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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림·수자원·목 지 등은 해

당 농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지역사회의 유지·발 에 요한 역

할을 해왔다.그러나 농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농 경제구조의 변

화,공동체의식 약화,사유재산과 시장경제 확 등의 여건 변화로 농 지역 

공유자원이 농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요성이 감퇴하고 있다.

최근 농 의 자연환경,여가  문화 등 농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어메

니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심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사라져가

는 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 ·승하기 해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시

행하거나 농 지역 통자원의 지역별 랜드화, 자원 활용 등을 통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제고를 기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리계·공동방목장·산림계·지역공동 랜드를 농 지역 공유

자원 조사 상으로 설정하고,농 지역 공유자원의 이용  운  메커니즘을 

규명하 다.나아가 공유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농  지역공동체의 자율  운   거버 스 구축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 지역 공유자원의 운 실태를 살펴보고,향후 발

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아울러 각 지역 농 지역 

공유자원 조사에 극 으로 조하여 주신 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13.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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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  농 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리하던 공유자원인 산림,

수자원,목 지 등은 농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지역사회의 유지·발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본 연구는 산림  수자원, 개시설,마을공동시설,지역공동 랜드 등에 

한 유의  사례분석을 통해,공유자원의 비극을 우회하고 지역 공유자원

의 효율  이용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메커니즘,지역농업 

 지역경제 생산성 제고 요인을 규명한다.뿐만 아니라 지역공유자원의 최

 할인율을 분석함으로써 통  력 시스템의 안을 가늠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농 지역 유·무형 공유자원의 효율  운용과 련 시스템 개발은 지역의 

내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이는 ‘지역주민–

지자체– 앙정부’의 공생·력 거버 스 구축에 주요 단 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문헌  제도 연구와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문헌  

제도 연구로 거래비용을 명시 으로 고려하는 신제도경제학 패러다임을 원

용한다.거래비용은 제도  조직 구조에 필연 으로 향을 미치며 따라서 

개인의 경제  선택에도 향을 미친다는 신제도경제학의 이론분석체계를 

따른다.

나아가 농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확  등 

주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의 자원배분을 장하는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 으로 안정되게 반응하는 지라는 제도의 진화  안정성 조건을 규명한

다.‘반복–상호성’에 입각한 게임의 할인율을 계산함으로써 구성원이 직면

하고 있는 게임의 지속가능성이 분석된다.이를 해 가상 수치 실험과 시뮬

이션 방법론을 원용한다.

사례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 다.하나는 하드웨어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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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을 공동목 지 이용,산림부산물 채취,농업용수  개시설 이용에 

한 사례분석이다.이에 한 유의  사례는 마을 공동목 지 이용 사례 

(제주도),시·군 리 구역의 농업용수  수리권 이용 사례(강원도 철원군,

홍천군),산림계 조직  운  사례(강원도 인제군,경상북도 화군)이다.

다음으로는 소 트웨어 인 것으로 지역공동 랜드 사례분석이다.이에 

한 유의  사례는 상주시의 ‘명실 상주’,부여군의 ‘굿뜨래’지역공동 랜드

가 포함된다.

공유자원의 공동체  이용은 지역 주민의 소득 제고 외에도 취약 주민보

호,공동체  문화유산의 보 ,환경보호 등의 정  효과가 있다.이와 

련하여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의 문제 은 첫째,구성원의 노령화와 자

력 부족으로 자원의 유지·함양을 한 투자(지개량과 수자원 개발)에 소극

이라는 것이다.둘째,개발과정에서 사유지와 국·공유지 모두를 포함하여 

매와 타용도로 환됨으로써 공유자원의 근간인 자산이 증발한다는 것이

다.셋째,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공유자산 리 질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먼  단기  개선과제로서는 공동체  리가 유지된다는 제하에서 다

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첫째,자원 유지  보 을 한 투

융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공유자원은 그 속성상 이용의 경합성을 띠기 때문

에 시장에 맡겨둘 경우 토 최 수 에 합당하는 투자가 수반되기 어렵

다.따라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량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기존 방목지의 타용도 환 시 체 목장지의 조성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국·공유지의 임  확 도 감안하되,우수한 산림의 훼손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엄 한 환경 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국·공유지 임 차요 의 정한 산정이 필요하다. 정한 가격 부여

는 자원의 효율  배분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재 지가의 1%로 

되어 있는 임 차요 을 목장지로서의 가치 평가를 기 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국유재산 리법 시행령에서 농업용(답과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1%로 되어 있는데,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제



v

주도 목장용지의 임 차료 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기존 수리계의 농어 공사 편입  리 탁 시 자율  잔존이 불

가능한 지역을 심으로 우선 혜택이 가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지

과 같이 수리계가 담당하고 있는 몽리면   시설의 규모에 의하여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당장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양호한 수리계가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  응 방안으로는 먼  공유자원을 효율 ,안정 으로 리하기 

한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극

 운  주체의 형성과 고유자원의 기반이 되는 토지 임차기간의 연장이 필

요하다.둘째,마을에 기반을 두면서도 극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농

조합법인, 동조합 등의 법인 형성으로 공유자원의 경 기반을 조성함으로

써 공유자원의 활용  이용조직의 지속 인 유지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

다.셋째, 재 1~2년인 임차기간(임산물양여계약)을 목 지 조성, 수시설 

등 투자회임기간 이상의 정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요구된다.넷째,수리

계의 경우 규모별·유형별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자율성을 보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 지자체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공동 랜드 

활성화 사업은 계주민 는 농민들로 하여  상호간 “ 력– 력” 략을 

수용하도록 메커니즘 디자인함으로써 효과  정책집행을 유도하고,이에 수

반되는 이행비용을 감하도록 해야 한다.지역 공동 랜드의 가치를 높이

기 해 가입자들이 “ 력– 력” 략을 사용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은 그 지 않을 경우보다 높다.이 경우 지역 공동 랜드를 충실하게 따르는 

가입자는 자신이 매하는 상품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 이 됨으로써 자신

의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 랜드 리를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할 수 있

는 일 성 있는 정책과 함께 랜드 품질을 리하기 한 지속  모니터링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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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anceStatusofRuralCommonsandits
DevelopmentTask

In the traditional rural society, common pool resources (CP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on economic activ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rural resi-

den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gional society. But political philos-

ophers and economists have understood that if citizens respond only to pri-

vate incentives, public goods would be under-provided and public resources 

over-utilized. It was cal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To escape from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enhance the effi-

cient utilization of CPRs, inquiries of the traditional cooperative system 

and investigations of its institutional and mechanism design are important. 

Its research also improves understandings of the governanc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Major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mmon utilization of the CPR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n economies of scale of production and risk sharing between 

residents. Obstacles of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CPRs, however, might be 

(1) less investment on the CPRs owing to aging of residents and lack of 

funds, (2) evaporativity of the CPRs by switching to other purposes, and 

(3)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tradit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 of 

the CPRs because of heterogeneity of members utilizing the CPRs.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short run could be (1) subsidies for 

investment and regulations to reduce over utilization of the CPRs, (2) im-

posing environment evaluations in switching of CPRs to other purpose, (3) 

design on the optimal rent rate of public owned resources, and (4) differ-

entiating policy measures for mutual assistance clubs of agricultural water 

utilities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and pattern.

The long term policy recommendation could be focused on (1)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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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ing the long term investment with extending rent period, (2) organiz-

ing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s and (3) enhancing self reliance 

and cooperation by differentiated subsidies measures.       

In theoretical methodology, we investigated conditions of the evolu-

tionary stability and the repeated-reciprocality. Especially, in the coordinate 

game, we examined conditions and environments to induce Pareto superior 

solutions.   

Researchers: Kyung-Duk Kim, Nae-Won Oh,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3. 1～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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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의 배경  필요성

통  농 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리하던 공유자원인 산림,

수자원,목 지 등은 농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지역사회의 유지·발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지역의 자연 ,사회  여건을 감안한 공유자

원의 이용 방안과 련 제도가 고안되었고 이들 제도는 농 지역 여건 변화

에 따라 공진화(coevolution)하 다.

농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농 경제구조의 변화,교통·통신 기술

의 발달 등 농 지역의 여건 변화는 (1)기술,소득수 의 향상에 따른 자원

의 유용성 변화,(2)인구과소화에 따른 자원이용의 경합성과 효율  자원

리에 한 인센티  감소,(3)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확 ,지역개발사업 확

 등의 사유로 인한 공유자원의 축소로 귀결되었다.석유·석탄· 기 사용에 

따른 연료림 수요의 감소, 개시설의 확충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의 경합 감

소,농후사료 의존형 축산의 발달에 따른 산야  채취 목 지 수요의 감소 

등은 농 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통 인 공유자원이 지역사회에서 하

는 요성이 감퇴되는 표 인 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공유자원의 리와 이용의 틀을 제공하던 지역

공동체의 약화와 해체가 수반되었다.농 지역 공유자원의 이용과 운 에 

있어 통 인 력 시스템의 유효성 상실은 앙정부의 직  규제 는 

시장(사유화)을 통한 자원배분으로 체되면서 농 지역의 공동자원 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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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사회  고비용을 래하 다.

지역의 공동자원 운   리가 주민의 자율  의사결정보다는 정부 는 

지자체에 탁·귀속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가 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비용 증가 한 공유자원의 비효율  운 을 래하 다.정부의 직  

규제는 감시  집행비용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정보

가 불완 할 경우 주인– 리인 문제(principal-agentproblem)에 직면하여 효

율  자원배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나아가 정부와 

계자와의 유착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담합 한 정부개입의 효과를 반감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son1965).농 지역에서 자율 으로 운 되고 있던 

수리계의 경우 1980년  후반 이후 정부의 국고보조로 인한 수리계비 부담경

감,지자체의 수리시설 유지 리 보조 등은 농업인들의 수자원확보 부담  

이용비용을 감소시켰지만 정부  외부기 의 지나친 개입이 지역공동자원

에 한 농업인의 자율 리 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하 다(김홍상·신은정

(2004);김홍상·김윤형(2013)).이와 같이 정부개입 는 정부 리로 인한 자

원이용의 효율성 하는 우리 농 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한편,사유화를 통하여 농 지역의 공유자원을 운 할 경우 공유자원 이

용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자원이용에 있어 배제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된다.공유자원의 효율  리라는 미명하에 사유화가 도입되었지

만 오히려 효율  자원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  결과가 수반된다

(Ostrom1990).

사유화는 자원활용에 있어,규모의 경제(economiesofscale)를 통한 비용

감과 험공유(risksharing)를 통한 험회피라는,자원의 공동이용에 따르는 

장 을 상실  한다.신자유주의(neo-liberalism)시  한국 농업·농 은 (시

장)유동성이 증가되고 단기 이고 일회  이익에 반응하고 있다.이는 지역

의 유·무형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두 ,울력 등 통  력시스

템의 붕괴와 이를 체할 수단의 결핍으로 이어지고,지역구성원으로 자율

으로 공유자원의 효율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주민의 량 이 과 후

계세 의 단 은 내 후손이 살아갈 지역이라는 의식의 약화를 래하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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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지자체의 지배체제 강화 한 지역 공동체의 자율  의사결정 메커니

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의 약화와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지역 공동자원의 

비효율  운용은 농 지역 공간 리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체의 자원낭비를 래한다.이론 으로는 통  력 시스템의 붕괴는 농

지역에서 지역주민 간의 상호 력과 부조가 지속된다는 ‘반복–상호성

(repeated-reciprocity)’가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곧 지역 

공유자원의 이용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조정게임

(gameofcoordination)’을 구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농 사회에서는 농기계화·정보화,농지소유형태의 변화,(품목별 

농조합,들녘별 경 체 등)새로운 농업경 체의 등장,베이비붐 세 의 은

퇴와 함께 농업·농 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귀농·귀  상이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새로운 경제사회 조직과 시스템이 태동하고 있다.농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는 공유자원에 한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 의 자연환경,여가  문화 등 농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어메

니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한 심 한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 의 사라져가는 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 ·

승하기 해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어업유산은 농 지역 주민이 환경에 응하면서 오랜 기간 형성·진화해온 

것으로 보 ·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통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

과로 나타난 농어 경  등 모든 산물로 정의한다.농어업 유산의 리  

활용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심이 되어 이루어지며,보존(규제) 심의 문

화재와 차별화 하여 지자체와 주민 간에 자율 리 정을 체결하여 자율 으

로 리하는 방안을 도입·검토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농 지역 통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별 랜드화, 자원으로의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국

가 이미지 제고를 기 하고 있다.

특정 개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개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향을 주는,이용의 경합성이 발생하는 공유재의 자원이용 수 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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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한다.그러나 구성원이 속한 사회 체

으로는 바람직한 수 (Paretooptima)을 넘어서 남용  남획이 발생한다는 

공유재의 비극이 래된다고 알려져 있다(Hardin1968).공유자원의 비극을 

우회하고,지역 공유자원의 효율  이용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메커니즘 연구는 지역농업과 지역경제의 생산성 제고 요인을 규명하고 

지역공유자원의 최  할인율까지 규명함으로써 통  력 시스템의 안

을 가늠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 산림  수자원, 개시설,마을공동시설,지역공동 랜드 등 농

지역의 유·무형 공유자원의 효율  운용과 련 시스템의 개발은 지역의 내

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지자체– 앙정부’의 공생·력 거버 스 구축에 주요 단 를 제공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첫째,농 지역 공유자원의 이용  운용 메커니즘을 규

명하고,둘째 농 지역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셋

째,향후 농 지역공동체의 자율  운   거버 스 구축에 필요한 기 논

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3.선행연구 검토

공유자원 이용과 리에 있어 무임승차를 통한 ‘죄수의 딜 마(prisoners'

dilemma)’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사용가치의 질  하와 함께 사용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두되는 ‘공유재의 비극(tragedyofcommons)’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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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의 비극의 로서 (1)마을 숲  국공유림에서의 산림부산물 과다 채

취,(2)공동어장 리소홀  과다채취,(3)마을 공동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무임승차(freerider)’로 인한 비효율성,(4)농업수자원  개시설의 이용과 

리에 있어 앙정부  지자체의 개입과 의존으로 인한 농업용수 수리시

설 유지 리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최근에는 지역단 의 공동 랜드에

서 당  지향하 던 품질과 가치유지를 한 구성원의 노력  투자 부족 등

이 새로운 공유자원의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와 련한 공유자원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 계,공동어로수

역의 효율  리라는 공유수면의 자원배분 문제와 함께 행정학 분야의 효

과 이고 지속가능한 거버 스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반면,농 마을공

동시설,농업용수  수리계,산림계 등 통 인 농 지역 공유자원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분야별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3.1. 도 연구

오스트롬(1990)은 공유자원의 효과 인 이용  리와 련하여 죄수의 

딜 마를 우회하기 해서는 시장과 국가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율

 력조직이라는 제 3의 자율조직의 요성을 거론하고 자율  제도의 성

공조건을 8개로 제시하 다.조건부의 동 략,공유된 믿음, 비용의 감

시체제, 증 인 제재조치 등을 효율 이고 지속가능한 자율조직 구축의 

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조건을 ‘내부화(endogenous)’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강은숙·김종석(2010)은 오스트롬의 논제에 기 하여 공유재 딜 마 상황

의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의 해결 가능성과 한계

을 분석하고 있다.오스트롬의 연구결과를 심으로 공유재 딜 마의 해결

방안 모색을 개 하고 우리사회에의 응용가능성과 그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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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 의의가 있었으나 시론  수 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경돈·류석진(2011)은 오스트롬의 공유재의 비극을 우회하는 제도원칙을 

검토하면서 공유재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유재의 비극을 우회하는 방안을 순

차 으로 검토하고 있다.공유재 비극을 우회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비

배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그 다음으로 신뢰할 만한 약속,감시와 처

벌 등을 통해 배반보다는 동 략이 균형(Nash균형)이 되도록 유도하는 순

차  해결책을 제주도 동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정승진(2008)은 농민의 행  패턴을 공식 인 열린 락하에서 개인주의

 농민상과 통 인 공동체  농민문화에서 농민상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

석하 다.20세기 한국의 농민을 마을의 질서·규범을 의식하면서도 력  

행 와 개인주의  행 를 균형 있게 조합하고 선택하는 합리  농민으로서

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조건부 력을 통한 공

동체  농민문화의 존속이 반복–호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험을 최소화

하는 효율  사회안정화의 기제로 가능하 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지방행·재정제도를 확립하는 와 에서도 농 의 자치조직인 동계

류의 조직이 잔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박동성(2012)은 일본사회의 공유자원 리 방식을 지역사례연구를 통해 일

본 사회의 하부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공유자원의 양상과 리방식의 

변화를 역사  변천과정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일본사회의 공유재산 리

방식은 총유(總有)라는 념 속에서 만들어져 왔고,따라서 개인  이득보다

는 공동체의 이득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만장일치’의 의

사결정이 표면  원칙으로 정착되었다.그러나 구성원의 규모가 크거나 유

동 일 경우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기에 시 ,지

리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공유자원 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고 이에 

걸 맞는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이 요구되어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구성원

의 동질성을 조 이라도 더 확보하기 해 폐쇄 인 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근 화의 효율성 추구와 배체되지 않게 습법을 보완 으로 활용하

고 있는 사례를 함께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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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원 리 연구

김홍상·신은정(2004)에서는 농업인의 자율  참여기회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결핍–국가, 리주체,이용자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의 부재–

을 물의 효율 인 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국가의 농업용

수 리비용의 효율  운 을 해서 농업인의 참여확  방안 마련과 농업기

반공사 심의 농업용수 리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 다.박석두·김홍상·김

창호(2010)은 농 용수의 효율  이용  리방안으로 재의 수자원이용 

련부처와 법률의 복잡성과 다양화를 들면서 농업용수의 리조직 체제정

비를 농어 공사로의 일원화와 농업인 조직으로의 분권화하는 방안을 제시

하 다.

김홍상·김윤형(2013)은 수리시설의 리실태와 주요 을 농어 공사

리구역과 지자체 리구역으로 나 어 분석하면서 지역별,유형별 농업수리

시설 리 효율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앙정부–지자체–농업인의 

통합  리 거번 스 구축과 련하여 련 당사자들의 합리  역할분담과 

단계  이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3 산림자원 연구

강학모(1989)는 북지역 우수 산림계의 황과 계원의 의식동향을 분석

하고 있다.산림계는 당  남벌방지와 식목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해 조직

되었으나 연료림으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심사에서 멀어졌다가 최근 

송이,더덕 등 임산물 채취림의 공유자원  성격이 두되면서 산림계의 제

도분석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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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  공 자원 연구

오호성(1986)은 우리나라의 공동어업의 황과 문제 을 검토하면서 공동

자원의 합리  이용과 리를 한 정책 안을 모색하고 있다.연근해 수산

자원의 감소를 막고 공동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해 공동어장의 리가 

필요하고,이를 한 공동어장 리 칙 제정이 시 하다는 것을 공동어업

제도와 어 계의 분석을 통해 지 하고 있다.

박성쾌(2006)는 공유자원의 자율 조직화와 자율 리 분석을 한 이론  

틀을 제시하면서 “자율  제도 창출,신뢰할 수 있는 확약,상호감시”를 공유

자원의 효율  리의 주요 요인으로 규명하고 있다.한편,이들 요인을 담

보할 제도선택을 한 분석틀과 그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 이행에 

따른 비용  편익의 평가,제도변화의 비용,모니터링과 집행비용,거래비용 

등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 하고 있다.

옥동석·고 민·이혜연(2011)은 우리나라 어 사회의 공유자원 소유, 리,

이용에 제반 질서를 오스트롬(1995)의 방법론에 거하여 규명하고 있으나,

총론  분석과 어 갯벌,미역밭 등 어 사회 소유구조의 단편  사례분석

에 그치고 있다.

3.5. 마 공동자산 연구

김 선·이규천(2012)은 농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증 방안을 

논하면서 농 공동시설 활용에 한 지자체의 권한강화,지역사회 참여 강

화,지속가능한 농 공동시설 이용방안 구축, 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공동시설 이용 진  유휴시설 활용계획 수립 의무화,지자

체별 농 공동시설 운 주체로서의 제3섹터 조직 활용,농 커뮤니티 버스 

운 제도 도입,농 공동시설 리  활용에 한 표 매뉴얼 개발  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그러나 공유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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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성 차원에서 공동시설의 활용도와 유휴화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보

인다.

이병훈 등 4인(2012)은 농 지역 마을회  이용 활용도와 만족도 결정요

인을 분석하 다.마을회  이용자의 만족도는 시설의 물리  특성  이

용빈도에 의해서는 “+”효과가 나타났고,이용자의 학력수 과는 “-”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을회  활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마을

회의소,문화행사  교육,경로당,사교  조직활동 등의 세부  기능으

로서의 공간활용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농 지역 공유자원인 마을회

의 경우 지역의 동질성과 어메니티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에(Fujie2007)는 농 공유자원 운용에 한 집단행 와 련하여 마

을 커뮤니티의 특성변수인 마을의 (인구)크기,사회구조의 다양성 등이 농수 

 농로의 운용에 유의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냄으로써 농 마을

의 효과 인 공유자원 리제도는 다양한 마을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

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본 시가 의 자료를 이용하여 규명하고 

있다.인구크기는 공동체  농수  계수로 운용에 ‘음의 효과’,다양성은 

농수  계수로,농로 운 에 ‘양의 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3.6. 지역공동 랜드 연구

이소 ·오은주(2009)는 지방자치단체 랜드 자산측정  리방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랜드 리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랜드 자산 

측정과 지방자치단체 랜드 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최병옥· 창곤·김동

훈(2009)은 농축산물 랜드 육성정책 개선방안에서 유의  사례연구를 통해 

랜드 리능력의 한계를 지 하면서 산지의 유통  생산의 하부구조의 

조직화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원(2005)은 감귤의 정생산을 한 제도  틀을 모색하면서 감귤생

산주민의 생산의사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방안을 ‘제도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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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AnalysisandDevelopment:IAD)’방법론으로 모색하고 있다.제

주도 감귤의 경우 개별생산농가의 생산량은 체를 생각하지 않는 개별

에서 이루어지고,이는 과잉생산으로 연결된다.이를 가격 폭락이라는 외부

비경제(externaldiseconomy)가 발생하는 형  수인의 딜 마로 상정하여 

감귤생산 행 자체를 공유재로 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공동 랜드의 황과 육성방안 분석은 공유자원으로서 

랜드에 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제도 한 자원이라는 제도경제학  

차원에서 랜드 효율  리방안,즉 효과 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 랜

드 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제도 한 사회 공통자본으로 간주하여 공유자원분석의 틀로써 

분석하고 있다.우자와(Uzawa2005)는 사회공유자원을 자연자원,사회인 라 

자원,사회제도로 분석하여,공유자원에 있어 사회제도의 요성을 언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농 지역 (공유)자원의 이용  운 에 있어 갈

등분석,효율  이용  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의 지속가

능한 공유자원 리의 자율조직  거버 스 구축과 제도의 합리  진화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지역 공유자산의 효율  리방안 제시의 경

우에도 사례지역  련 기 의 황  의향조사에 머무르고 있다.제도변

화의 합리  반응  안정  진화 등 리제도의 거래비용 즉,‘신제도경제

학(NewInstitutionalEconomics:NIE)’측면에서의 농 지역 공유자원 운 의 

개선방안연구는 미흡하다.지역공유자원의 이용 실태  운용의 제도  분

석을 기 로 하고 자발 ·자조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분석하는 연구,즉 이용자의 합리성과 제도의 목 이 합치하는 유인일치성 

 여건변화에 따른 강건성 조건 등 제도의 진화  안정성에 한 사례  

기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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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범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공유자원은 ‘국공유림에서의 산림부산물 채취’,‘농업

용수  개시설 이용’,‘마을공동목 지 이용’,‘지자체의 지역공동 랜드 

사용’등이다.이들은 해당 농 지역주민의 이용 제한이 어려운 비배재성

(non-exclusiveness)이 있는 반면 공동사용에 따른 이용의 경합성(rivalry)이 있

다는 측면에서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진다.

