경 체의 경 실태와 성과

제4장 농업의 6차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제5장 지역단 의 농공상 연 와 성과

제6장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제7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간지원조직

제8장 농산업 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과제

⑶ 세부과제

① 농업의 6차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② 지역단 의 농공상 연 와 성과

③ 지역활성화를 한 로컬푸드운동： 북 완주군 사례

3.2.2.2차연도

⑴ 연구개요

2차연도는 농 지역과 도시지역을 상으로 하여,농 형 CB의 4  

역 체를 분석 상으로 하 다.주요 연구내용은 농업 비즈니스의 유형

화,지역자원의 실태와 리방법,사회복지 수요 악,도시농업 공동체의 

실태와 직거래  도농교류로의 발  가능성,CB 련 사업 평가 등에 한

정하 다.이를 통하여 농 형 CB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 다.농 형 

CB를 통하여 생활복지 향상,자원환경 보 ,그리고 공동체 기능 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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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 다.

⑵ 총 보고서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비즈니스의 유형과 과제

제3장 커뮤니티 활성화와 동조합의 역할

제4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자원 리

제5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사업 평가

제6장 사회복지 수요증가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방향

제7장 도시농업의 확산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

제8장 농 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과제

⑶ 세부과제

① FTA시 의 동북아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와 망

②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한 동조합의 역할

③ 농 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사업 평가

3.2.3.3차연도

⑴ 연구개요

3차연도는 농 지역을 심으로 하되 도시지역도 포함하여, 장기 인 

에서 CB를 육성하기 한 략을 제시하 다.고령화와 시장개방의 

향으로 농가경제가 침체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

개하기 한 새로운 근으로서 CB에 한 다양한 지역 사례를 정리하여 

가능성을 제시하 고,이를 육성하기 한 략을 수립하 다.

구체 인 내용은 커뮤니티가 가지는 역할,이를 활용한 CB의 유형과 지

역사례, 련 정책사업에 한 검토,고령화하는 농 사회에서 생활편의나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달 실태,그리고 농  공동체와 도시농업 공동체의 



서 론 9

계 강화를 통한 도농상생 등이다.

CB는 재 침체하는 농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향상하

면서,교통수단이나 도로망 등의 미비에서 유래하는 농 지역 고유의 생활 

불편이나 복지서비스 부족 등을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균형사회를 

실 하는 것을 기 한다.

⑵ 총 보고서

제1장 서론

제2장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

제3장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과 사례

제4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정책

제5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사업 추진실태

제6장 도시농업 공동체의 실태와 도농상생

제7장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제8장 농 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 략

제9장 요약  결론

⑶ 세부과제

① 동북아 6차산업화의 정책동향과 지역사례

② 농 지역 사회복지 수요와 달체계：강원도 횡성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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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차별 연구과제와 연구내용

[목 적]

[연 과제]

[연 주제]

[대상 역]

[세부과제]

[경제적 과제해결]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사회적 과제해결]

생활복 서비스 확충

[ 형사회 실현]

형사회 실현

3.3. 체 연구구

연차별 연구내용을 종합한 것이 <그림 1-2>이다.최근 농업과 농 을 둘

러싸고 심각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 내부의 고령화와 외부의 로

벌화,그리고 기상이변이나 가축질병 등이다.이러한 요인들이 농업부문에 

복합 으로 작용하여 농 지역은 일자리가 어들고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동시에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 되고 있다. 한 이것이 심화하는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침체하여 공동체성이 약화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농 지역은 통 으로 농업생산면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생활면에서 상

호부조하고,도로나 수리시설 등의 지역자원을 공동 리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다.이것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면서 주민에게 안 과 안심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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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경제 인 침체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서 커뮤니티가 가진 이와 같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을 반 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회생하여 공동체

성을 부활하는 시도가 CB이다.즉 커뮤니티가 가지는 상부상조나 상호부

조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이 CB이며, 한 공동

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CB에 기 하는 궁극 인 효과이다.

우선 CB의 사업 역을 농산업,자원·환경,생활·복지,도농교류 등 4  

역으로 구분하고,다양한 지역사례를 수집하여 특성을 정리하 다.지역

사례는 농업의 6차산업화,농공상 연 ,로컬푸드,지역성 조직경 ,지역

농 ,지역 고유의 부존자원,고령화 농 사회의 생활과 복지서비스,도농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 도시농업 등 범 하게 특성을 정리하여 CB의 육

성 략 수립에 활용하 다.

CB의 육성 략으로는 철 한 창업계획의 수립,다수의 주민이 참가하는 

사업주체의 조직화,비즈니스 소재로서의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지역이

나 사회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개발,그리고 사업 성과를 

향상하고 유지하기 한 사업평가의 실시 등으로 구분·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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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체 연구의 구성

커뮤니티 기능약화
[상부상조] [상호부조] [자원관리]

일자리 확대
[고령자][후계자 등]

생활복지 충실
[공동체 회복 등]

부가가치 창출
[농업 비즈니스화]  

고령화
[일자리부족]

[생활·복지부족]

글로벌화
[수입증가]

[경영위험증가]

기상이변
가축질병

[경영위험증가]
여건

일자리 감소 소득 정체 지역경제 침체격차 확대문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기능 활성화]

기대
효과

농산업 자원환경 도농교류생활복지
사업
영역

지역
사례

6차
산업화

조직
경영

도시
농업

사회
복지

로컬
푸드

지역
자원

협동
조합

농공상
연대

육성
전략

창업계획
철저

주체
조직화

지역자원
발굴

사업
평가

비즈니스
모델개발

중간지원조직

고령화
[일자리 부족]

[생활·복지 부족]

기상이변
가축질병

[경영위험 증가]

글로벌화
[수입 증가]

[경영위험 증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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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B를 창업하고 경 성과를 향상하기 해서는 간지원조직의 역

할이 필요 불가결하다. 간지원조직은 CB의 창업지원부터 자 알선,

련 문가 소개,상품이나 서비스의 로 개척,사업 평가 등 다양한 역할

을 한다.이상과 같은 CB의 육성 략은 3차연도 보고서의 제8장에 종합하

여 정리하 다.

결국 CB는 고령화와 로벌화 등에 의한 향을 완화하거나 반 하여 

농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편의와 복지서비스를 확

충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4.연구 방법

4.1. 국내외 문헌연구

이 연구는 앞에서 언 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

으로 추진한다.우선 국내외 연구 동향이나 선진 사례 등에 해서는 문헌

연구를 활용한다.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설계를 하고 선행연구와 차별성

을 가지며 한 방향을 설정한다.

사업에 한 평가 방법의 개발,고령화에 따른 일반 인 문제  악,그

리고 생활편의나 복지 서비스에 한 수요 악,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이나 국 등의 정책 동향이나 지역사례 등에 해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1차 으로 방향과 특징 등을 악한다.

4.2. 국내외 실태조사

장에서의 활동이나 사업 등에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특징과 문제

을 악하여 잠재력을 찾아내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사업자의 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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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니즈를 악하기 해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례의 유형화와 평가,우수사례 발굴,확산 가능성 등을 

검증한다.

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와 문제에 응하는 일본과 국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외국의 지역활성화 사례조사에 해서는 우리나라에 

용 가능성을 검토한다.외국 실태조사의 부족분은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하

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4.3. 장토론회 개

CB와 련한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특성과 과제를 확인하고 지속 인 

발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장토론회를 실시한다.이를 통하여 산·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정보를 교류하며, 련 연구를 심화한다.

한 사업체에 해서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등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공

동체성 회복 등을 기 한다. 장토론회에는 학식경험자,연구자,행정실무

자,사업자 등이 참가하며,이를 통하여 CB활성화를 한 다양한 안을 

제시한다.1

4.4.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 운

연구회는 연구참여자,수탁연구자, 련 문가, 장 실무자, 간지원

조직,사업자 등이 참여하며,정보 교류,연구 심화,행사 개최 등이 목 이

다.주로 연구참여자의 학습회 성격이 강하다.2

1 장토론회는 1차연도 4회,2차연도 12회,그리고 3차연도 8회 등 부 24회 실

시하 다.
2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는 1차연도 12회,2차연도 3회,그리고 3차연도 3회 등 

부 18회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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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탁연구 추진

CB에 한 연구는 다양한 에 범 한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연

구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도 안고 있다.이러한 분야에 해서는 

학이나 지방연구원 등에 탁연구를 추진한다.

3차연도는 고령화하는 농 지역의 생활불편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 를 

악하기 하여 ‘농 지역 사회복지서비스(고령자일자리·생활편의·간병·

의료 등)의 수요와 달체계:강원도 횡성군 사례’라는 주제로 탁연구를 

추진하 다. 탁연구 결과는 세부과제로 간행한다.

4.6. 국  심포지엄 개

로벌화가 진 함에 따라 동북아의 한국, 국,일본, 만 등은 소득격

차 확 ,일자리 축소 등 유사한 농업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국가는 문제

가 유사함에 따라 응방식도 유사한 이 있다. 를 들면 6차산업화를 

비롯하여 지역공동체에 근거한 사업추진 등의 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각국의 정책 동향, 장 실태,성과와 문제  등을 공유하여,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농업의 지속 인 발 과 농  활성

화에 기여하기 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 결과는 토론내용 등

을 포함하여 세부과제로 간행한다.3

3심포지엄 결과는 2차연도는 ‘FTA시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와 망’이라는 세

부과제로 간행하 으며,3차연도는 ‘동북아의 6차산업화의 정책동향과 지역사

례’라는 세부과제를 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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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커뮤니티 비즈니스(CB)는 커뮤니티 단 로 는 커뮤니티 내에서 행해

지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의미한다.여기서 요한 것은 ‘커뮤니티'가 지니

는 의미이며,  하나는 이 시 에서 왜 커뮤니티가 요한 심을 받고 

있는가에 있다.

커뮤니티는 지역성과 화제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형성되고 있다.커뮤

니티의 구성원은 이러한 두 가지 축을 기 으로 빈번한 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동질성을 형성한다.

농 지역의 커뮤니티는 통 으로 지역성에 근거하여 동질성이 형성되

어 왔고,이것이 커뮤니티 내에서 생산의 상부상조,지역자원의 리,생활

의 상호부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농 지역은 고령화와 격차 확  등의 요인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구성원의 계가 약화되는 가운데,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증가하고 

귀농자와 귀 자가 늘어남에 따라 혼주화가 진행되는 등 커뮤니티의 이질

성이 차 강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로벌화의 진  속에서 고령화하는 농 사회의 커뮤니티

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악하고,커뮤니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하여 

농업생산,농 생활,주민자치 등의 에서 새로운 업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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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뮤니티의 개념과 범

2.1. 커뮤니티  개

커뮤니티(community)는 일반 으로 ‘공동체’,‘지역공동체’ 는 ‘지역사

회’등을 의미한다.즉 커뮤니티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일정한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면

서 생활이나 생산의 공동성을 가지는 개인이나 가구의 집단을 상정한다.

커뮤니티는 개인이나 가족과 정부나 시장의 간 역에 치한다.커뮤

니티의 구성원들은 매일 ‘얼굴이 보이는’ 계에 있기 때문에 상부상조하

고 상호부조 하는 계가 유지된다.커뮤니티에는 법률과는 달리 강제 인 

것은 아니지만 ‘신뢰’와 ‘조’ 계가 지배 이다.그래서 커뮤니티는 사

회  약자를 포함한 특정그룹을 배제하지 않고 배려하는 특성이 있다.

한 커뮤니티를 엄 하게 분해하면 생활장소를 공유하는 ‘지역성’이나 

의식이나 이념을 공유하는 ‘화제성’ 는 ‘공동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이 

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커뮤니티와 조 인 것으로서 ‘회사’‘회’‘연

합’(Association)등이 있다.이것은 공통의 심사나 이해 계를 가지고 이

를 달성하기 하여 인 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이러한 조직은 지역성

이나 공동성이라는 에서 보면,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참가가 결정되

고,동시에 개인의 이해 계에 의하여 결합된다는 에서 커뮤니티와는 

비된다.

2.2. 브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하  개념의 서  커뮤니티로 분해하면 로컬 커뮤니티(Local

Community:LC)와 테마 커뮤니티(ThemeCommunity:TC)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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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층 으로 는 복합 으로 존재한다.

LC는 커뮤니티의 통 인 개념으로서 마을이나 지역공동체를 의미한

다.개인의 자유의사 이 에 결정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

되며,지역에 뿌리를 내린 커뮤니티를 말한다.LC는 기 단 의 생활권을 

의미하는 지역 벨에서 국가 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지역(region)까지 다양

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농 지역에서 를 들면 마을단 에서 시작하여,읍·면단 ,시·군단  

등 배타  권리가 작용하는 단 까지 층 으로 범 를 형성한다.(김태곤 

등 2011.11,p.24.)

여기서 주목할 은 ‘마을’이다.마을에 해서는 명확하게 확립된 정의

는 없지만 일반 으로 농 지역에서 자연발생 인 지역사회로서 가구와 

가구가 지연 · 연 으로 연결되어 각종 집단이나 사회 계를 형성해 온 

사회생활의 기 인 단 를 말한다.즉 마을이란 농 지역에서 생활과 생

산의 기본단 이다.그러나 최근 마을은 고령화나 가구원의 감소,소득 하

락 등의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구성원 간의 계성이 약화되어 공동

체성이 해체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TC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존재가  명확하게 부각되고 

있다.TC는 LC와 같이 구성원의 공동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원 개개인이 인격 인 상호 력 계가 유

지된다는 에서는 LC와 다른 이 있다. 한 TC는 구성원의 공동 인  

이해나 심사의 실 을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한다는 

에서 개방성이나 다양성 등의 면에서 강 을 가진다.

과학기술 발달이나 생활양식 변화로 TC도 다양하게 존재한다.인터넷을 

매개로 하거나 특정 이념이나 테마를 공유하는 TC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환경운동단체,사회 사단체,각종 동조합 등이다.

LC에서 주목한 것은 마을이었다.마을은 LC의 기본 인 단 이며,CB

의 거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바이다.반면에 TC에서 최근 주목

을 끄는 것으로 ‘도시농업 공동체’가 있다.도시농업은 도시지역 내에서 행

해지는 농업공동체이다.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농업은 극히 한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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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가정원 를 비롯하여,텃밭농원,학교텃밭 등 다양한 형태로 개

되고 있다.도시농업은 농업에 한 체험이나 심이라는 공동성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  특성을 가진다는 에서 TC의 한 유형에 속한다.

도시농업 공동체는 농업을 매개로 구성원 간의 공동성이 높아지고,나아

가 다른 도시농업 공동체의 계가 확 된다.그리고 도시농업 공동체는 

농 지역의 LC와의 농산물 직거래나 도농교류로 발 하고 있다.이러한 

에서 TC의 한 유형으로서의 도시농업 공동체는 LC의 마을단  공동체

와 계를 형성하여 도농교류 는 도농상생의 거 이 된다는 에서 요

한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LC와 TC의 특성이나 양자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LC는 생활지역을 공유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심을 가지며,마을조직,

읍·면단 ,시·군단  등을 기본으로 한다.반면에 TC는 심과 이념을 공

유하는 공동체이며,환경단체, 동조합,NGO등이 그 사례이다.참가자격

은 LC는 개인이 선택하기 이 에 결정되는 반면에 TC는 개인의 자유의사

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결정된다<그림 2-1>.

양자 간의 계는 LC는 1차 생활권,2차 생활권,3차 생활권 등 층성

을 가진다.TC는 LC에 기 하여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한 진화과정을 

보면 TC의 LC화 는 LC의 TC화 경향도 나타난다.이 연구에서 커뮤니

티란 LC를 기본으로 하되,TC도 고려한다.이러한 에서 커뮤니티 비

즈니스(CB)란 LC 는 TC를 기본으로 리성을 확보하거나 사회  과제

를 해결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활동’ 는 ‘사업’으로 귀착된다(김태곤 

등 2011.11,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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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커뮤니티의 계

자발적

비자발적

공동성 개별성

§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 인격적 상호협력의 공동사회
§ 개방성·우연성·다양성 등 강점

§ 개인의 자유의사 이전에 결정
§ 인격적으로 결합된 지역사회
§ 전통적 농촌마을·지역공동체

§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 비인격적 이해·관심으로 결합
§ 계약·규약 등의 준수로 존립

§ 개인의 자유의사 이전에 결정
§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가 기본
§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사회

테테마커뮤니티
(TC)

로컬커뮤니티
(LC)

회사·협회·단체
(association)

시장사회

2.3. 커뮤니티  범  조직

2.3.1.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은 ‘계성’에 의존한다.여기서 계성이란 커

뮤니티 구성원 간의 계를 의미한다.마을이나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농가와 지역주민 간,도시와 농  간,인간과 생물이나 자연 간 등 다양

한 형태를 포함한다(蔦谷榮一 2013.1,pp.10-12.). 체로 이러한 계가 

유지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하나의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와 새

로운 계를 형성하면서 층 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이와 같이 계라는 에서 커뮤니티를 악하는 경우 LC는 ‘주민이 

서로 얼굴이 보이는 범 의 지역’ 는 ‘주민 스스로가 다른 주민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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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범 ’로 한정된다.따라서 LC의 공간 인 범

는 마을을 비롯하여,읍·면단 ,그리고 시·군단 로 확장되면서 첩된

다고 볼 수 있다.

한 TC는 공간 인 범 에 의해 규정받는 도 있지만,공간을 넘어서

서 심이나 이념을 공유하는 범 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인터넷을 매

개로 할 때는 참가 범 가 국을 상으로 확 될 수도 있다.도시농업을 

로 들면 농업체험이나 농작업이 가능한 공간 인 범 인 ‘통작권’개념

으로 보거나,지원조직과의 계에서 보면 체로 시·군·구 단 가 하나의 

범 가 될 수 있다.

2.3.2.조직

커뮤니티에는 특정 활동이나 사업을 행하는 조직이 있다.커뮤니티가 

LC든 TC든 그 활동은 조직에 의해 행해진다.LC에는 마을,읍·면,시·군 

등의 지연조직이나 자치조직이 있고,마을에는 농회나 작목반 등 생산조

직과 노인회,부녀회,청년회 등의 속성조직이 있다. 한 마을단 의 정책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기도 한다.그리고 이들을 망

라하는 ‘마을’이 있다.최근 마을단 로 농업생산을 시도하는 마을 농과 

같은 조직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조직의 출 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다.

읍·면단 의 자치조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있다.4주민자치회는 지방

자치의 강화라는 방향에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응하는 주민자치업무가 확 될 것으로 상된다.

TC와 련한 조직은 를 들면 마을활성화를 한 마을만들기단체,고

령화에 따른 생활지원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이러한 상에 응하는 복지단체,그리고 식품안 성이나 환경보 에 

심이 높은 환경단체 등이 있다.그리고 도시를 심으로 한 도시농업 공

4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조

직이다.법률 개정으로 그 기능이 폭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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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가 최근 그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표 2-1>.

표 2-1.커뮤니티의 조직사례

유형 구체 인 조직

로컬커뮤니티(LC)

○ 마을,읍·면,시·군 등의 지연조직

○ 농회,작목반 등 농업조직

○ 노인회,부녀회,청년회,노인 학 등 속성조직

○ 주민자치회 등 자치조직

테마커뮤니티(TC)

○ 마을만들기단체

○ 생활지원 사회복지단체

○ 환경단체

○ 도시농업 공동체 등

3.커뮤니티의 역할

3.1. 커뮤니티 능  약

도시지역은 <그림 2-1>의 1사분면에서와 같이 이해 계로 결합된 회사

와 회,단체 등이 심이 된 사회이다.이러한 조직이 생산을 담당하고 

산업을 집 하여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반면에 농 지역은 3사분

면에서와 같이 통 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개되어 왔다.그

러나 고령화와 핵가족화,시장개방에 의한 농업생산 축소,그리고 국가 정

책 등의 향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 에서 국가에 의해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통 으로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지역의 도로와 농로,물 리, 수지와 

용배수로를 포함하는 수리시설 등과 같은 지역자원 는 지역 노동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한다.특히 지역자원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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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형성되거나 국가가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리하는 

통이 있다.

이러한 통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의 구성원 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 등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자에 해서는 구성원

이 고령화되고 공동활동에 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심도 멀어진 결과이

다. 한 농작업의 외부화도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왔다.

후자에 해서는 국가의 보조사업 확 가 공동체 기능을 약화하고 있다

는 을 시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수리시설과 같은 생산기반시설을 설

치하여 리하면서부터이다.정부가 지역의 말단 수리시설까지 리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비효율 이라는 면이 있고,동시에 지역공동

체 기능을 훼손한다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최근 농 지역의 마을단 에까지 규모 국가보조사업이 실시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이를 계기로 하여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 공동체 기능을 훼손하기도 한다.이러한 

과 련하여 갈등 계를 해소하기 해서는 구성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동

시에 참여자에 한 평등원칙을 존 하는 것이 요한 해결책이 된다.다

음 에서는 통 인 개념의 커뮤니티의 역할에 한 정리한다.

3.2. 커뮤니티  3  역할

커뮤니티는 개인이나 가족과 행정이나 지자체 간의 간에 치하여 양

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해서는 커뮤니티가 응한다.농 지역에서 

커뮤니티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다.

첫째,농업생산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농작업은 종기나 수확기 등 

농번기에 노동력이 집 으로 소요되고 농한기에는 유휴노동력이 발생한

다.이러한 상에 공동으로 응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이다. 한 조수의 

피해에 해서도 공동으로 응하는 등 개별 농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

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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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지역자원을 리하는 기능을 가진다.마을은 통 으로 도로나 

하천,수리시설 등 사회기반이나 생산기반을 비롯하여,사당이나 마을회 ,

기타 시설 등 마을의 공동시설을 유지· 리하는 역할을 한다.커뮤니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경감하면서 주민의 이용편의를 

향상한다.

셋째,생활면에서 상호부조를 하는 기능을 행하고 있다.개인이나 지자

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서는 커뮤니티가 하게 응하여 해

결하는 것이다.행정과의 연락을 비롯하여, 혼상제,축제나 통행사,수

해나 한해 등 재해 시에는 공동체  활동이 행해진다.농 지역 커뮤니티

는 시장이나 도시와는 달리 연 감이나 공동체 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을 가진다.

농 지역에서 생활면과 련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따라

서 개인이나 지자체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그래서 ‘보완성의 원

리’(principleofsubsidiarity)에 따라서 최소 단 의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 이다.5생활편의나 사회복지에 한 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사각지역과 복지역을 막을 

수 있다. 재 추진되고 있는 노령자가 노령자를 어하는 ‘노노 어’나 

‘노노 력’의 이념을 마을 등 지역단 에서 착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집약 이어서 고령자나 여성들에게 합한 일

자리이기도 하여 공동체기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는 이와 같은 역할이나 활동을 통하여 내부의 구성원에게 합

한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 다. 한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한편 상호부조 등에 의해 구성원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공생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5보완성의 원리(principleofsubsidiarity)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선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하고,이 단계에서 해결 불가능한 것은 작은 규모의 지

역에서부터 해결을 시도하는 계층질서원리를 말한다.이에 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하게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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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커뮤니티의 활동과 사업

4.1. 커뮤니티  

사회는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어 

기능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확 되는 경우도 있다.최근 농 사회의 공

동체성이 약화되는 최 의 원인은 과소화와 고령화이고,여기에 충격을 가

하는 것이 로벌화에 의한 규제완화 등이다.

즉 농 지역에서 로벌화가 격하게 진 되는 가운데 커뮤니티의 구

성원인 세한 가족농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이에 응하여 커뮤니

티의 구성원 스스로 는 소비자와 연 하여 커뮤니티를 방어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 구성원 간의 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방 하려는 

시도가 있다. 를 들면 커뮤니티의 세한 농가들이 조직화하여 생산비를 

감하거나 고품질 농산물로서 소비자와 교류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하여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반면

에,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이나 안 성을 보장하는 상호 계를 

반복하여 신뢰를 구축한다.

일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로 커뮤니티 간 교류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면 도시농업 커뮤니티와 농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

에서 보면 도시주민은 도시텃밭 등의 활동을 통하여 농업에 한 이해가 

높아지면 다음 단계로 농 과의 교류나 직거래로 발 하는 사례도 있다.

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고령화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나 복

지 서비스에 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다.이러한 생활복지 서비스에 

해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공 함으로써 커뮤니티가 회생하는 계기가 된다.

지역에서 상 으로 건강한 노인이 그 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어의 ‘노노 력’이 장에서 싹트고 있다.그리고 농 지역

의 혼주화가 진 됨에 따라 이해 계가 복잡해지고,이러한 복잡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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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해결하는 것도 커뮤니티의 새로운 역할이다.

이상과 같은 응은 로벌화에 의하여 심각하게 향을 받고 있는 고령

자와 여성, 세한 농가,소상공업자 등을 보호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방

략’의 의미를 가진다.커뮤니티를 방 하여 재생하기 해서는 커뮤니티

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개발하고,이 에서 커뮤니티 내부에서 공

 가능한 것은 커뮤니티가 공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

4.2. 커뮤니티  동과 재생

4.2.1.커뮤니티를 둘러싼 여건변화

⑴ 고령화

농 사회는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농 인

구 고령화율보다는 농가인구 고령화율이 높고,농업경 주 고령화율은 더

욱 높다.고령화는 농업의 지속 인 발 에 장애요인  하나로 작용한다.