지역공동 랜드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주민의 랜드 사용

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개별 참가자의 지역공동 랜드의 부가가치 유지  제

고를 한 노력  투자가 미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공동 랜드는 공

유자원의 특징인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무임승차문제).

한 지역공동 랜드를 다양한 품목에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품목 간 랜

드 유지 리의 일 성 확보가 어렵다.뿐만 아니라 단일 품목 내에서도 랜

드 가치를 유지·제고하기 한 노력  투자의 결여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와 련하여 ‘죄수의 딜 마'를 경감 

는 우회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자원의 배분 조정 메커니즘을 모색한다.본 

연구의 분석 상은 농업 련 공유자원으로 다음에 한정하여 유의 으로 사

례지구를 선택한다.

∙지역공동 랜드(상주시,부여군)

∙수리계(철원군,홍천군)

∙산림계(인제군, 화군)

∙공동방목장(제주시)

연구의 범 는 공유자원의 효율  이용  리를 사례 심으로 분석한

다.공유자원 이용의 비극을 우회하고,자원 리의 무임승차문제를 경감하기 

한 조건은 무엇이며,  력의 조건은 무엇이고,진화 으로 안정되기 조

건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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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 방법

5.1. 사 연구

사례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하나는 하드웨어 인 

것으로 마을 공동목 지 이용,산림부산물 채취,농업용수  개시설 이용

에 한 사례분석이다.이의 유의  사례 분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마을 공동목 지 이용사례(제주도)

∙시·군 리 구역의 농업용수  수리권 이용 사례(강원도 철원군,홍천군)

∙산림계 조직  운  사례(강원도 인제군,경상북도 화군)

두 번째로는 소 트웨어 인 것으로 지역공동 랜드 분석이다.이에 한 

유의  사례는 

∙상주시의 ‘명실 상주’,부여군의 ‘굿뜨래’등의 지역공동 랜드가 포함

된다.

5.2. 헌 및 도 연구

본 연구는 거래비용을 명시 으로 고려하는 신제도경제학 패러다임을 원

용한다.거래비용은 제도  조직 구조에 필연 으로 향을 미치며 따라서 

개인의 경제  선택에도 향을 미친다는 신제도경제학의 이론분석체계를 

따른다.

나아가 진화 경제학(evolutionaryeconomics)  진화게임이론(evolutionary

gametheory)에서 사용되는 진화  안정성(evolutionarystability)조건을 규명

1사례에 따라 마을단 ,면단 ,시·군단 의 분석범 를 유의 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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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반복–상호성’에 입각한 게임의 할인율을 계산함으로써 구성원이 직

면하고 있는 게임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이를 해 가상 수치 실험

(numericexperiments)과 시뮬 이션 방법론을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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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자원의 정의

재화는 이용의 속성인 배재성(exclusiveness)과 경합성(rivality)에 따라 성격

을 달리한다.배제성과 경합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화는 <표 2-1>과 같이 

분류된다.2

이용의 배제성은 특정 재화를 특정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배제성이 높다는 것은 특정인으로 하여  특정 재화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의 경합성은 자신이 재화를 소비할 때 타인의 재화 사용이 제한되는

가의 여부,즉 자신의 재화 소비가 상 방의 재화 소비에 ‘음’의 향을  

때를 일컫는다.경합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하나는 가격을 통한 것이

고 나머지 하나는 가격에 반 되지 않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통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에 반 되지 않는 외부효과를 통한 경합성이 분석의 

상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경합성을 외부효과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다.3

2배재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구분은 Samuelson(1954)이후 공공경제학 분야

에서는 공통지식(commonknowledge)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Bowls(2004)

를 참조하 다.
3이 경우 경합성은 ‘음의 외부효과(externaldiseconomy)’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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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화이용의 배제성과 경합성 기 으로 재화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먼  특정인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특정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한을 래하지 않는 재화

는 공공재이다.그 반 로 특정인의 이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인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이 가격을 통해 제한되는 재화는 사  재화

이다.

재화의 이용에 있어 특정 이용자를 배제하기는 쉬우나 이용의 경합성은 낮

은 즉,‘음’의 외부효과가 없는 재화를 클럽재화라고 부른다.클럽재는 ‘사용

료 재화(tollgoods)’, 는 ‘짓궂은 재화(spitegoods)’라고도 표 한다.특정인

의 사용을 배제하기는 용이하나 배제시키지 않더라도 재화의 이용에 있어 혼

잡,불편함 등 아무런 경합성 문제를 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

배제성은 낮으나 경합성이 높은 재화,즉 특정인의 이용을 기술 으로 배

제하기 어렵고,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재화로서 특정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한을 래하는 이용의 외

부효과가 있는 재화가 공유자원(commonpropertyresources:CPR)이다.5공유

재는 공동자산,공동소유재 등으로도 불리면서 일반 으로 특정지역의 주민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를 일컫는다.

표 2-1.재화의 종류

경합성
배제성

낮음 높음

높음 클럽재(clubgoods) 사 재화(privategoods)

낮음 공공재(publicgoods)
공유자원(commonproperty
resources)

4혼잡이 상되어 통행료가 부과된 도로에 막상 통행료를 내고 진입하 을 경우

도로가 한 하게 비어 있는 경우를 ‘짓궂은 재화’라 부른다(Bowls2004).이는 

자연독 (naturalmonopoly)이라고도 불린다.
5공유자원은 CPR, 는 간략히 공유재(commons)라고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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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와(2005)는 공유자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사회공통자본인 

공유자원은 ‘자연자본(naturalcapital)’,‘사회  인 라(socialinfrastructure)’,‘제

도  자본(institutionalcapital)’으로 구성된다.6

자연자본은 산,강,호수,습지,해안가,해양,수자원,토양,지구환경 등 자

연환경  자연자원을 뜻한다.사회  인 라는 도로,교량, 교통시스템,

기,하수처리시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통신  우편제도 등이 포함된다.제

도  자본에는 병원  의료시스템,교육제도,법  경찰제도,공공행정서비

스,재정  융제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한다.7

한편,사회간 자본(socialoverheadcapital)은 법률  조례,교육,공공보

건,교통  통신, 력  용수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의 수자원과 개

시설을 포함하는 사회  인 라와 제도  자본을 모두 포함한다.따라서 공

유자원은 기존의 사회 인 라와 제도  문화 자본으로 구성된 사회간 자본

에 자연자원까지 포함시킨 의의 사회간 자본이라 정의하여도 무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의 사회간 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회공통자본으

로서의 공유자원을 상정한다.구체  분석 상으로서의 공유자원은 다음 

에서 유형 구분되는,폐쇄  이용만이 허용되는 공동소유형태로서의 공유자

원이다.

6우자와(Uzawa)는 공유자원을 사회공통자본(socialcommoncapital)이라 정의하

고 있다.사회공통자본은 사회 구성이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유자원으로 

간주되어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  제도에 의하여 리된다.분류방식은 

인 것이 아니라 사회공통자본 는 공유자원과 이와 련된 사회  

에 의하여 기능  특성에 의하여 분류한 것이다.
7Throsby(2001)는 특정 사회의 문화 한 언어, 통과 마찬가지로 공유자원으

로 분류하여 효율  문화자원 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지역공

동 랜드는 제도  자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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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유자원의 유형

공유자원의 취득 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는 원칙 으로 그 사회구

성원에게 평등하게 근·배분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사회공통자본인 공

유자원은 개별사용자에게 유되지 않고 정부에 의하여 료 으로 간섭받

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방한다.그러나 개인에게 공유자원의 운 권  사용

권을 양도하는 것을 사 에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련하여 공유자원의 범 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Furubotn&

Richter2005).개방  근이 가능한 공유자원(open-accessCPR)과 폐쇄  

근만이 허용되는 공유자원(closed-accessCPR)이 그것이다.

개방  근이 가능한 공유자원은 아무도 승인된 재산권을 갖지 못하는 

자산으로서 공기, 양의 해수,우주공간 등이 포함되고 이를 개방  근 

제도(open-accessinstitute)라고 부른다.한편,폐쇄  근만이 가능한 공유자

원은 잘 정의된 그룹이 공동자산에 하여 재산권을 소유·형성하고 있는 경

우를 말하는 것으로 스 스,오스트리아의 산악지  마을 공동 목 지 등이 

포함된다.이를 공동소유 제도(common-propertyinstitute)라고 부른다.본 연구

에서는 폐쇄  근의 성격을 지닌 공유자원을 분석 상으로 한다.

3.공유자원의 특성:지리  여건과 기능 

농 지역에서 자연자원을 가 소유하고 있는가?농지를 제외한 외부성이 

강한 자연환경은 특정 개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이들 자원은 개방

 근이 가능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폐쇄  근의 공

유자원으로 정의된다(Dasgupta2010).

공유자원의 운 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의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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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남용이 래된다.따라서 공유자원 리의 주요 의제는 지역주

민의 공유자원 사용을 효율 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유자원의 비극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즉,공유자원과 련한 주요 과제는 사회  

에서 사회공통자본으로서의 최 리와 련한 제도 고안과 그 운 에 

한 문제로 귀결된다.공유자원의 이용에 한 과제는 비록 개인의 에서

는 최 이나 사회  에서는 최악이 되는 죄수의 딜 마를 우회하는 제

도  칙의 고안과 운 에 있다.뿐만 아니라 사회 체 으로 더욱 바람

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공유자원의 특성은 지리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공유자원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향 한 지역  특성에 향을 많이 받는다.이 에서는 

지리  여건에 따른 공유자원의 특성과 함께 공유자원이 지역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3.1. 공 자원  요

개발도상국의 농 지역에서 공유자원은 다수 주민의 소득 창출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가난한 농 지역일수록 공유자원으로부터 소득창출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인도의 경우 농  빈곤층 소득의 15~25%가 공

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고(Jodha1986),짐바 웨 농 지역의 경우 35~

40%의 소득이 공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vendish

2000).

인도의 경우 약 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농  빈곤층에 의하여 연료림 등 

농 지역 공유자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고,지구 체 으로 24억 명의 빈

곤층이 취사  열용 연료를 연료림으로부터 얻는다고 추정되는 바(World

ResourceInstitute2005)농 지역에서의 공유자원은 지역주민의 삶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결과 공유자원이 상 으로 풍

부한 농 지역의 경우는 그 지 않은 지역보다 체 농외소득원이 풍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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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 노임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편 공유자원은 에코시스템을 순환 으로 활용가능하게 하고 수자원,연

료,산림자원 등 재화를 공 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격한 변동에 따른 

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9

3.2. 공 자원  지리  특  

공유자원은 지리  여건이 불리한 지 ,즉 산악지 ,수리자원  개시

설이 부족한 지역 등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동 소유  재산 리와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심으로 발 되었다.강수량이 풍부한 습한 지역은 공동 

 공유재산제도가 상 으로 덜 발달되었다.경제활동여건이 미흡한 지역

에 공유자원이 발달하 다는 것은 공유자원의 존재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3.3. 공 자원  존재이 : 규모  경  험공

공유자원 이용과 그 리운 이 지리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심으로 

발 되었다는 것은 경제  여건이 미흡한 지역일수록 외부의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역의 부존자원이 궁핍한 지역일수록 자원이 개인

에게 분할되어 개별 으로 리·운 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자율 으로 

리·운 될 경우 규모의 경제와 험공유를 통해 구성원의 효용을 극 화할 

8다음 소 에서 언 되는 공유자원의 지리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자원제

도는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수리시설과 사회간 자본이 잘 발달된 지역보다 그

지 않은 조건불리지역에서 발달되었다.따라서 ‘농외소득원이 풍부하기에 농

노임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표 은 조건불리지역 에서 비교이다.
9우리나라의 경우도 송이계를 통해 연간 호당 평균 600여만 원의 농외수입을 올

리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 3장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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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자원을 개별로 잘게 쪼개어 운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리·운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다.기후 변동에 따라 특정지역의 생산성이 감소하 을 때 험 공

유가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을 개인들에게 불하하여 사유화할 경우 자원의 지리

 분포가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 경우 어떤 지역

을 불하받느냐에 따라 후생이 달라지기에 지역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

한다.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이 지역의 자원을 윤번(rotation)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자원을 공유화하는 것이다.즉,지역자원의 공동  이용  

리는 자원이용의 규모의 경제와 함께 험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후생증

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자원배분에 있어 사유제의 문제 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험 리 

문제,나아가 생산성 문제에 마이 스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환경시스템 한 과도한 세분은 상호 시 지 효과를 상실하여 한데 묶어 놓

았을 때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유재의 이용  소유의 

사유화는 공유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험 감소,생산성 증  등 외부경제

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공유자원을 불하받은 특정인의 권력을 증 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Dasgupta2010).

공유자원을 개인에게 분할 분양하여 개별 으로 리·운 하게 하고,상

호보험제도(mutualinsurancescheme)를 도입함으로써 개별  이윤추구동기 

부여를 통한 생산성 증 와 험분산을 통해 토 최 을 달성할 수 있으

나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구성원 개별 간 력  행 를 유인하는 데 

실패한다.

첫째, 력은 습  경향이 강하다.즉,특정 분야에서 력이 사라지면 

다른 분야에서도 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eabright

1993).둘째, 력은 특정부문에서 기회주의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문뿐만 

아니라 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추방시키는 강력한 제재(sanction)가 수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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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강건(robust)해진다.

이와 같이 한 분야에서의 력의 약화는 련 타 분야에서의 력의 견고

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그 결과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

어서 사유화는 본래 목 하 던 자원의 효율  배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이 채취의 산림계와 제주의 공동목장이 험공유와 규

모의 경제를 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자원 이용권을 국가 는 지자

체로부터 불하받아 공동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개별 으로 구획을 나  

경우 이용구간에 윤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4.공유자원 운 의 쟁

4.1. 공 자원 도  장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공유자원제를 이용한 자원배분은 구성원들의 

력을 유인함으로써 시장체제를 능가하는 자원의 효율  배분을 이룰 수 있

다.즉,공유자원제에는 구성원들끼리 자원이용을 공유함으로써 격한 기후

변화  세분화된 구획구분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불안 성을 

회피할 수 있는 험감소 기능이 있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를 통한 생산성 제고는 ‘양의 되먹임(positivefeedback)’을 통해 규모에 따른 

체증  수익(increasingreturnstoscale)을 얻을 수 있다.

한편,공유자원 리에 있어 사유화와 국유화가 안으로 제시되고 있으

10농 지역에서 상호부조  력시스템이 상호 빈번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유이

고,이는 반복게임으로 이론 으로 설명 가능하다(부록 참조).
11자세한 것은 사례분석 제 3장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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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자원의 사유화와 국유화는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야기한다.먼

 사유화의 경우 (1)타인의 재화사용 배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감시, 상,

규칙이행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인 직 비용이 증 할 뿐만 아니라,(2)공

유자원이용이 포기되었을 때 잃어버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 험공유 등 기

회비용으로서의 간 비용이 발생한다.12국유화의 경우는 집단행동으로 인

한 무임승차 문제와 이로 인한 리비용 등 공유자원의 거래비용이 증 하

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래한다(Olson1965).

4.2. 공 자원운  과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과제로는 먼  공유자원의 사용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즉,자원이용의 연계성  

네트워크화 등으로 개인  자원을 많이 보유한 주민이 더 많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3

그 결과 공유자원의 기본  특성인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이용에 있어 공

평한 근과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공유자원의 남용과 부

한 공 리 문제를 야기한다.공유자원의 남용(appropriatonproblem)  

부 한 공 리(provisionproblem)문제는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두 번째 과제로서 공유자원이 풀어야 할 원한 숙제이다(Ostrom·Gadner·

12사유화가 유리한 경우는 재화의 선택  이용을 가능  하는 재화이용의 차별

 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발 으로 타인의 재화 근을 배제하는 비용이 

낮아질 경우이다.
13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의 공동목 지 이용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상이 나

타나고 있다.소를 많이 가진 자가 그 지 못한 자보다 공동목 지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왜냐하면 목 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두당 입

식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입식으로 인해 추가 으로 발생하는 혼잡과 

외부불경제에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자세한 것은 사례분석 장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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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1994).

공유자원의 남용과 부 한 공 리는 첫째,소유권의 불명확 는 기

존의 사회  칙  제도의 붕괴로 공유자원의 유지와 지속  공 가능성

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투자가 유인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개발도

상국의 경우 정쟁  내분,부패 등으로 기존의 통  규칙  제도가 붕괴

되어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과소투자가 수반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한다.둘째,인구팽창 한 공유자원의 남용을 래한다.셋째,부 한 정

부개입은 자율  운 을 간섭하고,기존의 통  유인일치 제도(incentive

compatabilitysystem)를 괴함으로써 공유자원의 자치  리를 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넷째 이는 동  력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공유자원의 

효율  이용  리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서 동  력시스템의 붕괴는 사유화 

 시장경제의 발 으로 개인투자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자산의 리  

운 의 통 력시스템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Mukhopadhyay2008).

뿐만 아니라 외생 으로 주어진 외부로부터의 기술  시설물 도입 

한 통  력 시스템의 붕괴를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strom1996).

오스트롬은 네팔의 수리시설 사례를 들어 사려 깊지 못한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상류지 와 하류지 의 보   리의 통  력시스템이 붕괴하

는 과정을 보고하 다.14

지역의 인구유출 한 공유자원의 리부재와 부 한 공 으로 이어져 

지역공유자원을 소멸시킴으로써 통  동  력시스템의 붕괴를 가속

화시킨다.나아가 은 층을 심으로 외부세계와의 기회 증 는 이들 

계층을 심으로 통  습  제도 이행에 구속(commitment)되지 않으려

는 경향을 발시켜 통  력시스템이 향후 지속 으로 작동 가능하리라

는 데에 의문을 래한다.그 결과 통  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역공동

14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홍천군 장수원 수리계가 이 경우에 속한다.다음 장의 

사례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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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편익이 폭 할인되어 통  력시스템의 미래가치,즉 미래에도 

통  력시스템이 존재할 믿음이 차 감소함으로써 통 공유자원 시스템

의 지속가능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5

15이론 으로는 통 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따른 사회  할인율(socialdis-

countrate)을 구할 수 있고 이 게 구해진 사회  할인율보다 높은 확률로 

통  력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복–호혜 력하는 략이 내쉬 

균형이 된다.이와 간련하여 다음 장의 분석의 틀에서 래정리(FolkTheorem)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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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농 지역의 수리시설 이용  리 사례

(1)상·하류 농민들의 보  의 리에 있어 통 으로 력 계가 유

지되었다.인구규모상 서로 력함으로써 개시설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었고,수자원 이용에 있어 상·하류 주민들 간의 형평성이 담

보되었다.그 결과 수자원과 개시설의 이용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을 동시에 달성하 다.

(2)(정부 는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보, 수지)상류에 근 기술  시설

물 도입으로 하류인의 도움이 없더라도 개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어

려움이 사라졌다.그 결과 상류주민은 보의 유지·보수·리에 하류주

민의 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하류주민의 수자원 수요에 해 

무 심으로 이어졌다.그 결과 상·하류 주민들 간의 력수요는 감소

하 고,상·하류 간의 통  력시스템 붕괴가 래되면서,수자원 

이용에 있어 형평성뿐만 아니라 하류주민의 용수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악화로 지역 체의 농업생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부유한 자는 개별 개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자원의 의존도가 낮

아졌고,그 결과 공유자원유지  리에 투자 조가 조해졌다.한

편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의 증설한 개별 개시설 때문에 기존 공유

개시설의 수량  지하수의 고갈로 인해 생산성 악화에 직면하 다.

사례 출처:Ostrom(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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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 자원  효  운  고하  한 조건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은 공유자원에 한 할인율로 나타낼 수 있다.즉,

특정 공유자원의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공유자원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

는 믿음이 다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공유자원의 존재의 지속가능성을 증

시키면 공유자원의 효율  이용과 리가 담보된다.공유자원의 지속 가

능성은 다음의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첫째,구성원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공유자원의 지속가능성 한 높아진다.

구성원들이 채택하는 생산기술이 이질 이지 않고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문화  역사 으로 동질 일 때 공유자원의 력  이용과 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둘째, 렴한 소통비용(communicationcost)과 셋째,사회구성원으

로서의 공약 이행비용이 렴할수록 공유자원의 력  이용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구성원의 수가 소규모인 집단,즉 자신들의 칙과 규율을 자

발 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는 ‘공유의 비극’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난다.따라서 (1)공유자원의 수혜집단을 규정하고,(2)구성원의 의무  

지사항 등 기본 칙을 책정할 때,구성원들이 자신을 제외한 타 구성원들이 

이 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경우 자신들 한 이 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때문에 공유자원의 이용  리에 한 새로운 규칙  제도는 작

스  도입하는 것보다는 구성원들의 신뢰와 측에 바탕을 둔 진  근

(adaptiveprocess)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재 : 일벌백계 또는 진  재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구성원이 사 에 합의된 규칙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제재 방법과 수 에 해 두 가지 략이 있다.강력한 일벌

백계와 진  제재가 그것이다.16

결론부터 말하면 강력한 일벌백계는 시장경제에 근 할 수 있는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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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진  제재는 공유자원 리 시스템 이외의 

안 즉,시장경제라는 안이 부재할 경우에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trom·Gadner·Walker1994).

일반 으로 공유자원은 친족  족 계,사회공동체 등을 통해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시장경제  성격을 가진다.따라서 규칙을 어겼을 때 

제재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공동체 칙은 규칙을 어겼을 때 어긴 자가 경제행 를 할 수 있는 다른 

안이 있을 경우에는 추방,공유자원의 사용 지 등 일벌백계 형태의 강력

한 제재를 취하고,그 지 않고 공동자원 이외의 안이 없을 경우 강력한 

제재보다는 진  제재를 가한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첫째,규칙을 

어겼을 때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경우 규칙을 어긴 자가 제재를 받더라도 기본

인 경제행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공유자원 이외의 안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 한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즉, 통기제의 안이 있을 때,규칙 반 시 제재가 강

하지 않을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규칙을 지킬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진  제재가 요구되는 경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유자원 이

외의 안이 없을 경우에 주로 이행되는 벌칙이다.이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자원 운용의 칙을 잘 어기지도 않지만,어긴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강

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상 으로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즉,

규칙 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자와 규칙을 어긴 자로 의심받는 용의자 간

의 규칙 반행 에 한 정보의 비 칭성(informationasymmetric)으로 인해 

규칙 반 여부를 100%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정보가 비

칭 일 경우 진  제재는 오류로 인한 억울한 제재를 가능한 이고 한 

16 래정리를 증명할 때 일벌백계 방식의 제재 수단을 암묵 으로 가정하고 있

다.따라서 일벌백계의 제재 칙이 공유자원의 이용  리에 있어 조  

략을 유도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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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들에 한 경고 의미와 함께 다음에는 잘하라는 신호(signaling)의 기

능도 있기 때문이다.

5.지속 가능한 공유자원 리제도의 조건

의 제재수 과 함께 공유자원의 효율  이용과 리를 해서는 감시 

 제재를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리조직의 설계가 요하다.성공 인 거

버 스 구축을 한 제도설계 원칙은 다음의 8가지 기 으로 요약되고 이 

경우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리제도의 디자인에 필요한 칙이 충족되었다

고 한다.즉,공유자원의 효율 인 이용  리와 련하여 죄수의 딜 마

를 우회하기 해서는 시장과 국가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율  

력조직이라는 제 3의 자율조직의 요성이 거론되면서 자율  운 제도의 

성공조건은 다음과 같다(Ostrom1990,p.90).

5.1. 명 하게  경계(clearly defined boundaries): D1

공유자원 체계로부터 자원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과 

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공유자원 자체의 경계 한 명확하게 정

의되어야 한다.즉,공유자원의 이용범 와 이용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가장 요한 원리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자원의 경계를 규정하고,

그 사용이 허가된 사람들을 규정하는 일이다.공유자원의 경계를 규정하고 

외부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지의 이용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생산

된 편익이 노력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편취당할 험에 놓

인다.이 경우 공유자원 이용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이 기 하는 수 의 보상

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최악의 경우 공유자원을 유지하기 한 노력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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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공유자원의 잠재  이용자의 수가 많고 수요 한 많은 상태에서 공유자

원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자원체계 자체의 잠재  괴 가능성 때문

에 이용자들이 추측하는 공유자원의 할인율은 100%에 육박하게 된다.이 경

우 공유자원 이용자 모두의 지배  략은 공유자원을 남용하고 도망가는 

것이고,공유자원의 지속  이용은 증발하는 ‘공유자원의 비극’에 빠진다.따

라서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즉 비배제성을 이는 것은 공유자원의 성공  

리를 한 첫 번째 조건이다.

5.2. 사용 및 공규  지 조건과  부합 (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D2

자원 유량의 시간,공간,기술 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 규칙은 지조건

과 연계되어야 하며,노동력과 물자,  등을 요구하는 제공규칙과도 맞아

야 한다.공유자원의 사용과 리규칙은 지역여건과 부합하여야 한다.

잘 정비된 공유자원의 이용  제공규칙은 공유자원의 공동이용을 지속시

키는 데 필요하다.이와 련하여 가장 많이 용되는 규칙은 가장 많이 이

용하는 자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5.3. 사용자  집합  택과 에  참여(collective-choice 

arrangements): D3

실행규칙에 의해 향을 받는 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행 규칙을 수정하

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즉,공유자원의 이용과 부담 규칙결정에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자원 이용자들은 지역의 지리 ·사회경제  환경과 여건에 익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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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해 환경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규칙을 잘 수정·보완할 수 있다.공유

자원의 사용자들로 하여  상호 간 의를 통해 공유자원의 이용  제공에 

한 규칙의 수정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공유자원 이용의 효과  칙의 

설정뿐만 아니라 자기 감시  조정을 통해 공유자원의 효율  이용과 리

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4. 감시 동(monitoring): D4

공유자원체제의 황  사용 활동을 극 으로 감시하는 단속 요원은 

그 사용자들 에서 선발되거나 사용자들에 해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

감시활동의 정보비 칭성,즉 감시자가 공유자원이 치한 지역 실정과 

공유자원 이용자들의 행태에 밝지 않을 경우 효율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유자원 이용 정보에 밝은 지역주민 

는 사용자들 에서 단속요원을 선발하는 것은 정보비 칭으로부터 발생

하는 자원의 비효율  배분을 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5.5. 증  재 조 (graduated sanctions): D5

실행규칙을 반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이나 이들을 책임지는 리 

는 양자 모두에 의해서 반 행 의 경 과 맥락에 따른 증  제재 조치

를 받게 된다.소규모 동질  집단의 경우 진 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 일 수 있으나, 규모 이질  집단의 경우 한 번 규칙을 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즉,구성원으로서 우해주지 않고 원히 조하지 않는 

제재)를 처음부터 지속 으로 실시한다는 규칙을 용할 경우 게임 참가자

들은 처음부터 규칙을 반하지 않는다.

설계규칙 (4),(5)는 부록에서 설명되는 ‘구 정리(FolkTheorem)’의 핵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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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즉,공유자원의 이용자들이 공유자원을 단기간에 남용하지 않고 사

회 으로 바람직한 수 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감시와 제재

가 요한데,감시는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제재는 앞에서 언 한 분석한 바와 같이 공유자원이 치

한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에 의하여 진  는 일벌백계 방식이 결정되

어야 한다.

5.6. 갈등해결 장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D6

이용자들 간 혹은 이용자와 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해 지방

수 의 갈등해결장치가 있으며,분쟁당사자들은 렴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직하게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 는 불가피하게 규칙을 따를 수 없는 사

람들에 해 수 이 가는 제재유   보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든가 

는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규칙은 불공정한 것이 되고 순응률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식 인 갈등해결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유자원의 이용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의 유지

리 노력  투자가 사회 으로 바람직한 수 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

음으로써 장기 으로 공유자원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5.7. 소한  자 권 보장(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D7

이용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권리가 외부 권 체에 의해 

도  는 제지받지 않아야 한다.

공유자원의 이용자들은 공유자원의 자치  리를 해 공식 인 정부

할 지역을 따로 만들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규칙을 고안한다.만약 정부를 포함



농 지역 공유자원의 황과 특성  33

한 외부기 이 자신들만이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어느 특정 

이용자가 규칙을 어기고자 할 때 외부기 과 야합하여 그 지역의 규칙을 무효

화할 수 있기에 지역의 공유자원의 이용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8.  합  사업 단 (nested enterprises)17: D8

큰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유자원에 해 이용,제공,감시,단속,분쟁해결 

그리고 규율  활동은 층집단성 사업구조로 조직된다.복잡하고 지속성을 

가진 공유자원은 수 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지역– 역– 국

할 등 층 으로 집단화되어 있다.

이 경우 상  집단의 규칙 없이 그 하  집단에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규칙의 존속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불완 한 체제를 낳는다.따라서 큰 시

스템의 일부로서의 공유자원의 이용  리 규칙은 ‘부분게임완벽균형

(subgameperfectionequilibrium)’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상·하  

계층조직의 규칙 간 정합성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8

이와 같이 오스트롬은 조건부 동의 략,공유된 믿음, 비용의 감시체

제, 증 인 제재조치 등을 효율 이고 지속가능한 자율조직 구축의 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조건을 특이하게(ad-hoc)외생 취 함

으로써 효율 인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 조건의 내부화에 한 규명이 미

흡한 실정이다.즉,공유자원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유인일치  제도’의 

발  메커니즘 규명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공유자원 체제가 규모 체계의 부분으로 있는 경우 이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18부분게임완벽균형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균형이 체 상황에서도 균형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균형이 특이 조건에 의하여 반응하지 않고 직 으

로 달성될 수 있는 상황(reachedpoint)에서 안정되게 반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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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제도분석틀(IADFramework)

물리  조건
(Physical/Material
Condition)

공동체의 속성
(Attributesof
Community)

사용규칙
(Rule-in-Use)

행 의 장

(Action

Arena)

행 상황
(Action
Situation)

행 자들

(Actors)

상호작용 패턴
(Patternsof
Interaction)

결과
(Outcome)

평가기
(Evaluative
Criteria)

자료:Ostrom,Gardner&Walker(1994,p.37).Fig.2.2.수정.

이에 오스트롬은 제도분석틀(InstitutionalAnalysisandDevelopmentFramework:

IADFramework)을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속성  규칙의 변화

와 이로 인한 행 의 장 변화,이로 인한 상호작용패턴 변화는 새로운 결과

를 래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해서는 상호작용 패턴과 그

로 인한 결과를 평가하는 기 을 마련하고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유자원의 이용과 공 과 련한 개인의 행 는 공유자원의 이용  공

 규칙,공유자원의 물리  속성,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개인들이 속한 공동

체의 속성 등에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따라서 공유자원의 이용에 있어 개

인의 행 를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공유자원의 사용규칙뿐만 아니

라 공유자원의 이용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속성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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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공동 랜드

1.1. 개요

최근 지자체 는 생산자 조직이 연합하거나 시·군 단 의 지자체가 개발

주체가 되는 시·군 단  지역 공동 랜드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기 지역 랜드는 강원도 ‘맑은 강원’,경기도 ‘G마크’등과 같이 시·도 

는 시·군의 인증표시 개념으로 개되었으나 2000년  들어서면서 공동

랜드 개념으로 확산·발 되고 있다(박 범 2009).

단순히 박스 도안,포장,규격을 통일하는 단계를 넘어 마  창구의 통

합,공동 랜드 홍보  은 물론 지역축제와의 결합으로 지역이미지화

까지 추구하는 단계로 발 하고 있다.19여러 품목을 운 함에 따라 마  

19지역 랜드화는 지역 그 자체를 랜드화(RegionalBrand:RB)하는 것과 지역

의 상품을 랜드화(ProductBrand:PB)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자를 ‘지역의 

랜드화’,후자를 ‘상품의 랜드화’라 규정한다.일반 으로 지역 랜드 는 

지역 랜드화라고 하면 양자를 모두 지칭하며,두 랜드의 상생(相生)을 통해 

지역 랜드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이를 해선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 다른 지역의 소비자(주민,기업 등)에게 호의 인 평가를 받아 지역의 이미

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한다.지역의 인기 상품이라고 해도 그 

상품이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지역 랜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형남·한 식 20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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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도가 하되기 쉽고 이해 계자가 복잡하여 랜드 리체계를 구축하

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농 의 연합마  사업  정책지원과 연

계되면서 성공 인 지역공동 랜드로 성장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 랜드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

거나 다수의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여 시·군 단  이상을 범 로 하는 지역 

‘공동 랜드’를 이용하는 비 이 16.6%(1999년)에서 21.9%(2006년)로 증가하

다(최병옥· 창곤·김동훈 2009).개별 랜드의 등록비 이 1999년 21.4%에

서 2006년 41.8%로 증가한 것에 비해 공동 랜드의 등록비 은 동 기간 

49.4%에서 62.8%로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랜드의 활성화 정도를 나

타내는 랜드 등록 비 이 공동 랜드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품

목별로 보면,품목공통 랜드가 공동 랜드 비 이 높고 등록비 도 높게 

나타나며,식량작물,과실류,축산물이 그 다음으로 공동 랜드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 지역  공동 랜드는 공 자원 

지역의 생산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상품가치를 증 시키고,차별

화된 수요를 창출하기 해,지역의 지리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 습,제

도 등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을 랜드화하고 있다.20지역 랜드

화를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선 련 자치조직의 구성과 함께 모니터링 

 제재수단의 구비가 요하다.

지역 랜드는 련 지역주민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원

칙 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이용의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이 성립한다.따

20 랜드 개념을 장소나 공간 개념과 연계시켜 상품(농/축/수/특산물 등), (축

제,이벤트 등),그리고 지역 자체의 이미지화를 다루는 것이 지역 랜드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지역상품 랜드(PB)를 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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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은 공동 랜드를 사용할 권한을 갖

는다.

공동 랜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는 농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을 

가진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때,이를 효과 으로 감시·제재할 수단이 결여되

거나 감시  제재비용이 클 경우 공동 랜드로 출하되는 상품은 당 기

와는 달리 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품질의 상품이 출하되기 어렵다.규칙을 

어길 경우 얻을 수 있는 한계편익이 규칙을 수할 때 소요되는 한계비용보

다 크기 때문이다.

지역 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해서는 지역 랜드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일정수  이상의 품질을 가진 농산물을 출하하여야 한다.엄격한 품질 리,

선별  포장작업 등 개별 농민의 입장에서는 랜드 품질을 유지하기 한 

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만약 개별 농민들이 품질 유지  차별화를 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 개별 농민은 노력  투자비용을 온 히 

아낄 수 있으나 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참여자들에게 골고루 

가된다.따라서 농민들은 랜드 가치의 유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는 여기에 소요되는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그리하여 공동

랜드 사용 시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을 담보한 농산물이 출하된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그리고 이를 효과 으로 감시·제재할 수단이 결여되거

나 감시비용이 클 경우 공동 랜드로 출하되는 상품은 당  기 와는 달리 

하품이 출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 한 특정 공동 랜드가 일정수  이상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경우 그 공동 랜드에 한 선호는 감소한다.이에 생산

자들은 그 공동 랜드 하에 일정수  이상의 고품질 농산물을 공 하는 

신에 오히려 하품의 상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역선택(adverseselection)문제

가 발생한다.공동 랜드의 경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감시  제재 수단

과 그 체계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품질제고’  ‘명성 쌓기(reputation)’에 무

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당  기 하 던 랜드를 통한 상품차별화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는 달성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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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수가 공동 랜드를 사용할 경우 랜드의 명성  품질 유지가 어

려운,소  랜드 사용에 있어 경합성이 발생하여 랜드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역의 공동 랜드 활용과 운 은 공유자원의 성격을 지

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1.3. 상주시 공동 랜드

1.3.1개요

재 상주시에는 공동 랜드 ‘명실상주’,‘명실상감 한우’,‘천년고수’등 

다양한 공동 랜드가 사용되고 있다.‘명실상주’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10

 농산물  상  20%의 농산물을 상으로 하는 반면 ‘천년고수’는 상  

10%의 농산품(곶감 등)을 상으로 하고 있다.‘명실상감 한우’는 상주시 한

우사육농가  극소수 최상품 한우에 랜드를 부여하고 있다.

‘명실상주’는 상주시의 10  농산물인,곶감,오이,배,사과,포도 등에 

하여 상  20%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해서만 랜드의 사용권한을 주

고,잔류농약검사 등의 리에도 직  여를 하는 등 상주시 차원에서 고

랜드 창출을 해 2006년부터 시도하고 있다.‘명실상주’의 사용권한

은 상주시에 있고,품질규정으로 곶감의 경우 당도 12 릭스(brix)이상 

규정 등을 두고 있다.그 결과 상주시 ‘명실상주’ 랜드를 사용한 농업인

의 평균소득은 일반 농가에 비해 약 10%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한편 2007년 과실 랜드육성사업에서 국 10개 표 

사업자로 선정되어 3개년 동안 총 10억 원(3억,3억,4억)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21우자와(2005)는 공유자원에 지역자원을 아우르는 제도  칙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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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는 제 2기 신활력사업의 축산분야 랜드 개발 지원사업으로 ‘명

실상감 한우’랜드를 개발하 다.222007년 ‘명실상감 한우’ 랜드를 만들

기  상주시에 3만 두 가량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었으나,2013년 재 한우 

사육두수는 7만 6,000두로 성장하 다.사양  품질 리에 한 자체 규정

을 두고 있으며,축산 동조합에 가입한 3만여 농가들  제시된 규정을 통

과한 120여 농가만 ‘명실상감 한우’ 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

다.23

그러나 지역 공동 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랜드 진

입장벽에 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랜드 진입을 해서는 까다로운 조건

을 통과 등 랜드 사용과 리에 있어 지나친 규정에 한 불만이 제기되었

다.24

랜드 사용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감시  제재 등 리에 있어 융통성

을 보이면서 최근 ‘명실상주’ 랜드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포장박스 지원에

만 그치고 있다.그 결과 농민들의 공동 랜드 참여는 자치단체의 지원 로

그램이 이 질 때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명성 쌓기  인지도 

제고 등 랜드 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1.3.2. 랜드 리 조직  규칙

기존의 ‘명실상주’라는 곶감 랜드의 인지도가 하락하고 지자체로부터 

실질  보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랜드 가치를 지속 으로 유지·발 하

고자 하는 리주체의 의지가 결여됨으로써 새로운 공동 랜드를 만들고자 

22‘명실상감 한우’ 랜드 구축  ‘상감한우(상주의 감을 먹은 한우를 의미)’라

는 랜드가 있었으나 국 으로 유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진다.
231+이나 1++등의 상 등  정을 받을 경우 두수당 지원 이 나오므로 품질 

향상을 한 노력 경주.
24 품의 경우 랜드를 달지 못하여 매가 어려운 까닭에 기 을 완화해달라

는 요청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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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상주곶감발 연합회는 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새로운 곶감 랜드인 ‘천년고수’를 개발하 고,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자체로부터 ‘명실상주’ 랜드 리권한 이양을 희망하고 있다.

가.상주곶감 F&G 농조합법인

상주곶감 F&G 농조합법인은 2005년 약 350명의 출자자들이 모여 설립

되었다.2013년 재 580여 농가가 농조합법인에 참여하고 있다.

상주곶감 F&G 농조합법인에서 운 하는 곶감 선별장  유통센터는 

상주시 헌신동 1만 3,734㎡,지상 4층 건축면  3570㎡(1080평),사업비 57

억 8,200만 원이 투입되어 건립되었다.신활력지원사업으로 2008년 8억 원

(토지기반 3억,기계설비 5억),2009년 7억 원,2010년 5억 원이 지원되었다.

유통센터에서는 상주곶감 집하–공동선별–포장– 장–유통이 일원화되

어 운 되고 있다. 한 별도의 곶감  가공품 매장 이외에도 유통센터 

내 체험교실,박물 ,국내외 바이어 견실,인터넷 쇼핑몰 운 센터,유아

방,연구실,소비자상담실이 설치·운 되고 있다.

상주곶감발 연합회 F&G 농조합법인은 2007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상

주곶감 지리 표시를 인정받아 등록하 다.2005년 상주시 외남면 곶감특

구지정,2008년 특허청 상주곶감지리 표시제 등록,2008년 ‘천년고수’ 한

민국 랜드 상,2008년 청와  통령 선물납품,2010년 NBA2010부문별 

경쟁력 1  랜드(지역 랜드)등의 수상경력을 보이고 있다.

상주곶감 ‘천년고수’는 곶감 에서도 최고 품에만 랜드 사용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결과 ‘천년고수’ 랜드의 신뢰도  명성 쌓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나.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0년부터 오이를 공동선별하고 있으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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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상주곶감유통센터 내·외부 경

원들이 공동선별과 공동계산에 한 이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25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 조합공동사업이 견실하게 운 이 되고 있는 것

으로 악되었다.오이의 경우 회원조합의 고유 랜드인 ‘칠백리’를 사용하

고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명실상주’ 랜드의 지속  리가 재 이 지지 

않고 있기에 ‘명실상주’이미지가 더 악화되기 에 이를 상주시로부터 이용 

 리권을 이양 받아 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의 지자체장은 기존

의 ‘명실상주’ 랜드의 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바, 리주체의 

확고한 의지가 없을 경우 랜드의 발 이 이 질 수 없을 것이라는 단 때

문이다.민선 지자체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기 지자체장이 개발한 이  

랜드의 활용에 한 정책의지가 없을 때 지역 랜드의 연속성이 상실된다.

따라서 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해서는 8가지 제도설계 원칙  

(1),(2)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명확한 정의와 사용규칙  조건이 지여건을 

하게 반 하지 못할 경우 지역공동 랜드로서 지속  발 이 어렵다는 

25 재 오이와 양 를 심으로 공동선별하고 있다.선별과 포장재 사용 등에 발

생하는 모든 비용(4%의 수수료)은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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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명실상주’ 랜드 사용을 해서는 품질 리원의 표시기 과 지자체 

랜드 기 을 따라야 한다. 랜드란 소비자에게 믿고 살 수 있는 인지도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를 해선 공동선별과 공동계산이 필수 이고 

이를 진하기 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1.3.3.조정게임과 진화  안정성

이 에서는 상주시의 지역공동 랜드가 성공 으로 정착되기 한 조건

과 외부의 여건변화에 쉽게 소멸되지 않는 진화  안정성 조건을 규명하고

자 한다.분석방법론으로는 조정게임에 수치  시뮬 이션이 이용된다.

지역공동 랜드는 조정게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26 즉,상주시 농민들이 

지역공동 랜드에 참여하고, 랜드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자발 으로 경주

하는 조  경우와 공동 랜드에 참여하지 않는 비 조  경우가 모두 내

쉬(Nash)균형이 되는 경우로 상정된다.