반면에 농업자원이라는 에서 보면 고령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장 도 동시에 있다. 는 고령화는 고령자에 한 생활편의나 개호·간병·

의료 등에 한 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는 에서 이에 한 부담이 

증가하는 도 있다.

⑵ 로벌화의 진

WTO나 FTA등에 의한 로벌화가 격하게 진 됨에 따라 농업은 심

각한 향을 받고 있다.농산물 수입국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산

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역단 로 보면 특히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이 축소하여 

일자리가 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이 가속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

다.따라서 로벌화에 응한 안정 인 생산체제나 새로운 사업 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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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필요성이 높다.

⑶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6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 행정기능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  수

행하고, 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

민자치회에 임 는 탁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안 행정부는 2013년 7월부터 1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그 

결과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모형을 확정하고,2015년부터 주민자치회

를 공식 으로 출범시킬 정이다.7

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사무소 간의 계에 

해서는 력형(주민자치회와 읍·면·동사무소 간 업무분담),통합형(주민자

치회 주도,읍·면·동사무소는 사무국 역할),그리고 주민조직형(주민자치회 

주도,읍‧면‧동사무소 폐지)등 세 가지 형태이다.3자 간의 계는 3자 택

일이 될지 아니면 력형에서 통합형으로,그리고 통합형에서 주민조직형

이라는 방향으로 단계 으로 변화를 시도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

다(김필두 2013.6.).

단지 재 읍·면·동 단계의 업무 에서 생활편의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

비스 업무 에서 상당한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탁업무로 환될 가능성

이 높다.이에 응하여 마을 단 에서든 읍·면·동 단 에서든 이러한 

탁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6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개선사항

이다.
7김필두.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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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커뮤니티 재생을 한 다양한 활동

⑴ 농업생산

커뮤니티 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 항하여 이를 재생하여 본격 인 역

할을 기 하기 해서는 우선 다양한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고,구성원 간의 계를 

복원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커뮤니티는 다시 상부상조,상호부조,자원

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된다.

우선 커뮤니티에서 농업과 련한 활동은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

시에 생산비를 감하고,가공이나 매부문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향상

하는 활동 등이 가능하다.

① 계획 인 농작업수 탁 체계의 확립

② 마을단 로 생산부문의 통합으로 생산비 감

③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 

④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직  매

⑤ 직 장 운 이나 도시와의 직거래 실시 등

⑵ 생활복지

농 지역이 과소화하고 고령화함에 따라 생활편의에 한 서비스나 복

지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한다.이러한 서비스는 교통수단이나 도로망 

등 농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필요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생

활 련 서비스나 복지 련 서비스를 개인이나 가족의 범  내에서 해결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그래서 지역공동체 내에서 집단 으로 응하

는 것이 효과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① 과소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장보기·외출 등 지원

② 고령자 는 약자에 한 안부확인, 식,빨래,청소,개호,간병업무

③ 고령자나 장애자를 한 시설의 운

④ 상 이나 교통수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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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육,육아 등

⑶ 자원 리

농 지역에는 농업생산과 련하거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 

있다.구체 으로는 자연자원을 비롯하여 정부보조로 설치된 농로,수리시

설,물 시설,그리고 유무형의 통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자원이 있

다.이러한 자원이란 비즈니스나 교류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유휴화

되고 있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마을의 공유자원이라는 에서 공동체가 

리해야 한다는 당 성도 있다.

① 공  시설의 리·운

② 농업생산기반의 유지·보수

③ 지역청소,환경미화,경 형성

④ 농업부산물  음식쓰 기 재활용

⑤ 지자체 등의 수탁사업 행 등 

“⑤ 지자체 등의 수탁사업 행”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앞에서 

언 한 주민자치회와 련하여 향후 읍·면·동 업무의 일부는 시·군·구와 

주민자치회로 이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의 도로·하천·수로·공원 등의 

리,주민에 한 생활편의 서비스,고령자나 사회  약자에 한 복지 서비

스 등은 주민자치회에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통하여 주민자치의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행정비용을 이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동시에 주민자치회에 해서는 사업이 확 되고 

공동체 기능이 강화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나타난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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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커뮤니티의 새로운 업무

분야 주요활동

농업생산

○ 계획 인 농작업수 탁 체계 확립

○ 마을단 의 생산부문 통합

○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 개발

○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직 매

○ 직 장 운 이나 직거래 실시 등

생활복지

○ 과소지역의 장보기·외출 지원

○ 고령자 안부확인,심부름,개호·간병업무

○ 사회 약자를 한 시설 운

○ 상 ·교통수단 운

○ 보육·육아 등

자원 리

○ 공 시설의 리·운

○ 농업생산기반 유지·보수

○ 지역청소·환경미화·경 형성

○ 농업부산물·음식쓰 기 재활용

○ 지자체 등의 수탁사업 행 등

이와 같은 지자체의 업무가 주민자치회로 효율 으로 탁이 이루어지

면 지 까지 시설의 이용자 는 서비스의 수혜자 던 지역주민이 시설을 

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환되는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커

뮤니티의 활동이 행정비용을 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커뮤

니티를 재생하는 계기가 된다.

5.소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농 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속하게 

진행되어 도시와 농 에서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도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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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 에 의한 과 ,교통체증,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

과 개인 간의 유 ,개인과 지역 간의 연  등의 계가 약화되었다.

반면에 농 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과소화·고령화·독거화 등이 동시

에 진행되어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로벌화에 의

한 농업이 쇠퇴하고 생활환경도 악화됨에 따라 이것이 인구감소를 가속화

하여 공동체 기능은 더욱 약화되는 순환구도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커뮤니티의 기능,즉 지역공동체 기능을 부활하여 지역활

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이고,이러한 에서 커뮤

니티가 가지는 특성이나 역할을 살펴보았다.

농 지역에서 커뮤니티는 통 으로 상부상조,상호부조,자원 리 등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커뮤니티는 개인이나 가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그리고 정부나 시장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농업,생활,복지,지자체 업무 탁 등 

시장이나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 합리 인 해결을 기

할 수 있다.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에게 생활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행정비용을 감하고,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며,나아가 공동체 기능을 향상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부른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지 까지 시설의 이용자 

는 서비스의 수혜자 던 지역주민이 시설을 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환됨에 따라 이것이 커뮤니티를 재생하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발  방향이다.

따라서 농업이나 농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는 우선 커뮤니티가 가지는 기능을 부활하고,다음으로 커뮤니티

의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개발하여 확산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에서 재 커뮤니티 단 의 비즈니스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 활

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다음 장에서는 CB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나 구체

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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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농업경 은 그동안 활동 역을 지나치게 생산부문에 한정하여 다루어 

왔다.최근 식품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응하여 농

업과 식품산업 연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농 지역이 고령화됨

에 따라 고령 노동력의 활용이나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을 시하여 농업의 비즈니스 역을 확장하되,2장에서 언

한 커뮤니티가 가지는 특성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커뮤니티 비즈니스(CB)

로 정의하고, 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특성을 살펴본

다.지역 사례는 몇 가지 기 으로 유형화하여 그 발  방향을 설정하고,

침체하는 농업을 재생하여 농 지역을 활성화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CB를 통하여 고령자나 여성 등의 일자리를 만들고 1차산업을 부활하는 

것을 시한다.농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불편 해소,고령자 등에 

한 복지서비스 확충 등도 CB의 범주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그리고 

CB 에서 지역농업 복합화,농업의 6차산업화,농공상 연  등에 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농 지역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가치를 창출하

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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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2.1. 개 과 향 

2.1.1.개념

CB는 커뮤니티를 단 로 하여 행해지는 소규모 비즈니스이다.비즈니스

의 주체,자원,사업이나 활동 등의 에서 CB의 개념을 정의한다.먼  

CB는 지역주민의 자발 인 참여를 제로 한다.여기서 지역주민이란 농

림수산업인,상공업인, 소기업 등의 산업종사자를 비롯하여,지역의 고령

자,여성,장애인 등 사회  약자,그리고 동조합이나 NGO,사회  기업 

등을 포함한다.

둘째,비즈니스의 소재로서 당해 지역에 재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고유

의 자원을 활용한다.자원이란 인  자원을 비롯하여,농림수산물,햇빛·

물·바람 등의 자연자원,농 경 ,마을공동자산,지역에 존재하는 기술이

나 자본,그리고 신뢰 등을 포함하며,이러한 자원을 소재로 한 비즈니스 

활동이 지속성을 가진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지역자원을 가지고,지역이나 사회의 니즈에 응하여 다양한 상

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매하는 활동이나 사업이다.CB는 ‘리성’과 

‘공익성’을 양립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시한다.CB는 사회  기업

이 지향하는 바와는 달리 리성을 시한다. 리성을 기본으로 하여 지

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과제의 해결을 시도한다.단지 공익성의 에

서 행하는 사회 사활동도 비즈니스의 행 로 간주한다.

2.1.2.발 방향

CB를 기획하는 경우 지역자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니즈를 시하여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지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역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과 사례 35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가지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

기 때문이다.

CB가 발 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구체 으로는,① 효율 인 농업생산을 

제로 하여(지역단  복합 농),②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의 

가공,유통,직거래, ,도농교류 등으로 발 하여(6차산업화),③ 시‧군 

등 지역단계에서 농업과 제조업,외식업·소매업 등 서비스업과의 연 (농

공상 연 )를 통하여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침체하는 농 경제

를 회생할 수 있다.

장기 으로 보면 CB는 ①을 기본으로 하여,②와 ③의 단계에서 사업주

체가 조직화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육아,간호,안  등 사회  

과제에 한 응하고,그리고 문화, 술 활동 등 보다 범 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비즈니스 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CB를 통하여 기 하는 효과는 다양하다. 요한 것이 소득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농 의 경제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즉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이와 연동하여 지역특

산품 개발이나 매를 통하여 축소하는 1차산업을 부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다음으로 고령화하는 농 지역에서 생활이나 복지 등과 련한 농

지역 특유의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 할 수 있다.특히 고령자나 

여성,다문화가족 등과 같은 사회  배제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경제 ·사회  격차를 시정하여 균형사회를 실 하는 보다 큰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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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B  구 요소8

2.2.1.주체

CB는 지역주민의 자발 인 참여가 가장 요한 요소이다.지역주민이란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따라서 참여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른 에서 주민의 참여도는 사업의 성과가 지역 내에 골고루 확

산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정부보조사업을 둘러싸고는 지역 내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는 참여자 에서도 수혜의 정도에 따라 갈등

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도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고,참여자 각자에게 체

력이나 능력에 따라 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나 성과에 해서도 

공동체의 특성상 평등주의에 입각한 배분방식을 용하는 것이 요하다.

구성원은 ① 농업인,비농가,귀농자 등 지역주민,② 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사회  약자,③ 농업생산법인,농 , 동조합,NGO,사회  기업 등 

조직,④ 상공업인, 소기업인 등과 같은 기업인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사업의 주체는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조직체가 유리하다. 행 제도

에서 설립하기 용이한 조직은 농업생산법인으로서 ‘농조합법인’이나 ‘농

업회사업인’이 있다.농업생산법인은 CB와 련하는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유리한 치에 있다.

2.2.2.자원

자원은 비즈니스의 소재이다.지역자원은 다른 지역과 경합하는 경우 차

별화할 수 있는 유리한 을 가진다.지역자원이란 지역에서 재 활용되

는 자원은 물론이고 재 활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활용한 가치가 있는 잠

8김태곤 등(2011.11,pp.25-27)을 재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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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원까지도 포함한다.따라서 지역가치를 최 화한다는 에서 지

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은,① 신선용 는 가공용 원료로 

활용되는 농림수산물,② 햇빛,물,바람,경  등 자연자원,③ 마을의 공

동시설,④ 기술,자본,신뢰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 지 생산도 CB의 사업 상이 된다는 을 고려한다면 농림

축산물의 부산물이나 햇빛,바람,물 등도 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한 

최근 심을 받고 있는 농업유산제도를 고려한다면 통 농법과 같은 농업

생산방식도 유용한 지역자원이 될 수 있다.

2.2.3.사업

CB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지역이나 사회의 니즈나 트 드에 응하여 

한 상품을 개발하여 매하는 활동이나 사업이다.이러한 비즈니스를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농업,자

원 리,생활복지,도시농업 공동체 등과 련하여, 재 장에서 시행되

고 있거나 사회  니즈를 고려하여 제시한 주요사업은 <표 3-1>과 같다.

먼  ‘농산업 역’은 농업생산과 식품산업을 연계한 사업이며, 의의 6

차산업화의 구체 인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자원환경 역’은 지역자원을 보 · 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업무가 

심이며,2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공공시설 등의 유지· 리와 

련해서는 지자체의 탁사업이 다수 포함된다.

‘생활복지 역’은 새로운 역으로서 농 지역의 생활편의나 고령자 복

지 등에 응한 사업이다.이러한 사업은 외부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커뮤

니티 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생활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보완성의 원리’(principleofsubsidiarity)에 

따라서 최소 단 의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 이다.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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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제

공의 사각과 복을 막을 수 있다.

재 추진되고 있는 노령자가 노령자를 어하는 ‘노노 어’나 ‘노노

력’의 이념을 마을 등 지역단 에서 착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생활편

의나 간병과 련한 서비스는 노동집약 이어서 고령자나 여성들에게 

합한 일자리이기도 하다.지역의 일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 이며,이것

은 농 지역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다.9

마지막으로 ‘도농교류 역’은 도시민의 농업체험을 매개로 형성되는 도

시농업 공동체를 기 으로 하는 사업이다.도시민이 농업에 한 이해나 

심이 높아지면,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농 지역과 교류하면서 농산물 직

거래로 진화한다.앞으로 도농상생의 에서 볼 때 교류와 직거래 등은 

그 성과가 기 된다.

2.2.4.지원방식

CB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의 자발 인 참여 유도와 조직화,다

양한 지역자원 발굴과 활용,사회  니즈를 고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

발과 매 등 사업분야가 범 하고, 한 6차산업화에 한정한다고 해도 

농업생산에서 가공이나 직  매 등으로 사업 역이 매우 넓어진다.

9보완성의 원리란 우리 주변의 문제는 우선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하고,불가능

하거나 비효율 인 것은 보다 넓은 지역으로 해결해 나가는 계층질서원리를 말

한다.1985년 유럽의 지방자치헌장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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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

역 주요 사업

농산업

농업생산

농산물·특산품 가공

농식품 직 ,직거래

농업체험, ,교류,숙박

학교 식,가정 식,지역 식 등

자원·환경

농도·수리시설· 수지 유지· 리

농지·유휴농지 리

마을공동자산 리

마을 도로·하천·산림 환경미화

조수해 책

재생가능에 지 생산

농업트러스트 등

생활·복지

농작업 지원

생활편의 활동

고령자 안부확인, 식,개호,간병

심부름서비스

자원 사 등

도농교류

도시텃밭농원

교류·직거래

(농업체험, ,교류,숙박)

요리교실

귀농·귀 알선 등

자료：김태곤 등(2011.11,p.7).

이와 같은 CB에 해 창업을 하여 성공으로 이어가기 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간지원조직(intermediary)의 역할이 요하다. 간지

원조직은,① CB의 창업,경  등 지도,② 련 정보 제공,지역자원 조사 

등 행,③ 보조 이나 융자 등 자 개,④ CB에 한 직  출자 등 다

양한 역할이 기 된다. 문 인 재능을 활용하는 코디네이터제도를 도입

하되,향후 도시에서 량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자원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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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기 효과

농 지역은 산업이 축소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여성화 등이 진행됨에 따

라 일자리나 소득문제 해결,복지서비스 확충 등 문제가 복합 으로 진행

되고 있다.커뮤니티가 가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CB이다.

CB에 기 하는 효과는 첫째,경제 인 측면에서 농 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일자

리는 후계자나 신규취농자에 한 일자리를 비롯하여,고령자나 여성 등에

게 합한 일자리,증가하고 있는 귀농자에 한 일자리 등 다양하다.농산

물 가공이나 매,도농교류 등의 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여성이나 

고령자에게 합한 사회참여 기회이기도 하다.

그림 3-1.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도

[‘지역자원’ 발굴·활용]
§ 농림수산물·부산물
§ 자연자원(햇빛·물·바람)
§ 지역공동재산
§ 기술·자본·신뢰 등

자 원

[지역단위 ‘비즈니스화’]
§ 농업생산
§ 특산품가공·유통
§ 도농교류·직거래
§ 생활·개호·복지·육아 등

사 업

[‘지역주민’ 주도]
§ 농업인·지역주민
§ 상공업인
§ 여성·고령자
§ 협동조합, NGO, 귀농자 등

주 체

[지역 ‘활성화’]
§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 생활편의·복지서비스 향상
§ 사회균형 실현 등

기대효과

[CB·중간지원조직 지원]
§ 지방자치단체(보조, 지도)
§ 국가(보조사업)

행정기관

[CB 창업·경영 지원]
§ 창업·경영 지원
§ 정보제공·조사연구
§ 보조금·자금 중개
§ 직접출자 등

중간지원조직

자료：김태곤 등(2011.11,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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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사회 인 면에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복지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지역주민에 해서는 반 인 생활편의를 보장하고,고령자나 여

성 등 사회  약자에 해서는 한 수 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노노 력이라는 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은 여성이나 고

령자에게 합한 업무이다.

셋째,CB는 이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생활편의

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  배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이것은 공동체 기

능을 회복하여 궁극 으로 농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3.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과 지역사례

3.1. CB  3단계 향

비즈니스는 기업 내부의 강 과 약 ,기업 외부의 기회와  등의 활

용 여하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지역단 로 보면 농 지역은 후계자나 

은 인력은 부족한 반면에 고령 는 여성 노동력은 비교  풍부한 이 

강 이다. 한 외부 환경으로서 식품의 소비형태가 변화하면서 식품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회이다.

식품산업 에서 보면 농업은 신선 농산물을 공 하는 동시에 식품제

조업이나 외식업에 해서는 원료 농산물을 공 한다는 계에서 상호 연

계성을 가진다.그래서 고령자나 여성 등 지역 내의 비교  풍부한 인  

자원과 다양한 물  자원 등을 동원하되,식품제조업,식품소매업,외식업 

등과 연계하는 비즈니스의 설계가 지역농업을 부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단계는 우선 지역을 축으로 하여 생산부문에서 다양

한 원료 농산물을 안정 으로 공 하기 한 지역단 의 다양한 작물을 도

입하는 복합 농(지역복합 농)으로의 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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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생산부문에서 가공부문이나 매부문으

로의 통합(생산·가공· 매부문의 통합)으로 발 하고,시·군 등 지역을 단

로 하여 농업,식품제조업,외식업이나 소매업 등 이종산업 간 연 (농공

상 연 )의 방향으로 발 해 갈 수 있다.

이러한 발 뱡향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지역 소비를 

진하는 순환형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비즈니스의 지속 인 발 을 유지

한다는 에서 보면,CB는 내발  발 론을 이론 인 근거로 하고 있다.

3.1.1.지역복합 농으로의 환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 등 식품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원료농산

물 조달은 필수 인 조건이다.지역에서 다양한 가공 원료를 조달한다는 

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복합 농이 제되어야 한다.

재 부분의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업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

성’(economyofscale)을 지향하여 지나치게 단작화하고 있다.단작화는 규

모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감하는 효과는 있지만,다양한 가공품 제조로 

연계한다든가 리스크를 리한다는 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여 성장하는 식품산업과 연계하기 

해서는 우선 지역단 의 수평  다각경 ,즉 지역복합 농으로의 환

이 필요하다.

3.1.2.생산에서 가공· 매부문으로의 통합

지역에서 다양한 농산물이 공 되면 다음 단계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

부문이나 매부문으로 비즈니스 역을 확장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지

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향상된다.

생산자그룹이 주도하여 생산에서 가공부문이나 매부문으로 비즈니스 

역을 확장하는 것이 수직  다각경 이며,일종의 의의 6차산업화 

략이다.6차산업화는 그동안 도시지역의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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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식품산업의 성과를 농업 내부로 환원한다는 략이다.

수직  다각경 은 두 가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하나는 농업이나 농

 내부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효과이며,다른 하나는 

기상재해나 가격변동 등 생산부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가공부문이나 

매부문으로 가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이다.즉 수직  다

각경 은 ‘범 의 경제성’(economyofscope)을 기 할 수 있다.

3.1.3.농공상 연

생산자가 주도하는 수직  다각화는 지역단 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되,

이것이 농업 내부에 귀속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 다고 해도 농업 

내부에서 생산자의 경 능력만으로 신상품 개발을 비롯하여 이것을 지역

랜드화하거나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여 매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역

을 확장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의 강 을 활용할 필요성이 두된다.

즉 시·군 등 지역단계에서 다양한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신제품 

개발 기술을 가진 식품제조업체,그리고 유리한 매망을 가진 유통업체나 

소매업체 등과 이종산업 간에 연 하는 방식이 ‘농공상 연 ’이다.이종산

업 간 연 는 ‘연결의 경제성’(economyoflinkage)을 기 할 수 있다.

연결의 경제성은 원료 조달,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생산, 매 등의 부문

에서 각각 유리한 정보나 자원을 가진 이종산업이 연 함으로써 시 지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일정한 지역을 단

로 하는 것이 지역 랜드 확립이나 순환형 경제 구축이라는 에서 유리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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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 단계

판매·교류
[3차산업]

3
차
산
업

수평적다각화

① 지역복합영농

농산물가공
[2차산업]

② 생산·가공·판매부문의 통합

2
차
산
업

1
차
산
업

수직적다각화

곡물 축산 채소 과수 화훼 에너지 등

③ 농공상 연대

서비스업
[3차산업]

제조업
[2차산업]

농업생산
[1차산업]

자료：김태곤 등(2011.11,p.22).

3.2. 과 사례

3.2.1.마을 농형(지역복합 농형)

CB는 지역단계에서 생산부문의 동 내지는 통합을 출발 으로 한다.

다양한 원료가 한 가격으로 안정 인 생산이 확립되어야만 이를 기반

으로 한 가공이나 매,이종산업 간 연  등이 가능하다.

마을 농형 CB는 마을 등 특정 지역단 로 생산부문을 통합하면 생산

비 감은 물론이고 지역단  복합경 을 실 할 수 있다.주체는 마을단

 농조합(마을 농)이 있다. 행 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을 마을 주민

들로 하여 생산부문을 통합하면 생산비를 폭 으로 감하는 동시에 다

양한 품목의 작물을 공 할 수 있다.<그림 3-3>에서와 같이 마을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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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 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마을주민은 표,오퍼 이터,보조

작업자로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마을단  농조합이라는 주체가 설립되면 생산의 통합과 이를 기반으

로 하여,가공이나 직  등으로 발 할 수 있다.이것이 앞의 발 단계와 

련해 볼 때 생산·가공· 매부문의 통합으로 가는 출발 이다.

마을 농형의 지역사례는 다음과 같다.

□ 농업회사법인 푸른이치(경남 거창군 농산면)

○ 농업생산법인이 마을단 로 농지를 임차하여 ·채소 등을 생산,직

 매하는 경 방식이다.

○ 노지농업과 시설농업을 병행하며 마을의 여성이나 고령 노동력을 활

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마을에 해서는 채소 등 생산물을 제공하고,마을 행사를 지원하는 

등 유 를 만들어 나가는 등 법인과 마을 간의 유 를 강화하는 활동

도 하고 있다.

□ 농조합법인 신 친환경농업(경남 남해군 이동면)

○ 법인이 마을 내의 농지를 일  임차하여 시설농업으로 엽채류를 친환

경 농법으로 생산,친환경 유통업체에 직  매하는 경 방식이다.

○ 채소 수확 등의 농작업은 마을의 여성이나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여 

법인과 마을이 상생하는 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 마을 내 농지를 단지화함으로써 법인의 생산비를 감하고,마을의 

소득증 에 기여하고 있다.단지 규모 생산이어서 1차산업에 머물

고 있는 것이 추가 인 부가가치 증 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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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마을 농형 조직의 개념도

농지임대

임대료

노동력

노임

(농지·노동력·농기계·마을자원)

§ 생산비절감
§ 일자리창출
§ 소득증대
§ 자원보전
§ 지역활성화

마 을

출자

배당
§ 작업수탁
§ 농업생산
§ 농산물가공
§ 직거래·교류
§ 생활지원 등

주요활동

효 과

마을영농

자료：김태곤 등(2007.12,p.41).

□ 마을공동사업단(남 암군 미암면)

○ 마을 내에서 농가별로 채소를 생산하고,사업단이 나물로 단순 가공,

포장하여 소비자와 외식업 등에 직거래하는 경 방식이다.

○ 고령자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직

인 효과가 나타나고,마을에서 다양한 채소가 생산되는 등 지역농

업이 진흥되고 있다는 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단순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가공부문의 도입으로 마을이 활성화하고 

공동체 기능이 회복되는 사례이다.

□ 농조합법인 신화마을(강원 원주시 부론면)

○ 법인이 마을단 로 채소· 두 등 농산물을 생산하여,김치· 임배추·

만두 등으로 가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 매하는 경 방식이다.

○ 법인의 표는 귀농자이다.귀농자가 지역사회를 리드해가면서 주민

의 참여와 력을 모아서 소득을 향상하고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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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 농 지역 마을과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매개로 한 공동체와 교류를 통

하여 신뢰를 구축하여 직거래 등으로 로를 확 하는 도농상생의 

바람직한 모델이다.

□ 농업회사법인 소호리고헌산(울산 울주군 상북면)

○ 산간지역에서 청정성을 기반으로 하고,동시에 산 지역의 다양한 자

연자원 등을 활용,체험사업 등을 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활상화

하는 경 방식이다.

○ 폐교를 활용하여 산 체험학교를 운 하고,건강이나 치유 등을 목

으로 방문하는 고객을 주된 상으로 하고 있다.

○ 도농 교류 등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일부 매하고 있기는 하지

만 1차산업과의 연계성이 약한 것이 단 이다.

□ 경상북도 마을 농 시범사업(3개소)

○ 화군 화읍 범들마을(마을 공동생산형)

-벼·시설부추·노지고추 등을 생산하고,노지와 시설을 결합,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 등 마을농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단계이다.

○ 문경시 산양면 신 마을(농조합법인 주도형)

-벼·콩·감자·양  등 생산에서 가공까지 통합하여,직  매를 계획

하고 있다.마을단 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지역농업 활성화와 

소득 향상에 기 하고 있다.

○ 안동시 서후면 계마을(기업주도형)

-버버리찰떡 가공업체와 마을농가의 력으로 가공업체에 원료 농산

물을 공 하는 방식이다.찹 ·콩·팥·연 등의 생산 확 를 도모하고 

있다.마을단계에서 식품제조업과 농가와의 연 방식으로서 향후 그 

성과가 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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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커뮤니티형(지역공동체형)

커뮤니티형 CB는 재 농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나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 이다.

농업생산법인이나 지역단  생산자그룹이 생산에서 가공·유통·직 매

부문으로 사업 역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 인 발 방향이다. 부분의 지

역사례는 생산부문은 개별 생산,가공은 공동 작업 등으로 아직 보 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 생산에서 가공, 매까지의 완  통합이 아니라 

생산·가공,가공· 매 등의 부분 통합이 주류이다.

이러한 유형은 산간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하고,

곡물이나 채소,과수 등의 생산에서 출발하여 단순 가공이나 직 장에서의 

매 등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고령자에게 합한 일자리가 만

들어진다.소규모사업으로 출발하여,다양한 생산물이나 가공제품을 제조·

매하는 등 단계 으로 사업을 확 함으로써 범 의 경제성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커뮤니티형은 마을단  농조합 등과 같은 사업 주체가 조직화되면 생

산부문이나 가공부문을 도입한 이후,마을단 나 읍·면단 에서 최소 비용

으로 지역의 고령자나 사회  약자에 한 생활지원이나 간병 등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 력의 주체로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한 커뮤니

티형은 공동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자체 등의 수탁사업 형식으로 최소한

의 비용으로 마을 도로나 농로,수리시설,마을공공시설 등의 유지· 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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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커뮤니티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 단계

§ 고령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 제공

§ 영리성과 공익성의 양립으로 공동체 기능 회복

[생산부문]
지역복합영농

‘노지+시설’조합

[가공부문]
단순가공품
지역특산품

[판매·교류부문]
직접판매
도농교류
관광 등

[공익부문]
생활편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자원관리

즉 커뮤니티형 CB는 농산업 역에서 출발하여,생활복지 역,자원환경

역 등으로도 사업 확산이 가능하다.이러한 역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커

뮤니티 재생효과는 높아진다.

커뮤니티형 CB의 지역사례는 다음과 같다.

□ 농조합법인 군 찰옥수수(경북 군 군 소보면)

○ 마을단 에서 옥수수를 생산하여 찰옥수수로 가공하여 국을 상

으로 매하는 방식이다.

○ 옥수수 가공업의 농조합법인이 지역농가가 생산한 옥수수를 수매

하는 계약거래,계약농가는 당  마을단 에서 군 군 체로 확

되는 등 옥수수 농업의 진흥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단지 마을의 농가가 고령화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개별로 행해지는 

것이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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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조합법인 수미마을(경기 양평군 단월면)

○ 마을단 로 지역 농산물이나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체험,가공,민

박의 연  실시 등 마을사업의 비즈니스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 주민 높은 참여도를 유지하고 있고,가족 방문객을 상으로 하여 지

역 효과를 높이고 있다.

○ 가공부문의 도입 등으로 지역 내의 일자리 증가와 소득향상을 도모하

고 있다.농업생산은 개별 농가별로 실시하고 있고,체험 등과의 연계

성이 높지 않는 것이 한계이다.

□ 임실치즈마을(북 임실군 임실읍)

○ 마을단 의 농업·낙농·유제품가공 등 체험과 유제품의 가공· 매 등

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향상하는 방식이다.

○ 마을운 원회(임의단체)에서 사업계획의 수립·실천 등 기업형 경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 농업이나 낙농 등 1차산업과의 연계성이 취약하고,공동사업에서 개

별산업으로 환하는 등 지속 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심

사항이다.

3.2.3. 랜차이즈형(계약거래형)

랜차이즈 방식의 비즈니스는 최근 도시의 커피 문 이나 제과 ,외

식업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농업부문에서도 6차산업화 등에 의해 새로운 

기술보 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가 간 기술격차가 확 됨에 따라 선도농가

와 후발농가 간의 랜차이즈형 CB가 출 하고 있다. 랜차이즈형 CB는 

선진기술의 확산이나 부가가치 향상 등의 목 으로 그 역할이 기 된다.

농업생산법인이나 기업 등의 높은 수 의 기술이나 매망을 가진 선도

농가(본부)가 다수의 세 농가(가맹 )와 계약거래를 하는 방식이다.본부

가 가맹 에게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생산자재를 공 하는 동시에 가맹

의 생산물 매를 보장한다.지역단 로 선도농가가 가진 기술을 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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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을 가맹 에게 신속하게 보 하는 효과가 기 되고,최근 원 나 

축산부문,외식업 등에서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랜차이즈형 CB의 지역사례가 있다.

□ 지보참우 농조합법인(경북 천군 지보면)

○ 지역의 한우농가 31호가 조합원이 되어 설립된 농조합법인이 본부

가 되어 외식업이나 직  매 등을 통하여 소매업을 하면서 매물

량을 확보하기 해 가맹 으로서 인근의 123호의 한우농가와 계약

거래를 하는 경 방식이다.

○ 본부는 계약농가에게 사육기술 지도,자재 공  등을 실시하고,생산

물은 지자체 등의 공  시설에서 처리하고,직 식당을 비롯하여 소

매 이나 소비자를 상으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다.한우의 생산·

가공· 매를 일체화한 CB이다.

○ 이와 같은 랜차이즈 방식에 의해 계약농가의 기술진보나 지역의 한

우산업 발 에 기여하고 있다. 한 본부는 수익 의 일부를 지역사

회에 환원하는 등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 농조합법인 미소머 고(경북 주시 면)

○ 고구마 가공업체가 본부가 되어,원료용 고구마를 확보하기 해 인

근 농가와 농  등과 계약 거래하는 경 사례이다.생산한 고구마 가

공제품은 주로 본부의 직 매 을 통해 매한다.

○ 원료용 고구마의 소비확 를 통하여 고구마 생산이 확 되는 효과는 

있으나 고구마 생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의 

한우 사례와 같은 특별한 기술이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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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랜차이즈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도

[가맹점]
Franchisee

기술개발기업

자재개발기업

식품가공기업

소매업자

외식업자

가공업자

도매업자

출하

협력

출하

[본부] Franchiser

자금, 경영정보

[가맹점]
Franchisee

[가맹점]
Franchisee 협력

상표·기술·자재 공급
경영진단, 경영지도

기술개발
경영분석
자재개발
가공판매

자료：김태곤 등(2011.11,p.24).

□ 농조합법인 애농(북 진안군 진안읍)

○ 농조합법인 애농은 친환경 채소생산이 심이다.생산부문의 규모

화로 다양한 채소 생산을 확 하면서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해 1차

가공식품 조제나 조리부문,외식업 등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

는 경 사례이다.

○ 조리부문은 샐러드 가공 등이 심이고,이를 기반으로 외식업의 카

래팩토리를 운 하고 있다.카래팩토리 부문에 해서는 랜차이즈 

방식을 계획 에 있다.

○ 농업생산에서 가공으로,그리고 외식업으로 비즈니스 역을 확 하

면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있다.생산부문에서 소매업으로

의 확장이나 랜차이즈 운  등에 해서는 향후 주목할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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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네트워크형(농공상 연 형)

네트워크형 CB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랜드화,시장 개척 등에 의하

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 이다.농업 내부에서 가공· 매부문

으로 진출할 때 기술이나 자본 등에 의한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이를 극

복하기 하여 생산이나 가공기술,유리한 매망 등을 가진 농외 사업체

와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이종산업 간 연  방식이 최근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규모 산지나 규모 사업부문에서 유리하며,연결의 경

제성에 의해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부문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6>에서 보면 기업 간 연 부문은 다양하게 분포한다.농업생산

에서 식품가공,소매업에 이르는 지역단 의 일련의 가치사슬에서 연 가 

가능한 부문은 수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자재부문과 생산부

문 간,생산부문과 가공부문·소매부문 간,가공부문과 외식부문 간 등 다양

하다.  하나 주목을 끄는 은 재활용부문의 도입이다.식품의 소비과정

에서 페기물이나 음식쓰 기가 발생한다.이것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

하는 것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즉 생산부문,가공부문,외식·소

매부문,그리고 재활용부문 등이 연 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네트워크형 CB는 다양하고 높은 수 의 연 도 상되고 있지만 농업

분야를 포함하는 사례는 아직 보 인 수 에 머물고 있다.거창군 내 망

개떡 제조업자와 이들에게 원료 농산물을 공 하는 농가 간의 연 로서 거

창망개떡 의회(경남 거창군)의 사례가 있고, 한 버버리찰떡 가공업체와 

같은 마을에서 찹 ,콩,팥,연 등 원료생산 농가 간에 연 하는 안동버버

리찰떡(경북 안동시)사례 등이 있다.지역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품을 개발

하여 지역 랜드화까지는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해서는 연

의 범 를 확장하고 더구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 간의 연 도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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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비료

기술지도자재

신선농산물

원료농산물

가공식품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센터

가공업

기술
센터

기술지도

기술지도

가공식품

자재업

신선농산물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매업
외식업

직판장

관광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농가
레스토랑

생산부문

신선농산물

그림 3-6.네트워크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다양성

자료：김태곤 등(2013.9.5,p.10).

3.2.5.로컬푸드형

CB의  다른 유형으로 로컬 운동을 들 수 있다.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매하는 거래 방식이며,이를 통하여 지역순환경제가 

구축되면 지역에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로컬푸드형은 일반 으로 농업생산과 매를 통합한 방식이다. 매는 

산지에서 직 장을 통한 매가 부분이며,직 장은 일정한 구매력이 있

는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생산자조직이나 지역농 이 설치하여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컬푸드형은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이를 계기로 농

업이라는 1차산업이 부활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

미를 가진다. 표 인 사례로서는 생산농가가 아침시장에서 매하는 원

주시사례,농 과 지역농가의 생산물을 농 의 머스마켓에서 매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과 사례 55

순천농 사례,회원으로 가입한 생산농가가 농  직 장에서 매하는 완

주농 사례 등이 있다.한편 새로운 방식으로 농공상 연 형의 범주에도 

포함되지만 생산은 생산자조직, 매는 지역의 슈퍼나 양  등 소매업과 

연 하면 로컬푸드가 가지는 지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표 3-2.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

유형 목 방식 비고

마을 농형

(지역복합 농형)

○다양한 원료

농산물 생산

○생산비 감

○일자리 창출

○마을단 농조합

설립

○생산부문 통합

○참여자：마을주민

○생산에서 가공·매

부문 통합가능

○[범 의 경제성]

커뮤니티형

(지역공동체형)

○고령자·여성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

○생산자그룹 주도

○생산·가공· 매의

통합방식

○참여자：1차산업

종사자

○소규모사업, 산간

지역에 합

○다양한 원료농

산물 생산,가공시

설 확충, 매망개

발이 과제

○[범 의 경제성]

랜차이즈형

(계약거래형)

○신기술 확산

○부가가치

향상

○ 로 보장

○선도농가(본부)

주도

○선도농가와 회원

농가(가맹자)간 계

약거래방식

○참여자：선도농가·

세 회원농가

○원 ·축산부문에

활발

○생산자육성과

지역농업진흥

효과

[연결의 경제성]

네트워크형

(농공상연 형)

○신시장 개척

○신가치 창조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제조업·서비스업

주도

○이종산업 간 연

방식

○참여자：1·2·3차

산업 종사자

○ 규모산지, 규모

사업이 유리

○벨류체인 형성

○[연결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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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결

로벌화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일자리가 어들고 소득이 감소하여 

농업부문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반 하기 해서는 농

업은 사회  욕구나 트 드에 응하는 새로운 략이 요구된다.

농업은 그동안 의의 생산 역만이 강조되었으나 소비자의 식품소비패

턴의 변화에 응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나 외식산업과의 연계가 요구되

고,도농교류와 직거래,치유와 복지 등과 연계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지역단 에서 생산에서 가공이나 매에 이르는 사업을 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여기에 교류나 치유,복지 등의 업무를 가산

하여 생산자조직이나 농  내부에서 주도 으로 추진하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

여기에 안으로 등장한 것이 CB이다.CB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활용한 

소규모 비즈니스이다.향후 농 지역의 수요동향 등을 고려하면 CB의 사

업 역은 농산업 역,자원환경 역,생활복지 역,도농교류 역 등의 분

야로 확장될 것이다.비즈니스의 유형은 마을 농형,커뮤니티형, 랜차이

즈형,네트워크형,로컬푸드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사례와 발 방향에 

해 살펴보았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출 하고 있다.개념

으로는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 국을 상으로 매하는 

유형의 비즈니스가 심이라는 에서 지역단 에서 1차,2차,3차산업의 

통합은 아직 미성숙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원료 는 식자재의 안정 인 공 이라는 에서 생산부문을 지

역단 로 통합하여 생산비 감과 다양한 식자재 생산이 가능한 지역복합

농으로 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 에 있다. 한 시·군단계

에서 농공상 등 3자 간의 등한 연 도 아직 드물다.배경에는 시·군단계

에서 지역 식자재를 사용하여 지역 랜드의 확립을 희망하는 식품제조업

이나 소매업의 부재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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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CB가 아직 보단계여도 차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자나 여성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공식품 개발에 의하여 1차산업인 지역농업

이 부활하고 있는  등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농업 외부로 유출

되어 왔던 농업에서 생하는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CB에 의해 내부화되

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자원 리,노노 력의 에서 커뮤니티 

내부에서 생활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은 CB의 새로운 시장으로 기 된다.

이에 한 한 응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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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재 국가의 정책 사업 가운데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육성을 명시

으로 표방하면서 시행되는 것은 없다.다만 2000년  들어서 농림축산식품

부 뿐만 아니라 여러 앙행정기 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발  발

론10에 기 하여 여러 종류의 정책을 추진했는데,그것들을 심으로 CB

련 정책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CB와 내발  발 은 그 개념상 공통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CB는 내발  발 에 비해 조  더 구체화된 

요소들로 개념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 

CB의 목 이라는 과 문제 해결을 해 주민들이 선택하는 행  유형이 

‘비즈니스(사업 는 경 )’라는 이다(김정섭 2013a,606-07).

국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발  발 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농  지역사회 주민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진하려는 취지의 것들

을 살펴본다.여기에서는 표 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 공동체회사 

10김정섭(2013)에 따르면 “내발  발  개념은 국내에서 리 쓰이면서 여러 정

의들이 제출되었는데, 부분 핵심 요소 몇 가지를 공유하는 변주(變奏)들이

다.그 개념들은 ‘지역 발 을 한 선택지(option)에 있어 지역의 자율 인 의

사결정’,‘지역 발  과정 체에 한 지역 주체들의 통제(control)’,‘발  

로젝트(project)로 발생한 편익의 지역 내 귀속’등의 세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Romano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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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사업’‘권역정비사업(농 마을종합개발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안

행정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등의 정책사업 추진실태를 CB의 에서 

비 으로 고찰한다.아울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련 입

법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련 조례 제정 황도 검토한다.

2.국가 정책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련성

2.1.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 과 책 사업  규

앞 에서 언 한 국가의 정책 사업들은 체로 보조 을 지원함으로써 

농  지역사회 주민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아울러 

주민들의 자발 인(는 주도 인)참여를 제로 보조 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고 언명하고 있다.11비즈니스에서 창출된 이익을 지역사회

에 환원할 것을 규정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다.12그런 에서 이들 몇몇 정

책 사업들은 명목상으로라도 ‘CB’의 개념과 일부 련성을 갖는다.그러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 으로 삼는 CB의 개념을 온 하게 반 한 것

은 아니다.다만 내발  발 론의 취지를 수용하고 있어 농 지역에서 CB

를 실천하는 주민들이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 이나 기술  지원 등

을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11 를 들어,안 행정부는 마을기업을 “마을 주민이 주도 으로 지역의 각종 자

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 에 기여하는 마을단 의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행정안 부 2013,1).
12‘권역단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지침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받아 소득사업이나 

체험사업 시설을 운 하여 수익 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마을기 으로 환원하

는 것이 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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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구성 요소

마을권역단
종합정비사업

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주민의 자발성(주도성)규정 크게 강조 형식 형식

지역사회 문제 해결 목 규정 간 없음 없음

행 선택지로서의 비즈니스 규정 가능 필수 필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규정 크게 강조 형식 없음

표 4-1.정책 사업 시행지침으로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와의 련성

CB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조(自助)인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

때 ‘문제제기-학습-조직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특히 요하다.13그

것을 고려하면 CB와 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특정한 보조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것에만 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주민 스스로 CB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돕는 조력(助力)활동을 조직하는 것과 

지방분권화된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여러 농  지역에서 주민들이 각기의 

필요에 따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개할 수 있도록 진하는 유연한 제도

를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CB의 개념은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15).14

첫째는 지역주민의 자발성(주도성)이다.둘째는 CB의 목 이 지역사회 문

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는 이다.셋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주민들이 

선택한 행  유형이 비즈니스라는 이다.마지막으로 CB에서 발생한 이

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이다.그와 같은 개념 구성 요소들을 기

으로 하여 국가의 련 정책 사업 지침들을 통해 CB와 어느 정도 련

을 맺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표 4-1>.

13CB를 그 같은 3단계 과정으로 조형하려 시도한 연구로는 김정섭(2013a;2013b;

2013c)를 참고.그 내용에 해서 다음 에서 간략히 후술한다.
14CB에 한 최근의 국내 연구들은 거의 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호소우치 

노부타카의 개념 정의를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이상엽,정건섭(2011);

조규원,최조순,김종수(2011);김선기(2011);김재 (2011);네모토 마사쯔구

(2012);나주몽(2012);이홍택,정성훈(2012);홍선(2012);강순화,김정명(2012);

김윤호(2012);주상 (2012)등의 연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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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권역단  종합정비사업’은 CB를 실천하는 농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조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이것을 지원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인 활동의 범 도 넓은 편이다.이 사업은 지침에서 주민 

표자들로 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보조  사업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주

민들의 자발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추진 원회의 권한은 매우 커서,사

업시행지침은 ‘추진 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사결정은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3,87)고 못박고 있다.이 사업

에서 주민들이 지원받은 보조 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기 생활기반 

확충’‘소득증 ’‘경 개선’‘역량강화’의 네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세부

으로는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주민들이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보조  자원의 용도 범 를 어느 정도 제공

하고 있는 편이다.소득사업이나 체험사업 시설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 하여 발생한 수익 을 마을기  등으로 환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5

‘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공동체회사’라는 단어가 시사하

는 것과는 달리 CB의 개념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16사업시행지침에는 ‘지

역주민 는 귀 인력이 자발 으로 결성한 조직으로서 기업경  방식을 

갖추고 사회서비스 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조직’이라고 농 공동체회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들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거나 공동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려는 목 의 지

침을 갖고 있지 않다.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 공동

체회사’라고 인정한 조직 가운데 사업 공모제 형태로 선별하여 보조 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 의 용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인건비 등 경상경

비와 시설 신축  개보수 비용으로는 보조 을 사용할 수 없고,기획‧개

발‧마 ‧홍보의 용도로만 보조 을 사용할 수 있다.이처럼 용도가 제한

됨으로써 다양하게 존재하는 농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CB의 목

15농림축산식품부(2013)의 78쪽,<표 Ⅲ-1>을 참고.
16이 사업에 한 이하의 설명에 해서 상세한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20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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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이 정책 사업을 활용할 여지가 제약되어 있다.이 정책 사업은 반

드시 기업경 방식을 갖춘 조직만을,즉 비즈니스 조직만을 상으로 자

을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은 농 공동체회사가 이익을 남겼을 때 지역사

회로의 환원을 강제(는 권고)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보조  

지원 가부를 심사할 때 ‘수익 의 지역사회 환원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두어 권장하고 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도 ‘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과 마찬가지

로 그 명칭에서 CB를 연상하기 쉽지만,정책사업 설계가 CB개념을 확고

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지침17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성(주도성)은 

‘마을주민 출자가 총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이룰 것’이라는 언명으로 표 되지만,10% 미만이라는 낮은 

수 의 주민 출자 비율과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라는 모호한 언명으

로는 주민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그리고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

는 법인이면 지원 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체를 표하지 

않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보조 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 법인격을 

갖추고 기업경 방식을 유지하는 조직만을 상으로 자 을 지원하며,이

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에 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2. 과 론  시각에  본 련 책사업

CB는 ‘사회성, 리성,지역성을 함께 갖는다.’고 설명되기도 한다(김선

기 등 2011). 리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 (는 공익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에 CB의 난 이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

이다.과정론  시각에서 본다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생 인 활동으로서

의 CB에서는 ‘문제제기-학습-조직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특히 요

하다.‘문제 제기’의 사건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필요(needs)를 식별하고 

17행정안 부(201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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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 해 문제를 제기하는’(김정섭 2013b)것으로 CB의 출발 을 

이룬다.‘학습’은 주민들 스스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

발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천 집

단을 형성하는 화의 과정’(김정섭 2013b)이며,지역사회의 사회 연결망 

안에 배태된 공식 ‧비공식  상호작용의 계기들에서 출 한다.그런 문제 

제기와 학습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을 결성함

으로써 CB가 성립하는데,지역사회의 사회자본(socialcapital)은 그 이후 

운 에 요한 기여를 한다. 컨  지역사회 주민이 설립한 동조합 활

동에 있어 사회자본은 그 원인이자 결과로서 ‘활동(t1)-사회자본(t2)-활동

(t3)'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속에서 되먹임한다(김정섭 2013c,10).이것은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communityinvolvement)를 진함으로써 농 지

역의 통합  발 에 CB가 기여하는 가장 요한 측면이다(Gore,Powell,

andWells2006,49).18그와 같은 이해를 제로 련 정책사업들을 살펴

본다.

CB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목 은 당연하게 제된다.CB의 

기단계에서 식별해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즉 주민 스스로의 필요

(needs)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 공동의 심사이다.따라서 ‘어떤 것

이 문제다.’라고 규정되려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감하고 동의에 이르는 

의사소통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김정섭 2013a,608).그러나 련 정책사

업 추진체계 안에서 그 당연한 제는 실제로는 비  있게 다루어지지 않

는 듯하다.