<부표 2>의 조정게임을 이용하여 상주시의 공동 랜드가 지속 으로 사

용되는 력  략이 되기 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이를 만

족할 수 있을 정도로 련 농민들이 공동 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27






26조정게임은 게임 참여자가 자신과 상 방이 선택할 수 있는 략의 조합인 

략 로필(strategyprofile)에 해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경기자 모두 

같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고,같은 행동 가운데에서도 더 선호되는 행

동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내쉬 균형은 3개로서 2개의 순수 략과 1개

의 혼합 략이 있는데 더 선호되는 행동이 균형 략으로 선택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름이 유래하고,공통이해게임(gamesofcommoninterest)

라고 부르기도 한다(왕규호·조인성 2004,p.22참조).부록 참조.
27자세한 식 유도는 <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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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상호 조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뜻하고,b는 상호 비

조 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c는 상 방이 조할 때 내가 비 조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d는 그 반 로 내가 조할 때 상 방이 비 조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와   조건하에서 (조, 조),(비 조,비 조)라는 두 개

의 순수 내쉬 균형과 한 개의 혼합 내쉬 균형이 있다.즉,새롭게 도입된 지

역공동 랜드를 유지·발 시키기 해 상호 조하는 략과 지역공동 랜

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지역공동 랜드가 구축되기 이 과 동일하게 (상

호 력하지 않는)행동하는 략 한 내쉬 균형이 된다.우리는 (조,

조) 략,즉 지역공동 랜드를 사용하고 이를 유지하기 해 참가자들이 노

력과 투자를 행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이 되기를 희망하고,이 균형이 외부여

건변화에도 쉽사리 변경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기를 희망한다.28

의 식을 만족하는 정도로 조하는 무리들이 있다면,즉 조하는 구성

원이 비 (p)이 의 식을 만족하면 새롭게 도입된 지역공동 랜드를 사용하

고 이를 수하는 것이 진화 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주시의 지역공동 랜드 사용 시 소득이 10%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따라서 a=1.1×b가 성립되어 다음 식을 만족하는 비 만큼 구성

원이 력 략을 사용한다면 지역공동 랜드는 진화 으로 안정되어 있어 

주변여건에 쉽사리 변화하지 않고 지역공동 랜드 사용과 이를 하게 유

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에서 c=d=0일 경우 공동 랜드가 진화 으로 안정되기 해서는 구성원 

×


≃ 이하의 확률로 비 조하여야 한다.

28여기서 안정조건이란 진화 으로 안정된 균형(EvolutionaryStableStrategy:

ESS)을 말한다.자세한 것은 <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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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하는 농민의 비 이 47.6%이상이 되면 공동 랜드에 가입하고,공

동 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해 노력하는 략이 주변여건변화에 안정 으

로 응할 수 있는 진화 으로 안정된 략이라는 것이다.바꾸어 말하면,

구성원의 약 47%만이 비 조  략,즉 공동 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

동 랜드 사용은 진화 으로 안정 이라는 것이다.

지역공동 랜드 사용이 진화 으로 안정되기 해서는 공동 랜드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a’가 폭 증가하거나,이탈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c’

가 작고,상 방이 이탈하더라도 공동 랜드에 남아 있는 농가의 수익(‘d’)이 

클 경우이다.이는 공동 랜드 리방안은 상품차별화를 통한 시장 독  

지  강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상품차별화는 (1)이탈 시 제재를 강화,

즉 ‘c’감소,(2)기  통과 시 지원강화,즉 ‘d’증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한편 수치시뮬 이션의 결과 한 의 결과를 뒷받침한다.수치 시뮬

이션에서 이탈 시 제재가 강화되어 ‘c’값이 작아질수록,그리고 력할 때 

지원이 강화되어 ‘d’값이 커질수록 공동 랜드 참여 시 상호 력하는 것이 

진화 으로 안정된 략(EvolutionaryStableStrategy:ESS)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력하지 않는 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상호 력 략이 소멸

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 로 이탈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고, 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지원이 을 경우 상호 력하여 랜

드 가치를 지키는 략은 공동 랜드 참여자의 상당수가 력한다는,수치 

에서 83.3%이상이 력 략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이 진화 으로 안

정된다는 것을 뜻한다(<그림 3-2>참조).

한편 력하 을 얻을 수 있는 수익 ‘a’가 커질수록 참여자의 력 략선

택 비 이 낮아지더라도 ‘력– 력’략이 ESS가 되기 수월한 것으로 나

타났다.즉,‘a’가 증가할수록 ‘력– 력’략이 ESS가 되는 침투확률은 낮

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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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토 우월한 상호 력 략이 ESS될 참여자의 최소 력확률

- 력침투확률 시뮬 이션-b=1,0<c,d<1경우

확률

d값

c값

실제로 상주시의 경우 공동 랜드인 ‘명실상감’에는 품질경쟁력이 떨어지

는 하품을 출하함으로써 랜드가 제공하는 명성효과가 조한 실정이다.공

동 랜드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공동 랜드로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지역 

농민  련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랜드 진입조건이 완화되었고 이

는 참여 상품의 품질 낙후(역선택:adverseselection) 는 고품질과 품질이 

혼합됨으로써 부가가치가 낙후되는 혼합(pooling)균형이 발생한다.

실제로 오이의 경우 ‘명실상감’공동 랜드로 출하되어 20%정도의 하품

이 섞여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이는 ‘운 권 +공동선별 +

공동계상’이라는 지역농업 활성화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악되어 오스트롬(1990)의 (3),(4),(5),(7)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1.3.4.상주시 지역공동 랜드의 발 과제

상주시의 ‘명실상감’의 경우 지역생산자(단체)에게 랜드 사용권이 개방

되어 있는바 본래의 목 인 랜드 리  가치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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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공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 랜드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개

별 상표로 경쟁력이 없는 하품이라는 ‘신호(signal)’만을 제공하는 역기능

(adverseimpacts)을 하고 있다.

생산자는 최상품은 자신의 상표와 랜드로 출하하고,그 지 못한 하품

을 공동 랜드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공동 랜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생산량에 을 두게 되는 반면 개인 랜드를 사용할 경우 품질에 더 

을 두게 되는 특징이 있다.농가규모가 크고,가족들이 포장 등의 노동력 제

공이 가능한 경우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 련 농민들이 모두 ‘명실상감’이라는 공동 랜드를 사용하고 

랜드 가치를 지킨다면 참여자 모두가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이

는 ‘험열 (riskdominated)’ 략이 될 수도 있다.29

공동 랜드 리가 철 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별 랜드로 출하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수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개별 랜드 략

이 ‘험우 (riskdominant)’ 략이 된다.단일품목으로 랜드 사용을 제한

할 경우 품질  랜드 리에 있어 조가 상 으로 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농민들이 조하여 공동 랜드의 가치를 지켜나가면 지역 랜드의 가치제고에 

따라 최고의 보수를 가져가지만 련 농민들이 조하지 않을 때 조하는 농

민의 손실 한 크기 때문에 험열  략이라 부른다.반면, 험우  략은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왕규호·조인구 

2004,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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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여군 ‘굿뜨래’ 

부여군 공동 랜드 ‘굿뜨래’는 어의 좋다는 의미인 ‘good’과 자연을 상

징하는 나무인 ‘tree’의 합성어이다.나아가 랑스어로 미각,입맛,식용,심

미안,안목 등의 의미를 가진 ‘goût(굿)’과 몹시,매우 단한 등의 의미를 가

진 ‘trés(트 )’의 합성어로 발음이 같다.본 에서는 ‘굿뜨래’ 랜드의 사용 

 리 칙을 심으로 지역공동 랜드의 성공요인과 안정성을 검토한다.

1.4.1.공동 랜드 사용  리 칙

가. 랜드 사용조건

부여군의 ‘굿뜨래’공동 랜드를 사용하기 해서는 2년 주기의 사용승인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사용승인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해 군청에서 

주 하지 않고 공주 학교 산학 력단에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이미 

사용승인을 통과하여 ‘굿뜨래’ 랜드를 사용 인 조직들도 2년 주기의 사

용승인 심사를 통과해야만 다시 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승인 심사 신청 상은 부여군 내에 주소를 두고 군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농법인,지역농 ,공동사업법인,작목반,작목회 

는 사업등록을 필한 사업자 등이다.사용승인 심사 차는 품질 리원에

서 사용신청서와 련서류를 검토하고,심사기 에 따라 지조사를 통한 

비심사를 실시한 후 ‘굿뜨래’상표사용 1,2차 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

일 이내에 심사 원회에 제출, 원회는 품질 리원이 제출한 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굿뜨래’상표 사용 합 여부를 정한다.

나. 랜드 리 칙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 은 농 경력,세부 품질기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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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상태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부표 3>참조).사 에 합의

된 엄격한 심사와 규칙을 반하 을 경우 강력한 제재 수 이 동반된다.

기 을 통과한 공동상표 사용자는 부여군청으로부터 품질 리장비(울,

이물질제거기,고압세척기),포장재,안정성검사(잔류농약,성분검사 등)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굿뜨래’ 랜드의 홍보 을 해 도시 

(철 도어스크린)과 시외버스 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랜드 홍보  리를 한 노력  투자가 실질 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굿뜨래’ 랜드의 성공요인으로 철 한 평가시스템,품질 리,조직 리,

홍보 등을 들 수 있다.철 한 감시체계와 일벌백계식 제재방식은 구성원의 

기회주의  행 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굿뜨래’ 랜드를 달고 출

하되는 농산물에 하여 품질이 조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2년 뒤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한편 지속 이고 일 성 있는 랜드 리를 통해 부 한 외부의 개입

을 최소화하고 있다.민선 지자체장의 ‘굿뜨래’ 랜드에 한 자의  개입

은 사 에 방지되고 있다.30

1.4.2.참여농민의 수익 

부여군 ‘굿뜨래’ 랜드의 농산물이 다른 랜드의 동일 농산물에 비해 높

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를 들어 부여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굿뜨

래’ 랜드로 출하하는 멜론이 부여군 할의 농 앙회 K멜론 랜드와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박스당 3,000~5,000원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30반면 상주시 ‘명실상감’의 경우 민선 지자체장이 랜드명의 변경을 지시하는 

등 공동 랜드 사업에 해 직 으로 여하여 사업의 혼선을 빚고 있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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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밤 생산 농가

직거래 시 부여군 ‘굿뜨래’ 랜드로 제품이 매될 때 40kg당(자 기 )

3~4만 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일반 상품이 16만 원선이면,‘굿뜨래’는 

2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참여농민들은 ‘굿뜨래’ 랜드를 달기 에도 상품 매에서는 어려움을 

못 느 지만,‘굿뜨래’ 랜드를 달고 나서는 상품의 매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업그 이드 된 느낌이라고 응답한다. 재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체 

밤의 50~60%는 ‘굿뜨래’상표를 달고 출하되고 있다.반면 공동선별,공동출

하가 이 지지 않는 개인 생산농가에서는 ‘굿뜨래’ 랜드 승인이 불가하다

고 응답하고 있다.

나.과일 생산 농가

멜론의 경우 부여군 남면농 의 K멜론이 2만 원에 매되나 ‘굿뜨래’는 2

만 3,000원에 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선출하 기 으로 수박은 12

릭스,멜론은 13 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그 결과 수박의 경우 80~90%,

멜론은 90~95%가 ‘굿뜨래’ 랜드로 매되고 있다.

‘굿뜨래’의 사용으로 이미지 상승효과가 높고,다른 품목의 이미지 상승까

지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참여 농업인의 소득 증가율은 약 

20%인 것으로 추정된다.31

1.4.3.진화 으로 안정된 침투장벽

공동 랜드가 진화 으로 안정되기 한 침투장벽은 다음과 같이 시산할 

수 있다.

31‘굿뜨래’ 랜드 사용 멜론의 경우 톤당 200~250만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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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동 랜드 사용 시 소득이 20%정도 증가되어 a=1.2×b가 성립한다.

따라서

×




에서 c=d=0일 경우 공동 랜드가 진화 으로 안정되기 해서는 구성원이 

×


≃ 이상의 확률로 조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상주시와 달리 부여군의 경우 강력한 제재수단  꾸 한 모니터링,

그리고 상 으로 지역의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 랜드에 조하는 농

민들의 비 이 상주보다 낮더라도 진화 으로 안정된 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4.부여군 공동 랜드의 시사

부여군 ‘굿뜨래’공동 랜드는 엄격한 (재)심사를 통해 기존 랜드 사용

자의 20%를 탈락시킴으로써 랜드 가치의 유지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죄수의 딜 마를 우회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 디자인되었다.엄격한 재심

사와 강력한 벌칙이행은 일회 게임(one-shotgame)에서 속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시 인 이득보다는 반복게임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이 더 크게끔 작동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속 이고 일 성 있는 랜드 리는 농민들로 

하여  공동 랜드 사용의 칙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게끔 한다.공동 랜

드 ‘굿뜨래’의 올바른 사용에 부여군 당국이 조정자가 되는 조정게임에서 지

역공동 랜드 참여농가로 하여  랜드 가치를 지키는 상호 력 략을 유

인하고,상호 력하는 것이 외부여건에 쉽게 좌우되지 않고 유리하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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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정된 략임을 담보하고 있다.

부여군의 공동 랜드 디자인에 용된 핵심 칙은 철 한 모니터링과 신

상필벌이다.공동 랜드 가입자를 2년마다 재평가하면서,평가의 객 성을 

담보하기 해 사 에 공표된 사용승인 심사기 에 의하여 제 3의 립  

기 에서 평가하고,가입자의 하  20%는 탈락되고 신규진입자로 새롭게 채

워진다.기 을 통과한 가입자에게는 품질 리  안 성검사 장비 지원,포

장재,홍보지원,조직 리 등 지원이 뒤 따른다.

이와 같이 부여군의 ‘굿뜨래’지역공동 랜드는 강력 제재와 보조라는 신

상필벌 칙과, 리기 의 자의  개입 배제 등을 통해 공유자원의 이용과 

공 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죄수의 딜 마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부여군

의 성공요인 의 하나는 부여군의 지리  여건이 상주시에 비해 상 으

로 동질 이기 때문이기도 하다.32

2.농업수자원

2.1. 리답 개

수리답 면 은 1995년 90만 6,828ha에서 2000년 88만 444ha,2011년 77만 

2,108ha로 었으나 체 논 면  한 같은 기간 120만 5,867ha에서 114만 

9,041ha,101만 287ha로 감소함으로써 수리답 비율은 75.2%에서 76.6%,79.8%

로 계속 증가하 다.반면,수리불안 답 면 과 비율은 모두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32상주시와 부여군은 신라와 백제라는 고 국가의 주요 거 지역으로서의 역사

 자부심과 함께 선민의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공동 랜드의 형성

이 타 지역에 비해 용이하 고 지역공동 랜드가 도입·추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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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수리상태별 답 면

단 :ha,%

연도
총
답면

수리답 수리불안 답

계
공사
할

시군
할

시군
할
비

비율 면 비율

1995 1,205,867 906,828 504,318 402,510 44.4 75.2 299,039 24.8

2000 1,149,041 880,444 520,355 360,089 40.9 76.6 268,597 23.4

2001 1,146,082 881,228 522,521 358,707 40.7 76.9 264,854 23.1

2002 1,138,408 880,365 525,201 355,164 40.3 77.3 258,043 22.7

2003 1,126,723 877,539 526,582 350,957 40.0 77.8 249,184 22.2

2004 1,114,950 869,822 526,598 343,224 39.5 78.0 245,128 22.0

2005 1,104,811 866,958 527,151 339,807 39.2 78.5 237,853 21.5

2006 1,084,024 859,040 532,295 326,745 38.0 79.2 224,984 20.8

2007 1,069,932 848,276 532,436 315,840 37.2 79.3 221,656 20.7

2008 1,045,991 831,553 530,008 301,545 36.3 79.5 214,438 20.5

2009 1,010,287 806,475 285,680 520,795 64.6 79.8 203,812 20.2

2010 984,140 787,986 516,538 271,448 34.4 80.1 196,154 19.9

2011 959,914 772,108 517,375 254,733 33.0 80.4 187,806 19.6

자료:농어 공사.2012.｢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수리답은 수리시설의 리주체에 따라 한국농어 공사 할구역과 시·군 

할구역으로 구분된다.농어 공사 할구역의 수리답 면 은 1995년 50만 

4,318ha에서 2007년 53만 2,436ha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2008년 53

만 8ha,2011년 51만 7,375ha로 감소하 다.반면,시·군 할구역의 수리답 

면 은 2011년까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리답 체 면 에서 차지하는 농어 공사 할 구역 수리답의 비 은 

2001년 59.3%에서 2011년 67.0%로 지속 으로 증가하 고,수리계 담당 면

은 2001년 40.9%에서 2011년 33.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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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계 개

2011년 말 재 국 수리계 조직 수는 11,656개,계원 수 292,855명이고,

시설 수는 16,699개,인가면 은 155,181ha,수혜면 은 151,383ha로 나타났

다.그 결과 2006년 비 수리계 조직 수는 15.4%증가,계원 수 9.4%증가,

시설 수 10.7%증가,인가면 과 수혜면 은 각각 2.4%,5.4%증가하 다.

수리계 부과경비는 2006년 49,354ha에 17억 5,782만 원에서 2011년 10,833ha

에 3억 6,312만 원으로 부과액은 79.4%감소하고,부과면 은 78.1%감소하

다.그 결과 10a당 2006년 3,562원에서 2011년 3,352원으로 5.9%감소하 다.

수리계의 조직 수와 계원 수는 증가하 으나 수리계가 자율 으로 담당하

는 논 면 과 그 비 은 꾸 히 감소하 다.수리계에 부과되는 액 한 

감소하면서 수리계의 자율  운 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홍상·신은정 2004).

이는 지자체의 과다한 보조   농어 공사의 과도한 개입 등 산의 비

효율  집행으로 농업인 자율  참여유인을 증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오스트롬(1990)의 공유자원 제도설계 원칙  (2)공유자원의 사용  

제공규칙의 지조건 부합성,(7)농민이 자율 으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

는 자치권의 보장 문제 결여로 귀착된다.

2.2.1.수리계의 형태  운  개요

수리계가 리하는 수리시설은 ‘정’,‘보’,‘수지’형태로 분류된다.수

리시설 형태에 따른 규모는 일반 으로 정은 소규모 수리계,보는 소규

모 수리계, 수지의 경우는 규모 수리계가 결성되어 운 되고 있다.

가. 정

정의 경우 양수기를 이용하여 지하수  강물을 양수하여 농수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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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별 수리계원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 한다.주요시설물로는 양수기  

보호시설물,농수로 등을 들 수 있다.

양수기  보호시설물 운 은 자치 으로 선출된 수리계장 는 총무가 

담당하며 주요 운 비로는 기료,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농수로 리는 농수로 정비,제   침 물 제거 등이 주요 업무인데,수리

계원들의 노력참여  회비납부로 이루어진다.굴착기  장비가 소요될 

경우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리계장 는 총무가 양수기를 가동·운 하고 고장 시 민간 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며,사후 시·군으로부터 수리비  소요경비를 정산·지원받는

다.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농수로 정비 한 민간 굴착기업체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이와 같이 수리계장  총무의 주요 역할은 정의 모터와 농수

로를 모니터링하고,수리  보수,교체가 필요할 시 이를 리하는 것이다.

나.보

보의 경우 보의 설치  보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농수로는 지자

체와 계원들의 분담비 이 사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품이 많이 소요되거나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작업에는 지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수리계의 립 에서 선 집행 후 지자체로부터 

사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  방식이다.농수로 리  정비는 수리계원들의 

노력 사  계비로 충당하고 있다.

다. 수지

수지의 경우 수지 편입농지는 수리계원들이 각출, 수지 리  제

방보수는 부분 지자체 보조로 이루어진다.수리계에서는 농수로 리  

정비에 부역 는 비용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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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비  부역

수리계원들은 모두 경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수리계에서는 주로 수로정

비와 물 리를 담당한다.이를 해 연 2~3회 부역(두 )을 실시한다.장마

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 추가 부역이 있을 수 있다.

공동작업은 에 수로정비  수 제거 시 수리계원 모두 나와서 작업을 

한다.수 제거  방 제 제 작업 시 계원의 참석률은 높은 편이다.공동

작업 불참 시 품값을 지불하고,품값 수 은 수리계 회원회의를 거쳐 정한

다.보 리원(계장 는 총무)은 일정 액의 연 여를 받는다.

논 면 에 따라 부역량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 면 이 큰 수리계원은 

부역량이 많은 편이다.그러나 혼자서 부역을 하지 못할 경우 돈을 내서 사

람을 사서 부역을 신토록 하고,논 면 이 은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고 

있다.

부역량  경비지출의 객 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해 골  개념을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골 은 다음과 같다.

‘품’이라는 하루 일당 개념을 두고 공동작업에 불참한 이들에게 벌 을 

매기고 있다.수리계원들은 자신의 경작면 과 무 하게 공동작업에 참여한

다.이후 연말 정산 시 농지면 이 큰 사람들은 돈을 더 내도록 하고,농지면

이 작은이들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역과 회비 간의 무차별

성을 담보하고 있다.

한 품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개 소재지역의 농 일당과 유사한 수 이다.

계원 참여 활동 참여 시 1품, 기 지참 참여 시 1.5품 등으로 기 한다.홍

천군 덕치리 수리계의 경우 다섯 마지기가 한 골이며,골 하나에 10만 원 선

의 골 이 부과된다.

부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용수공  단,수리

계 제명 등이 있다. 부분 부역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골 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 하지만 일부지역에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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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용을 내지 않거나 작업에 불참하는 등의 행 에 한 제재수단으로 

용수공  단  수리계 제명 등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과거 인삼 경작

자가 물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논에서 밭으로 환한 수리계원이 수리계를 

탈퇴한  있다. 신 탈퇴한 계원이 다시 수리계에 재가입하기 해서는 탈

퇴했던 기간 동안의 리비용을 완납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2.2.3.수리계 자치운

농수로정비,   보의 설 등 품이 상 으로 많이 소요되거나 장비

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계 운 과 련된 지자체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도수로가 새는 경우에도 자체 인 자 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비사용료는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둑 지질검사  수구 손 등으로 인해 유지·리(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한 이후 연말에 수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하면 비

용이 지 된다.연말에 정기총회 실시하며,이때 물 리와 련된 비용이 정

산된다.

수리계 자치로 존속 희망 사례는 홍천군 덕치리,철원군 동송 수리계 등이 

있다.홍천군 덕치리의 경우 보의 길이가 2㎞에 달할 정도로 리구역이 넓

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효과 인 지원을 기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따라

서 수리계원이 스스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것이 수리계를 계속 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악되었

다.민통선 내 철원 동송 수리계의 경우,내부 으로 수리시설을 리하는 

것이 이용의 편리성  비용 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  농어 공사

로 편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철원군 동송읍 삼보수리계의 

경우 역사성과 함께 규모의 경제가 실 되기에 자치  수리계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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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장수원보 수리계 할 농지 경

2.3. 리계 통합과  시  구축: 장 원 리계 

장수원 수리계는 마을을 통해 흐르는 구보와 마을 앞을 흐르는 큰 강에 설

치된 새보로 구성되어 있다.마을 내에 있는 구보 몽리지역에는 인삼밭으로 

환된 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새보는 마을 앞의 강에서 물을 끌어 논을 

심으로 물을 고 있다.

몽리면 은 약 300마지기에 육박한다.구보 수리계원은 15명,새보 수리계

원은 25명으로 총 40명의 계원이 있다.해마다 계원의 변동이 있으나 지주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계는 약 150년 부터 운 되어 왔다.과거에는 나무로 보를 만들어 

물을 리하 으나,박정희 통령 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

멘트를 지원해주고,마을 주민들이 작업을 진행하여 재의 보를 만들었다.

공동 작업으로는 에 수로정비  수 제거가 있다.공동작업에 불참석 시 

품값 6만 원(2012년 기 )을 부과한다.2013년 올해의 품값은 7만 원 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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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산될 것으로 상된다.33수 제거  제 작업 시 계원의 참석률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작업 시 원 참석하 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수세를 받는 신 리비용을 포함한 골 의 개념

으로 한 마지기 당(150평 기 )9,000원씩 가을에 한번 걷고 있다.2013년 올

해는 수리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만 원씩 받을 계획이다.지주 신 경

작자가 해당 액을 지불하고 있다.

구보에서 수리가 요구되는 곳이 많아 지자체에 계속 정비를 요청하 으나 

정비가 원활하게 이 지지 않아 지자체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두 개의 수

리계가 통합됨으로써 계원의 동질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보와 수로 시설로 체되고 시·군에서 시설물 리를 보조함으로써 과

거에 자율  리 시스템이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외부기

의 부 한 개입으로 자율  리  운 이 조한 사례이다.

2.4. 자  리계에  농어 공사  편입: 토 보 리계

수리계의 리 면 은 12만 3,000평 수 이며,양수기는 3 ,소속 계원은 

3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2년 기 으로 수리계 총 수입은 859만 원(군

청보조  749만 원),총 지출은 987만 원 수 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용으로는 리 인건비, 기비,농수로 정비 비용 등이 있다.부정

기 으로 필요에 따라 계원을 상으로 평당 50원 수 의 경비를 각출하기

도 한다.

공동 작업이 있을 시 명시 으로 규정된 제재 내역은 없으며 신 공동작

업 참여에 작업 일당을 1인당 5만 원씩 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당 규모가 동 시기 타 작업 수당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공동작업에 부역동

원은 친분과 향후 인간 계의 지속경향 등 수리계가 속한 마을공동체의 속

33보 리원은 연 100만 원의 실비를 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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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해 강하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토성보 수리계는 농어 공사(농조)에 수리시설 탁 리를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4농업 생산자의 입장에서 사 비용의 차출보다

는 농어 공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하고 있다.근본 으로 수

리계는 자본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비용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리계 단 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 투

자의 규모화에 유리한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의 편입을 선호하고 있다.

토성보의 경우는 상류에 새로운 보의 설치가 매우 필요한데,즉 보의 신설을 

통해 안정 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다만 보의 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수리계 자치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 공사 

리지역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다.

수리계로 존속될 경우 자율  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요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철원군으로부

터 행정 인 지원이 이 지고 있으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것이 

실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수리계와 지자체 간의 소통비용 등의 

부수 인 행정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성보 수리계는 이 에 농어 공사에 리 탁을 신청 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농어 공사는 유지· 리가 상 으로 유리한 취입보

를 탁 리 상으로 선호하며,양수시설을 사용하는 소규모의 수리계는 편

입을 잘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 수리계원들은 느끼고 있다.

<그림 3-4>와 같이 농어 공사에 수리계를 탁할 경우 상  여건이 뛰

어난 취입보 심의 수리계는 탁 리 상으로 편입되나,양수기를 사용

하고 여건이 상 으로 열악한 소규모의 수리계,즉 시장 는 자체 리가 

어렵고 국가의 리가 필요한 수리계는 국가의 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

342013년 말 한국농어 공사 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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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공사에
탁 리 신청

→

취입보 수리계(상 여건↑) → 탁 리 가능

양수기 사용 수리계
(상 여건↓)

→
국가 리에서

배제

그림 3-4.수리계의 농어 공사 리편입 문제

정이다.비용 구조와 여건이 상 으로 열악하여 자체 으로 운 되기 어

려운 수리 시설이 국가의 리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바,국가의 농업수자원 

리 정책의 합목 성이 상실하 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35

통상 으로 농어 공사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직 으로 악하는 정도가 

지역의 자체 수리계에 비해 낮기는 하나,농어 공사에 가입한 지역민들은 

체 으로 만족하는 추세이다.농어 공사 리구역에 가입하더라도 재 

수리계를 담하는 지역민을 리인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지역 여건에 

한 악이 용이해 료  성격이 강한 농어 공사의 구조  단 을 다소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라 단하고 있다.36즉,수리계원과 지역농어 공사와의 

원활한 의견 달 체계가 갖춰질 경우 운 주체가 농어 공사로 바 는 것

에 한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단된다.

2.5. 통  리계: 삼보 리계

삼보수리계는 철원군 내에서 최  규모의 수리계로서,등록 계원 200여 명

(실질 300여 명),등록 리 면  60만 평(실질 100만 평)수 의 형 수리계

이다.역사가 300년가량인 통성이 높은 수리계로서 취입보,양수,자연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수리계 자치구역과 농어 공사 리구역의 장·단 은 김홍상·김윤형(2013)을 참조.
36오스트롬의 조건 (2),(4),(7)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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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까지는 조합원에게 계비를 부과하 으나 재는 조합원들을 

상으로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기세를 제외하고 

1,800만 원 상당의 군청 지원 과 기존에 남은 액 1,000만 원가량을 이용

하여 수리계를 운 하고 있다.노력 사의 경우,10명 정도의 수리계 임원

들이 무상으로 부역하고 있으며 강제성을 띄는 노력 사수단은 무한 것으

로 악되었다.

수리계원들의 평균 연령은 40～50 로 상 으로 은 연령층의 구성원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는  연령층 회원의 유입에서 비롯

된 상이 아니라 고 연령층의 지역 이탈에서 비롯된 상인 것으로 악된

다.37

수량 변동이 극심했던 과거에는 농어 공사로의 가입에 한 의견이 내부

으로 있었으나, 재는 부분의 수리시설들이 완비  정비됨에 따라 그

와 같은 의견은 없어진 상황이다.특히 삼보 수리계의 경우 리 면 이 상

당히 넓어,애 에 과거 소규모의 농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뿐

만 아니라 수리계의 운 이 자체 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작

의 농어 공사에서 탁 리를 받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수리계 자체 으로도 큰 규모의 사업들이 완료됨에 따라,더 이상 큰 비용

이 들어갈 만한 사업은 없는 바,향후 수리계 운 의 자 규모도 어들어 

수리계의 자치 리 운 에 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2.6. 리계 도 운  

농업수자원의 자치 리  운 이 잘되고 있는 지역과 그 지 못한 지역

으로 구분할 경우 일반 으로 잘되고 있는 지역은 농어 공사(과거 농조)로 

편입되지 않고,그 지 못한 지역이 농어 공사로 편입되길 원하고 있는 것

37해당 수리계는 민통선 내부에 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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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효과 인 자치를 통해 수리시설의 리 운 이 뛰어난 수리

계는 농어 공사에 편입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실제로 편입되지 않는다.

반면 그 지 못한 지역의 경우 농어 공사에 리 탁 편입되어 국가 산 

지원을 받고자하고 실제로 이들 지역을 심으로 농어 공사에 편입 는 

탁 리되고 있다.

효과 으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리계는 계원들의 자발  참여와 비

용분담이 이루어지고,이용  리의 자율성 확보로 운 비용이 감되어 

국가 체 으로 농업용 수리시설 운 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반면,농어

공사로의 편입된 수리계는 자율  운 의 실패,즉 용수 리에 소요되는 

(유·무형)비용의 자발  충당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농어 공사로 편입되어 

국가 산을 지원 받는다.

이와 같이 자율 리에 실패한 수리계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최선을 다한 

수리계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수리계의 효율  자치 리

를 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 수리계원의 농업수자원 이용  

부담규칙 결정에 한 참여,자치권보장 등이 훼손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

호  요구사항이 미흡하게 충족되고,농어 공사의 리조직의 료화 등

으로 농업수자원 리에 비효성이 발생한다.

농어 공사에 편입되면서 지자체  수리계조합원의 비용분담을 회피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지자체  수리계조합원은 비용 감 인센티 가 상

실된다.농어 공사로의 편입 리는 당  목 인 자율  운 · 리 능력이 

없는 수리계를 인수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그

러나 실제로 자율  리능력을 훼손시키는 ‘도덕  해이(moralhazard)’를 

래하는 제도의 ‘유인일치성’문제가 발생한다.

한편,농민들의 자율  리  지자체의 자치행정만으로 지역의 안정된 

농업수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열악한 수리계의 경우 진작 농어 공사로 편

입 는 리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 지 아니하다.지자체  농민들의 자

율행정만으로는 안정된 농업수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열악한 수리시설의 경

우 농어 공사로 편입이 실 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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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보조  지원 메커니즘 디자인의 실패이고,효율  자원의 배분

을 해서는 유형별 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정부지원 

상의 기조건  상지가 속해있는 자연환경조건 등을 무시할 경우 당

 기 하 던 정책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정책실패를 래하는 일종의 ‘역선

택(adverseselection)’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7. 리계  할인 : 웃돌, 돌, 하돌: 삼보(철원) 사

삼보의 경우 자율 리가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철원군 내 다

른 지역은 농어 공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유지보수비용  보 구축건설

비 등 일체비용을 국가에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웃상사,토성보,

하토성 등의 수리계는 농어 공사로의 귀속을 결의하 고,최근 귀속이 확

정된 상황이다.

귀속의 가장 큰 이유는 리비용의 분담문제 때문이다. 를 들어 ha당 수

리시설 유지 리비(자치단체 지원  기 )를 살펴보면,수리계로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는 ‘삼보’수리계의 경우 12만 4,000원에 불과하나,최근 농어 공

사로의 귀속을 확정한 웃상사 23만 9,000원,하토성 23만 2,000원,토성보 22

만 1,000원 등으로 삼보수리계와 비교하여 유지 리리비가 최  2배까지 차

이가 나고 있다(김홍상·신은정 2004,p.83  이 보고서 <부표 4>참조).

삼보의 경우 단 당 리비가 낮은 이유는 ‘규모의 경제’라는 공유자원의 

물리  속성뿐만 아니라 수리계의 속성인 역사성 때문이기도 하다.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삼보의 경우 수리계 역사가 300년 이상 된 바,계원들의 

자발  참여와 력문화가 공동체의 속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비용

감이 상 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리계의 할인율,즉 미래에도 수리계가 존속할 확률을 시산하기 해 정

부 는 공공기 이 수리계 계원에게 자율 리를 할 경우 감되는 비용만

큼 이 소득으로 지원한다는 가상  메커니즘 상정한다.38수리계가 구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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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율 으로 운 되고 있는 철원군의 사례지역과 그 지 않고 농어 기반

공사에게 수리시설 리운 을 임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농업용수서비스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삼보,토성보,하토성의 수리계 할인율이 계산은 다음과 

같다.

마을주민들이 수리계를 조 으로 운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R”,

비 조 으로 운 하여 타 기 에게 임하여 운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P”라 한다.일회 게임에서 죄수의 딜 마에 빠지는 상황을 우회하고,매회 

상호 력하는 략이 균형이 되기 해서는 확률 








로 수리계가 미래에도 존재하면 된다.보수 T=“0”로 가정하는 것은 이탈 시 

무임승차를 암묵 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회  할인율을 이용하여 철원군 사례 수리계의 사회  할인율,

즉 미래에도 수리시설  수리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산하면 삼보

수리계 19.4%,토성보 34.6%,하토성 36.3%로 계산되었다.삼보수리계의 경

우 미래에도 존재할 확률이 19.4%이상이 되면 수리계원들은 농업수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매회 서로가 력하는 것이 균형 략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토성보의 경우는 34.6%,하토성의 경우 36.3%이상의 확률로 삼보수

리계보다 더 확실하게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들 수리계의 

계원들의 농업수자원의 이용  리에 매회 력하는 것이 균형 략이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39

철원군 수리계의 경우 역사성,민통선에 한 규모 농지구획,수도작 

심의 작부체계,지역주민의 동질성 등 수리계 운 을 둘러싸고 효과 인 자

38공유자원의 할인율 시산은 <부록 1>의 래정리와 할인율 참조
39수치 의  값은 의미가 없고,각 수리계의 값은 상 인 서수 (ordinal)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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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리를 유인하는 지역의 제반조건(complementaries)이 상 으로 양호하

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철원군에서 자율  수리계가 지

속 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농업용수이용  리의 비

용 감을 담보할 수 있다.

3.송이채취림

3.1. 개요 

3.1.1.산림계의 연 40

우리나라에서 산림은 땔감과 목재를 조달하는 필수  생활 기반이었다.

인구에 비해 산림자원이 부족하지 않아 사유의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제도 으로도 산림은 개인의 사사로운 유를 하고 모든 백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차 민간의 임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국가도 각종 건축·토목 공

사로 목재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었다.이에 일반 백성의 이용을 지하는 국

용림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평등하게 이용하는 공용림으로 리하

게 되었다.

조선조 엽 이후에는 산림에 한 권세가의 사유화 증가와 일부 산림에 

한 남벌로 이용질서가 문란해지고 황폐화된 곳이 많아졌다.이에 산림 주

변의 부락민들이 각 지역에서 자치 인 단체를 조직하여 산림을 보호하려 

한 것이 산림계의 시 이다.명칭은 지역에 따라 송계(松契), 송계(禁松契),

송 계,애림계,순산계(巡山契),식산계(殖山契)등 다양하게 불렸다(산림조

40산림계의 연 에 해서는 ｢산림계발달사｣(산림조합 앙회 1982)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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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앙회 1982,p.21).

일제 강 기에는 산림계에 바탕을 둔 삼림조합이 군,읍·면, 는 마을 단

로 조직되었으며 산림의 보호와 조림을 주요 목 으로 하 다.일제의 행

정  필요에 의해 진된 삼림조합은 1921년 1,344개에 이르 고 1925년에는 

경기도삼림조합연합회가 설치되는 등 체계를 갖추었지만 자율 인 운 과 

발 은 제약을 받았다41(산림조합 앙회 1982,p.29).

해방 이후 6.25 쟁을 거치면서 산림의 황폐화가 진행되었지만 사회  

혼란으로 산림계의 활동은 유명무실하 다.그러다가 1951년 산림보호임

시조치법에 의해 이동(里洞)에 산림계를 조직하여 산림보호와 조림사업,

임업에 한 공동시설과 임산물 공동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국토

의 녹화와 산림자원 조성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당시의 산림계는 법  

뒷받침을 받는 특수공법인으로 조직되었으며 1953년에 2만 1,570개 다(산

림조합 앙회 1982,p.55).

1961년에 공포된 산림법에 의거하여 한산림조합연합회,시·군 단  산림

조합과 리·동 단  산림계 등 계통조직으로 일원화되었다.42이후 산림계는 

도·남벌 감시,산불 방지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담당하면서 산림부산물의 채

취·이용을 한 입산질서 유지도 자율 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나 개발연 기를 지나면서 녹화사업을 한 속성수와 연료림 조성 등 

생산성이 낮은 조림사업으로 소득화가 되지 않아 산림계원들의 의욕이 하

되어 운 이 침체되어 왔다.특히 농 의 연료가 연탄과 석유,가스로 환

되면서 연료림으로의 가치가 감소됨으로써 산림계가 주민들의 심에서 멀

어지게 되었다.조직 수도 차 어 2006년에는 1만 5,884개로 감소하 다

(산림조합 앙회 2007).

41산림계(송계)들이 군이나 읍면 단 의 삼림조합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국공유림

보호조합,애식·보호계 등 소규모 단체들이 조직되어 산림계의 통을 이었다

고 한다.
42이는 산림계가 시군 산림조합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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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공유자산으로서의 송이채취림 항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은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자원이었으

나,사유재산제의 발달과 국가기구의 팽창에 따라 부분의 산림이 국공유

림과 개인 사유림으로 분화하 다.43마을이나 산림계가 소유한 사유림뿐만 

아니라 국·공유림 에서 마을이나 산림계가 리하는 산림도 공유자원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산림계나 마을이 여하는 자원  공유자산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송

이,잣,고로쇠 등의 임산물 채취림과 자원으로 개발된 숲을 들 수 있다.

임산물 채취림에서는 송이채취림이 역사가 가장 길고 생산액도 많아 경제

으로 의미가 있다.2012년도의 생산실 을 보면 송이가 523억 원,잣이 113

억 원,고로쇠 수액이 197억 원이었다.송이채취림은 국·공유지가 많고 일부

는 산림계 소유이거나 개인 사유림인 경우도 있다.

국·공유림에서 송이를 채취하기 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의해 임산물의 굴취·채취(땅속에서 채취하는 송이

는 굴취가 맞으나 이하에서는 보다 일반  용어인 채취로 쓴다)허가를 받아

야 한다.국유림 림단 등에게도 허가가 가능하지만 부분 마을의 산림계에 

산불 방 등 보호활동을 조건으로 채취허가를 주고 있다.개인 사유림에서

도 개인 는 몇 사람이 공동으로 송이를 채취하나 이는 공유자원이 아니다.

지역 자원으로 개발된 숲은 자원이용의 경합성이 약해 공유자원 분석 

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자연휴양림은 주로 정부나 지자체

가 직  리하고 있으며,울진의 ‘강송숲길’등은 인근 부락에 탁 리

하고 있다.

432010년을 기 으로 체 산림면  63,688㎢  국유림이 24%,공유림(지방자

치단체 소유)이 8%,사유림이 68%이다.사유림은 개인,단체나 법인 소유를 포

함하는데 형  공유자산이라 할 수 있는 마을 는 산림계 소유 면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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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송이버섯 생산액은 연간 300~700억 원 수 으로 기후에 따라 

변동 폭이 무척 크다.9~10월에 당한 토양습기와 서늘한 온도(지 온도 

19°C)조건이 맞아야 포자가 성장한다.송이는 인공재배가 되지 않으며 

30~50년생의 소나무에서 산출이 많은데 소나무 숲의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

이 고 있다고 한다.지역 으로는 경북의 울진과 덕, 화,강원의 양양

과 인제 등의 동해안 산간에서 주로 생산되며 소백산맥 주변의 내륙산간에

서도 일부 생산된다.

송이는 개 오 에 채취하여 오후에 선별, 매한다.산림청이 1970년부

터 운 한 ‘송이버섯 사용제한 등에 한 고시’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자

율 매제가 정착되어 산림조합의 자율공 을 심으로 산지수집상,산지와 

소비지의 도·소매상,수출상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다(신동규 2011,

pp.25-26).산림조합의 공 은 선별이 끝난 이후인 오후 5시에 이루어진다.

높은 등 의 송이는 부분 생물로 소비되며 채취 후 기일이 경과하면 품질

이 떨어지므로 채취 당일에 산림조합 공 장,도소매상,산지수집상에 매

된다.산출량의 10~20%정도가 수출되며 수출액은 변동이 심한데 수출처는 

일본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송이 생산과 수출

생산량 (M/T) 생산액 (백만 원) 수출액(천 달러)

2005 724 70,732 14,329

2006 330 43,310 7,175

2007 479 68,246 11,100

2008 181 30,672 2,204

2009 337 42,463 4,449

2010 729 64,471 5,846

2011 210 26,851 3,018

2012 420 52,300 3,470

자료:산림청.각 연도.｢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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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사례지역의 특성 

송이 생산량이 많은 강원의 인제군과 경북 울진군에서 각각 3개,2개 마을

(산림계)을 사례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두 지역은 모두 산림

이 많은 산악지역인데 인제군이 산지 면  비율과 국공유림 비율이 훨씬 높

다. 한 인제군은 수도권 인 지역으로 개발이 활발하고 귀 인구도 

많은 편이다.2010년을 기 으로 5년 내 입한 인구의 비율이 17.7%로 울진

군에 비해 높으며 은 인구의 비 도 높은 편이다.뒤에서 언 하겠지만 이

런 지역의 특성이 송이채취림 운 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인제군과 울진군의 주요 지표

총 인구 (명) 인구증감률
(’10/’00)

5년 내
입인구 비율
(2010기 )

산지
비율

산림
국공유지
비율2000 2010

인제군 30,807 28,765 △0.7% 17.7% 98.2% 76.7%

울진군 60,011 47,108 △2.4% 11.2% 85.3% 61.7%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각 연도.｢임업통계연보｣.

해당 지역의 국유림 리소  산림조합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역의 

송이채취림 운  개황을 악하고 조사할 산림계(마을)추천을 받아 산림계

(는 송이작목반)의 회장,총무 등을 인터뷰하 다.

울진군의 A,B마을은 외지 입자가 많지 않은 비교  동질 인 부락이

다.송이를 채취한 역사가 오래 되었지만 소나무의 노령화로 생산이 고 있

다고 한다.마을 주민 다수가 산림계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채굴작업을 하

고 생산물을 매하여 균등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상 으로 인구

도가 높은 지역이라 마을에서 리하는 채취림 면 이 은 편이다

인제군의 C,D,E마을은 외지인의 입이 상당히 많은 마을이다.송이작

목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비교  근년에 송이채취가 본격화된 산지이다.C

마을에서는 폐쇄 인 조직을 유지하면서 공동작업,균등분배 방식을 취하고 



공유자원의 운 실태:사례연구  71

있지만,D,E마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모든 농가

에 작목반 가입을 개방하는 신 개인채취 방식으로 환하 다.보다 구체

인 사항은 뒤에서 다룬다.