18고어(T.Gore)등은 국의 한 지역 사례에 한 분석 결과를 토 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자원 사활동(volunteering)유인의 거 ’을 기능하면서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Gore,Powell,andWell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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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 련 조직 구성 주요 기능 역할

마을권역단

종합정비사업

권역추진 원회

(참여마을별 주민

표 3∼5명)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

(사업 신청을 한 서류 작성)

○ 마을권역발 의회에 참여

○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 활동

○ 기본계획 수립 지원

-주민 수요조사 의견수렴

-권역 자원조사 잠재자원 발굴

-권역 발 방안 제시 등으로 계획에 참여

-주민 합의기구로 기능(추진 원회를 거치지 않

은 사업계획 등은 주민 합의를 이루지 않은 것

으로 간주)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설물 사업의 운 ,유

지, 리에 한 사항을 의‧결정

○ 부지 자부담 확보 방안 마련

○ 사무장 선발,업무 임 조정

○ 마을권역발 의회에서 한 담자문가의 자

문활동에 극 조

마을권역발 의회

(권역 내 마을 표,

여성지도자,

한국농어 공사,

농업기술센터,농 ,

민간 문가,

시장‧군수)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 지원

○ 기본계획,세부설계,사업시행,사업완료,유지 리

단계별 수시 의 지원

-지역특성 개발과제 도출 지원

-개발목표 발 방향 설정 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기능별 기본계획(안)

의

-투자우선순 설정,재원부담방안 등 투자계획

의

-주민 자체 추진 원회 구성 등 지원

○ 권역별로 학교수 등 지역개발 문가를 담 자

문가로

농 공동체

회사우수사업

지원사업

지역주민 는

귀 인력의 자발

조직(세 주 50%

이상 참여)

○ 기 설립된 법인 는 민간단체에 기획,개발,마

,홍보 등과 련한 자 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주민 필요 지역사회 문제 식별’ 련 차

규정 없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

○ 지침상에 ‘주민 필요 지역사회 문제 식별’

련 차 규정은 없고,다만 간지원기 의 ‘마을

기업설립지원 로그램’이나 ‘마을기업 신청자

상 교육’등의 과정을 두고 있음

표 4-2. 련 정책 사업에서 지역사회 문제 식별에 한 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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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침 안에 

주민들 스스로의 필요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는 차에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마을권역단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상세한 차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주민 표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권역추진 원회’

와 더불어 기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마을권역 발 의회’를 설치하여 

많은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권역추진

원회’의 상 에서 방향을 지시하는 도구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문제제기’

과정은 달리 표 하자면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시스템’(이해진 2012,41)이 작동하는 기 단계 활동이다.‘마을권역

단  종합정비사업’이 지침상에 주민의 의사소통 과정에 한 차 규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제기’과정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앞에서 언 하고 있는 세 정책사업 모두 ‘역량강화’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의 지원 로그램을 동반하고 있다.‘마을권역단  종합정비사업’은 

‘주민역량강화’를 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교육 로그램 개발,교육장

비 확보,리더 양성교육,선진지 견학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

다.‘농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교육훈련 혹은 학습

의 용도로 사용하게 허용하지는 않으나,한국농 공사에 지원 을 두어 경

컨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의 10%이내 

범 에서 교육  컨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시‧도 

 시‧군 간지원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외부 문가들로 구성된 ‘마을기업 지원단’을 별도로 운 하

고 있다.

정책 사업들이 농  지역사회 주민에게 교육훈련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

공하려고 세부 방안들을 갖추고 있지만,CB의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은 단

순히 기술이나 정보를 일방향으로 달하는 것이 아니다.그때의 학습은 

주민들이 ‘식별된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

가?’에 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김정섭 2013d,15).이때 필요한 것은 주

민들이 민주 인 분 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場)이다.그런 민

주  토론,즉 학습의 장은 농  지역사회에서는 체로 몇몇 주민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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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공식 인 계기들에서 마련된다. 컨  지역사회 안에서 CB라 부

를 수 있는 동조합19들을 수없이 설립하고 운 한 경험을 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비공식 인 학습의 계기들이 주

민 상당수에게 꽤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내려앉아 있다.

연구자: 비하는 과정에서는 무언가 일종의 기획이라고 할까,공부라고 할까,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장○○:그런 일들을 할 때 보면 운 원회 비슷하게 꾸려져서 그 친구들이 여

러 명이 모여서...마을카페 뜰을 만들 때에는 제가 그런 모임에 참여했

었고.느티나무헌책방 만들 때는 운 원회 자체가 없었죠.… (략)

… 참여를 요구받은 것은 특별히 없구요.[밝맑]도서 만들 때 주민들이

계속 돈을 모으는 것을 봤고,마을까페 뜰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했었

고,그리고 이제 에 갓골목공실을 만들 때 참여하고...그러니까,그런

것들이 가 의도 으로 주도를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물론,주체는 있었지만,그 주체들이 [사안이 되

는 동조직마다]조 씩 달랐기 때문에,그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

처럼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한때 제 생각으로는,이 마을

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하면 1만 원이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든 참여하

는 사람이 100명은 되지 않을까?… (략)… 갓골에서 벌어지는 일들

의 형태를 보면 공동체 인 게 많은 거죠.그런 것들을 보면 공동체 인

그런 흐름들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100% 자율이에요.스스로 움직이

고 그러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니깐요.… (략)…

연구자:읍내에 술집 하나 내자고 사람들이 모이고 운 원회도 만들고,특이

하긴 합니다.술집은 보통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그 죠.개인이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해서.그게

『 동조합도시 볼로냐를 가다』라는 책이 나올 때 쯤이었지요.외국을

보면 작게,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동조합이 있는데,키친코 (Kitchen

19 표 인 로 최근에 홍동면에 설립된 ‘동네마실방 뜰’을 들 수 있겠다.‘동네마

실방 뜰’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맥주집이면서 마을 사람들 소통의 장소인 치킨

하우스가 문을 닫게 되었다.’(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웹페이지 http://poolmo.net,

2010년 12월 11일)는 언(傳 )에 문제의식을 느낀 주민 몇이 논의한 결과,

동조합을 결성하여 그것을 유지하자고 결론 내리고 100여 명이 출자하여 재단

장해서 연 마을 카페이다. 국의 CB 개 기 단계에서 있었던 CB형태의 

펍(pub)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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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이라고 해서 디자인 동조합도 만들고.‘그 다면,아 술집도

그 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한 거지, 희가 특별히 고민해서 한 방

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회의는 한 10번 정도 했고요.사 모임,그

때 모인 사람들을 ‘운 원회’라고 해서,‘비 원회’가 맞겠죠,그 게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홍동면의 동조합 마을까페 설립 참여자,장○○ 씨와의 면담(김정섭,2013d

에서 인용).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로 들자면,이 정책사업이 제공하는 지원 로

그램의 내용은 ‘문분야 컨설 과 기술지원’‘유통업체 입 지원’‘해요

소 리제도(HACCP)인증획득 지원’‘세무‧회계지원’‘마을기업 상품

매 진을 한 마을기업 박람회 정례화’등과 같은 시장 거래와 련된 

지원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김정섭 2013a,608).‘문제제기’나 ‘학습’과 

같은 주민들의 자생 인 의사소통의 계기와는 무 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CB 련 국가 정책사업들은 ‘비즈니스’측면을 과도하게 강

조한 탓에 농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를 식별하고 학

습을 통해 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선행 과정을 건 뛰거나 간과하여 추진

되는 경향이 있다.물론 그 다고 해서 국가의 정책 사업들이 그런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체 으로 만들어 실행해  것을 기 하는 

것은 실 가능성도 없으며,그 게 될 때 오히려 농  지역사회의 자율성

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2.3.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법   지 자 행  개  논

CB가 연 을 갖게 될 법안이 최근에 발의되었다.‘농 마을공동체 활성

화 지원에 한 법률안(이하 농 공동체활성화법(안)으로 약칭)’이 그것이

다.20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농 마을

202013년 8월 2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의안번호 6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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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여 마을발 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련된 지원제도와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둘째,주민들이 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을 수립하면 기  지방자치단체의 련 지역개발 계획에 반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셋째,농 마을만들기 활

동을 문 으로 지원할 농 개발 련 분야 국가 문자격제도를 도입한

다.넷째,농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해 기  지방자치단체에 ‘농 활

성화 시‧군 지원센터’를, 역 지방자치단체에 ‘농 활성화 역지원센터’

를 설치하거나 지정한다.이들 지원조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농 마을만들

기 진흥원’을 설치한다.

이 법안에서 ‘농 마을만들기’는 ‘농 마을 주민 는 단체가 참여하여 

농 마을의 통과 특성,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 마을의 물리 ‧사회 ‧

경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한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 을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21CB

실천이 마을만들기의 하  개념으로 성립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뿐만 아니라 ‘농 공동체회사’를 정의하고 있다.이때 농 공동체회

사는 ‘농 마을 주민 는 단체가 농 의 인력,농산물,역사문화자산,자

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경 활동을 함으로써 농 에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22

이로써 농 지역의 CB실천은 ‘농 공동체회사’라는 이름으로 법제의 테

두리 안에 들어오기 직 에 이르 다.농 의 CB가 국가의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 방식을 이 발의안이 잘 시하고 있다.그것은 계획제도,지원조

직,보조 이라는 세 종류의 제도  매체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농 마을 주민들이 의체를 구성하여 ‘농 마을만들기계

획’을 수립한다.23그 수립,변경,폐지 등에 한 의결방법이나 차에 필

21발의안 제2조 3호.
22발의안 제2조 4호.
23이 계획에는 당연히 CB성격의 사업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법안 

제6조 2항에서는 ‘마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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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안 제6

조 4항).아울러 마을계획 수립에 필요한 문성 있는 인력을 주민들이 지

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안 제5조 3항).그 게 수립한 마을계획은 농

지역 기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24’에 반

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두고 있다(법안 제7조 2항).한편 역 지방자치단

체와 국가 수 에서는 매년 ‘농 마을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끔 의무화하고 있다(법안 제12조,제13조).이로써 국가(농림축산

식품부)로부터 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계획의 계선(係線)’이 완결되

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계획의 계선’과 마찬가지로 발의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  지원을 제

도화하고 있다.마을 수 에서는 주민 의체가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시‧

군 지원센터’ 는 ‘농 활성화 역지원센터’에 마을 자원조사,주민교육,

마을계획 수립에 필요한 문가 고용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

고 있다(발의안 제6조 3항).그런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시‧군지

원센터-농 활성화 역지원센터-농 마을만들기진흥원’으로 이어지는 조

직 체계를 설계하고 있으며,이것은 ‘계획의 계선’과 정확하게 평행하는 구

조이다.여기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을만들기 련 업무를 총 ‧조

정하는 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농 개발  농 마을만들기 련 문가

를 문 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마련하 으며(발의안 제14조 1

항),이 분야 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농 개발 문자격제도’를 

운 하는 방안까지 설계하고 있다(발의안 제11조).마지막으로는 역  

마을의 황  자원에 한 사항’‘농 마을의 주민  환경 분석에 한 사

항’‘농 마을의 망과 략에 한 사항’‘농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에 한 

사항’‘농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을 한 공동 경 에 한 사

항’‘농 마을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한 공동체 활동에 한 사항’‘주민

의 인 ‧물  자원 투입 계획에 한 사항’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24‘농업‧농   식품산업 발 계획’은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 지역의 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다루는 범

가 상당히 포 인 종합계획이자 략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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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방자치단체들이 ‘농 마을만들기기 ’을 설치하고 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련된 정책사업 보조  외의 재원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농 공동체활성화법(안)은 ‘마을만들기’운동을 제도가 포섭한 것으로 

행정의 각  수 에서 지원(는 조력)조직과 계획 제도를 체계화하는 것

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마을만들기’운동의 범주 안에서 재 일어

나고 있는 다양한 실천 가운데 상당수가 CB활동이라는 을 고려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히 요한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문제

는 이 법안에 구상된 지원체계가 앙집권 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이다.국가, 역 지방자치단체,기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 

계의 각 수 마다 계획,조력 집단,공  자 을 갖출 수 있게 설계된 이 

법안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농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  실천인 CB

를 과잉 제도화(制度化)함으로써 제도화(制度禍)에 이를 징후를 보인다.

CB의 기원이 특히 농 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일어난 곳에서 지역

사회 주민이 스스로 응하려 한 실천이었다는 25에 유의한다면 농 공

동체활성화법(안)에 규정된 조 한 계획 체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는 본래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

25국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CB의 정의’를 제시한 호소우치 노부타카는 CB

의 기원이 되었던 1980년  국의 상황을 이 게 묘사한다.“1980년  들어서

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한 국의 처 수상은 공무원 수를 감축시키고 국 기

업을 민 화하기 시작했다.지 까지 행정기 (자치단체)이 잔뜩 떠맡아온 일

을 주민들이 새롭게 만드는 CB(사업체)로 아웃소싱해서 슬림화를 시도했다.

국의 이런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CB는 일본에서도 효과 이지 않을까?

일본 행정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이나 특수법인의 1천조 엔이 넘는 부채 문

제나 실업자를 한 고용 책,지역 재건 문제 등을 해서 말이다.”(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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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 활동 범 기능 조직 형태 비고

동조합

역지자체
동조합 설립,
실무 지원,
학습 지원

비 리
사단법인,
임의단체

기획재정부 탁(7개소),
역지자체

출연/ 탁(5개소)
기 지자체 탁(3개소)

기 지자체

마을기업
육성사업

역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실무운 지원,
학습 지원

비 리
사단법인,
임의단체

역지자체
보조/ 탁(4개소)

기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실무운 지원,
학습 지원

비 리
사단법인,
임의단체

기 지자체 탁(3개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

역지자체
학습 지원,
사업계획 수립

학
부설기

농식품부 탁(9개소)

농어
공동체회사

국
실무 지원,
사업 리

공기업 농식품부 탁

사회 기업 역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인증 컨설 ,
실무 지원

비 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역지자체

출연기

고용노동부 탁(9개소)

자료:김정섭(2013a,616)에서 수정  인용.

표 4-3.농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지원조직의 유형

그리고,정확하게는,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기 의 트 십이 필요한 것이다.이미 농림

축산식품부와 앙정부 부처가 동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조직이나 지방자

치단체들에서 출 하고 있는 간지원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상으로 복되

면서 혼선을 래하는 상황이 시작되었다<표 4-3>.여기에다가 농 공동

체활성화법(안)은 ‘간지원조직’이라 부르기가 어려운 조직들을 행정  

계의 각 마다 설계하는 앙집권 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조직들 사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트 십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제도 으로 동형화된,돈

과 엘리트로 구성된 계몽주의  로그램’(김정섭 2013e,27)의 한 단 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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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방자치단체의 CB 련 정책은 국고 보조  사업과 지방비 보조  사

업의 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 이다.여러 역  기  지방자치단

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그 정책 추진의 제도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거

의 부분 ‘마을만들기’라는 핵심어를 포함한 조례들이다<표 4-4>.26140

여 개의 농 지역 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3년 11월 8일 기 으로 

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6개 시‧군이다.그 가운데 군은 6개소,도농통합

시는 10개소다.

거의 모든 시‧군의 조례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보조  지

원 규정’과 ‘원회(는 의회)규정’이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

는 보조  지원을 행정 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있다는 

을 염두에 두면 강릉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의 조례에 보조  지

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회 는 

의회를 구성하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CB를 포함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으로 지원하는 일을 상 의 심 에서 규율하게 하

는 것도 자연스럽다.

강릉시의 조례에는 보조  지원 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이

것이 오히려 CB(혹은 마을만들기)의 자생성을 방증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표 4-4>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아

래로부터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수렴한 결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강릉시의 경우 2008년부터 

고조된 지역사회의 심과 지자체의 보조  지원 사업 산 삭감 등의 우

여곡 을 겪은 끝에 보조  지원 규정은 없더라도 주민들과 착되어 활동

하는 간지원조직은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규정한 조

26 라북도 완주군에서만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CB)육성에 한 조례’

를 만들어 CB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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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제정하기에 이르 다.27 한 진안군의 조례 제정과정도 지역사회 안

에서 일어난 상당한 기간 동안의 활동을 수반하며 많은 우여곡 을 겪었다.28

27이것에 한 설명을 인용한다.“2008년 이후 강릉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마

을만들기에 한 심이 확 되고 마을단  교육이 활성화되었다.하지만 지역

에서 마을만들기 기운이 싹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겨울,강릉시 마을

만들기지원센터의 지원 산과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련 사업비 일체가 의회

에서 액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 다.강릉시 의회에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며,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 지원과 련한 법  

자격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2012년 강릉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

를 진행했던 마을 표들과 시민사회 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간

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원센터가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마을만

들기가 지역을 발 시키는 데 단히 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의회  

강릉시에 입장을 달하게 된다.이 사건을 계기로 강릉시는 2012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만들고,민간에서는 시민사회와 마을리더들이 함께 ‘사

단법인 우리마을’을 만들어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탁받아 새로운 시작을 비

하고 있다.상술한 바와 같이 지원조례는 2008년부터 내부 으로 논의가 계속

되었으나 실질 인 작업은 2011년 강릉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비  강

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원 산이 100% 삭감된 이후 2012년에 하게 만

들어졌다.2012년에 공포된 ‘강릉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 인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

로 만들고자 교육,문화,복지,환경,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통합 으로 

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그러나 마을만들기에 한 정의와 마을만들기

원회,행정 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된 반면,당  

계획되었던 마을만들기 기본계호기  주민계획과 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향후 지원센터의 고민은 어렵게 제정된 조례가 조례 제정에만 머무는 것을 경계

하며,어떻게 효과 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권상동 등 2013,13-14).
28그 상세한 과정에 해서는 구자인 등(2011)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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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버 스 규정
계획
규정

문가
지원 규정

보조
지원 규정원회

민간부문
지원 조직

강진군 군 ○ - ○ ○ ○

양군 군 ○ - ○ - ○

완주군 군 ○ ○ - - ○

인제군 군 - - - - ○

진안군 군 ○ ○ ○ - ○

홍천군 군 ○ ○ ○ - ○

강릉시 도농통합시 ○ ○ - -

거제시 도농통합시 ○ - - - ○

양시 도농통합시 ○ - ○ ○ ○

군산시 도농통합시 ○ - ○ ○ ○

김포시 도농통합시 ○ ○ ○ ○ ○

아산시 도농통합시 ○ ○ ○ - ○

양주시 도농통합시 ○ - ○ ○ ○

익산시 도농통합시 ○ - ○ ○ ○

창원시 도농통합시 ○ ○ ○ ○ ○

화성시 도농통합시 ○ - ○ -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www.law.go.kr).2013년 11월 8일.

표 4-4.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기 지방자치단체 조례 황

조례의 내용만을 보는 것으로는 어떤 지역에서 CB와 련된 민 의 

트 십이 충실히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CB가 민간으로부터 올라오

는 자생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오히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련 조례를 만든 곳들이 CB의 규제 이념일 수도 있는 ‘지역

사회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보조  사업 시행을 행정 으로 뒷

받침하기 한 수단으로 하게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민간부문의 지원

조직을 조례에서 뒷받침하고 있는가 여부가 CB에 있어 민 의 트 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여지는 있으나,반드시 그 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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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는 CB라는 실천을 제도가 포섭하면서 지

방자치단체의 련 조례마 도 하향 으로 그리고 일률 으로 제정될 조

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이 CB의 핵심 속성으로 ‘사회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자본

을 확장하는 성질’,달리 표 하자면 ‘지역사회의 참여(involvement)’를 들

고 있다(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함유근,김 수 2010;김혜민 2011;김정

섭 2013a,2013c).그 같은 참여와 사회 자본 축 의 결과로서 지방자치단

체 조례가 제정되고, 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 지역 수 의 체

계가 생겨나고,행정사무 실행 조직이 아닌 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마을만들기 혹은 CB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하향 인(top-down)방식으로 

일련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CB의 제도화 역

시 상향 인 과정에 터할 때에야 그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4.소결

CB실천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주민들이 자발 으로 비즈니스

라는 특정 활동을 선택하여 운 하는 것’이다.농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

는 여러 국가 정책사업들은 CB를 실천하는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체로 보조 을 지원하며 사업체 경 에 필요한 

기술  정보‧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 사업들은 그것을 주 하는 정부 부처마다 각기 다른 조력체

계를 수반하고 있다. 간지원조직이 다기화(多岐化)하고 있는 것이 그 

이다.이로 인해 농 의 CB 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한

편 CB와 련된 국가의 입법,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지방자치행정 체계 

개편 논의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마찬가지로 련된 정부 부처에 따라 정

돈되지 않은 상태로 구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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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사업이나 법제만으로는 그 핵심이 되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CB

가 실천되는 ‘문제제기-학습-조직화’의 과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

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사업들과 법제의 내용을 유연하게 정비

할 필요가 있다. 간지원조직 등으로 표되는 조력자 집단은 농  장

에 깊게 뿌리를 박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체계도 분권 인 방식으로 구성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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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커뮤니티 비즈니스(CB)와 련된 사업은 지역을 심으로 개되는 지

역 커뮤니티와 특정 주제에 한 심과 이념을 공유한 테마 커뮤니티로 

구분할 수 있다. 재 농업과 농  련 사업들은 주로 농 지역을 심으

로 개되고 있지만,도시지역에서 농업에 한 심의 증가로 체험과 직

거래,교류 등으로 발 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농  장에서 CB 련 사업은 국가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 분산·개별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련 지원조직의 지원은 개별 사업의 참여 업체에 

한 실질  지원보다는 행정의 보조수단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CB 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실태를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 과 과제 

등을 도출하고, 재 진행 인 6차산업화의 제도  장치인 ｢농 산업의 

육성  지원에 한 법률｣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다.

분석 상 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화,농공상융

합형 소기업,농 공동체회사 등이다.농 지역의 CB 련 사업은 지역

사회의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구체

으로 CB 련 사업 참여업체의 실태를 악하고,사업별 애로사항과 과제

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CB 련 사업의 개선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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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사업의 의향조사 결과

2.1. 농업  6차산업

2.1.1.조사 개요

최근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일환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

한 농업·농 의 활성화를 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에 있다.이에 농업

의 6차산업화를 자치단체에서 주도 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심으로 

참여기업의 실태와 애로사항  정책  지원 수단의 수요를 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을 한 목 으로 기획·조사되었다.

분석 상 사업체는 충청남도의 6차산업화 선정 기업이며,충남지역 104

개 업체  회수된 60개 업체를 분석에 이용하 다.충남지역 6차산업화 

선정 업체는 6차산업화 지원사업,두 기업,6차산업화 박람회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다.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에는 해당 업체의 일반

 사항,특징,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  간지원 우선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1.2.일반  황

충남지역은 자치단체 에서 선도 으로 지역의 농업·농 의 활성화를 

해 자체 으로 6차산업화와 련한 기업체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상 기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11년 1억 1,339만 원,2012년 1억 6,525만 

원,그리고 2013년 1억 9,613만 원(상치)정도이며,매년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최근 설립된 업체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체 매출액의 평균은 

낮게 분석되었고,최  매출액 8억 원에서 10억 원에 육박하는 기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 해당 업체의 평균 종업원수는 5.0명으로 2011년 3.5명,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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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보다 높고,해당 업체의 종업원 고용은 미미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

다.6차산업화 선정 업체는 충남도  충남발 연구원 등에서 정책  지원

과 자 지원을 받고 있으며,지원 액은 해당 품목의 시설개선과 인건비,

상품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자체사업과 련 사업으로 6차산업화 업체에 지원한 액은 

평균 1억 6,000만 원이고,최  7억 8,500만 원,최소 2,400만 원 정도이다.

한 참여 기업의 형태는 농조합법인이 22개(36.7%)로 가장 많고,다음

은 개인사업자 18개(30.0%),농업회사법인 13개(21.7%)순이다.기업의 형

태에서 지역농 이 운 하는 업체는 없고,2006∼10년에 설립된 기업체는 

29개(48.3%)로 가장 많다.

6차산업화로 지역의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를 해 업체의 경 성과가 

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하고,기업체의 창업과 운 과정에서 행정, 간지원

조직 등 다양한 지원은 필수 요건이다.

표 5-1.기업체 형태와 설립 연도

단 :개소,%

기업 형태 빈도 비율 설립시기 빈도 비율

농조합법인 22 36.7 1999년 이 4 6.7

농업회사법인 13 21.7 2000∼2005년 14 23.3

개인사업자 18 30.0 2006∼2010년 29 48.3

기타 7 11.6 2011년 이후 13 21.7

합계 60 100.0 합계 60 100.0

주:기업형태에서 기타에는 일반기업,새로운 동조합,임의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조사된 업체에서 지역농 이 운 하는 업체는 없음.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기업체의 요한 기  원료는 농산물이 88.3%(53개)로 가장 높고,임산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도 2순 에서 51.7%(31개)로 가장 높다.6차산

업화 기업체의 주 원료품은 농산물과 임산물이 이용되고 있다.원료 구입

처로는 자체 조달이 48.3%(29개)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농어업인(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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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구입 비율은 26.7%(16개)이다.1차 산업을 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사업 구조의 특성상 원료 구입은 자체조달의 비율이 높다.

표 5-2.기업체 경 의 주요한 원료

단 :개소,%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농산물 53 88.3 농산물 6 10.0

수산물 1 1.7 수산물 8 13.3

임산물 5 8.3 임산물 31 51.7

기타 1 1.7 기타 15 25.0

합계 60 100.0 합계 6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기업체의 운 과 련한 력부문은 매가 47.9%(23개)로 가장 높고,

교류는 22.9%(11개)이다.그리고 력하는 지역  범 는 동일 시·군 업체

가 27.1%(13개)로 가장 높고,다음은 ‘일반 업체’25%(12개)이다.자치단

체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일정 지역범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 5-3. 력부문과 력업체의 범

단 :개소,%

력부문 빈도 비율 력업체 지역 빈도 비율

생산부문 1 2.1 동일 시·군 업체 13 27.1

가공부문 5 10.4 동일 시·도 업체 11 22.9

매부문 23 47.9 일반 업체 12 25.0

교류부문 11 22.9 - - -

기타 8 16.7 기타 12 25.0

합계 48 100.0 합계 48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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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기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단 :개소,%

비즈니스 모델 빈도 비율

생산+직 매 2 3.3

생산+가공 2 3.3

생산+가공+직 매 14 23.4

생산+가공+직 매+교류(체험) 35 58.4

가공+직 매+교류 5 8.3

기타 2 3.3

합계 6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기업체의 비즈니스 모델로 ‘생산+가공+직 매+교류(체험)’형태가 

58.4%(35개)로 가장 높고,다음은 ‘생산+가공+직 매’가 23.4%(14개)이

다.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한 6차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 매처는 일반 소비자가 71.7%(43개)로 

가장 높고,농  등 조합이 30.0%(18개)이다.기업체의 매방식에서 인터

넷 통신을 활용하는 것이 35.0%(21개)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체험 등 교

류 매가 30.0%(18개)로 높다.업체의 주요 매처는 일반 소비자이고,

매방식은 인터넷 활용이 가장 높다.