표 3-4.사례지역의 송이 채취 산림계 는 작목반 개황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E마을

조직원 수 40 50 18 45 35

마을 호수 55 65 45 56 120

결성연도 1978 1978 2003 2006 2006

조직원 자격 3년 거주 5년 거주 3년 거주 1년 거주 1년 거주

채취림
면 (ha)

164 35 1,534 1,287 1,805

채취,수익
분배 방법

공동채취
균등분배

공동채취
균등분배

공동채취
균등분배

개별채취 개별채취

특이 사항 - -
최근

문호 확

공동채취,
공동분배에서
변경

입자비율
80%

3.2. 송이 채취림  리·운  조직

3.2.1.조직의 구성과 성격

송이 채취는 개 국·공유림과 개인 사유림에서 이루어지며 마을 공유림

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개인 사유림은 소유자 는 임차인이 개별 으

로 채취하므로 공유자산이 아니고,마을 공유림의 사례는 많지 않아 사례연

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공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의 소유자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

다.그러나 이러한 산림부산물의 채취 권한은 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1961년 산림법의 제정으로 련 단체와 조직이 정비된 이후 임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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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권한을 인근 마을의 산림계에 주고 신 산림보호활동의 의무를 지워

왔다.

재는 산림계나 마을 총회가 국유림 리소나 시·군·구와 산림보호 약을 

맺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송이,잣,고로쇠 등의 임산물 채취를 신청하여 허

가를 받는다.생산액의 1/10은 정부에 납부하고 9/10는 채취자가 취득한다.44

인제군에서는 마을이 국유림 리소(는 시·군·구)와 보호 약을 체결하

고,송이,잣,고로쇠 등 작목별로 조직을 결성하여 채취 계획을 할 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울진군에서는 산림계가 보호 약을 맺는 동시에 

채취 계획을 제출한다.인제군은 [국유림 리소–마을총회–송이작목반]의 

리 체계를 가진 반면 울진군에서는 [국유림 리소–산림계]의 구조를 가

지는 에서 차이가 있다.후자의 산림계가 마을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면 자의 송이작목반은 이익집단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2.2.구성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어느 경우에든지 가 송이를 따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마을 는 산

림계의 자율에 맡겨진다.국유림 리소에 제출하는 채취 허가신청서에 송이

채취자 명단을 첨부하고 허가 시 개인별로 채취증을 발부받지만 실제 채취

권자는 마을(산림계)에서 결정하며 양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채취 권한은 작목반원 는 산림계원에 주어진다.작목반원 는 산림계

원의 자격요건은 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민등

록을 이 하고 1~5년간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실제 회원으로의 

가입은 마을별로 다르며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이하에서는 회

원 자격에 한 제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A,B마을은 공동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 두 마을은 당  원주민에게

만 산림계원 자격을 부여하다가 귀 자가 생기고 기존 주민이 노령화되면서 

44구체 인 사항은 3.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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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다.주민등록을 이 하고 3년 는 5년의 실제 거

주기간이 지나야 가입자격이 주어지며,농림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는 추

가 인 조건이 부여된다.

C마을은 조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 에는 공동체형에서 출발하

으나 귀 한 외지인의 가입을 억제하면서 이익단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에 마을 내에서 송이작업을 해 온 원주민들로 작목반을 설립하여 신

규 회원은 받지 않고 운 해 왔다.근래 들어 귀 인들이 가입을 강하게 요

구함에 따라 마을 총회와 작목반원 회의를 통해 심사를 통하여 신규 가입자

를 받기로 하 다.신규 회원은 작목반 가입 첫해에는 분배 몫을 타 회원의 

1/5에서 시작하여 5년이 지나야 완 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개정하 는

데,2012년까지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사실상 가입을 막은 것으로 보

인다.

송이작목반 가입에 한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직  이해 계를 가진 작목반이 아니라 마을 총회가 논의를 주도하

다는 이다.이익단체 성격을 가진 송이작목반도 마을 체의 질서에 의

해 규율되는 측면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임산물 채취 신청 시 마을사람들

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행정지침도 이러한 마을의 의사결정구조를 감

안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마을의 장래 망과 비 에 한 논의가 내부에서 진지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다.상당수가 노령화된 기존 작목반원의 이익보호를 해

서는 신규 가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장기 으로 마을사회가 유지되

기 해서는 은 입자가 많아야 하므로 이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반

론의 논란과정을 거쳐 신규 입자의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이 과정에서 비교  고 진취 인 원주민 출신들의 의견이 설득력을 가

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D,E마을은 시장원리의 경쟁  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입 후 1년이 지나면 작목반 가입을 허용하고 능력에 따라 개

인 으로 채취하여 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45이 마을들도 과거에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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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반 가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공동채취,균등분배를 하 으나 귀 자들이 

늘어나고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운 방식을 바꾸었다고 한다.46

조직원이 노령화로 은퇴하거나 사망하 을 경우 자격의 승계는 C마을에

서만 용된다.A,B마을에서도 승계 개념이 있지만 3~5년 거주하면 산림계 

가입이 되고 외지거주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으로 승계의 

의미는 없다.

3.2.3.의사결정 구조

자연산인 송이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만,산림의 보호와 이용에 한 마을의 연고권이 통 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송이 채취의 방법과 수익 배분 등의 의사결정은 산림보호 약과 임산물 

채취승인의 틀 내에서 마을의 자율권이 인정되고 있다.

마을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보면,채취권의 자격조건과 분배방법 등 기본

인 운 방향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지만 구체 인 채취 시기와 작업,

매 방법 등의 운 방안은 산림계(작목반)에서 자율 으로 결정한다.즉 송이 

채취림 운 에 한 의사결정은 외부 으로는 마을과 국가(는 시·군·구),

내부 으로는 마을과 산림계(작목반)의 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목반 내에서는 총회 등 민주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특히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공유자원 운 질서

를 변경한 C,D마을과 같은 사례들도 발견된다.

45실제로는 입 후 1년 미만이어도 송이채취권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46E마을의 귀 자 비율은 80%이며 2013년 6월 조사 당시의 이장도 입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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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원  리·운 실태

3.3.1.자원의 범

국유림 리소(는 시·군·구)와의 계약에 의해 송이를 채취하는 시기와 구

역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9월 하순~10월 하순의 송이 채취 시기에는 외지인

의 입산을 지하는 을 치고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상 자원인 송이의 소유권은 국가(시·군·구)이지만 산림보호 약에 의해 

산불감시,쓰 기 청소 등의 보호활동을 하고 수확량의 일부(1/10)를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나머지의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47

표면 으로는 국가의 일방  시혜 는 양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송이

채취권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 주는 것은 습화 되어 있다.즉,송이채취권

을 지역주민이 아닌 자에게 주는 것은 재는 생각할 수 없다.간혹 마을 간

에 국·공유지 할 범 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3.3.2.자원의 리,이용 방안

가.세 가지 운 형태

송이 자원의 리와 운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기본 인 운 방안

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며,구체 인 송이 채취와 매,자원 리 등 운

에 한 사항은 작목반이나 산림계에서 자율 으로 결정한다.기본 운 방

안은 공동채취·균등 분배(공동체형 A,B마을),기득권을 가진 일부 주민의 

공동채취·균등분배(조합형 C마을),개별채취(경쟁형 D,E마을)형태로 나  

47울진군에서는 상 생산량의 1/10에 해당하는 국가 납입분을 미리 확정한다.

반면 인제군에서는 실제 수확량을 근거로 국가 납입분을 사후에 결정하고 있

다.생산량은 해당 산림계(작목반)의 자진신고를 기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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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 외에 마을 주민  일부에 송이채취권을 임 하고 임 료를 받

는 마을,즉 공동체  리이용권이 시장경제로 이된 형태도 있다고 하나 

사례연구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사례 A,B마을은 통 인 리 방식을 보 하고 있다.일정한 자격을 갖

춘 산림계원 모두가 공동채취작업에 참여하며 수입을 균등하게 나 다.작

업시기가 되면 산림계에 가입된 가구에서 1명씩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성별과 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개인 으

로 같은 시기에 사유지에서 송이채취를 하는 사람들도 가구원  한 사람이 

반드시 공동작업에 나와야 하며,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 배분비율에서 비

례 차감한다.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기,채굴조, 매조,감시조 등 작업의 조

직과 배분은 산림계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조합형인 C마을은 작목반원의 범 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면 

공동체형과 비슷하게 공동작업·균등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작업의 조직

도 작목반장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다.단,작업면 이 넓고 사

람은 기 때문에 반원 개인마다 담구역을 정하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데 

을 두고 있다.따라서 신규 작목반원의 가입 시 노동능력을 요시할 수

밖에 없고 작업자도 작목반원 본인으로 제한된다.48

나.다양한 공유자산 운 형태의 배경

이와 같이 국공유림의 송이채취가 공동으로 리되는 사유는 여러 측면에

서 고찰할 수 있다.먼  송이채취에 따른 수익권이 통 으로 마을에 있었

으며 행정에서 이것이 추인되었다는 이다.

그러나 그 다 하더라도 리・운 을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48송이가 많이 나는 지 에 한 정보와 리가 요하다.이 마을의 송이 채취

작업 시 종일 뛰어다닐 정도로 작업강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기존의 노령반원

에 해서는 낮은 지역을 배정하는 등 한 구역 배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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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공동체  방식(는 조합방식)을 채택한 경제  이유는 규모의 경제,

험 감소,자원의 황폐화 방지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  송이자원의 유지에는 불법채취를 방지하는 것이 요하다.방 한 

면 에서 외부인의 불법채취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하

는 것이 효율 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A,B마을에서는 오 에는 공

동채취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 별도의 감시조를 편성하지는 않는다.오

후에는 순번을 짜 채취림 감시작업을 한다.인원에 비해 구역이 넓은 C,D,

E마을에서는 채취작업과 동시에 1/3정도의 인원을 외곽감시에 배치한다.49

송이는 땅속 소나무 뿌리에서 자연 발생하므로 온도와 습도의 향을 많

이 받아 생산량 변동이 심하다.장소에 따라 채취량도 다르며 땅속 수확량을 

객 으로 추정해 채취구역을 공평하게 배분하기도 어렵다.이러한 여건에

서 공동채취는 수익의 변동을 이는 방식이 된다.한편,송이는 낙엽의 

한 제거, 수 등 리를 통해 생산을 늘릴 수 있다.수확도 정시기가 있

어 이보다 일찍 는 늦게 수확하면 높은 등 을 받을 수 없다.50이러한 수

확시기 리는 집단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하는 것이 나은데 그러기 해서

는 채취구역의 분할이 필요하다.일부 산림계에서는 계원들에 구역을 배분

하고 개별 으로 리하여 발생수익을 갖도록 한다.51양 측면의 장단 을 

고려해 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황폐화 억제이다.개인 으로 경쟁형인 D,E마을은 작

목반원 가입 문호가 개방된 신 각자 능력에 따라 채취하여 자기의 수입으

로 한다.이와 같은 리방식을 선택한 것은 입자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한 

49공동채취 마을에서는 개인의 노동능력을 감안하여 감시조를 편성한다.개별채

취 마을에서는 순번제로 감시조를 짠다.
50송이의 등 은 1,2,3-1,3-2등품과 등외품의 5개로 나뉜다.길이와 갓이 퍼진 

여부를 심으로 분류하는데 1등품은 등외품의 2.5배 정도 가격을 받는다.참

고로 성출하기인 2013년 10월 1일의 산림조합 공  평균가격은 1등품이 kg당 

44만 4,000원,등외품이 16만 3,000원이었다.수확시기 하루,이틀의 차이가 무

게와 등 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51구역 배분은 추첨을 통하거나 매년 순환제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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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성의 약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발언권이 강화된 입자

의 요구로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고, 입자와 노령가구의 송이 채취 능력

의 차이로 공동분배 방식을 채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006년 송이

작목반을 처음 결성한 D마을은 작목반 가입자격을 입 후 3년으로 제한하

다가 입자들의 요구로 2012년부터 1년으로 다고 한다.당 에는 공

동채취·균등분배의 공동체  방식을 선택하 으나 송이 채취능력이 높은 반

원들의 불만으로 개별채취 방식으로 환하 다.그 지만 기존 주민  노

령가구들은 작업하기 쉬운 낮은 지역의 작업권을 배정하고 있다.

사례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송이채취권을 마을 내의 일부 주민들에 

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러한 형태로의 환은 노령화의 진 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송이 생산량의 감소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공유자원의 운 에 한 기본 인 의사결정권은 마을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자원의 이용과 리는 별도의 이익집단에 임되고 있는 형태이다.

5개 사례 마을 모두 채취한 송이를 모아 가선별하여 매하고 있었다.

매 방법은 산림조합에서의 경매가 주를 이루는데,마을 자체에서 도매상들

을 상으로 경매를 통해 매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평소 거래 계가 있

는 도매상에 직  매하고 있다.

3.4. 익배분 및 용분담

공동채취 하는 마을의 경우 산림계(작목반)의 결정에 따라 채취,선별,

매,감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생산시기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부

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면 분배 몫에서 차감한다.분배 몫이 다른 임 에 비

해 높기 때문에 여간해선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산림계장의 작업 분배와 

지시에도 따라야 한다.

공동채취·균등분배하는 마을의 경우 채취량을 속여 개별 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서는 반원 자격 상실이나 정지와 같은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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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재가 따른다.A,B마을은 3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고,매일 

작업구간도 변경하므로 채취량을 속이기가 어렵다.B마을에서는 도시에 나

간 자녀가 들어와 야간에 몰래 채취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부정 채

취의 경우 5년간 산림계원 자격을 정지시킨다.C마을은 작목반원 수가 은

데 비해 면 이 넓어 개인별로 담구역을 지정해 채취하고 있다.구역 사정

을 잘 알아 채취 작업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착복의 유혹도 있다.

과거에 이 일로 작목반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으나 요즈음은 부정행 를 하

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작목반 자체에서 단하고 있다.평소의 산출량 통

계,당일 매의 부담, 매처에서의 정보 등으로 채취량을 속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공동방목장

4.1. 개요

4.1.1.제주도 공동방목장의 연 52

제주도의 공동방목장은 한라산의 산간지 53에 형성된 마을 단 의 공

동 지이다.공동방목장은 제주도 한우산업을 지탱하는 요한 생산기반이

자,마을공동목장조합이라는 공동체조직에 의해 조성·운 되어 온 제주 지

역의 역사·문화 요소이기도 하다(강만익 2013,p.4).

52이에 해서는 강만익(2001;2013)을 주로 참고하 다.
53제주도의 산간지 는 표고 200~600m의 산록부를 지칭한다.이 지역은 물이 

어 주거와 농경을 하기에는 조건이 열악하여 산림과 지로 구성되어 있었

다.면 은 589㎢로 제주도 총면 의 32.2%에 이른다(강만익 2013,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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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목장의 시 는 고려 충렬왕 2년(1276년)에 몽골이 군마를 사육하

기 해 설치한 탐라목장으로 알려져 있다.이후 조선시 에도 국가의 말 사

육을 한 국 목장이 유지되었다.그런데,1894년의 갑오개 으로 국 목장 

제도의 근간을 이룬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설목장이 사실상 해체되기에 

이른다.

방치된 국 목장지는 민간에서 소작료를 납부하고 농경지로 개간하거나 

개인 소유의 우마를 방목하게 되었다.이후 일제시 에 들어서면서 마을주

민들이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 우마를 방목하는 공동목장이 등장하 다.그

러나 1910~20년 의 공동목장은 규모가 세하고 목축시설이 빈약했으며 체

계 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악된다(강만익 2013,pp.72-74).

1930년  반에 들어서 경제공황의 여 로 농 경제 상황도 악화되게 된

다.일제는 이를 타개하기 한 농 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축산업진흥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목야지(牧野地)정비사업과 함께 공동목장 설치가 추진되

었다(강만익 2013,pp.50-51).즉 소규모 축산농가의 목축기반 마련을 해 

산간지역에 마을별로 목야지를 정비하고 사유지를 기증받거나 임 ,매입을 

통하여 토지를 확보하여 공동목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1930년 를 통

해 마을공동목장 설립이 꾸 히 추진되어 1938년에 그 수는 116개에 목야지 

확보면 은 3만 3,290정보 다고 한다(강만익 2011,pp.68-69).

1948년의 4·3사태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약화54와 임야소유권의 마을공동

체 불인정(지방자치에 한 임시조치법55에 의함)등 혼란으로 공동방목장의 

기능은 약화되었다.그러나 1970년 에 들어 산간지역 목야지의 개발 움

직임에 응하여 방목지를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마을목장 설립이 재개

되었다.이 게 공동방목장은 해체와 신설이 반복되었으며 1974년에는 116

544·3사태의 진상에 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으나 산간지역에 산재한 마을들

이 소실되고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집 되었다.
551961년 9월 1일 제정된 법률 707호로서 제8조에서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

부는 소속군에 귀속된다”라고 하여 당시 공부상에 정리되지 않은 리·동 소유지

를 군유지화 하 다.이 법은 1988년 5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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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의 마을공동방목장이 있었고 총면 은 2만 5,418ha에 달하 다(김형균  

1974,p.375).

1980년  이후에는 산간지의 개발 가속화와 축산농가의 감소로 공동방

목장은 감소하고 있다.2012년 말을 기 으로 59개소가 등록 상태로 남아 있

으며,50개소가 실제 공동방목장으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축정과 내부 자료).56

4.1.2.공동방목장의 황과 의의

제주도의 축산에서 공동방목장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 으로 산간지역의 지는 말과 소의 방목지가 되어 왔으며, 재에도 

조사료 공 원으로서 번식우 사육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벼농사가 거의 

없는 제주도에서는 볏짚을 구하기가 어려워 조사료 확보가 요한데,별도

의 사료포와 련 작업기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축산농가에서 공

동방목장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말을 기 으로 제주도의 축우농가는 1,100호이고 사육두수는 3만

3,000두 규모이다.공동방목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500여 호이며 5,800두 정도

의 가임 암소가 방목되고 있어,제주도 암소의 1/3이상이 공동방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57

공동방목장은 마을 는 목장조합의 공동소유지인 사유지를 기반으로 하

고 있으나 국공유지를 임차한 경우도 있다. 산간지 개발로 마을 소유지가 

매되는 경우 지면  확보를 해 국공유지를 새로 임차하기도 한다.

2012년 말 공동목장 운  토지 총 6,662ha  국유지가 176ha(2.6%)이고 도유

지가 2,394ha(35.9%),사유지가 4,092ha(61.4%)이다.

56윤순진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의 마을공동목장은 2000년 122개,2005년 70개

로 어들었다고 한다(윤순진 2006,p.46)
57제주도청 축정과 내부 자료를 근거로 추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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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목장에는 4월 ·하순부터 10월 하순이나 11월까지 6~7개월간 가임 

암소와 송아지를 방목한다.축산경  면에서 공동방목장의 경제  효과는 

사료비 감(6개월간의 사료비 두당 60만 원)외에도 리 노동력 감,송아

지 폐사율 감소 등을 들고 있다.58

마을공동방목장은 직 인 경제  효과 이외에도 마을사회가 공동체  

성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푸른 목 지와 잣성(방목지를 경작지

나 산림과 구분 짓는 돌담)등의 경 유지를 통한 자원 조성, 통문화 

보 과 같은 의의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 축산농가가 감소

하고 방목 지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용되는 등의 사유로 공동방목장

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4.1.3.사례지역의 특성

마을공동방목장은 일제시 에 육지부에도 있었지만 재는 제주도에만 남

아 있다.공동방목장의 운 에 한 선행연구는 극히 어 강만익의 일제시

 공동목장조합에 한 복수의 연구를 제외하면 김동균(1974),윤순진(2006)

등 소수만 있다. 련된 통계도 정비되지 않아 제주도청 축정과의 내부 행정

자료에 의존하 다.

사례 공동방목장은 도 축정과의 조를 받아 5개 공동목장조합을 선정하

다.참여하는 축산농가와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며 비교  운

이 활성화되어 있는 방목장을 선정하 다.가능한 한 다양한 운 실태를 

악하기 하여 마을 공유지 심인 목장(A,B)과 국공유지 임차지 심인 

목장(C,D,E)을 안배하 으며,특히 마을 단 의 공동방목장 4개소 외에 읍

면 단  공동방목장으로 유일한 조합(E)도 선정하 다.사례조사 공동방목장

58일반 으로 반추동물에서 조사료의 한 여는 사장애를 방하고 번식

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환국 2009;우병  등 2011,

p.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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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황은 <표 3-5>와 같다.

사례조사는 조합장과 총무를 심으로 일부 회원들을 포함하여 집단 인터

뷰를 통해 비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실시하 다.

표 3-5.사례조사 공동방목장 개황

A B C D E

면 (ha)
(마을 소유)

160
(160)

750
(650)

305
(25)

220
(20)

70
(0)

등기조합원 240 250 450 270 70

입식 조합원 10 20 10 16 20

입식 두수 150 250 250 250 300

입식료(만 원/두) 15 5 3 10 7

가입비(만 원) 없음 없음 100 100 1100

특이사항
비조합원
4명 입식

농조합
법인 결성

비조합원
5명 입식

임차료
부담 과

읍면단
조합

4.2. 공동방목장  리·운  조직

4.2.1.조직의 구성과 성격 

공동목장조합은 통상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하나는 공동목장조합 토지

의 법  소유권자로서의 조합(이하 ‘등기조합’으로 지칭)이고,  하나는 

재 공동방목장을 리하고 이용하는 입식농가조합이다.

등기조합은 마을 원주민의 다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방목장의 운 과 

련된 실제 활동은 거의 없다.그러나 재산의 법  소유 주체이므로 조합원의 

자격과 탈퇴,승계 등에 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목장용지의 

매 등 주요 의사결정이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진다.59

59조합을 등기할 때 토지나 노동력을 출연했던 마을의 남자 성인들로 조합원이 

구성되었다.조합원이 고령 등으로 유고 시 한 자녀에 승계가 이루어지며 조합



공유자원의 운 실태:사례연구84

입식농가조합은 재 공동목장에 소를 입식하고 있는 축산농가로 이루어

진 조직이다.이 연구는 공유자원의 이용에 한 사항을 다루므로 특별한 언

이 없는 한 공동방목장 조직은 입식농가조합을 지칭한다.

등기조합의 조직 구성,조직원의 자격,의사결정 방법 등에 해서는 정

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입식농가조합의 경우 성문 규정이 없이 일반

인 단체의 행  운  방법을 따르고 있다.

4.2.2.조합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입식조합원은 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로서 입회 

신청을 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일반 이다.여기에는 법 인 

‘등기조합원’은 물론 나 에 입해 온 마을사람인 조합원도 포함된다.일

부 마을에서는 마을총회의 회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60

이 경우 마을의 규정을 따른다.축산농가 수의 감소에 따라 이들 입식조합원

의 수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마을 호수나 등기조합원에서의 비 은 다.61

입식조합원이 되기 해서는 기존 조합원의 동의와 함께 입회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입회비는 방목지를 리하기 해 조합원이 투입한 노동력과 

자 에 한 가이다.5개 조합  3곳에서 입회비를 받는데 이익단체 성격

이 강한 E조합이 1,100만 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고,62나머지 두 조합은 100

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명되기도 한다.나 에 입해 온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조합의 요한 의사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이

루어지지만 마을회의에서 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60B마을의 경우 등학생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권역 내의 학교에 다녀야 마

을 총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61<표 3-5>에서 보듯이 마을단  공동목장조합 4곳의 입식조합원 수는 등기조합

원 수의 1/10미만이다.
62읍·면 단  조합인 E공동목장은 특이한 사례다. 산간지 개발로 여러 마을의 

공동방목장이 없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요구에 의해 지자체의 극 인 조

를 받아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1984년에 공동방목장을 조성하 다.읍 내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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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을 받고 있다.과거에 입식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공동활동을 단하

다가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입식조합원

의 탈퇴나 은퇴 시에 지분 분할은 없다.

조합원이 은퇴하면 한 자녀가 지 를 승계할 수 있다.그러나 입식농가조

합의 경우 마을 주민으로서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조합원으로 받기 때

문에 승계의 실질  의미는 약하다.한편 재산권에 계된 등기조합원의 경

우 지 의 승계는 엄격히 리된다.

입식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방목기에 공동목장에 소를 입식시킬 수 있으

며 과 생산되는 목 가 있는 경우 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일부 조합에서는 방목기가 아닌 철에 조합원에게 토지이용권을 주기

도 한다.

입식조합원은 방목장의 운 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분담할 의무를 가

진다.63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규약을 어길 경우 제재 조항은 있으

나 실제 심각한 반으로 탈퇴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지 못하 다.

4.2.3.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공동방목장의 실제 참여 농가는 10~20호 내외의 소수로서 방목장 운 에 

한 의사결정은 총회와 집행부에 의해 자율 ,민주 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표와 총무,이사 등 집행부와 감사를 두어 업무를 맡게 

하고 있으나 기본 운 방침과 입식기간,입식료 등의 주요 사항에 해서는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64

여 농가가 시작하 으나 다수의 농가가 축산을 그만 두고 일부 신규 농가가 참

여하여 재 입식농가는 20호이다.신규 조합원 가입 시 에서 지 조성,울

타리 설치 등에 해 자체 으로 자산평가를 통해 가입비를 결정한다.
63구체 인 내용은 다음  4.3에서 다룬다.
64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있으며 수시로 열리는 공동작업 등에서  조합원이 

안에 한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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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장의 재산권은 기본 으로 등기상의 공동목장조합 소유이지만 마을총

회나 별도의 농조합법인 명의인 경우도 있다.재산권의 법  형태에 해

서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정 의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합이 처분할 수 있다.65(한삼인 2008,pp.51-52)

목장조합이 운 하는 지가 국공유지이건 마을 소유지이건 모두 입식조

합 자체의 소유권이 없어 경 기반이 취약하다.등기조합(는 마을총회)에

서 방목장의 매를 결정하면 방목장 규모가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공동방목

장이 폐지되는 일도 있다.66국·공유지의 경우도 공공사업으로 개발되는 경

우가 있는데,민원을 통하여 체용지를 마련하기도 한다.67

마을 소유지인 경우 목장용지의 재산세,국·공유지인 경우 임차료는 실제 

목장을 이용하는 축산 농가들이 부담한다.

4.3. 자원  리·운 실태

4.3.1.자원의 범

공동방목장이 할하는 토지와 철조망,축사, 수시설 등의 설치물은 명

확한 범 를 가지고 있다.

가장 요한 자원인 목 지는 마을 소유지,국·공유지 임차지 등 법 인 

권리의무 계가 명확한 토지가 부분이지만 일부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65목장 재산의 처분 의사결정과 배분,지분의 개별  처분 등에 해서 법  분

쟁이 지 않고 법리  논쟁이 있으나 이 연구의 범 를 넘어 다루지 않는다.
66A조합의 경우 1998년에 새로 설립된 학의 부지로 31만 2,000㎡를 매하 다.
67E조합의 경우 돌문화공원이 설립되면서 100ha가 편입되고 신 40ha의 체

지를 받기로 하 다. 체지는 황무지 상태로서 문화공원 측에서 표토를 제공

해 주기로 하 으나 지 조성은 조합이 하여야 한다.D조합의 경우는 2008년 

국가태풍센터 설립과 서성로(1119번 지방도)건설로 도유지가 개발되어 이용 

면 이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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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목장조합의 실  이

용·리권은 인정되고 있으며 돌담(잣성)과 철조망으로 방목장 구역은 명확

히 구획되어 있다.68

방목장에는 어린 송아지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고 있으

며 일부 목장에는 축사도 있다(E조합). 지는 철조망에 의해 3~5개 구획으

로 구분되어 순환 이용한다.

앞에서 언 하 듯이 공동방목장의 리·이용자는 소유자와 다르다.따라

서 소유자가 토지의 타 용도로의 환이나 매를 결정할 경우 방목지로서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4.3.2. 리·운 실태 

공유자원 운 의 은 두 가지이다.하나는 남용으로 자원이 소멸·쇠퇴

하지 않도록 정한 수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하나는 자원의 양과 질이 장기 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공동방목장의 자원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방목 기간과 두수의 제한

이다.사례지역에서 이를 살펴본다.

공동방목장에서는 체로 4월에 방목을 시작하여 10월 하순 는 11월에

는 가축들을 철수시킨다.방목일자는 목 의 상태,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하

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를 들어 2012~2013년에 소 값이 하락하고 사료가격

이 비싸 농가의 부담이 늘자 2013년에는 평년보다 1~2주일 정도 입식일자를 

당긴 경우가 있다.69조합에서 정한 방목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입식

68철조망은 리권이라는 제도  이유보다는 방목의 특성상 소를 가두어 놓기 

한 필요에서 설치된 것이다.
69E조합은 례 으로 4월 20일에 입식을 시작하지만 2013년에는 4월 14일에 

입식하 다.D조합은 2012년에는 4월 25일에 입식을 시작하 는데 2013년에

는 4월 10일에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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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시작일자는 엄격히 지켜 이 에 입식하는 경우는 없지만 철수일자

는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한다.70

방목 상은 주로 가임기의 암소와 어린 송아지이다.비육우 방목을 하

지는 않지만 조사료만으로는 비육의 효율성이 낮아 방목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 한다.암소라 하더라도 체력이 약하고 방목장 경험이 은 산우는 방목

을 피하기도 하고,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장마철에는 어린 송아지를 방목장

에서 철수시키기도 하는 등 가축의 조건과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운 한다.

인터뷰 결과 B조합을 제외하고는 소 사육두수에 비해 지면 이 부족하

다는 의견이 많았으나,71입식두수의 제한은 A조합을 제외하고는 없었다.A

조합에서는 조합원은 20두까지,비조합원은 15두까지 입식제한이 있다. 체

으로 제주도의 공동방목장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만큼 과다입식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72하지만 사육두수가 많은 사람이 치를 보아 일부

만 입식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두수 규제가 시행될지도 모르겠다는 증언

도 있어(C조합 총무)이에 한 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방목시기 이 에 성장한 목  일부를 채취하여 조합원이 공동 배분하거나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조합원이 구입),방목기가 아닌 철에 지를 개별

으로 배분하여 목  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방목지의 리를 해서는 목 지의 보식작업과 울타리보수작업이 이루어

진다.목 지는 다년간 이용할 경우 생육이 불충분하여 산출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목 의 상태에 따라 9월경에 보식작업을 하여 우량한 

70 세한 조합원이 며칠간 철수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용인되지만 평 에 

향이 있다고 한다.
71B조합은 760ha의 지에 250두 정도를 입식하여 사육 도가 낮다.지나치게 

낮은 사육 도는 가시덤불과 나무가 번식하는 등 지의 효과 인 리에 장

애가 된다고 한다.
72윤순진의 연구에서는 공동방목장의 면 이 한정되고 수 등의 문제로 사육두

수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련된 규약을 찾을 수 없었고 목 지가 

과도 이용으로 황폐화되거나 사육두수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윤순진 2006,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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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유지한다.보식작업은 로터리, 종,시비,진압73의 세부작업을 포함

한다.보식작업의 여부는 조합에 따라 편차가 많아 활동 인 목장조합은 3~4

년 주기로 새로 종작업을 하지만,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면  외에 보완

작업을 하지 못하는 조합도 있다.74보식작업에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지는 

않고 농기계를 가진 조합원을 심으로 참여하며 기계사용료와 연료비,인

건비를 지불한다.

농한기에는 울타리 보수작업을 한다.울타리는 돌담이나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데 외곽 울타리 외에 내부를 구획하는 울타리도 있다.울타리 길이가 길

어 신규 투자를 하기 어려워 수선을 주로 하지만 노후화로 애로가 많다.도

의 지원이 있지만 자부담 비율이 60%로 큰 편이다.가끔 소가 탈출하는 일

이 생기기도 한다.도망간 소는 체로 찾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며,사고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소 주인에게 상당한 보상책임이 따르기도 

한다.

이 외에 진드기 공동방제작업이 1~3주 간격으로 있어 연간 13차례 내외로 

이루어진다.75 체 으로 연간 총 20회 정도의 공동작업을 하고 작업시간은 

한 번에 2~4시간 정도이다.

공동작업에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해야 한다.공동작업은 입식 두수에 

계없이 조합원별로 같이 부담한다.이런 에서 입식 두수에 비례한 입식

비용 부담과는 차이가 있다.그러나 이는 공동체  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조합원간에 갈등이 생긴 일은 없다고 한다.작업일자가 갑자

기 잡히는 경우도 있고,혼상사 등 특별한 개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 참석하

73제주의 토질은 화산회토가 많아 응집력이 약하고 가벼워 바람에 의한 침식이 

많다.따라서 농사를 짓기 해서는 우마를 이용해 땅을 밟게 했다고 한다(강

만익 2013,p.290).요즈음은 우마 신 트랙터를 이용한다.
74E조합은 2013년에도 3,000만 원을 들여 30ha의 지를 보식하 다.반면 C조

합은 3년째 보식작업을 하지 못하 다.조합원들이 신규 투자를 할 여력이 없

어 정부지원사업 외에는 보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5 ,여름에는 진드기 발생이 많아 구제작업을 자주 하고 가을에는 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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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수도 있다.불참자는 별도의 벌 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 지 않은 

조합도 있다.76사례 5개 조합 모두 공동노동에 참여도가 높아 문제가 없다

고 한다.

마을 주민이 아닌 비조합원의 입식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C조합은 

과거 지면 이 충분했을 때 타 지역 농가의 입식을 받았다. 재는 지

가 충분하지 않아 종  입식자만 허용하고 새로 외지인 입식을 받지는 않

는다.외지인 비조합원의 입식에는 약간의 차별이 있다.조합원의 입식비

가 두당 3만 원인데 비조합원은 13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비조합원은 진

드기 방제 시에는 공동작업에 참여하지만 회의나 지 조성  울타리작업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A조합은 마을 주민에게만 입식을 허용하지만 등기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고 있다.등기조합원의 입식은 20두까지 허용하지만 비조합원은 15두

까지로 제한한다.양축농가로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과 동일하다.

4.3.3.수입과 비용 배분 방법

공동목장조합의 공동사업은 방목지의 조성과 유지에 한 것이고 가축의 

소유와 사육은 개인경 이다.조합원은 기본 으로 자가 소유 소의 입식 권

한을 가지며,규정에 따라 별도로 생산된 목 에 한 배분권,비입식기간 

 방목지 이용권 등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은 공동방목장의 원활한 운 을 한 경비와 노동력 분담의 의무를 

진다.비용은 공동방목장 소유지의 재산세,국공유지의 임차료,목 지 리

를 한 종,시비,울타리 보수 등의 경비를 포함한다.

매년의 필요비용을 추산한 다음 입식두수에 비례해 분담한다.회원 간의 

친목을 한 약간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기 을 조성하지는 않는다.

입식료는 조합에 따라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편차가 큰 편이다.

76E조합은 일당의 1/2정도를 벌 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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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자원 운 의 실태와 주요 의제

1.1. 공 자원 운 실태

농 지역 주민들이 자치 으로 운 하는 농업수자원,공동방목장,임산물

채취림 등의 공유자원에서는 지역의 경제 ,환경  특성을 감안한 자원이

용 질서가 자발 으로 형성,합의,운 되어 왔다.자원의 이용자에 한 엄

격한 규정을 하면서도 주민의 노령화와 귀 자를 고려해 마을 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조직원(수리계원,산림계원,목

장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공유자원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탄력 으로 

용하고 있다.수리계의 경우 농지소유 여부와 계없이 수리답경작자에 

한해 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원의 공동체  운 이 어려움에 처하고 지속성

이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농  주민의 이질화와 노령화의 진행이라는 

내  조건이 요한 원인이다.

를 들어 1980년 까지만 해도 부분의 농가는 몇 마리의 소를 기르는 

부업축산을 하 다.그러나 역우를 체하는 기계화 등의 사유로 방목장을 

이용하는 축산농가가 격히 감소하 다.그 결과 방목장의 운 은 마을 

체의 공동 심사에서 일부 축산농가의 심사로 축소되었다. 한 고령농가

들은 장래의 수익을 한 투자에 소극 이어서 공동방목장의 목 지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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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송이채취 산림계의 경우 고령

화나 비농가의 증가로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는 가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

다. 한 농가 간 노동능력의 차이로 공동생산,공동분배라는 공동체  운

이 변경되기도 한다.이 경우 송이 채취림의 운 을 일부 마을 주민들에 

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제주도 공동방목장의 경우 외부의  등 개발수요가 방목장의 존속에 

이 되고 있다.마을 체로서는 방목장으로서의 사용가치보다는 자산으

로서의 가치가 시되어 목장용지를 외지인에게 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수리계의 경우 농어 공사로 편입하고 리를 임함으로써 수리계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그 결과 농업용수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정

부 의존 으로 편향되고,자율성이 상실됨으로써 농업용수자원 리에 있어 

고비용 지효율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생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공동 랜드는 자신

들의 상품가치를 증 시키고 차별화된 수요를 창출하기 해,지역의 지리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 습,제도 등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을 랜드화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공동 랜드로의 지속  발 과 명성 유

지를 해서는 랜드 사용의 엄격한 제한과 부정사용의 감시와 강력한 제

재가 수반되어야 한다.지역주민일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칙 으로 지

역공동 랜드에 근할 수 있어야 하기에 지역공동 랜드의 균질한 명성  

품질 유지는 단독 랜드에 비해 실 으로 어렵다.이상의 공유자원의 특

징을 배제성과 경합성의 기 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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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공유자원 사례의 배제성과 경합성

배제성 경합성

공
동

랜
드

<공동 랜드 사용 제한 자격부여>

∙공동 랜드 사용승인 심사

-부여군 ‘굿뜨래’공동상표 사용을

해서는 농경력, 매물량,생

산시설,품질 리 등 총 12개 항

목 통과해야 함

-상주시 ‘명실상주’ 랜드는 품질

기 상 20% 농산물에 사용권

한 부여

∙‘명실상감 한우’ 랜드는 축산

동조합에 가입한 3만 여 농가

규정을 통과한 120개 농가만 사

용 가능

<공동 랜드 지명도 유지>

∙부여군 ‘굿뜨래’공동 랜드 사용

자들 2년 주기 사용승인 재심사

과정 거침.

-심사결과 하 20% 탈락

∙명실상감한우의 경우 엄격한 품

질 검사를 통해 사용 제한

농
업
수
자
원

<수리계원 자격부여>

∙수리계 수세 납부

∙수리답 경작자

<수리시설 리>

∙수로정비 수 제거 등 공동작

업 실시

∙부역 골

송
이
채
취
림

<자격 이용 제한>

∙마을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민등

록 이 후 1～5년간 거주 조건

을 충족 해야만 회원자격 부여

∙채취시기인 9월 하순～10월 하순

에 외지인 입산 지

<채취시기 구역통제>

∙부정행 남획 방지를 해

공동채취·균등분배

∙공동작업 의무참여,불참 시 배분

비율에서 차감

공
동
방
목
장

<입식조합원 자격부여>

∙마을주민에게만 방목장 입식을

허용함.단,외지인의 입식 의뢰

시 방목두수 입식료 차별

∙기존 조합원 투입한 자 과 노동

력에 한 가로 신입회원에게

입회비 부담

<방목기간·입식두수 제한>

∙입식일자는 엄격하게 수하는

반면 철수는 부분 자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입식두

수 입식료 차별

∙방목기간을 4월에서 10월 하순

는 11월까지로 제한

∙목 지 정비사업 등 공공작업 의

무참여,불참 시 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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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계기

지역공동 랜드 농업용수자원 송이채취림 공동목 지

D1 ○,△ ○ ○,△ ○

D2 △ ○ △ ○,△

D3 ○,△ ○,△ ○ ○

D4 △ ○,△ △ ○

D5 ○,△ ○ ○ ○

D6 △ ○ ○ ○

D7 △ ○ ○ ○

D8 ○ - - -

주:여기서 D1,D2,...,D8은 앞의 오스트롬(1990)의 지속 가능한 공유자원 리제도가 

만족하여야 하는 설계기 을 말한다.

○는 양호,△는 보통,×는 불량을 의미.

표 4-2.사례공유자원의 설계 칙

오스트롬의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리제도가 만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사례

분석의 결과에 원용하면 <표 4-2>와 같이 요약된다.오스트롬의 8개 조건을 

상 으로 충실하게 부합하는 사례는 공동목 지이다.반 로 가장 충족하

지 않는 사례는 공동 랜드이다.

공동목 지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서 잘 정의된 이용권과 감시활동  제

재를 통해 공유자원의 비극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그러나 공동

목 지의 지속  사용과 보 과 련하여 부과되는 두당 입식료가 사용량과 

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바,‘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지

불한다.’는 원칙이 해될 수 있다.왜냐하면 두당 입식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평균비용(AC)=한계비용(MC)이 되어 입식자들은 규모와 무 하게 비용

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이다.특히,환경오염이 공유자원에 미치는 외부비경

제가 공유자원의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환경에 부담지우는 비용은 체증 으

로 증가한다.따라서 입식량과 무 한 두당 고정입식료,즉 한계입식료가 고

정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공동방목장의 환경에 ‘음의 외부효과’를 미치게 되

어 공유자원의 사용  제공규칙의 지조건과의 부합성이 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단,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방목지의 타 용도로의 활용 

는 외지인에 매 등 공유자원이 속한 지역사회의 경제  여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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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 자체의 해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지역공동 랜드의 경우 공유자원의 비극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지역공동 랜드의 특성상 일정 자격요건을 만족한 지역농민에게 

공동 랜드 사용을 엄격한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농산물의 

특성상 일률  품질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공동 랜드 특성상 품목

별로 품질기 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여건에 부합하는 사용규칙을 설정하기 

용이하지 않다.이는 공동 랜드 사용자의 랜드 리규칙  발 과제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근원  문제와 결부된다.

송이채취림의 경우 이용권의 확립과 감시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악

된다.넓은 산림지역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지인의 산림채취를 원천

으로 지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산림계원의 개인  채취 수  한 감

시가 용이하지 않다.따라서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

하다고 단된다.그 결과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지인에게 일정 입산료

를 받고 채취를 허락하고,조합계원에게도 개인  채취를 허가하고 일정

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자원의 경우 공유자원의 성공  리를 한 배제성의 확보는 담

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농업용수자원의 경우 시설물의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보수하는 데 필요한 한 감시활동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농업용수자원이 농어 공사로 편입 는 임 리됨으로써 수리답 농민들

의 선호와 의사결정이 반 되지 못하고 그 결과 농업용수자원의 리  

검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사례가 공유자원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리

의 부분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소수 주민에 의한 

방목지와 채취림의 리,운 은 공유자원 리가 복잡한 층  구조를 이

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을 총회나 산림계,등기상의 공동목장조합이 

상 의 리권을 보유하면서,일시 인 리,운 권을 하 의 조직에 탁

하고 있다.하  조직의 운 방식은 공동체  방식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

익집단으로서 수익배분과 비용부담 방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공동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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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외부인의 입식을 허용하고 높은 입식료를 부과하고,마찬가지로 마을 

채취림에 외지인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높은 입산료를 부과하기도 한다.수

리계의 경우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의 편입을 통해 농업용수자원의 자치

리보다 국가기 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지역의 동질성

이 높고,모니터링  제재 비용이 렴한 철원 지역의 경우 자율  수리계 

원형이 상 으로 잘 보존·운 되고 있다.

1.2. 공 자원  주요 

공유자원의 경우 이용의 경합성 즉,이용에 있어 외부비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있어 개개인의 합리성을 만족하나 사회 체의 토 최

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될 수 있다.이는 자원배분에 있어 죄수의 

딜 마 상과 함께 조정문제(coordinationproblem)를 래한다.

죄수의 딜 마는 구성원 개인에게는 최선의 결과이나 사회 체 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통 인 공유자원의 비극이 여기에 속한다.