표 5-5.제품 매방식

단 :개소,%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직 장 직 매 13 21.7 직 장 직 매 12 20.0

인터넷 통신 매 21 35.0 인터넷 통신 매 17 28.3

체험 등 교류 매 10 16.7 체험 등 교류 매 18 30.0

회원제 매 1 1.6 회원제 매 6 10.0

유통업체 납품 15 25.0 유통업체 납품 6 10.0

기타 - - 기타 1 1.7

합계 60 100.0 합계 6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사업 추진실태84

2.1.3.애로사항과 지원제도 의향

(1)경 목표와 애로사항

기업체가 가장 시하는 경 목표에서 1순 로 매출액 증 가 65%(39

개)로 가장 높고,2순 는 일자리 확보가 35.0%(21개)로 높다.지역의 자원

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기업체는 지속 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표 5-6.기업체의 경 목표

단 :개소,%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일자리 확보 11 18.3 일자리 확보 21 35.0

매출액 증 39 65.0 매출액 증 11 18.3

국내시장 로 확 6 10.0 국내시장 로 확 13 21.7

해외시장 로 확 1 1.7 해외시장 로 확 3 5.0

공익사업 확 2 3.3 공익사업 확 8 13.3

기타 1 1.7 기타 4 6.7

합계 60 100.0 합계 6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장 에는 ‘지역 

자원 활용’이 63.3%(38개)로 가장 높고,다음은 ‘차별화된 기술의 보유’가 

36.7%(22개)로 높다.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한 6차산업화의 기

본 요건에 합한 련 사업이 발 하기 해서는 정책  지원과 심이 

요구된다.

기업체별 경  애로사항은 신제품 개발,국내시장 개척,자 조달,연구

인력 확보,생산직 근로자 확보,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각 

각의 애로사항에서 ‘매우 그 다’는 부문은 자 조달이 40%(24개)로 가장 

높고,다음은 신제품 개발(26.7%),우수한 연구인력 확보(21.7%),마  

능력(20%)순이다.기업체의 경 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자 조달,신제

품 개발,인력확보,마  능력 배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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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경 의 애로사항

단 :개소,%

구 분
매우
그럼

그런 편 보통 아닌 편
아님

신제품 개발
16
(26.7)

20
(33.3)

9
(15.0)

10
(16.7)

5
(8.3)

국내시장 로
10
(16.7)

24
(40.0)

19
(31.7)

6
(10.0)

1
(1.7)

자 조달
24
(40.0)

18
(30.0)

10
(16.7)

6
(10.0)

2
(3.3)

우수한 인력 확보
13
(21.7)

24
(40.0)

13
(21.7)

7
(11.7)

3
(5.0)

생산직 인력 확보
9

(15.0)
22
(36.7)

16
(26.7)

9
(15.0)

4
(6.7)

자 회수
2
(3.3)

5
(8.3)

20
(33.3)

25
(41.7)

8
(13.3)

법률,세무 등 문지식
5
(8.3)

23
(38.3)

20
(33.3)

9
(15.0)

3
(5.0)

마 능력
12
(20.0)

30
(50.0)

13
(21.7)

4
(6.7)

1
(1.7)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2) 간조직의 지원과 련 정책

6차산업화 기업체의 종합 인 지원과 련한 간지원 조직의 역할 

에서 기업체의 상품에 한 ‘로확  지원’이 53.3%(32개)로 1순 에서 

가장 높고,2순 에서는 ‘자 지원 정보’제공이 28.4%(17개)로 높다.농

지역의 업체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경 규모,자 동원 능력,인 자원 등

에서 상 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실  상황이다.

따라서 간지원 조직은 기업체의 창업에서부터 경 과정 반에 한 

종합 인 컨설 과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재 국가 련 사업별 간지

원 조직의 역할에 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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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간지원조직의 지원

단 :개소,%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창업지원 9 15.0 창업지원 1 1.7

제품개발 지원 7 11.7 제품개발 지원 12 20.0

로 확 32 53.3 로 확 11 18.3

인력 확보 2 3.3 인력 확보 8 13.3

자 지원 알선 7 11.7 자 지원 알선 17 28.4

경 컨설 2 3.3 경 컨설 9 15.0

기타 1 1.7 기타 2 3.3

합계 60 100.0 합계 6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국가의 지원 정책은 ‘자 과 융부문’이 46.6%(28개)로 1순 에서 가장 

높고,‘인력육성  경 컨설  지원’이 31.7%(19개)로 2순 에서 높다.국

가는 6차산업화의 활성화를 해 기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자 · 융’제도와 장에 필요한 ‘인력육성’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국가는 간지원조직이 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

역 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5-9.6차산업화 정책 지원

단 :개소,%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창업 법인화 4 6.7 창업 법인화 9 15.0

자 · 융 28 46.6 자 · 융 19 31.7

연구개발 13 21.7 연구개발 13 21.6

인력육성,경 컨설 13 21.7 인력육성,경 컨설 19 31.7

기타 2 3.3 기타 - -

합계 60 100.0 합계 6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10.농업의 6차산업화 련 설문조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사업 추진실태 87

2.2. 농공상 합  소 업

2.2.1.조사 개요29

농업과 소기업이 유기 으로 결합하여 기업·지역 간 상생 력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농공상융합형 소기업’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발 에 필요한  

안을 분석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상은 ‘농공상융합형 소

기업체’로 선정된 71개 기업이다.기본 인 조사 내용에는 일반  사항,경

실태  생산자와 소기업의 상생 력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있다.

2.2.2. 황과 애로사항

농공상융합형 소기업 조사업체는 농산물제조업,30수산물제조업,임산

물제조업,유통업 등이 있다.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09년 125억 원,

2010년 183억 원  2011년 205억 원으로 성장하 고,고용 인력은 2009

년 21.8명에서 2011년 28.9명으로 증가하 다.매출액과 고용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주요 거래처는 ‘일반소비자’가 38.0%로 1순

에서 가장 높고,다음은 ‘국내 기업’납품이 25.4%로 높다.그리고 2순

에서는 해외 수출이 23.2%로 높다.

29농공상융합형 소기업 조사결과는 김용렬,허주녕 등(2012)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하 다.그리고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에는 ① 공동출자형(농

업인과 기업이 공동 출자),② 략  제휴형(농업인과 기업이 장기계약에 의한 

상호 력형),③ 농업인 경 형(농업인이 6차산업화로 진행)등이 있다.
30농산물 제조업체의 2011년 매출액은 44억 원,고용인원은 21.6명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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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경 의 가장 요한 목표

단 :개소,%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최고 기술 보유 19 26.8 최고 기술 보유 7 10.0

매출 확 37 52.1 매출 확 9 12.9

국내 유율 확 10 14.1 국내 유율 확 19 27.1

해외 유율 확 1 1.4 해외 유율 확 14 20.0

연구,생산인력 확보 4 5.6 연구,생산인력 확보 19 27.1

기타 - - 기타 2 2.9

합계 71 100.0 70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2.7.농공상 상생 력 활성화 설문조사.

소기업의 경 에서 요한 목표는 ‘매출 확 ’가 52.1%(37개)로 가장 

높고,2순 에서는 ‘연구  생산인력’확보다.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은 

CB 련 유사 사업체보다 경 규모와 성과가 높다.

표 5-11.원료 구매처

단 :개소,%

구 분 빈도 비율

자체 조달 15 21.1

농조합법인 15 21.1

동조합 8 11.3

형유통 시장 9 12.7

농어업인(개인) 17 23.9

기타 7 9.9

합계 71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2.7.농공상 상생 력 활성화 설문조사.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구입처로 ‘농어업인’

이 23.9%로 가장 높고,다음은 ‘자체 조달’(21.1%),‘농조합법인’(21.1%)

순이다.원물을 제조하여 매하는 기업은 생산자와 법인 등을 통해 원료

를 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 성과 제고는 지역 생산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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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 부문별 경  애로사항은 신제품 개발,국내시장 확 ,자 조달,연

구인력 확보,생산직 인력 확보,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각 

각의 애로사항에서 ‘매우 그 다’는 부문은 자 조달이 46.5%(33개)로 가

장 높고,다음은 국내시장 확 (28.2%), 랜드 인지 등 마  능력

(26.8%),생산직 인력 확보(19.7%)순이다.기업의 경 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자 조달,국내시장 확 ,마  능력 배양,생산직 인력 확보 등

이다.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은 경 규모와 수 이 CB 련 사업체보다 상

으로 높다.생산자 로확보와 농 의 활성화를 해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 력 방안에 한 지원이 요한 과제이다.

표 5-12.경 의 애로사항

단 :개소,%

구 분
매우
그 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아니다

신제품 개발
10
(14.1)

26
(36.6)

19
(26.8)

12
(16.9)

4
(5.6)

국내시장 확
20
(28.2)

22
(31.0)

20
(28.2)

7
(9.9)

2
(2.8)

자 조달
33
(46.5)

24
(33.8)

7
(9.9)

6
(8.5)

1
(1.4)

연구인력 확보
9

(12.7)
35
(49.3)

15
(21.1)

10
(14.1)

2
(2.8)

생산직 인력 확보
14
(19.7)

27
(38.0)

16
(22.5)

8
(11.3)

6
(8.5)

자 회수
5
(7.0)

21
(29.6)

23
(32.4)

16
(22.5)

6
(8.5)

법률,세무 등
문지식

6
(8.5)

23
(32.4)

22
(31.0)

16
(22.5)

4
(5.6)

랜드 인지도 등
마

19
(26.8)

32
(45.1)

13
(18.3)

7
(9.9)

-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2.7.농공상 상생 력 활성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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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상생 력 실태와 지원에 한 의향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의 상생 력에서 ‘보통 이하’는 부문별로 ‘정기  

회의’77.5%,‘공통의 비즈니스 략 수립’73.3%,‘품질개선 력’57.7%,

‘정보 공유’66.2%이고,‘인력 교육’은 90.1%로 력이 가장 낮다.참여 기

업의 상생 력은 부분의 ‘보통 이하’로 낮은 수 이다.그리고 참여 업체

는 원료의 납품과 제조· 매하는 형식  력 계를 갖고 있으며,상생

력을 통한 기업 경 은 보  수 에 머물러 있다.

표 5-13.상생 력 실태

단 :개소,%

구 분
매우

그 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아니다

경 자의 정기 회의
4

(5.6)

12

(16.9)

23

(32.4)

19

(26.8)

13

(18.3)

비즈니스 략 수립
2

(2.8)

17

(23.9)

21

(29.6)

19

(26.8)

12

(16.9)

품질개선을 한 력
4

(5.6)

26

(36.6)

16

(22.5)

13

(18.3)

12

(16.9)

제품에 한 마 력
6

(8.5)

14

(19.7)

20

(28.2)

17

(23.9)

14

(19.7)

정보 공유
4

(5.6)

20

(28.2)

22

(31.0)

12

(16.9)

13

(18.3)

자 결재
2

(2.8)

25

(35.2)

28

(39.4)

10

(14.1)

6

(8.5)

신제품 개발 력
6

(8.5)

9

(12.7)

25

(35.2)

18

(25.4)

13

(18.3)

인력 교육
2

(2.8)

5

(7.0)

22

(31.0)

27

(38.0)

15

(21.1)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2.7.농공상 상생 력 활성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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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  지원에 한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의 의향은 ‘자 과 

융부문’이 62%로 가장 높고,기업체의 생산품에 한 공공기  구매 확  

등에 의향이 크게 나타난다.기업의 안정  경 과 성장을 해서는 필요

한 자 의 회 과 보증제도와 인센티  등 융부문에 한 지원을 요구하

고 있다.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의 상생 력과 련한 지원 제도에서 ‘상생 력 문

화 확산’이 31%로 가장 높고,2순 에서는 ‘공정거래 기반 구축’이 23.9%로 

높다.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의 상생 력을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기업은 경 과 련한 상생 력 문화

의 확산과 공정거래를 한 제도  인 라의 구축이 요한 과제로 지 하

고 있다.

상생 력으로 기업의 성장,생산자  지역의 발 을 해 련 법·제도

의 정비와 상생 력과 련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기업이 보 이고 

행 인 하도 의 경  인식에서 상생 력을 통한 발 과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기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  등의 지속 인 지원

과 력이 필요하다.

표 5-14.상생 력을 한 정책 지원

단 :개소,%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법령과 제도정비 11 15.5 법령과 제도정비 12 16.9

불공정 행 시정 12 16.9 불공정 행 시정 12 16.9

공정거래 기반 구축 16 22.5 공정거래 기반 구축 17 23.9

상생 력문화 확산 22 31.0 상생 력문화 확산 15 21.1

인센티 확 10 14.1 인센티 확 15 21.1

합계 71 100.0 합계 71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2.7.농공상 상생 력 활성화 설문조사.

상생 력을 한 지원조직의 필요성과 련하여 약 80%의 기업이 지원

과 네트워크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간지원조직과 기업, 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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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의 자 조달,신제품 개

발,인력확보 등의 경 활동과 력업체의 성장  원료공  생산자의 안

정  로확보,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3. 농 공동체회사

2.3.1.개요

농 공동체회사31는 지역주민의 자발  참여와 기업 경 방식의 도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 에 기

여하는 조직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 공동체회사를 상으로 조직형태,

활동유형,구성원 범 ,매출액,고용인원,회사 운 실태  애로사항 등

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농 공동체회사로 선정되어 운 되는 업체는 725개로 2012년 

650개에서 11.5%증가하 지만,평균 고용수는 2012년 22.4명에서 2013년 

22명으로 소폭 감소하 다.그러나 매출액은 10억 3,300만 원에서 11억 

600만 원으로 7.1% 증가하 다.

표 5-15.농 공동체회사 황

단  :개,명,백만 원,%

구분 2012 2013 증감률

농 공동체회사 650 725 11.5

평균 고용수 22.4 22 -1.8

평균 매출액 1,033 1,106 7.1

자료:농림축산식품부.2013농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31농 공동체회사의 조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와 기타 자료를 참

조하여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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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동체회사 725개 에서 농업법인은 63.6%(46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다음은 임의단체가 23.2%(168),비 리민간단체 6.9%(50)등의 

순이다.조직 형태에서 임의단체는 2012년 32.3%(209)에서 2013년 23.2%

로 감소하 고,농업법인의 비 은 53.2%(346)에서 63.6%(2013년)로 증가

하여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5-16.농 공동체회사 구성원의 범

단  :개,%

구분
2012 2013

증감수 증감률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마을단 391 60.2 410 56.6 19 4.9

읍·면단 135 20.8 153 21.1 18 13.3

시·군단 119 18.2 155 21.4 36 30.2

시·도단 5 0.8 7 0.9 2 40.0

합계 650 100.0 725 100.0 75 11.5

자료:농림축산식품부.2013농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농 공동체회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범 는 마을단 가 2013년 56.6%

로 비 이 가장 높고,다음은 시·군단 (21.4%),읍·면단 (21.1%)순이다.

2012년 마을단 의 비 은 60.2%에서 2013년 56.6%로 감소하 지만,시·

군단 는 18.2%에서 21.4%,읍·면단 는 20.8%에서 21.1%로 구성원의 범

는 마을단 에서 시·군,읍·면단 로 차 확 되고 있다.

농 공동체회사는 최근 법인 등의 형태로 조직화되고 있고,구성원의 범

도 마을단 에서 읍·면 이상의 단 로 확 되고 있다.따라서 회사의 사

업이 규모화와 조직화되어 경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 공동체회사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각각의 유형에는 

농식품산업형,도농교류형,사회복지서비스형,지역개발형,복합형이 있다.

2013년에 농 공동체회사의 유형에서 ‘농식품산업형’이 55%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다음은 ‘도농교류형’28.1%,‘지역개발형’5.3%,‘사회복지

서비스형’5.1%등의 순이다.하지만 2012년 비 도농교류형과 사회복지

서비스형,복합형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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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동체회사는 일정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경제  

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농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 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회복지서비스형’공동체회사의 극 인 육성과 지원이 요구된다.

2.3.2.지원제도 의향32

농 공동체회사의 운 에 필요한 ‘인 자원 개발’‘경 컨설 ’등에 

한 부문별 의향을 조사하 다.그 결과 농 공동체회사 720개소33 에 

70.7%(509개소)는 인 자원의 개발에 한 필요성을 지 하 다.인 자

원개발에서 ‘선진지 견학’(27.1%)이 가장 높고,‘체험 로그램 진행요원 양

성’(25.1%),‘회계‧법무 등 인재개발’(24.4%),‘리더십 개발’(15.3%),‘보조

인력 직업교육’(4.5%)등의 수요가 높았다.

그림 5-1.농 공동체회사 인 자원개발 련 의향(2012)

자료:농림축산식품부.2012농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32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재정리하 다.
332013년 실태조사에서 농 공동체회사는 650개로 2012년 조사결과 720개와 70

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어업·  련 회사 등을 제외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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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동체회사의 사업유형에서 농식품산업형은 ‘선진지 견학’이 30.2%,

도농교류형은 ‘체험 로그램 진행요원 양성’이 51%,사회복지서비스형은 

‘선진지 견학’이 33.3%,지역개발형은 ‘선진지 견학’이 50%,복합형은 ‘회

계‧법무 등 인재개발’이 47.9%로 각각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낸다.

농 공동체회사의 조직형태에서 상법상 회사는 ‘회계‧법무 등 인재개발’

이 66%,농어업법인은 ‘선진지 견학’(32.4%),비 리민간단체는 ‘회계‧법

무 등 인재개발’(32.6%),임의단체는 ‘체험 로그램 진행요원 양성’(39.3%)

로 가장 높은 선호를 나타낸다.

농 공동체회사 720개 에 72.1%(519개소)는 경 컨설 에 한 필요

성을 지 하 다.경 컨설 에서 ‘마 과 홍보강화’(46.8%)로 가장 높

고,‘경 략수립’(22.7%),‘랜드와 상표개발’(9.2%),‘제품개발’(8.7%)

등의 수요가 높았다.

그림 5-2.농 공동체회사 경 컨설 련 의향(2012)

브랜드 및 상표개발,
9%

품 리, 6%

제품개발, 9%

조  및 갈등 리, 6%

마케팅 및 홍보강화,
47%

경영전략수립, 23%

자료:농림축산식품부.2012.농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농 공동체회사의 사업유형과  조직형태에서 ‘마 과 홍보 부문’ 련

의 경 컨설 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다.기타 의견사항에서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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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지원사업 홍보’가 31.6%,‘네트워크 구축지원’이 12.2%로 가장 

높다.

농 공동체회사의 지원제도에 한 의향은 인력양성,경 컨설 ,사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가장 높다.인력양성,기술개발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활용과 경 정보 제공 등은 간지원조직이 담

당하는 종합 인 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3.커뮤니티 비즈니스 련 사업의 개선

농 지역은 고령화와 농업경쟁력 약화로 도농 간  농업 경 자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지역경제의 활력이 상실되어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지역경제의 활성

화에 필요한 다양한 CB 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CB 련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체 으로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궁극 으로 

지역사회의 유지와 균형 인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련 사업은 내부 인 주민의 고민과 학습에 

한 자발성과 자율성이 제한되고 사회  인 라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농 지역 사업체를 상으로 실  주의 CB창업을 한 지원과 리로 

련 사업체의 발 에 다양한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CB 련사업인 6차산업화,농공상융합형 소기업,농 공동체회사 등

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경 실태와 애로사항  지원제도에 한 의

향 등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규모는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이 가장 크고,

농 공동체회사,6차산업화 순이다.그리고 경 체의 성장,발 단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이 유기 으로 연결된 지원이 요구

된다.

구체 으로 ‘6차산업화’는 지역에서 생산과 가공,교류 등으로 결합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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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화 경 체의 생산량 규모와 생산품의 상품화 수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단계 수 인 ‘6차산업화’사업체

는 인 자원,창업  생산기술 등에 한 문  지식과 기술 수 이 미

흡하므로 창업 등 기와 이후 기업체의 성장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정과 간지원조직의 지원이 실 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은 기업의 경 에 필요한 제도  지원은 자 조

달,인력수 , 로확  등에서 일맥상통하지만,농공상융합형 소기업은 

경 규모와 수 이 CB 련 사업체보다 상 으로 높다.생산자 로확

보와 농 의 활성화를 해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 력 방안에 한 지원

이 요한 과제이다.

상생 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된 항목에는 상생 력 문화 확산,

정보공유,상생 력 업체 간 수평  계 설정,상생 력 지원조직 미비,

공정거래 제도 정비 등이 있다.제도 으로 법령에 지원과 불공정 행에 

한 처벌 근거 등이 필요하고,인센티 의 제공이 필요하다.그리고 융합형 

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 공공기  구매확 ,조세감면과 공제율 

확 , 련 부처 간 지원사업의 연계 강화 등 지원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표 5-17. 련 사업의 활성화를 한 지원수단

구 분

국가 간지원조직

인력

연구개발

자

융

법

제도

창업

컨설

인력

자

연결

로

유통

지원

6차산업화 ○ ◎ ○ ◎ ◎ ◎

농공상융합형

소기업
◎ ◎ ◎ ○ ◎ ○

농 공동체회사 ○ ◎ ○ ◎ ◎ ◎

주:해당 사업에서 ◎은 매우 필요,○은 필요를 의미함.

‘농 공동체회사’는 사업체의 형태가 조직화되고,구성원의 범 도 마을

단 에서 읍·면 이상의 단 로 확 되어 농 지역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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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등의 경제 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

본 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형’공동체회사의 

극 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 공동체회사의 지원제도에 한 의향은 인력양성,경 컨설 ,사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가장 높다.인력양성,기술개발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활용과 경 정보 제공 등은 간지원조직이 담

당하는 종합 인 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4.소결

세한 농업경 체나 상공업자의 개별 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증 나 활

성화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지역단 의 조직화에 의해 부존자원을 활용,다

양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6차산업화,농공상융합형 소기업,농

공동체회사 등 CB 련 사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사업체 등의 유기 인 력과 지원이 가능한 지역단 의 거버

스가 필요하다.

국가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 사업화가 진행되는 CB 련 사업은 사업체

의 창업과 운  등에 한 지역사회 참여자의 인식부족과 간지원조직의 

역할 미비로 해당 업체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부가가치 향상

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와 활성화에 미흡한 것이 실 상황이다. 련 사

업은 창업에 을 두고 있고,해당 간지원조직 한 국가의 행정지원

과 홍보 등으로 한정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  한계이다.

CB 련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기 해서는 국가의 정책  지원은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과 공통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지방자치단체는 종합하여 집행하

는 행정  지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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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원조직은 실제 기업체의 운 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간지원조직은 기업체의 창업에서부터 경 과정 반에 한 종합 인 

컨설 과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간지원조직 활동가로 귀농·귀  인력 등 다양한 인력풀의 활용이 요

한 과제이며,정부는 생산인력뿐만이 아니라 지원 인력에 한 육성이 필

요하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종합 인 지원체

계가 운 되도록 재 간지원 조직의 역할에 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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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농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교통 근성 불리 등의 이유로 인해 사회서비

스 수요가 확 되고 있음에도 그 공 이 여의치 않다.농 에는 공공부문

의 사회복지 서비스 달체계나 종합사회복지  등을 심으로 한 종래의 

민간부문 달체계에 근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기존의 

사회서비스 달체계가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수요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한 농 지역의 특징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B)는 농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  문제와 련하여 

기존 달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 을 일정 정도 상쇄하거나 보완할 수 있

는 잠재력을 갖는다.간병,건강 만들기,평생학습 등의 분야가 그 게 될 

수 있는 로 거론되며(호소우치 노부타카 2008,200),지역사회 복지

(communitywelfare)분야에서 동조합 등의 형식을 빌어 CB가 일정 부

분 역할을 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김정섭,조미형 2013).

여기에서는 농 지역의 사회서비스 달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 을 일

별한다.그리고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을 상으로 설문  면  조사를 실

시한 결과를 토 로 농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분석한다.

그 수요에 응하는 한 방편으로서 CB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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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 지역 사회서비스 달체계의 문제

농 지역의 사회서비스 달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 들은 체로 ‘자원 

부족과 복지업무 과 (조직 인 라  인력 부족)’‘주민 근성 부족(교통 

불편,교통비 부담,정보 부족 등)’‘문성 부족’‘서비스 연계  민

력 부족’‘통합  사례 리  방문서비스 추진 곤란’등으로 요약된다.34

이 가운데 CB가 문제 상황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주민 근

성 부족’의 문제와 ‘서비스 연계  민 력 부족’의 문제일 듯하다.

박 식 등(2012,75-83)은 농 주민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읍 지역

과 면 지역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상 으로 도시화된 읍 지역에 

비해 그 지 않은 면 지역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물품 지

원’‘주택 련 서비스’‘식사배달 서비스’‘가정 사 서비스’‘노인 무료

식’‘노인 돌보미’등이었다.이 항목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동을 수반하

는 항목이었다.‘기 노령연 ’‘생계비 지원’‘의료비 지원’등의 항목은 

읍과 면 사이에 만족도 차이가 없었다는 을 고려하면,농 지역의 사회

서비스 달에 있어 근성 문제는 아주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 상황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희도 이동권 자체가,농 복지에는 가장 큰 문

제가 이동원인 것 같습니다.어르신들의 이동권 한계 때문에 복지 서비스가 이

동을 못하고.보통 군 단 에 읍내에 복지서비스센터나 복지 들이 있다 보니까

이곳을 이용하려면 셔틀버스나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버스 3 밖에 없

는데 이용을 하실 수도 없고 그 분들의 교통비 부분을 해소할 수도 없는 상황

에서...”-○○지역 노인장애인복지 직원(이태수,이미진 2012,6-7).

교통 근성 문제를 포함하여 농 지역에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달

체계나 민간부문의 련 조직들이 갖고 있는 난 들을 해소하려면 지역 내 

34박 식,최경환,조미형(2012)은 문헌조사,설문조사,사례지역 장 조사, 문

가  계자 면담 등 폭넓은 조사를 거쳐 농어  사회복지 달체계의 문제

을 이와 같이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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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 들과의 연계 력이 요한 과제로 제시된다.그러나 농 지역에

서 사회복지 련기 들 간의 연계 력은 만족할 만한 수 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를 들어 농 지역의 노인복지기 들은 주로 시청이나 군청과 

연계 력하는 빈도가 가장 높고,그 다음으로 병원,보건소,건강보험공단 

등이며,그밖에 사회복지 의회 등의 민간단체나 노인복지 서비스기 (요

양시설 등),읍‧면사무소,자원 사센터,교회,학교 등인데,그러한 연계 

력 사업의 내용도 부분 자원 사나 후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

다(박 식 등 2012,58-59).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  불안정성이 증 하고 

통 인 락공동체에서 유지되던 자치  복지기능이 소실되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 CB실천이 주목해야 할 부분

이다.

3.농 지역 사회서비스 수요35

이 에서는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 188명으로 조사한 설문조

사와 면 조사를 바탕으로 농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분석한다.사례 

지역의 노인들은 자신의 가계지출 가운데 ‘보건의료비’와 ‘생활비’에서 가

장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 다.‘보건의료비’와 ‘생활비’항목을 꼽

은 응답자는 각각 33.0% 다<표 6-1>.농 지역의 고령화를 반 하는 것

이다.그 다음으로 생활비(33.0%),농사 련 비용(18.6%),기타(7.4%),주

거 련 비용(4.3%),경조사비(2.1%),손자녀 용돈  교육비(0.5%)등의 순

이었다.

그럼에도 응답자들의 구직 의향은 그리 높지 않았다<표 6-2>. 체의 

35이 연구의 일환으로 조사를 실시하 고,여기에서는 분석 결과의 일부분만을 

제시한다.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고서,이병오 등(20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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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가 ‘찾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소수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10

명을 상으로 물어본 결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이가 4명,아는 사람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이가 3명이었다.구직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 46.8%가 그 이유를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

고 답했다.그 다음으로 ‘농사일·집안일이 바빠서(28.2%)’‘나이가 많아 받

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10.1%)’등의 순이었다<표 6-3>.

부담지출

마을조사
노인 학 체

읍소재지 평야지역 산간지역 체

N % N % N % N % N % N %

생활비 19 32.2 7 25.9 8 44.4 34 32.7 28 33.3 62 33.0

농사 련

비용
17 28.8 7 25.9 3 16.7 27 26.0 8 9.5 35 18.6

주거 련비 3 5.1 0 0 2 11.1 5 4.8 3 3.6 8 4.3

보건의료비 10 16.9 9 33.3 5 27.8 24 23.1 38 45.2 62 33.0

경조사비 3 5.1 1 3.7 0 0 4 3.8 0 0 4 2.1

손자녀용돈 0 0 0 0 0 0 0 0 1 1.2 1 .5

교육비 1 1.7 0 0 0 0 1 1.0 0 0 1 .5

기타 5 8.5 3 11.1 0 0 8 7.7 6 7.1 14 7.4

무응답 1 1.7 0 0 0 0 1 1.0 0 0 1 0.5

합계 59 100 27 100 18 100 104 100 84 100 188 100

표 6-1.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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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의향

마을조사
노인 학 체

읍소재지 평야지역 산간지역 체

N % N % N % N % N % N %

찾고 있다 3 5.1 2 7.4 0 0 5 4.8 5 6.0 10 5.3

찾지

않는다
56 94.9 25 92.6 18 100 99 95.2 79 94.0 178 94.7

합계 59 100 27 100 18 100 104 100 84 100 188 100

표 6-2.구직 의향

구직을 하지
않는 사유

마을조사
노인 학 체

읍소재지 평야지역 산간지역 체

N % N % N % N % N % N %

농사일/집안일로

바빠서
32 54.2 7 25.9 5 27.8 44 42.3 9 10.7 53 28.2

건강이 좋지

않아서
14 23.7 14 51.9 8 44.4 36 34.6 52 61.9 88 46.8

경제 여유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1 1.7 2 7.4 0 0 3 2.9 2 2.4 5 2.7

자녀들이 반 해서 0 0 1 3.7 0 0 1 1.0 1 1.2 2 1.1

고령으로 받아주는

일자리가 없어서
8 13.6 0 0 3 16.7 11 10.6 8 9.5 19 10.1

기타 1 1.7 1 3.7 2 11.1 4 3.8 6 7.1 10 5.3

무응답 3 5.1 2 7.4 0 0 5 4.8 6 7.1 11 5.9

합계 59 100 27 100 18 100 104 100 84 100 188 100

표 6-3.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

농  지역사회 주민의 다수를 구성하는 노인들 가운데에는 보건의료

비나 생활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이를 해소하기 

한 스스로의 구직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그 이유로는 건강상태를 

가장 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본인의 건강이나 체력에 합한 일자리

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도 요한 이유다.그럼에도 농  노인들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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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 먹고 있는 처방약에 

한 조사 결과,세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21.3%나 되었다.두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0.3% 고,한 종류를 복용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30.3% 다.이런 상황에

서 한달 기  의료비 지출규모 한 상 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응답

자의 18.7%가 1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응답하 으며,6∼10만 원 사이

라는 응답 비율이 19.7%에 달했다.4∼5만 원 수 은 22.3%,3만 원 이하

라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36.7% 다.

농 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을 제약을 두지 않고 반 으로 물어본 

설문에서도 앞에서 언 한 보건 문제와 그것을 가 시키는 교통 근성의 

불리함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응답자들이 ‘농 에서 생활하기에 불편 

한 ’으로 꼽은 여러 항목 가운데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상  두 항목은 

‘외출 시 교통편(32.7%)’과 ‘병원 가기(31.2%)’다<표 6-4>.

그 같은 불편사항을 완화 는 해소하기 해 필요하다고 면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언 한 내용으로부터 농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어떤 

역으로 집 되고 있는지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가까운 곳에 시설 설

치’‘교통(버스)증편’‘노령연  추가 지원’‘농산물 가격 안정’‘농외소득

을 통해 발 ’‘모임 활성화’‘문화시설 확충’‘보건소 는 병원 건립’‘정

기 인 방문 진료’‘병원의 경우 모시러 오는 서비스 지원’등이 요구되었

다.당면한 경제  상황과 교통 근성 불리,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 되

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근하기가 어려운 실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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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마을조사
노인 학 체

읍소재지 평야지역 산간지역 체

N % N % N % N % N % N %

외출 시
교통편

17 30.4 10 34.5 5 21.7 32 29.6 34 36.2 66 32.7

시장보기 2 3.6 2 6.9 2 8.7 6 5.6 8 8.5 14 6.9

병원가기 15 26.8 8 27.6 7 30.4 30 27.8 33 35.1 63 31.2

친구부족 2 3.6 1 3.4 3 13.0 6 5.6 3 3.2 9 4.5

외식하기 2 3.6 2 6.9 2 8.7 6 5.6 0 0.0 6 3.0

문화활동
/여가활용

4 7.1 3 10.3 2 8.7 9 8.3 3 3.2 12 5.9

기타 14 25.0 3 10.3 2 8.7 19 17.6 13 13.8 32 15.8

합계 56 100 29 100 23 100 108 100 94 100 202 100

표 6-4.농 생활의 불편사항(복수응답)

이러한 경향은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수 에서부터 심각한 수 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살핌’과 련된 사회서비스 수요로 확장되어 나

타난다.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항목에 한 수요조사 결과,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상  3개 항목은 ‘안부 확인’(28.8%),‘교통수단 이용’(12.7%),

‘근거리 외출’(9.2%)등이었다<표 6-5>.

종합 으로 사회 서비스 반에 해 세분화된 항목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요구가 가장 높은 상  다섯 개 항목은 ‘의료 서비스 제공  알선’(8.0%),

‘경제  보조’(8.0%),‘물리치료’(8.0%),‘건강증진교육  상담’(7.8%),‘경

로당 서비스  친목 도모’(7.5%)다<표 6-6>.물론 차순  항목들도 이

것들에 못지않게 근 하는 수 의 요구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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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사항

마을조사
노인 학 체

읍소재지 평야지역 산간지역 체

N % N % N % N % N % N %

안부 확인 17 43.6 9 15.3 5 31.3 31 28.7 35 30.4 66 28.8

세수하기 0 0.0 3 5.1 0 0.0 3 2.8 3 2.6 6 2.6

목욕하기 2 5.1 3 5.1 1 6.3 6 5.6 6 5.2 12 5.2

화장실 0 0.0 3 5.1 0 0.0 3 2.8 3 2.6 6 2.6

옷 갈아
입기

0 0.0 2 3.4 0 0.0 2 1.9 1 0.9 3 1.3

식사 1 2.6 3 5.1 0 0.0 4 3.7 2 1.7 6 2.6

잠자리
일어나기

0 0.0 2 3.4 0 0.0 2 1.9 1 0.9 3 1.3

몸단장
하기

0 0.0 3 5.1 0 0.0 3 2.8 2 1.7 5 2.2

집안일 5 12.8 5 8.5 3 18.8 13 12.0 7 6.1 20 8.7

식사 비
하기

2 5.1 3 5.1 1 6.3 6 5.6 3 2.6 9 3.9

빨래하기 1 2.6 3 5.1 2 12.5 6 5.6 5 4.3 11 4.8

근거리
외출

2 5.1 3 5.1 1 6.3 6 5.6 15 13.0 21 9.2

가게물건
사기

0 0.0 6 10.2 1 6.3 1 0.9 7 6.1 14 6.1

교통수단
이용

7 17.9 4 6.8 1 6.3 12 11.1 17 14.8 29 12.7

돈 리 0 0.0 1 1.7 0 0.0 1 0.9 2 1.7 3 1.3

약먹기 0 0.0 2 3.4 0 0.0 2 1.9 3 2.6 5 2.2

화 걸고
받기

2 5.1 4 6.8 1 6.3 7 6.5 3 2.6 10 4.4

합계 39 100 59 100 16 100 108 100 115 100 229 100

표 6-5.보살핌 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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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욕구

마을조사
노인 학 체

읍소재지 평야지역 산간지역 체

N % N % N % N % N % N %

부업/
일자리 제공

5 1.0 2 1.0 3 1.7 10 1.1 15 1.9 25 1.5

경제 보조 36 7.1 16 8.0 12 6.9 64 7.3 70 8.8 134 8.0

세탁 8 1.6 2 1.0 4 2.3 14 1.6 16 2.0 30 1.8

청소/설거지 5 1.0 3 1.5 2 1.2 10 1.1 14 1.8 24 1.4

도시락/
반찬 지원

4 0.8 7 3.5 6 3.5 17 1.9 21 2.6 38 2.3

이미용 7 1.4 8 4.0 9 5.2 24 2.7 24 3.0 48 2.9

무료 노인
요양시설

20 3.9 9 4.5 8 4.6 37 4.2 26 3.3 63 3.8

주택개조/
보수지원

22 4.3 7 3.5 10 5.8 39 4.4 28 3.5 67 4.0

나들이
서비스

16 3.1 4 2.0 6 3.5 26 3.0 29 3.6 55 3.3

경로당
서비스

44 8.6 14 7.0 11 6.4 69 7.8 57 7.2 126 7.5

여가/문화
생활지원

40 7.9 6 3.0 9 5.2 55 6.2 52 6.5 107 6.4

농지원
서비스

31 6.1 13 6.5 8 4.6 52 5.9 14 1.8 66 3.9

경로잔치/
생일잔치

30 5.9 12 6.0 9 5.2 51 5.8 47 5.9 98 5.8

융/자산
리서비스

1 0.2 1 0.5 5 2.9 5 0.6 4 0.5 9 0.5

물리치료 45 8.8 17 8.5 11 6.4 73 8.3 61 7.7 134 8.0

의료서비스
제공/알선

47 9.2 14 7.0 11 6.4 72 8.2 65 8.2 137 8.2

가정방문
간호 제공

30 5.9 12 6.0 11 6.4 53 6.0 42 5.3 95 5.7

이동목욕 8 1.6 5 2.5 5 2.9 18 2.0 24 3.0 42 2.5

건강증진
교육/상담

43 8.4 16 8.0 11 6.4 70 7.9 60 7.5 130 7.8

물품지원/
보장구 여

18 3.5 11 5.5 7 4.0 36 4.1 34 4.3 70 4.2

말벗 17 3.3 6 3.0 5 2.9 28 3.2 28 3.5 56 3.3

동행서비스 11 2.2 9 4.5 5 2.9 25 2.8 26 3.3 51 3.0

장묘환경/
장례서비스

21 4.1 7 3.5 5 2.9 33 3.7 39 4.9 72 4.3

합계 509 100 201 100 173 100 881 100 796 100 1,677 100

표 6-6.농 노인의 사회서비스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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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농  사회서비스 수요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가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첫째,서비스 이용을 한 교통 근성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둘째,복지 차원에서 농활동(체력과 건강 상

태에 알맞은 일자리)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셋째,건강  의료 련 서비

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체 인 경향으로 볼 때 경제 인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보건의료 분야

의 사회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교통 근성이 좋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한 문제 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교통편 등 근성을 높

이는 것이 유일하다시피한 해법이지만,의사 진료 없이도 건강 리에 도움

이 되는 서비스를 마을(커뮤니티)수 에서 제공할 가능성과 그것에 한 

수요를 면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컨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무

릎 이나 허리 디스크 등의 노인성 질환을 리하는 차원에서 마을 경로

당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것을 바라고 있었다.

가사지원 서비스와 련해서는 그 수요가 상당함에도 마을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 품질에 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것

에 한 안으로 마을경로당에서 마을 차원에서 공동 식을 제공하는 등

의 시도가 있었지만,마을의 은 인력 부족과  문제 등으로 인해 지

속 으로 운 하지 못한 사례도 찰할 수 있었다.식사 외에도 집수리  

도배,가사 도우미의 꾸 한 활동,안부 화,목욕 등과 련한 수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4.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  가능성

CB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첫째는 

읍‧면사무소의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표되는 공공부문의 인  자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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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문제이다.둘째는 종합사회복지 이나 노인복지  등 종래의 사회복지

시설  보건의료시설에 한 근성의 불리함 문제이다.셋째는 사실상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탁받아 수행하는 수 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서비

스 요구를 악하여 유연하게 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재의 

달체계상의 문제 이다.넷째는 련 기  간의 연계 력이 미흡하여 자

원 사 인력 등 인  자원과 물  자원의 효율  배치가 미흡하다는 이

다.마지막으로 주된 서비스 수요자인 노인들의  문제이다.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CB사례들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

출하거나(:두 농장,여민동락공동체),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복지 수요

에 응하기 한 사업 비 으로 비하는 경우(:임실치즈마을)등이 

출 하기 시작했다. 는 CB가 고유 사업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문이나 종

래의 사회복지기 들이 근하기 어려웠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활동들(:

고령자 어,가사지원 서비스,농작업 행)을 수행하기도 한다.그런 방

식의 사업 확장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밖에도 아직 자리 잡은 사례를 국내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교통 

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역농 이 상품배송 차량을 활용하여 마을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동조합 는 주민들이 출자한 사업체

의 형식으로 목욕시설을 건립하여 운 하고 있거나 시도한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 양군 수비권역, 라북도의 ‘천원목욕탕’ 로젝트).

5.소결

사회서비스 분야의 CB성립조건은 결국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가 일

어남으로써 근성이 차단된 농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욕구(수요)

를 확인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출 때 충족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

을 엿볼 수 있는 형 인 세부 분야는 체로 공공부문의 복지 서비스가 

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농 에서는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생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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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분야이다. 를 들면,안부 확인,농작업 행,공동 식,교통

약자의 이동(동행),의사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 의 건강 리  상

담,가사 지원,돌  등의 구체 인 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진 것은 CB가 그런 사업들만으로는 재정  자

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다.공익성은 크지만 수익성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CB는 일정 부분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그리고 종래의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기 들과

의 유기  결합을 통해 자원 사 인력이나 장비 등의 자원을 효과 으로 

동원할 방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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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커뮤니티 비즈니스(CB)는 지역성과 공동성이 포함된 지역공간에서 다양

한 사업이 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생활양식과 과학기술 발 으

로 커뮤니티의 개념은 지역성에 추가된 테마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진화하

고 있다.

특정 주제에 한 심과 이념을 공유하는 일종의 ‘테마 커뮤니티’인 도

시농업은 도시지역에서 최근 속히 확산되어 체험에서 직거래,교류 등으

로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도시농업의 주요한 역할에는 농사체험을 통한 

농업의 다원  기능에 한 인식과 산업화와 따른 도시환경 문제와 공동체 

해체 등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 장에서는 ‘농업’을 테마로 진행되는 도시농업의 실태와 역할 그리고 

도시농업의 진화사례 등을 분석하여 도시재생,공동체 활성화  도농 상

생 력 방안에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과 개선 을 도출하고,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해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한 법률｣의 제도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

구체 으로 도시농업 황과 제도  도시농업의 사례를 검토하고,시민

과 학생을 상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한 의향을 조사하여 도시농업

을 통한 도농상생 력과 공동체 유지를 한 지원방안과 개선  등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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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농업의 실태와 공동체 활동

2.1. 도시농업  과 도

2.1.1. 황

도시농업은 소수의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운동으로 시작되었고,지방자

치단체 등 공공기 의 지원으로 확산되면서 2011년 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최근에는 도시농업네트워크를 심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공동체 회복과 도농교류 확산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참여 실태를 악하기 해 국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도시농업의 황을 조사하 다. 국 시도 등 15개 역지방자치단체에 참

여하는 도시텃밭36면 은 2012년 558ha,참여자 수는 76만 9,000명이다.

2010년에 비해 면 은 4.4배,참여자는 4.0배가 증가하 다.

표 7-1.도시농업의 실태

단 :ha,천 명,배

구분 2010년 2012년 증감

도시텃밭 면 104 558 4.4

도시농업 참여자수 153 769 4.0

주:제주도의 도시농업 실태 자료는 제외되었음.

자료: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 경제연구원.2012.7.도시농업실태조사결과.

2.1.2. 련 제도

국가는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농업의 

36도시텃밭 면 은 농장형 주말텃밭,공공목 형 주말텃밭,옥상농원,학교텃밭 

등의 합계이며,2012년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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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 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는 2010년 9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증가하 고(2012년 7월 기 ),최

근 조례의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7-2.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련 조례 특징

구분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경기

실천계획 수립 ○ ○ ○ ○ ○ ○ ○

원회 구성 ○ ○ ○ ○ ○ ○ ○

자원 실태조사 ○

기술 개발 보 ○ ○ ○ ○ ○ ○ ○

교육 훈련 ○ ○ ○ ○ ○ ○ ○

교류 홍보 ○ ○ ○ ○ ○ ○ ○

육성 지원 ○ ○ ○ ○ ○ ○ ○

문인력 양성 ○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 ○ ○ ○ ○

자료:김태곤 등(2012).

주요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련 조례에는 실천계획 수립,교육  훈

련,교류  홍보,육성 지원 등에 한 내용이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지

만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회복 활동과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한 지원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참여자들이 연 하여 도시농업네트워크를 결성하

여 생태와 환경에 한 요성 인식 확 와 농산물의 기부를 통한 공동체 

회복운동  농 지역과 교류를 통한 력으로 확 되고 있다.따라서 도

시농업 련 조례에 시민단체 등과 력하고,사업의 탁운  등에 한 

계획과 지원에 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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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농업 향조사  도농 류

2.2.1.주말텃밭 이용자 의향조사

(1)주말텃밭의 이용 실태

서울시 민 ·공  주말텃밭에 참여하는 시민을 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

사하 다.시민의 주말텃밭 참여 경력은 ‘처음’이(32.7%)로 가장 높고,‘5

년 이상’(25.3%),‘2년’(19.1%),‘3년’(10.9%)등의 순이다.

참여 시민의 경력이 ‘처음’과 ‘다년자’로 양극화되는 이유는 도시농업 활

동이 증하면서 한정된 주말텃밭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경쟁이 높기 때

문이다.주말텃밭 개설자는 창기 참여자 등을 제외하고 추첨으로 일정 

면 의 텃밭을 분양하기 때문에 신규와 다년 참여자의 비율이 높다.

수도권의 주말텃밭은 참여자 수에 비해 분양면 이 제한되어 매년 신규

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분양에 애로사항이 있기에 주말텃밭의 외연  확

에 한 요구가 높다.

표 7-3.주말텃밭 참여 연수 평균 이용 빈도

단 :명,%

참여 연수 빈도 비율 이용 회수 빈도 비율

처음 84 32.7 매일 13 5.1

2년 49 19.1 주 1회 140 54.5

3년 31 12.1 주 2회 이상 79 30.7

4년 28 10.9 2주 1회 15 5.8

5년 이상 65 25.3 월 1회 5 1.9

기타 - - 기타 5 1.9

합계 257 100.0 합계 257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9.도시농업에 한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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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도시농업 참여 동기

단 :명,%

1순 빈도 비율 2순 빈도 비율

농사체험 43 16.8 농사체험 40 17.7

자가 소비용 재배 59 23.0 자가 소비용 재배 49 21.7

여가,휴식 활용 110 43.0 여가,휴식 활용 75 33.2

생태,환경교육 37 14.5 생태,환경교육 32 14.2

공동체 형성 5 2.0 공동체 형성 28 12.4

기타 2 0.8 기타 2 0.9

합계 256 100.0 합계 226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9.도시농업에 한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주말텃밭을 이용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 동기로 ‘여가 

 휴식활용’이 43%로 가장 높고,‘자가 소비용 채소재배’(23%),‘농사체

험’(16.8%),‘생태  환경교육’(14.5%)순이다.도시농업 참여 동기는 

부분 여가와 휴식에 활용하면서 재배한 농작물을 소비하는 이유가 가장 높다.

그러나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은 아직 미미한 수 이다.

주말텃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 1회’가 54.5%로 가장 높고,다음은 

‘주 2회 이상’(30.7%),‘2주 1회’(5.8%)이다.그리고 ‘매일’이용하는 시민

들도 5.1%정도이고,참여자의 부분은 주말을 활용하고 있다.그리고 

부분 참여자에게 3∼5평 정도의 면 에 1년 단 로 주말텃밭은 분양되고,

텃밭에는 주로 일년생 채소와 채류,배추,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주말텃밭의 활동에 필요한 농작업 도구,씨앗과 모종,그리고 약제 등은 

반 이상이 텃밭 개설자가 제공하고 있고,참여자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모종가게’(75.2%)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그리고 텃밭에 한 참여와 

련한 정보는 ‘지인’(55.6%)과 ‘구청  기술센터 홈페이지’(17.5%),‘인

터넷 카페’(11.3%)등에서 주로 습득하고 있다.

주말에 텃밭에서 활동하는 평균 시간은 참여자의 70%정도는 ‘2시간 이

내’이고,참여자의 71.2%는 ‘가족 단 ’로 활동하고 있다. 재 도시농업은 

가족단 로 주말 시간에 주로 농사체험과 여가 활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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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말텃밭 만족도

주말텃밭의 편의시설에서 도시민은 화장실과 세면시설 등에 불만족이 

높다.주말텃밭의 편의시설에서 휴게공간은 ‘만족’이상이 61.5%, 수시

설은 67.7%,주차장은 58%이고,화장실은 39.4%,세면시설은 40%로 만족

도가 낮다.특히 가족단  참여자가 확 되는 상황에서 주말텃밭의 화장실

과 세면시설은 개선이 시 한 과제이다.

표 7-5.주말텃밭 운 로그램 만족도

단 :명,%

구 분 합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텃밭조성 련 교육
111

(100.0)

27

(24.3)

53

(47.7)

28

(25.2)

3

(2.7)
-

학생 상 교육
65

(100.0)

20

(30.8)

20

(30.8)

23

(35.4)

1

(0.4)

1

(0.4)

수확물 나 기
102

(100.0)

30

(29.4)

42

(41.2)

27

(26.5)

3

(2.9)
-

술문화 활동
60

(100.0)

8

(13.3)

20

(33.3)

26

(43.3)

6

(10.0)
-

자원 사
62

(100.0)

14

(22.6)

14

(22.6)

28

(45.2)

6

(9.7)
-

농산물 직거래
51

(100.0)

6

(11.8)

17

(33.3)

25

(49.0)

2

(3.9)

1

(2.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9.도시농업에 한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공동체 활동을 진하기 해 다양한 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지만, 로그램의 도입이 기 단계수 에 있어 로그램의 성

숙도가 낮다.텃밭에서 일상 으로 제공되는 ‘텃밭조성 교육’과 ‘수확물 나

눔행사’만족도는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개별 텃밭개설자는 참여자의 

다양한 요구와 구성원 간 공동체 활성화를 해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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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주말텃밭에 참여하는 시민은 지역의 이웃과 공동체로 소통하고 교류하

는 것에 해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산업화와 핵가족화,고령화 

등의 향으로 인해 도시생활에서 공동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자가 소비용’(38.9%)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그다음이 ‘지역공동체 는 기  기부’(21.7%),‘주변 친구’(18.1%)

등에 활용하고 있다.

표 7-6.공동체 형성 필요성과 수확 농산물 사용처

단 :명,%

구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매우 필요 60 26.5 가족 식사용 88 38.9

필요 128 56.6 주변 친구 41 18.1

보통 32 14.2 지역 이웃 18 8.0

불 필요 2 0.9 지역공동체,기 49 21.7

잘 모름 4 1.8 기타 30 13.3

합계 226 100.0 합계 226 100.0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9.도시농업에 한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주말텃밭 참여자간 소통과 도농교류 등에 한 심에서 부분의 텃밭 

참여자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나 어 먹거나 주변 지인에게 텃밭을 소개해 

주는 부분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텃밭 참여자간 친목활동

과 사활동 참여 등은 교류의 정도가 상 으로 낮다.그리고 농산물 직

거래에 한 심도 낮은 수 에 있다.

최근 텃밭 운 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 하는 단체에서는 회원간 

농사공동체를 표방하면서 텃밭을 통한 농산물의 재배에만 심을 갖는 것

이 아니라 농업을 통한 도시공동체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해 ‘직거래 장

터’‘농산물 품평회와 축제’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도농교류의 확산을 해서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

과 도시농업 참여자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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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주말텃밭 참여자 간 소통과 도농교류 심

단 :명,%

구 분 합계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이다

안

그 다

매우

안그 다

친목활동
254

(100.0)

28

(11.0)

64

(25.2)

57

(22.2)

87

(34.3)

18

(7.1)

생산물 나눔
252

(100.0)

60

(23.8)

117

(46.4)

35

(13.9)

33

(13.1)

7

(2.8)

농사 도움
252

(100.0)

24

(9.5)

65

(25.8)

73

(29.0)

77

(30.6)

13

(5.2)

텃밭 소개
253

(100.0)

54

(21.3)

130

(51.4)

47

(18.6)

18

(7.1)

4

(1.6)

사활동 참여
247

(100.0)

18

(7.3)

37

(15.0)

61

(24.7)

111

(44.9)

20

(8.1)

직거래 심
248

(100.0)

32

(12.9)

94

(37.9)

65

(26.2)

43

(17.3)

14

(5.6)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3.9.도시농업에 한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2.2.2.학교텃밭 참여자 의향조사 결과

(1)조사 개요 참여 실태

학교텃밭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만족도  의향에 한 설문조사를 인

천과 경기지역에 재학 인 학교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조사항목

에는 참여활동,기간,회수,만족도,교육활동 후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도시농업 활동에는 도시농부 체험학교,4-H

활동,도시텃밭 체험,원 활동 등이 있다.참여하는 학생들이 62%이상이 

처음 수업을 받고 있으며,다년에 걸쳐 학교에서 도시농업 수업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15% 내외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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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텃밭,4-H활동 학교 개요

◦ 조사 상：인천지역 4-H참여 14개 학교,일산 학교

87명(남자 49명,여자 38명)

◦ 조사시기：2012년 7월    

학교텃밭을 통한 도시농업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1주일에 2∼3

회’(36.8%)로 가장 많고,‘2주에 1회’(34.5%)순이다.동아리 활동과 4-H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므로 정기 인 수업과 함께 방과 후 활동으로 진

행되고 있다.

(2)도시농업 교육 만족도

도시농업 교육 로그램의 만족도는 ‘매우 그 다’(65.5%)가 가장 높고,

체로 만족하고 있다.교육시간에 한 만족도 한 높게 조사되었고,교

육 참가로 농업에 한 소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 다.

학교텃밭 참여를 친구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질문에 ‘매우 그 다’(56.3%)로 

가장 높고,학교텃밭 교육 로그램 참여 후 농업과 환경에 한 인식변화

와 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도시농업을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도시농업 교육을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74.8%가 ‘학교생활이 즐겁

다’라고 하 다.‘부모님과의 화가 증가하 다’는 72.1%,‘친구들과 많은 

화를 나 다’(80.2%),‘학교텃밭 교육참여 학생들과 동하여 참여한다’

(74.9%),특히 ‘학교텃밭 교육이 친구 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68.6%)

로 학교 교육에 도시농업 교육이 정규 수업만큼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도시농업 교육 로그램은 교우생활과 학교

생활 반에 극성과 만족도를 높이고,나아가 가정에서도 정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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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학교텃밭을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단 :명,%

정도

구분
합계

매우

그 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아니다

학교생활 즐거움
86

(100.0)

38

(44.2)

28

(32.6)

15

(17.4)

2

(2.3)

3

(3.5)

친구들과 많은 화
86

(100.0)

43

(50.0)

19

(22.1)

21

(24.4)

1

(1.2)

2

(2.3)

참가 학생들과 도움
86

(100.0)

46

(53.5)

23

(26.7)

14

(16.3)
-

3

(3.5)

선생님과 많이 화
86

(100.0)

44

(51.2)

23

(26.7)

15

(17.4)

2

(2.3)

2

(2.3)

부모님과 많이 화
86

(100.0)

39

(45.3)

24

(27.9)

17

(19.8)

4

(4.7)

2

(2.3)

교육에 극 참여
86

(100.0)

43

(50.0)

30

(34.9)

10

(11.6)

2

(2.3)

1

(1.2)

친구 간의 문제 해결
86

(100.0)

37

(43.0)

22

(25.6)

20

(23.3)

4

(4.7)

3

(3.5)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2.7.학교텃밭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4)학교텃밭의 개선사항과 교육 후 변화

학교텃밭에 참여한 학생들이 느끼는 개선사항으로 ‘재 재배하고 체험

하는 식물과 다른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꽃 등을 키우면 좋겠다’‘학교텃

밭 교육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학교텃밭의 공간과 텃밭길 확 ’‘벌 나 

벌 등의 곤충에 한 두려움 극복하는 교육 필요’등의 개선사항이 있다

(김태곤 등.2012).

학교텃밭 참여 후 학생 개인이 느끼는 생각의 변화로 ‘동식물과 생명에 

한 소 함 인식’‘자연에 한 소 함 인식’‘텃밭이 우리에게 소 한 것

을 제공한다는 것’‘농업과 환경의 소 함 인식’‘식물에 가꾸는 방법을 배

운 것’‘내가 직  키운 것을 먹는 것이 신기함’등이 있다.

학교텃밭 교육은 학생들에게 농사체험과 수확,환경보  등의 교육만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으로 친구들 간 동심, 계 개선,친

감 증  등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반의 활력을 제공하고 유 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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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효과가 있다.학교텃밭 교육의 다양성과 만족도의 향상을 해 다

양한 작물재배와 수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 인근 농장,시민단체 

운  도시텃밭 등과 교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농업과 환경에 한 인식 변화와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하

기 해 학교텃밭 교육을 정기수업 로그램으로 운 하는 방안이 요구된

다.구체 으로 국가(농림축산식품부 등),지방자치단체,자치교육청,농업

련 공공기  등의 유기 인 조와 도시농업 련 단체 등의 교육 로그

램 개발과 운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2.2.3.도시농업의 확산과 진화

(1)공동체 운동과 도농교류 사례(우보농장)

2006년 시작한 우보농장은 2011년 ‘고양시도시농업네트워크’로 발 하

여 재 네트워크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리고 유기순환농업과 

생태도시농업,농사공동체를 해 도시농부학교,텃밭보 ,정보교류,도시

농업장터,도농교류 등의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보농장은 텃밭을 개인과 단체 등에게 분양하고 교육텃밭과 실습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텃밭을 운 하고 있다.특히 농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한 공동체 텃밭을 운 하고 있다.공동체텃밭은 혼자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가공과 장성이 좋은 작물,공동노동과 분배가 용이한 작물을 주

로 선정하여 재배되고 있다.특히 공동텃밭에서 수확한 작물  일정 부분

은 네트워크에 기부가 되고,기부된 농작물은 공동체농장 운 과 도시농업 

기반조성  나눔 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

매년 참여자와 축제를 마련해서 인근 지역의 농민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실제 우보농장과 강원도 원주의 농 형사회 기업인 ‘신화마

을’은 정기 인 교류를 하며,신화마을의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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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부학교
§텃밭보급사업
§정보교류활동
§농업창업지원
§도시농업장터

§도시농업확산 등

§유기순환농법도입

§생태도시농업실천

§농사공동체지향

텃밭

텃밭

텃밭

텃밭

텃밭텃밭

텃밭
텃밭

텃밭

텃밭

텃밭

텃밭

고양시도시농업네트워크

[사무국]
고양시 벽제동 우보농장

텃밭

자료:김태곤 등(2012).

(2)도시농업의 진화

시민의 여가활용과 체험 등의 목 으로 시작된 도시농업은 최근 시민

운동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다.개인  삶의 만족과 함께 교육과 도농교

류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농업의 다원  기능  생태·환경의 요성 인식 

제고 등으로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 도시농업 활동으로 은퇴 는 

귀농·귀  희망자들에게 주말텃밭은 인큐베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이다.다양한 작물재배를 통한 농사방법의 습득과 도농교류를 통한 체험 

등이 도시민의 농 으로 귀농·귀 에 요한 학습을 담당할 수 있다.

도시농업이 진화하는 일련의 방향은 기에 자가 베란다나 정원,옥상 

등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가정원 를 통하여 농업에 한 심이나 흥미가 

높아지면 다음 단계로 학교텃밭과 주말텃밭 등에서 체험으로 발 하면서 

농업에 한 이해가 높아진다.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농 과의 교류



도시농업 공동체와 도농상생125

를 확 하고,나아가 농 으로 귀농을 하거나 정년귀농으로 귀결되는 방향

으로 진화한다.

3.공동체 회복과 도농교류 확산을 한 과제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농교류가 확산되기 해서는 우선 도

시농업 그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한 과제는 

도시텃밭용 농지의 확 ,참여자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로그램 개

발과 지원,텃밭이용자를 한 편의시설 개선 등이 있다.

재 주말텃밭에 한 시민들의 심과 참여가 확 되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도시텃밭용 농지의 확보는 가장 시 한 과제이다.그러나 높은 지가

와 개발에 한 선호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주말텃밭용 농지의 공

이 제한되어 있어 도시농업 용지에 한 수요와 공 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 인 텃밭농지 확보방안에는 ① 도시계획제도에 농업구역을 설정하

여 일정 면 을 농업용도로 확보하는 방안,② 공공부지  유휴지 개발 

활용,③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④ 도시지역 공원과 

신규 도시농업공원조성 방안 등이 있다.

농업에 한 인식을 환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도농교류를 확산시키

기 해서는 도시농업 참여자를 상으로 농업의 다원  기능과 친환경 농

업에 한 교육, 한 학생들을 상으로 농업과 환경에 한 인식을 변화

하고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한 학교텃밭 교육을 확 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그리고 주말텃밭에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다양한 련 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텃밭 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해 가족단

 참여자가 확 되는 상황에서 주말텃밭의 화장실과 세면시설의 개선이 

시 한 과제이다. 한 농자재 보  창고,쉼터,진입도로,주차시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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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필요하다.그리고 텃밭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인근지역 농산물

의 매를 확 하여 도농교류의 발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7-9.도시농업 활성화를 한 선결과제

구 분 세부 과제 련 상

텃밭농지 확보

도시계획제도 내 농업구역 설정

공공부지 활용,유휴지 개발 활용

학교,종교시설,기 유휴지 활용

공공부지,유휴지 활용

도시지역 공원 활용,도시농업공원 조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 공동체

활성화 로그램

시민 상 농업의 다원 기능 교육

학교의 정기 교육 로그램 지정

텃밭 공동체 활성화 로그램 개발

자치 교육청

시민단체

개설자

텃밭 편의시설

화장실,세면시설,주차장,휴게실,창고

등 시설 개선

직거래 매장터 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설자

네트워크 강화
도시농업 네트워크 운

도시농업 의회 운

개설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련 당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교류와 로그램 개

발  운 에 활용하고,교육과 로그램 운 과 탁을 한 인력풀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4.소결

도시농업은 농업·농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농업

을 통한 공동체 해체와 환경문제 등의 도시지역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농업이 도농상생의 요한 매개체 역할을 다하기 해서는 소비자에게 안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고,다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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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여가와 휴식활용을 해 참여하고  

있지만,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참여 시민과의 교류가 확 되고 유 계

가 강화되고 있다.

개인 인 심으로 시작된 도시농업이 도시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로 이

어지고 있고, 차 농 지역과의 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있다.그래서 일부 단체와 시민들을 심으로 농업을 통한 도시공동체 활

성화를 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운 하는 사례가 차 증가하고 있다.

도시농업 참여 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공동체 회복운동과 농 지

역과 교류를 통한 상생 계로 발 하고 있다.

도시농업이 진화하는 방향은 가정원 를 통하여 농업에 한 심이나 

흥미가 높아지면 학교텃밭과 주말텃밭 등에서 체험을 통하여 농업에 한 

이해가 심화되어 농 과 교류를 확 하고,귀농까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농교류가 확산되기 해서는 

몇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주요 과제는 도시텃밭용 농지 확 ,참

여자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로그램 개발과 지원,텃밭의 편의시설 

개선 등이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 략 제8장

1.개요

로벌화의 진 과 고령화 등의 향으로 농업부문에서 일자리가 축소

하고 소득이 정체하는 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 지역에서의 고령화는 고령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에서 고

령자에게 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편의나 복지 서비스에 한 수요 증가

에 한 한 응 등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한편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그 에서도 외식업이나 식업(中食

業)등으로의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농업과 이러한 트 드를 연

계하면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농 지역에서 일

자리 문제와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업경 은 그 활동 역을 농업생산에 한정하여 고집할 필요는 없다.사

회가 요구하는 농업이란 식품산업과의 한 계 속에서 이나 교류,

치유 등과 연계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B)를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CB에 해서는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CB의 4  역,3단계 발 방

향,5  유형과 다양한 지역사례 악, 련 정책의 검토와 사업에 한 의

향조사,농 사회 생활복지에 한 수요와 제공 실태,도농상생이라는 

에서 도시농업 공동체 형성 등에 이르는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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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지 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 로 하여 농 지역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만들기,생활편의나 복지서비스 제공,지

역자원의 리,도농교류 등의 업무를 커뮤니티 내부에서 효율 으로 공

하는 안으로서의 CB의 역할과 과제,그리고 장기 육성 략을 제시한

다.CB는 재 농 지역에서 되고 있는 일자리 축소와 소득 감소,그

리고 복지서비스 부족 등과 같은 복합 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으

로 기 된다.

2.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

농업 내외의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로벌화와 고령화의 진 ,

식품소비패턴의 변화,귀농자 증가,환경·생태·치유 등에 한 국민의 심 

고조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응하여 농업경 은 생산부문을 넘어

서서 비즈니스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생산부문에서 특산품 개발이나 직  매,그리고 사회가 요구하

는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동시에 자 률을 향상하고,지구온난화와 기아문제 등 지구 기를 타개하

는 역할이 기 된다.

농 지역 커뮤니티는 통 으로 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생산에 해 

상부상조하면서 생활면이나 재해 등에 응하여 상호부조하고,농업생산기

반시설이나 지역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는 통이 있었다.그러나 농

사회가 고령화하고 혼주화하면서 이러한 기능은 차 약화되어 지역에 따

라서는 해체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기능을 회복하여 커뮤니티가 바람직한 비즈니스를 

수행함으로써 기 하는 역할에 해 <표 3-1>의 CB의 역별 주요 사업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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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만들기

○ 고령자·여성 등 사회  약자에 한 일자리

○ 귀농자·신규취농자에 한 일자리 등

□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생산·가공· 매 등에 의한 부가가치 실

○ 지역단  농공상 연 에 의한 신가치 창출

□ 지역자원  마을공동자산의 리

○ 농로·농지·수리시설·산림 등 지역자원 리

○ 마을공동자산·유휴시설의 활용

□ 지역주민·고령자 등에 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에 한 생활편의  복지서비스의 충실

○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한 노노 력 체제 구축

□ 도농상생을 한 도농교류와 직거래 추진

○ 도시농업 공동체의 형성

○ 도농교류와 직거래 확산

3.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 략37

3.1. 창업계획

3.1.1.성공의 조건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것은 일정한 성과를 확보하고,이러한 성과를 다수

의 참여자가 공유하고,나아가 성과를 지속 으로 향상하기 해서는 일정

한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CB 에서 략을 수립하는 경우 요

37CB의 육성 략은 김태곤 등(2012.6.5.)을 기 로 하여 수정·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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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은 ① 창업계획,② 사업주체,③ 지역자원,④ 사업모델,⑤ 사업평

가,⑥ 간지원조직 등에 한정된다.항목별로 구체 인 방향이나 조건 등

을 제시한다.

먼  CB가 성공하기 해서는 철 한 창업 비가 제되어야 한다.비

즈니스 참가자로서 지역주민은 우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하여 사명과 비 을 만들어서 이를 체 주민이 공유해야 

한다.  지역 자원(seeds)과 사회 욕구(needs)를 연계하여 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스토리를 만들어서 지역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기본

인 성공 략이다.

지역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기술이나 소재를 가지고 소비자나 사회의 니

즈에 히 응하되, 리성과 환경문제,빈곤문제,복지문제 등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사명감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3.1.2.창업계획의 수립과정

⑴ 과제 비 제시

CB창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① 창업의 과제와 비  제시,② 지역자원

분석 실시,③ 사회의 조류나 소비자 욕구 악,④ SWOT분석을 통한 

략 수립,⑤ 사업의 속성을 한 평가와 개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의 일차 인 사명이

다.참가자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공유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농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하는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을 래하는 경

우가 자주 나타난다.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문제와 사명을 공유하여 주

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해서는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

며,그리고 이를 실 하기 한 리더,후계자,고령자나 여성 등 구성원 각

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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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역자원 발굴

비 을 설정한 다음에는 지역자원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지역자원은 

지역고유의 농림수산물을 비롯하여 특산물이나 활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

함된다. 한 지역 내외의 력 가능한 주민, 학, 문가 등이나 재능보

유자 등 인  자원도 포함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경력이나 기술도 요하며,이러한 것이 자원

(seeds)이 되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지속 인 발 을 보장한다.

⑶ 사회 욕구의 악

지역자원에 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제공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해야 한다.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지역이나 사회의 트 드 악이 요

하다.이를 통하여 팔릴 수 있는 상품이나 지역이 요구하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한 인근 지역에 경쟁하는 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경합하는 상품이나 서

비스 악도 필수 이다.경합하는 경우에는 사회  트 드를 반 하되,

지역 고유한 자원으로 차별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략이다.

⑷ SWOT분석

SWOT분석은 지역의 자원과 사회  니즈를 연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를 개발하고, 매 략 수립에 유익하게 활용된다.조직의 내부환경인 인

재,자 ,상품의 개발·제조 능력,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상으

로 강 과 약 (S·W)을 악하고,외부환경인 기술 신,법률이나 사회 문

화,욕구 등을 상으로 기회와 (O·T)을 악한 후 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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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창업단계의 검토항목

단계 검토항목

⑴ 사명·과제·비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인식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 제시

○이를 실 하기 한 자신들의 역할 설정

⑵ 지역자원 분석

○지역 고유의 자원 발굴

-특산물 는 미활용 시설도 상

○지역 내 력 가능한 단체

-주민, 학,행정,시민단체 등

○개인 등 인 자원 확보

-지역자원이 상품·서비스의 원천

⑶ 사회트 드 분석

○사회 트 드 악

○타사의 상품·서비스 동향 악

○사회의 니즈를 조사·분석

⑷ SWOT 분석

○지역자원과 사회욕구를 조합하는 것이 상품·서비스

개발에 유익

○조직이나 개인의 략수립의 방법에 활용

○S·W(강 ·약 )는 내부환경,인재,자 ,개발·제조

능력,제공상품·서비스가 상

○O·T(기회· )는 외부환경,매크로경제,기술 신,

법령·사회환경·문화,니즈 등 포함

○발굴한 자원과 니즈를 조합하여 상품화하기 해서

는 상자의 한정과 상품,그 가격, 로,커뮤니

이션 등을 검토

○ 구에게,무엇을,얼마에,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

가,그 요소와 제도의 디자인이 요구,지역 특유의

자원이 있어도 이를 원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원하

는 자에게 정보 달이 필수

자료：大和田 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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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사업의 평가와 개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주기 으로 사업에 한 평가를 실

시한다.이러한 평가를 가지고 기존 사업에 해 확장해 나갈 것인지,개선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 이것은 사업을 단계 으로 확 해 나가는 데 

객 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2. 지역자원

3.2.1.지역자원의 요성

CB가 성공하고 동시에 지속성을 가지기 해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여 차별 인 비즈니스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 있다.지역 고유의 자

원을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 하는 것이 

경합자의 진입을 방어하면서 장기 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략이다.

사업은 기본 으로 리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지역 고유의 자원은 

다른 지역과 경합을 피하면서 차별성을 가진다는 에서 유리하다.지역자

원의 발굴과 이것의 유지· 리도 CB의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다.

3.2.2.지역자원의 범주 

지역자원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비롯하여,자연자원(햇

빛,물,바람 등),경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농림수산물은 1차산업의 부

흥이라는 에서 요한 자원이며,자연자원은 태양 발 ,풍력발 ,소수

력발  등 재생가능에 지를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는 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평가된다.최근 심을 끄는 ‘세계농업유산’이라는 

에서 보면 통농법이나 친환경·생물다양성 농법도 귀 한 지역자원의 범

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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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정책사업으로 확보된 마을공동자산이나 통 인 문화,기술,

자본,신뢰와 같은 사회  경제도 비즈니스 소재로서 활용된다. 한 재

는 유휴화되고 있는 자원도 장래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3.2.3.지역자원의 활용

지역자원의 발굴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문가,소비자 등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것이 요하다.발굴한 자원에 해서는 사업화 가능성을 평

가하여 순차 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농 지역에는 도시지역에는 부족한 자연자원이나 통자원이 풍부한 것

이 특징이다.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느냐

가 건이다.

3.2.4.지역농업 디자인

CB를 창업하는 경우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식품

산업이 성장하는 을 시한다면 그 원료를 공 하는 농업의 안정 인 기

반 에서 식품산업의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다.동시에 식품산업의 성장

이 1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측면도 있다.

한 고령자나 여성들에게 합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연  취업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를 고려한다면 지역단 로 친환경과 같은 농법 선택을 포함

하여 ‘지역농업 디자인’이 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일자리를 확보하고 다양한 원료 농산물을 공 한다는 에서 마을 

등 지역단 에서 노지농업과 시설농업의 한 조합,복수의 품목을 연  

재배하여 경지이용률을 높이는 지역복합 농이 유리하다.단순히 생산비를 

감하기 해 추진되어 온 주산지 심의 단일품목보다는 복합 농이 유

리성을 가진다. 를 들면 ‘2～3개의 주작목’을 기본으로 하여 ‘4～5개의 

보조작목’이나 ‘다양한 품목의 복합 농’으로 환하는 지역농업 디자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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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주체

3.3.1.주체

CB의 사업주체는 커뮤니티를 근거로 한다.사업 역이 생산에서 가공,

직  매 등 농산업 역을 비롯하여,자원환경 역,생활복지 역,도농교

류역  등 범 하게 걸쳐있다는 을 고려하면 개별경 보다는 다수의 

농가나 지역주민 등 비농가도 참여하는 조직경 이 유리하다.

CB의 사업주체는 평등을 시하는 수평  조직이면서 자산을 소유하고 

지자체의 탁사업 등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면 법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화에는 행 제도를 활용하여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하는 것이 용이하다.CB를 수행하는 조직이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농업인,비농업인,고령자·여성 등이 참가하는 지역주민 조직

② 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농업생산법인

③ 지역농

④ 새롭게 설립되는 동조합

⑤ 지연성 조직경 으로서 마을단  농조합(마을 농)

⑥ 지역의 소 식품제조기업,소매 ,외식업이 참가하는 조직

⑦ 주민자치회38등

3.3.2.리더의 역할

CB를 담당하는 주체는 리더,주작업자,보조작업자 등으로 구성되면서 

평등을 시하는 수평  조직이다.수평  조직이야말로 주민참여를 높이

고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리더는 지역의 과제를 악하고 비 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구

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지

38｢지방행정 체제개편에 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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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도자,농업생산법인의 표,지역농  직원,풍부한 도시 경험을 가진 

귀농자 등이 있다.

최근 귀농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미비하거나 부재인 경우가 농 장에서는 다수이다.CB는 귀농자가 지

역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3.3.농

농 은 CB의 주체로서 참여하거나 조합원을 상으로 CB를 지원하는 

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지역농 은 CB의 주체

로서 참여할 수 있다.지역농 은 지역에서 인 자원,물  시설,자  등

을 보유하고 있어 비즈니스에 유리한 면이 있다.지역단 에서 농 만큼 

자원의 운 과 경 의 경험, 문가 그룹을 갖고 있는 조직은 흔치 않다.

따라서 농 지역의 경제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유지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주체로서 농 의 역할은 필요하다.

한 농 은 CB창업교육이나 경 지도,자  융자,시설 사용 탁이나 

임 ,컨설  등에 이르는 간지원조직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실

으로 농 앙회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농 앙회는 사

업의 주체보다는 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농 을 지원하는 역할

로 지역농 과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역농 은 CB의 사업주체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생활복지사업,

그리고 농산물생산과 유통분야 등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농 이 고유의 사업부문 는 련 사업부문을 활용

하여 노동의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다.

생활복지사업은 농 이 농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지역주민

의 경제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유지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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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지역농 의 신뢰와 경 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표 8-2.농 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사업 유형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 농산물생산·유통

사업

주체

농 력

별도조직
- - (용진농 )

농 지원

별도조직

고삼농

서포항농
하남농 -

농

내부조직
-

남평농

정읍농

순천농 (생산)

용진농 (유통)

자료：김기태 등(2012).

농 의 요한 역할에서 농산물의 유통주체로서 지역 조합원의 농활

동에 기여하면서,농산물의 매, 농활동의 지도, 농자재의 매 등 농

업인들과 련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농 이 CB의 주체로 역할을 담당한다면 조합원인 지역주민의 경제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농  경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주민의 자녀와 출향인사 등 잠재 인 고객을 유

인하는 역할도 추가 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농 은 지역사회

를 심으로 로컬푸드 운동과 같은 사업을 확 하고,경제사업뿐만이 아니

라 의료·요양 등 사회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서의 역량을 확 해서 새로

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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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 개

3.4.1. 역별 사업

CB를 실시하기 해서는 한 사업의 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친다.사

업개발은 우선 커뮤니티 내부의 요구에 히 응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의 개발이 요하다.다음은 사회의 트 드를 반 한 상품이나 서비스 개

발이다.<표 3-1>과 같이 농 지역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  트 드를 반

한 역별 새로운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⑴ 농산업 역

○ 친환경 농업생산

○ 지역 특산품 가공

○ 직 장 등 농식품 매  직거래

○ 농업체험, ,교류,숙박

○ 학교 식,가정 식,지역 식 등

⑵ 자원환경 역

○ 농도·수리시설· 수지 유지· 리

○ 농지·유휴농지 리

○ 마을공동자산 리

○ 마을 도로·하천·산림 환경미화 등의 탁사업

○ 재생가능에 지 생산 등

⑶ 생활복지 역

○ 고령자에 한 농작업 지원

○ 지역주민에 한 생활편의 활동

○ 고령자 안부확인, 식,개호,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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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서비스,자원 사 등

⑷ 도농교류 역

○ 도시텃밭농원 개설사업

○ 도농교류  직거래

○ 농업체험, ,교류,숙박

○ 귀농·귀 의 알선 등 

3.4.2.사업의 단계 인 추진

⑴ 참가자의 조직화

CB사업의 성공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단계 인 추진이 필요

하다.1단계는 마을단 의 주민 의향조사와 지역자원 조사,SWOT분석 

등을 거쳐 충실한 창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한 비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외부의 인  자원이나 자본을 

유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고령자와 여성의 참여,참여자 간의 역할 분담,

법인화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⑵ 리사업의 추진

2단계에서는 일자리와 소득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수단은 경 다각화와 상품의 지역 랜드화 등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가치를 향상해 나간다.

CB가 정착을 하면 지역 내 이종산업과의 연 ,도농 교류와 직거래 등

을 통하여 부를 축 하고 지역 활성화에 노력해 나간다.

⑶ 사회복지사업의 추진

3단계에서는 지역주민 체에 해 생활편의를 보장하고,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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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 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히 응할 필요가 있

다.이를 통해 농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다.

사업 유형  커뮤니티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복지 서비스의 사각지 가 발생하기 쉬운 농 지역에서 사업주

체는 노령자가 노령자를 어하는 ‘노노 력’의 거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농 지역에서 일상 으로 제공되는 생활복지 서비스는 고령자에 한 

안부확인,빨래,장보기,조리,배식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간

병이나 의료 등 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농 지역에서는 독거 가구,고령자부부 가구 등이 빠르게 증가한다.이

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기본 인 생활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것을 제도

으로 보완해가는 방안으로서 CB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마을단 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우

선 으로 마을단 에서 해결을 시도하고,불가능한 것은 읍·면단 나 시·

군단 로 확 해 나가는 근방법을 강구한다.

3.5. 사업평가

사업에 한 평가는 일반 으로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 경제  측면에서

의 평가와 지역사회의 과제해결,주민참여 유도,지역자원 리 등 사회  

측면에서의 평가 등 양면성을 가진다.

사업 평가는 창업목 에 근거하여 성과와 문제 을 악하고,평가결과

를 기 로 하여 사업의 경제  성과를 향상하고(효율성),사회  서비스를 

충실히 하며(공익성),사업의 항구 인 유지를 보장하는(지속성)등의 효과

를 기 한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CB가 내발  발 에 입각하여 주민의 자발 인 참여와 지역자원 활용

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지향한다는 을 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

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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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계획의 충실도

② 지역주민의 참여도

③ 지역자원의 활용도

④ 경  성과

⑤ 지역사회 공헌

⑴ 창업계획의 충실도

창업과정에서 철 한 비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지역의 공통과제를 

악한 후 비 을 제시하고,이를 실 하기 한 략이 객 이고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지표

○ 지역과제  비 의 명확도

○ SWOT분석  략의 성

○ 법인화 여부

⑵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역주민의 자발 인 참여가 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도가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지역과제 해결의 건이 된다.지역주민의 참여율이나 극

성 등이 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 평가지표

○ 참여자 수·비율

○ 참여자의 극성 

○ 고령자 참가율

○ 여성 참여율

⑶ 지역자원의 활용도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인재,상품,자 ,정보 등) 에는 재 활용되는 

것도 있고 잠재  자원도 있다.이러한 자원이 가진 매력을 발굴하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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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지역의 자연자원,시설자원,

유휴시설 등의 활용이 요한 지표가 된다.

□ 평가지표

○ 지역자연자원 활용

○ 지역시설자원 활용

○ 지역 유휴자원 활용(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 등)

○ 지역 통문화 활용

⑷ 경 성과

①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사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에게 보람이나 즐거움으로 가지고 

자기만족을 실 하는 데 요한 의미가 있다.일반 기업은 고용을 여서 

효율 인 경 을 실 하는 것이 시되지만 CB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

복을 시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요한 의미를 가진다.기계화가 가능한 

것도 기계화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든가 사회  약자의 고용확보도 

극 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지표

○ 일자리 창출수

○ 고령자·여성·장애자 등 사회  약자의 일자리 창출수

② 부가가치 향상

일자리나 소득 창출에 의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한 평가기

이며,이를 통하여 고령화·과소화하는 농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 평가지표

○ 부가가치 추이

○ 매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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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지역사회 공헌

① 지역과제 해결

농 지역은 고령화·과소화가 진 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과제가 발생

한다.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지표 

○ 지역과제 해결

○ 고령자·장애자 등에 한 개호·가사지원·심부름 등 서비스

② 지역사회 환원

수익 의 일부를 당 의 사업목 에 재투자하거나 지역에 환원하는 것

이 요한 의미가 있다.

□ 평가지표

○ 수익 비 재투자액 비율

○ 수익 비 지역환원액 비율

③ 신가치 창출

사업 목 은 비즈니스를 통하여 지역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성(공익성)과 사업성(리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성패의 건이 된다는 을 시해야 한다.

□ 평가지표

○ 지역가치 향상

○ 지역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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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⑴ 창업계획 충실도

○ 지역과제 비 의 명확도

○ SWOT 분석 략의 성

○ 법인화 여부

⑵ 지역주민 참여도

○ 참여자 수·비율

○ 참여자의 극성

○ 고령자 참가자 비율

○ 여성 참가자 비율

⑶ 지역자원 활용도

○ 지역자연자원 활용

○ 지역시설자원 활용

○ 지역 유휴자원 활용

○ 지역 통문화 활용

⑷ 경 성과

① 일자리 창출
○ 지역 일자리 창출수

○ 사회 약자의 일자리 창출수

② 부가가치 향상
○ 부가가치 추이

○ 매출액 추이

⑸ 지역사회 공헌

① 사회과제 해결
○ 지역과제 해결

○ 사회 약자에 한 서비스

② 지역 환원
○ 재투자액 비율

○ 지역환원액 비율

③ 신가치 창출
○ 지역가치 향상

○ 지역인재 육성

표 8-3.항목별 평가지표

자료：大和田 子(2011).

3.6. 간지원조직

간지원조직이란 일반 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 의 흐름을 조정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 을 총칭하여 말한다. 간지원조직은 지원 상 기

과 당사자 등 이해 계자의 욕구를 명확히 악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이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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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니즈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단순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력

의 교육과 육성 등 추가 인 역할도 최근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통한 산업발 과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은 삶

의 질에 한 욕구가 상 으로 높아지게 되었다.그러나 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역  도농간 격차가 확 됨에 따라 사회·환경문제들의 발생과 

함께 심리  불안과 소외감,갈등 등을 겪고 있다.다양한 사회  문제와 

정부의 정책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지원의 부재와 련한 사회서비스 

문제 등은 국가가 가진 역량이나 재정만으로는 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재  2011).

CB는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주민이 직  풀어냄

으로서 참여만족도가 높은 창의 인 사회를 실 하는 데 기여한다.특히 

CB는 지역경제의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다(김재  2011).

따라서 CB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요해지고 활동 역에 따라 세분화되고 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운 하고 있는 국가주도형의 간지원 조직은 정부

정책을 담하고 있어 홍보나 정보제공에 을 두고, 련 사업체에 

한 국내외 조사  정기 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개선에 활용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앙단  기구이므로 직 인 사업지원은 실 인 역량

의 부족으로 농 지역에서 구체 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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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국가 주도형

농식품부
농 공동체회사

안행부
마을기업

노동부
사회 기업

간지원조직
농어 공동체
지원센터

컨설 ,교육
탁기

한국사회
기업진흥원

추진 연도 2011 2010 2011

조직성격 주도형 민간주도형 주도형

활동범 역( 국) 지역 역( 국)

기

능

사

업

지

원

자원과

기술 개
- - -

상담

컨설
○ ○ 지원기 이 수행

재정 - 지자체가 집행 ○

홍보·정보제공 ○ - ○

인재육성 - ○ 지원기 이 수행

네트워크

교류 진
- - ○

정책제안 - - ○

조사연구 ○ - ○

표 8-4. 간지원조직의 유형별 특성 구분

자료:김재  등(2011).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제 해결과 공동체를 유지하여 균형사회를 지향하

기 해서는 CB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간지원조

직의 역할이 실하다. 간지원조직은 CB의 창업과 활동을 유도하는 

매제이면서 지역 사회의 각 주체들과 트 십을 형성하고,CB주체가 사

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본연의 조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6.1.국가

간지원조직의 주요한 기능에는 정보수집  제공,자원과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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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자 과 융 연결,컨설 ,네트워크 구축,조사연구,교류 진 등이 있

다.국가가 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해서는 정책

으로 CB사업에 필요한 인력육성,컨설  지원,자 과 융 정책지원,연

구  기술 개발 지원 등 제도와 기 인 서비스에 을 두어야 할 것

이다.

CB는 사업을 경 하는 주체이지만 인력이 가장 요한 요소이므로 생

산,개발에 필요한 인력육성과 간지원조직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

는 인력의 육성이 요하다.그리고 각종 융지원과 세제지원 제도의 개

발과 앙부처간 조 시스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국가는 간지원조직의 지원과 운 에 필요한 인 라와 제도  지원에 

인 역할이 필요하고, 앙단 (역단 )의 간지원 조직과 지역단

 간지원조직의 거버 스 구축에 필요한 지원도 필요하다.

3.6.2.지방자치단체

지역단 에서 CB의 운 과 직 인 계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다.국가의 정책을 지역단 에서 수행할 때 개별사업 단 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하여 실질 인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요한 임무이다.

CB의 구체 인 운 과 성과의 공유  지역사회의 환원을 해서는 지

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사업과 지원제도를 종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역

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도 함께 수행하여 정책 사업으로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  간지원조직의 가장 요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인력지원,컨설  지원,정보제공,네트워크 형성뿐만이 아

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련 사업을 간지원조직에 탁하여 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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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농

농 은 사업주체와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농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지에 실 으로 농 의 역할이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지원조직으로서 농 은 ‘인증’과 련된 컨설  사업,그리

고 농 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CB참여자인 귀농·귀 인력의 교

육지원과 지역농 의 련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을단  공동경 체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지도사업,지역농 의 CB담

당 직원을 육성하는 문교육,산지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의 육성지원 

 농  어메 티나 농 복지사업 등의 역량을 가진 문직원의 역량개발 

등 인력교육에 지원하여 종합 인 간지원조직 지원체계 구성에 참여하

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6.4. 학  농업기술센터

지역의 학은 교육과 실습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학은 특정 

분야의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기업의 운 에 필요한 각종 실험 데이

터의 제공 역할과 분석을 담당할 수 있다.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농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의 

연결과 실습  보 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그리고 소규모의 요구사업

에 한 자체  수행과 지원으로 CB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그리고 장

의 다양한 기술  애로사항에 한 피드백 역할로 앙정부에 달하고 해

결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3.6.5. 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부는 국을 상으로 평균  기 에 따른 한정  지원으로 장에 

착한 지속 인 지원을 할 수 없다. 한 정부조직에 따라 장에서 필요한 

통합  지원이 아닌 계열화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약 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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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CB육성에 한 종합 인 지원시스템을 포

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CB의 창업이나 창출에만 이 맞추어

져 있다. 간지원조직 자체에 한 지원정책도 CB창업과 연계되어 컨설

이나 교육기능 등 핵심 인 활동에만 매우 단편 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지원조직과 련된 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 ,농업기술센터,

학,연구기 ,컨설  회사 등 다양하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유기 으로 운 되는 종합 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국가

는 간지원조직 활동 문가가 포함된 연구,제품개발 등의 인력육성과 

련 사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 과 융,법 ·제도  지원을 담당해

야 한다(김재  201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련 사업을 종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간지원조직은 기업체의 창업과 경 컨설 ,인력알선 

 로지원 등의 장 심의 지원이 요구된다. 간지원조직은 행정지원 

수단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CB기업체의 운 에 필요한 역할의 재정립이 

요한 과제이다.

역단  간지원조직은 지역특성에 맞는 CB활성화를 한 컨설 ,

기술 개,상담,인재 육성 등의 업무를 개발해나가야 한다.지역단  

간지원조직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내는 역할을 한다.한편 지

역단  간지원조직은 직 인 CB육성을 담당한다. 역단  간지원

조직에서 개발한 CB지원 로그램이나 교육 로그램을 지역단계의 CB창

업자 등을 상으로 직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김재  2011).

4.소결

우리나라 농업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변수가 시장개방이다.시장개방

의 확 로 경 규모가 세한 농업구조의 국가는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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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에 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정책으로서 세 분산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정책과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하여 경 리스크

를 히 리하여 경 안정을 도모하는 경 정책이 요구된다.

CB는 구조정책과 경 정책의 성격의 성격을 가진다.고령자나 여성 등

을 비롯하여,후계자나 귀농자 등에게 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단

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한 6차산업화 등을 통하여 성장하는 식품산업

과 연계함으로써 1차산업이 부활되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그리고 CB

는 농 지역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CB의 소재로 활용되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유지· 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기 하는 CB를 활성화하는 략으로서 철

한 창업계획의 수립,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사업주체의 조직화와 단계

인 추진,지역 내외의 니즈에 근거한 새로운 업무개발,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한 평가와 개선 등에 하여 구체 으로 언 하 다.

고령화하면서 소득격차가 확 되고 생활이나 복지의 사각지 가 발생하

는 실에서 CB는 복지농 을 실 하는 략이다.복지농 이란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체력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어 안정 인 소득이 확

보되고,지역주민에게 일정 수 의 생활편의가 보장되면서,개호·간병·의

료 등 복지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CB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료 농산물을 생

산하여 지역농업을 진흥하고,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활편의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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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약

로벌화에 따른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농 지

역에서 농업을 비롯하여 상공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지역사회의 약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러한 상을 방어하기 하여 지역단  는 공동체를 

기 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배경에는 지역농업이

나 상공업의 침체와 고령화,그리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  등 지역문제

가 다양화하고 복잡화하는 반면에,종 의 개별 기업이나 행정 서비스에 

의한 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 은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역할과 실태를 악하고 지

역사회에 한 효과를 분석하여 CB의 육성 략을 제시하는 것에 있

다.구체 으로는 우선 지역단 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향상하

여 침체하는 농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 으로는 농 사회에서 

심화되는 생활 불편이나 복지서비스 부족 등의 사회  과제를 해결하여 삶

의 질을 향상하고 균형사회를 실 하는 것에 있다.

주요한 연구방법에는 국내외 문헌연구,실태조사를 통하여 우수사례 발

굴,확산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국외 실태조사는 외국의 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를 통한 경험 활용과 용가능성을 검토하 다.특히 장 심의 연

구결과를 도출하기 해 ‘장토론회’와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회’를 운

하 다.연구 내용은 ‘커뮤니티의 개념과 역할’에서 시작하여,‘CB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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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례’‘CB 련 정책’‘CB 련 사업 추진실태’,그리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CB’‘도시농업의 공동체 회복과 도농교류’‘CB의 육성 략’

등을 망라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3년간에 걸쳐 진행된 과제의 결과를 종

합하는 최종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요 결과에는 지역단 에서 농업인,상공업인(소기업),고령자·여성,

귀농·귀 자 등이 자발 으로 조직화하고,지역의 인력·자원·문화 등 공동

체 인 요소를 활용하여,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

을 목 으로 행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CB로 정의하 다.구체 으로 CB에 

한 실태와 역할,지역사회 효과,발 조건,육성 략 등을 제시하

으며,고령화하는 농 지역에서 지역공동체성을 회생하여 1차산업을 부활

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만들고,생활지원

이나 복지서비스 등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 다.

커뮤니티는 농작업의 상부상조,생활면에서의 상호부조,생산기반이나 

지역자원의 유지· 리 등의 역할을 시해 왔다.CB를 농산업 역,자원환

경 역,생활복지 역,도농교류 역 등 4  역으로 구분하여, 역별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 다.

CB는 고령자나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높게 평가된다.경

량 채소의 생산이나 단순 농산물 가공,그리고 교류나 직거래 등은 여성이

나 고령자에게 합한 일자리이다. 한 지역주민에 의해 지역자원이 유

지· 리되고 있다.CB에 의해 유휴시설을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령화하

는 농 에서 고령자나 사회  약자에 한 생활복지 서비스를 CB를 통하

여 제공하는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에 해서는 지역주민

이 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용이 감되는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CB 련 정책에서 연구보다 정책이 선행하고 있는 실정이며,농 지역

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사업들은 CB를 실천하는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그러나 정책사업들은 주 하는 정부 

부처마다 각기 다른 조력체계를 수반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 의 CB

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CB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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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이기에 CB가 실천되는 ‘문제제기-학습-조직화’

의 과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 사

업들과 법제의 내용  간지원조직의 지원체계와 역할에 한 종합 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결론에서는 CB를 활성화하기 한 주요한 략을 제

시하 다.

2.결론

농업과 농 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응하여 농업경 은 이제 생산부문

을 넘어서서 비즈니스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농업은 생산부문에서 

출발하여,특산품 개발이나 직  매,그리고 농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자 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농 지역 커뮤니티는 통 으로 농가들

로 구성되어 농업생산에 해 상부상조하면서 생활면이나 재해 등에 응

하여 상호부조하고,생산기반시설이나 지역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는 

통이 있다.이러한 역할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CB이다.

CB가 성공하기 해서는 철 한 창업 비가 제되어야 한다.지역의 

사명과 비 을 수립하여 주민이 공유하고,지역자원(seeds)과 사회욕구

(needs)를 연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 인 비즈니스 

모델이다.지역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기술과 소재를 가지고 소비자나 사회

의 니즈에 히 응하되, 리성과 환경문제,빈곤문제,복지문제 등 사

회  과제를 해결하는 사명감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창업계획을 수립할 때는,창업의 과제와 비  제시,지역자원분석 실시,

사회 트 드나 소비자 니즈 악,SWOT분석을 통한 략수립,사업의 

속성을 한 평가와 경 개선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하는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을 래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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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사명을 공유하여 주민의 높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주민의 이해

를 구하기 해서는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며,그리고 이

를 실 하기 한 리더,후계자,고령자나 여성 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이 차별 인 상품을 개발하기 해서는 지역자원분석이 필요하다.

지역자원은 지역고유의 농림수산물을 비롯하여,특산물이나 활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된다. 한 지역 내외의 력 가능한 주민, 학,지자체,NGO

등이나 재능보유자 등 인  자원도 포함된다.지역자원과 련하여 식품산

업과의 연계,지역농업의 재생이라는 에서 지역농업의 디자인이 새롭

게 요구된다.지역농업은 종 의 단일 품목의 주산지형성에서 탈피하여 다

품목 체제의 지역복합 농으로 환될 필요가 있다.즉 노지농업과 시설농

업의 한 조합,주산지 심의 단일품목보다는 ‘다양한 품목의 복합

농’으로 환하는 지역농업 디자인이 요구된다.

지역자원을 악한 다음에 제공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서

는 사회  트 드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이를 악하여 팔릴 수 있는 

상품이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인근 지역에 경쟁

하는 업체 여부,경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악도 필수 이다.

CB의 주체는 개별경 보다는 다수의 농가나 비농가 등이 참여하는 조

직경 이 유리하다.CB의 주체는 평등을 시하는 수평  조직이면서 자

산을 소유하고 지자체의 탁사업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로 한

다면 법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법인화에는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

인을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최근 귀농자가 늘어나는 상을 고려하여 

귀농자가 CB와 련하여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문제를 해결

하는 역할을 기 할 수 있다.

지역농 이 참여하는 방안에 해 극 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지역

농 은 직 인 농업경 을 비롯하여,지역주민에 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존 사업체에 한 출자나 시설제공,인  자원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농 은 지역농가의 CB창업이나 경 을 지원하는 간지원조

직으로서의 역할도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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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의 기 효과는 우선 1단계는 일자리와 소득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

를 높여나가는 것에 있다.경  다각화와 상품의 지역 랜드화를 통하여 

지역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지역 내 이종산업과의 연 ,도농 교류와 직거

래 등을 통하여 부를 축 하고 지역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다.2단계는 지

역주민에 해 생활편의를 보장하고,사회  약자에 해서는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복지서비스의 사각지 가 발생하기 쉬운 농 지역에

서는 노령자가 노령자를 돌보는 ‘노노 력’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보완

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마을단 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마을단 에서 해결

을 시도하고,불가능한 것은 읍‧면단 나 시‧군단 로 확 해나가는 근

방법이 요구된다.3단계는 지역자원을 리하여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다.

농 지역에는 자연자원,물 자원,생산기반시설 등 다양한 자원이 부존하

고 있다.CB를 창업하기 한 지역단  조직이 설립되면 지역의 유휴 자

원을 리하거나 지역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CB가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창업목 에 근거하여 성과와 문제

을 악하고,평가결과를 기 로 하여 사업의 경제  성과를 향상하고,

사회  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동시에 사업의 항구 인 지속성을 유지해 나

가야 한다.

고령화하는 농 지역에서 CB는 ‘균형사회’를 실 하는 략이다.균형

사회란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체력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어 안

정 인 소득이 확보되고,지역주민에게 일정 수 의 생활편의가 보장되면

서,개호·간병·의료 등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균형사회를 실 하는 략이 C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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