죄수의 딜 마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1)게임을 반복하는 방법,(2)보수를 

조정하는 방법,(3)사유화  국유화 등 이용권의 제한 등이 있다.게임을 

반목하는 방법은 사회의 안정성에 좌우된다.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큰 변화

가 없는 경우 반복  상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속가능한 규칙을 집행함으

로써 죄수의 딜 마를 극복할 수 있다.

보수를 조정하는 방법은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개입을 극 활

용하는 것이다.조정문제는 구성원이 력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력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입안

자,의사결정자 등이 조정으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말

한다.지역 랜드 분석에 활용된다.이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획득과 정책의 수립  집행의 직

간  비용이 게 발생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특히,정보의 비 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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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때,정부  지자체의 일 된 정책수립과 이행은 요한 의제이다.

공유자원의 이용권과 련하여 이용권을 제한하는,즉 개인에게 불하하는 

사유화와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 으로 개방하는,따라서 국가  공공부문

이 리·공 하는 국유화로 구분된다.사유화의 경우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

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화를 래할 수 있다.특히 험회피까지 감안

할 경우 공유  이용의 사회  보험  기능을 증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국유

화는 앞의 보수조정과 마찬가지로 이행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공유자원의 이용과 련한 주요의제는 효과 인 모니터링과 제재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효율  기제를 고안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공유자

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사용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한 수 에서 공유

자원이 지속 으로 공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물론 이들 기

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 으로 이행되어야 한다.이것이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국유화도 아니고 사유화도 아닌 제 3의 방식인 ‘자치 거

버 스’의 도입이 요구되는 근거이다.

공유자원의 이용자들이 자치 거버 스를 구축할 경우 리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선호체계를 효과 으로 반 할 수 있다.이는 

공유자원 이용과 리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담보와 연결된다.

이와 련하여 공유자원의 주요의제를 이용측면과 제공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본다.공유자원의 이용측면의 의제는 효율  이용을 담보하기 한 자

원의 지속  유량(resourceflow)에 한 문제이다.공유자원의 제공 측면의 

의제는 공유자원의 설비와 련하여 자원생산능력을 유지  향상과 련된 

자원 량(resourcestock)의 문제이다.

공유자원의 이용측면과 련된 의제는 첫째,이용의 경합성인 이용의 외부

성(appropriationexternality),둘째,이용의 사유화와 련한 할당의 문제

(assignmentproblems),셋째,외부의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기술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기술  외부효과(tecnologyexternality)등으로 

요약된다.공유자원의 이용수 ,방법,산출물 배분 등이 주요 의제이다.

공유자원의 설비제공 문제는 공유자원의 최 규모와 생산특성에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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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련된 주요의제는 크게 수요측면과 공 측면으로 양분할 수 있다.

수요측면은 공유자원의 이용행 를 변경하는 수요제한 의제이다. 를 들

어 지하수를 과다 사용할 경우 바닷물이 유입되는 해안가 지 의 경우 공

유자원 설비제공의 수요측면에서 사용을 제한한다.공 측면은 공유자원시

설의 유지와 련하여 무임승차문제이다.공유자원을 리하고 시설보수에 

부역  회비납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회피 는 수 에서 공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그 결과 공유자원은 사회 체가 바람직한 수 까지 

공 되지 못하는 비효율  자원배분의 결과를 래한다.

2.공유자원 운 의 망과 과제

2.1. 공 자원 운  망

공동목장,산림자원,농업수자원,지역공동 랜드 등 분석 상의 물리  

특성에 따라 공유자원의 이용  리의 행 가 상이하다.뿐만 아니라 공유

자원이 속해있는 마을의 규모(인구  호수),역사  통,주민의 연령구조,

외부와의 근성, 농작부체계 등 공동체의 속성에 따라 공유자원의 칙

과 이행은 상이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 지역의 경우,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일수록 공유자원 운 에 있어 상호 력과 험공유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철원의 수리조합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호혜작용

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반복게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이 지역에서

는 상호 력하는 략이 균형이고,상호 력 략은 외부의 상황변화에 쉽

게 변화하지 않는 진화 으로 안정된 균형이 된다.이 경우 공유자원 이용과 

리의 평가에 따른 제재수 은 진 이어도 무방하다.반면,타 지역 는 

상품과 연계가 높은 부여군과 같은 지역은 평가에 따른 제재수 이 일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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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정부 리

공유자원제주 공동목 지
이용의 사유화 경향

공동 랜드:제재와 참여율
력에 한 확신

규모수리시설:지자체지원
수리계운용 미래에 한 확신

산림계:이용의 사유화

규모:
농어 공사 리

산림계:이용의 사유화

자율규제

그림 4-1.공유자원 운 의 진화 과정

계가 되어야 상호 력하는 략이 균형이 된다.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의 

공유자원의 이용  리의 진화방향은 <그림 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농업수자원을 리하는 수리계는 ·소규모를 심으로는 자율규제

가(력– 력 략)선호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반면, ·규모의 

수자원을 리하는 수리계의 경우는 정부통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농업수자원의 이용  리에 있어 모니터링  제재비용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비효율  자원운 이 래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규모별,

유형별로 차등  수리시설 리방안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수리계가 자율 으로 농업용 수자원시설을 

이용· 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앙정부를 신한 농어 공사의 리보다 효

율 이다.그러나 농어 공사의 경우 거  자 력  조직력으로 인해 규

모 수리시설신축  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업

용수의 공   리운용에 있어 효율성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자원 확보라는 

‘험 리(riskmanagement)’차원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 한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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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록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앙정부를 신한 공공기 을 통해 공유자

원을 리 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동목 지는 마을공동소유이나 축산농가의 감소로 공동이용보다는 특정 

집단(농조합)에게 이용을 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이는 소유권

은 공유 는 국유로 남아있지만 이용에 해서는 사유화가 진행되는 이용

의 사유화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계의 경우 산림의 소유권은 국가  지자체에 있으나 마을 주민에게 

독  사용권이 부여되고 있다.마을 주민의 감소  고령화로 마을 주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일종의 클럽재화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동 랜드는 자율규제로의 진화가능성을 보이고 있다.엄격한 품질 리

를 한 효과 인 감시와 제재기제가 요구되나 조정게임에서 조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면 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반복게임에

서는 사회가 안정 일수록 조하는 략이 자기구속력(selfenforcement)을 

갖도록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공 자원 운  발 과

공유자원의 공동체  이용은 지역 주민의 소득 제고 외에도 취약 주민을 

보호하고,공동체  문화유산의 보 과 환경보호 등의 정  효과가 있다.

이와 련하여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의 문제 은 첫째,구성원의 노령화

와 자 력 부족으로 자원의 유지·함양을 한 투자(지개량과 수자원 개발)

에 소극 이라는 것이다.둘째,개발과정에서 사유지와 국·공유지 모두를 포

함하여 매와 타용도로 환됨으로써 공유자원의 근간인 자산이 증발한다

는 것이다.셋째,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공유자산 리 질서의 개편이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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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공유자원 운 의 단기과제

이에 공유자원의 이용  발 과제는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

분하여 살펴본다.먼  단기  개선과제로서는 공동체  리가 유지된다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첫째,자원 유지  보

을 한 투융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공유자원은 그 속성상 이용의 경합성

을 띠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둘 경우 토 최 수 에 합당하는 투자가 수

반되기 어렵다.따라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량  개입

이 요구된다.

둘째,기존 방목지의 타 용도로의 환 시 체 목장지의 조성을 한 지

원이 필요하다.국·공유지의 임  확 도 감안하되,우수한 산림의 훼손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엄 한 환경 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국·공유지 임 차요 의 정한 산정이 필요하다. 정한 가격부여

는 자원의 효율  배분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재 지가의 1%로 

되어 있는 임 차요 을 목장지로서의 가치 평가를 기 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국유재산 리법 시행령에서 농업용(답과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1%로 되어 있는데,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제

주도 목장용지의 임 차료 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기존 수리계의 농어 공사로의 편입  리 탁 시 자율  잔존이 

불가능한 지역을 심으로 우선 혜택이 가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지

과 같이 수리계가 담당하고 있는 몽리면   시설의 규모에 의하여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당장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양호한 수리계가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2.2.2.공유자원 운 의 장기과제

장기  응방안으로는 먼  공유자원을 효율 ,안정 으로 리하기 

해서는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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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운 주체의 형성과 고유자원의 기반이 되는 토지 임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둘째,마을에 기반을 두면서도 극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농조합법인, 동조합 등의 법인 형성으로 공유자원의 경 기반을 조성함으

로써 공유자원의 활용  이용조직의 지속 인 유지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셋째, 재 1～2년인 임차기간(임산물양여계약)을 목 지 조성, 수시

설 등 투자의 회임기간 이상의 정기간으로 연장이 요구된다.넷째,수리계

의 경우 규모별,유형별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자율성을 보 ,제고하는 방

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 지자체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공동 랜드 

활성화 사업은 계주민 는 농민들로 하여  상호 돕는 ‘력– 력’략

을 수용하도록 메커니즘 디자인함으로써 효과  정책집행을 유도하고,이에 

수반되는 이행비용을 감하도록 해야 한다.지역공동 랜드의 가치를 높이

기 해 가입자들이 ‘력– 력’ 략을 사용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은 그 지 않을 경우보다 높다.이 경우 지역공동 랜드를 충실하게 따르는 

가입자는 자신이 매하는 상품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 이 됨으로써 자신

의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77 랜드 리를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할 수 있

는 일 성 있는 정책과 함께 랜드 품질을 리하기 한 지속  모니터링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78

3.추후 연구  기 효과

비공식  수단을 통한 자원이용의 합리화가 추구된다.비공식  수단 가운

77 랜드 리를 통한 상품차별화를 수직  차별화라 부른다.자세한 것은 서종

·유승우·김경덕(1993)참조.
78이는 해당상품의 시장구조와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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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도 습이나 규범과 같은 사회학  수단보다는 공식 으로 설정된 규

칙이 없어도 구성원 서로 간에 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유인의 여부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이는 공유자원 는 자원이용  

리조직의 반복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력  공유자원의 이용

을 해서는 투명하고도 간단한 제재수단의 확보가 요하다.

한편 공식  수단을 통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추구는 사유화 는 이용권의 

배분이 있다.사유화는 험공유와 규모의 경제를 해함으로써 당  기 하

던 자원의 효율  배분이라는 목 과 배치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상되는 학술  기여는 (1)거래비용의 명시  분석과 도입을 통한 신제

도경제학의 내연 확   실험경제학(experimentaleconomics)의 제도분석 응

용,(2)농 지역의 사회  자본의 명시  모형화,(3)진화경제학  게임이

론 방법론을 지역자원 실태분석과 운 방안에 응용 등 향후 련 연구의 기

자료로서의 활용이 기 된다.

한편, 상되는 정책  기여는 지역의 내생  성장(endogenousgrowth)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모색,지역주민–지자체– 앙정부의 공생·력 거버

스 구축에 기 자료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기 연구로서 직

인 정책  기여보다는 지역농업의 운   발 계획 수립에 이론  논거

와 주요 단 를 제공하는 역할이 기 된다.





요약  결론 제5장

통  농 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리하던 공유자원인 산림,

수자원,목 지 등은 농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지역사회의 유지·발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21세기 농 지역의 고령화  공동화로 과거

에 비해 공유자원의 역할과 그 요성이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농 지역

에서의 공유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

농 지역의 유·무형 공유자원의 효율  운용과 련 시스템의 개발은 지

역의 내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이는 ‘지역주

민–지자체– 앙정부’의 공생·력 거버 스 구축에 주요 단 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유자원의 효과 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리 방안의 모색은 사회  

거래비용을 감소하고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을 상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유자원의 경우 이용의 경합성 즉,이용에 있어 외부비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있어 개개인의 합리성을 만족하지만 사회 체의 토 

최 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될 수 있다.이는 자원배분에 있어 죄수

의 딜 마 상과 함께 조정문제를 래한다.

죄수의 딜 마는 구성원 개인에게는 최선의 결과이나 사회 체 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통 인 공유자원의 비극이 여기에 속한다.

죄수의 딜 마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1)게임을 반복하는 방법,(2)보수를 

조정하는 방법,(3)사유화  국유화 등 이용권의 제한 등이 있다.게임을 

반복하는 방법은 사회의 안정성에 좌우된다.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큰 변화

가 없는 경우 반복  상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속가능한 규칙을 집행함으

로써 죄수의 딜 마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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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조정하는 방법은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개입을 극 활

용하는 것이다.조정문제는 구성원이 력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력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입안

자,의사결정자 등이 조정으로 인해 더 낳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말

한다.지역 랜드 분석에 활용된다.이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획득과 정책의 수립  집행의 직

간  비용이 게 발생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특히,정보의 비 칭 문제

가 발생할 때,정부  지자체의 일 된 정책수립과 이행은 요한 의제이다.

공유자원의 이용권과 련하여 이용권을 제한하는,즉 개인에게 불하하는 

사유화와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 으로 개방하는,따라서 국가  공공부문

이 리·공 하는 국유화로 구분된다.사유화의 경우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

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화를 래할 수 있다.특히 험회피까지 감안

할 경우 공유  이용의 사회  보험  기능을 증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국유

화는 앞의 보수조정과 마찬가지로 이행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공유자원의 이용과 련한 주요의제는 효과 인 모니터링과 제재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효율  기제를 고안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공유자

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사용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한 수 에서 공유

자원이 지속 으로 공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물론 이들 기

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 으로 이행되어야 한다.이것이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에 있어 국유화도 아니고 사유화도 아닌 제 3의 방식인 ‘자치 거

버 스’의 도입이 요구되는 근거이다.

본 연구는 산림  수자원, 개시설,마을공동시설,지역공동 랜드 등의 

유의  사례분석을 통해,공유자원의 비극을 우회하고 지역 공유자원의 효

율  이용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메커니즘 규명과 지역농업 

 지역경제 생산성 제고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역공유자원

의 최  할인율을 분석함으로써 통  력 시스템의 안을 가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문헌  제도 연구와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문헌  

제도 연구로 본 연구는 거래비용을 명시 으로 고려하는 신제도경제학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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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을 원용하 다.거래비용은 제도  조직 구조에 필연 으로 향을 미

치며 따라서 개인의 경제  선택에도 향을 미친다는 신제도경제학의 이론

분석체계를 따른다.나아가 농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사유재산과 시

장경제의 확  등 주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의 자원배분을 장하는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 으로 안정되게 반응하는 지라는 제도의 진화  안정

성 조건을 규명한다.‘반복–상호성’에 입각한 게임의 할인율을 계산함으로

써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게임의 지속가능성이 분석된다.이를 해 가상 

수치 실험과 시뮬 이션 방법론을 원용하 다.

사례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 다.하나는 하드웨어 인 것

으로 마을 공동목 지 이용,산림부산물 채취,농업용수  개시설 이용에 

한 사례분석이다.이의 유의  사례 분석에는 마을 공동목 지 이용사례 

(제주도),시·군 리 구역의 농업용수  수리권 이용 사례 (강원도 철원군,

홍천군),산림계 조직  운  사례(강원도 인제군,경상북도 화군)이다.두 

번째로는 소 트웨어 인 것으로 지역공동 랜드 분석이다.이에 한 유

의  사례는 상주시의 ‘명실 상주’,부여군의 ‘굿뜨래’지역공동 랜드가 포

함된다.

공유자원의 공동체  이용은 지역 주민의 소득 제고 외에도 취약 주민을 

보호하고,공동체  문화유산의 보 과 환경보호 등의 정  효과가 있다.

이와 련하여 공유자원의 이용과 리의 문제 은 첫째,구성원의 노령화

와 자 력 부족으로 자원의 유지·함양을 한 투자(지개량과 수자원 개발)

에 소극 이라는 것이다.둘째,개발과정에서 사유지와 국·공유지 모두를 포

함하여 매와 타 용도로 환됨으로써 공유자원의 근간인 자산이 증발한다

는 것이다.셋째,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공유자산 리 질서의 개편이 요

구되고 있다.

먼  단기  개선과제로서는 공동체  리가 유지된다는 제하에서 다

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첫째,자원 유지  보 을 한 투융

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공유자원은 그 속성상 이용의 경합성을 띠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둘 경우 토 최 수 에 합당하는 투자가 이루지 수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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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따라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량  개입이 요구

된다.

둘째,기존 방목지의 타 용도 환 시 체 목장지의 조성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국·공유지의 임  확 도 감안하되,우수한 산림의 훼손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엄 한 환경 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국·공유지 임 차요 의 정한 산정이 필요하다. 정한 가격부여

는 자원의 효율  배분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재 지가의 1%로 

되어 있는 임 차요 을 목장지로서의 가치 평가를 기 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국유재산 리법 시행령에서 농업용(답과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1%로 되어 있지만,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제

주도 목장용지의 임 차료 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기존 수리계의 농어 공사로의 편입  리 탁 시 자율  잔존이 

불가능한 지역을 심으로 우선 혜택이 가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지

과 같이 수리계가 담당하고 있는 몽리면   시설의 규모에 의하여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 편입할 경우 당장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양호한 수리계가 농어 공사 리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  응방안으로는 먼  공유자원을 효율 ,안정 으로 리하기 

해서는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극  운 주체의 형성과 고유자원의 기반이 되는 토지 임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둘째,마을에 기반을 두면서도 극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농조합법인, 동조합 등의 법인 형성으로 공유자원의 경 기반을 조성함으

로써 공유자원의 활용  이용조직의 지속 인 유지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셋째, 재 1～2년인 임차기간(임산물양여계약)을 목 지 조성, 수시

설 등 투자의 회임기간 이상의 정기간으로 연장이 요구된다.넷째,수리계

의 경우 규모별,유형별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 지자체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공동 랜드 

활성화 사업은 계주민 는 농민들로 하여  상호 돕는 ‘력– 력’략



요약  결론110

을 수용하도록 메커니즘 디자인함으로써 효과  정책집행을 유도하고,이에 

수반되는 이행비용을 감하도록 해야 한다.지역공동 랜드의 가치를 높이

기 해 가입자들이 ‘력– 력’ 략을 사용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은 그 지 않을 경우보다 높다.이 경우 지역공동 랜드를 충실하게 따르는 

가입자는 자신이 매하는 상품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 이 됨으로써 자신

의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 랜드 리를 통하여 상품차별화를 할 수 있

는 일 성 있는 정책과 함께 랜드 품질을 리하기 한 지속  모니터링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농 지역의 공유자원의 특성과 쟁 ,그리고 발 과제를 제시

하 다.자료의 부족으로 선험  분석,이론  이슈,사례연구 그리고 발 과

제를 심으로 논거가 이루어졌다.농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원으

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련분야의 사례연구가 수반되어 농 지역의 공유

자원의 황과 그 특성에 한 자료가 축 되어 농 지역 공유자원의 실

인 정책 안에 한 후속연구가 기 된다.



부록 1

공유자원 련 이론

1.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의 경우 이용의 경합성 즉,이용에 있어 외부비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있어 토 최 을 보장하지 못한다(Prisoners'Dilemma).

외부비경제로 인해 사회  최 수 을 과하는 공유자원의 남용은 다음과 

같이 정형화될 수 있다.

-마을에 n명이 있다.

-각각 공유자원 사용량을    이라 하자

-마을 체 공유자원 사용량: 






-개별 마을주민의 행동원리는 다음의 이윤  

  ⋅⋅   ⋅

을 극 화하도록 공유자원의 개별 사용량 를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v(·)는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의 시장가치,c는 개별주민

이 공동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의 1:내쉬 균형]

내쉬 균형 
는 ∀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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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성립되고 이는 다음의 

1차 조건을 만족한다.




 ′


 
  

여기서 ′    이다.

의 내쉬 균형에서 
 




  라 두고 

식을 모든 참자가 i에 하여 합하고 참가자 총수 n으로 나 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 

 
 

한편,마을 체의 최  이득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결정되는 최 사용량  는 마을 공동체가 체의 이득을 고려하여 

최 화하는 사용량  보다 많기에 G*-G**양만큼 공유자원이 남용(over

use)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유자원으로서의 사용가치 훼손 부담은 개인의 입장에서 ′으로 

가치훼손의 1/n만 부담하면 되기에 남용이 래된다.이상의 상황은 다음 

<부도 1>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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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공유자원의 남용:비효율성 발생

공유자원사용량

′



′

G** G*

한계이윤,한계비용

C

한편 사회 체 으로 효율  사용량 G**와 개인의 입장에서 최 화된 공

유자원 사용량의 사회  합 G*수 은 공유자원의 수요함수의 탄력성에 따

라 결정된다.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함수의 탄력성이 클수록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수익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참가자들이 가격에 따른 기회  행동(opportunisticbehavior)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품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 ≦ 의 값이 달라지는 데,시장구조

가 독 에 가까울수록 ′ 는 ‘0’에 가까워지고 완 경쟁에 가까울수록 ‘-

∞’가까워진다.

시장탄력성  시장구조에 따른 공동 랜드의 성공조건 규명할 수 있다.

상품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 ≦ 의 값이 달라진다.즉,수요 탄력

인 제품은 공동 랜드 사용 시 랜드가 남용되어 랜드 가치가 손상될 가

능성이 높다.

공동 랜드의 경우 품질 하에 따른 피해는 1/n로 배분되는 반면,공동

랜드로 얻는 이익은 오로지 개인에게 동일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공동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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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치유방안으로는 공유자원을 생산요소로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의 수요를 랜드 구축,품질차별 등 상품차별화를 통

해 비탄력 으로 변환하는 략이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 리 

등 이용 참여 주민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이는 비배제성을 

탈피하여 이용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Prisoners'Dilemma구조  해결방안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이나 사회 체 으로는 토 비효율이 발생하

는 경우를 죄수의 딜 마(prisoners’dilema)라고 정의한다.죄수의 딜 마는 

<부표 2>의 게임구조와 같이 정리된다.죄수의 딜 마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Axelrod1984,p.8)

-T(이탈하는 유혹으로부터의 보수:Temptationpayoff)

-R(두 경기자 모두 조에 따른 보상:Rewardfromcooperation)

-P(상호 비 조에 의한 처벌:Punishmentfromnon-cooperation)

-S(상 방은 조를 하지 않는데 자신은 조를 하는 멍청이의 보수:

Sucker'spayoff)

에서 T>R>P>S일 때 죄수의 딜 마가 발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

(조, 조) 략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토 우월(ParetoSuperior)하지

만 시장에 맡겨둘 때 (이탈,이탈)의 략이 선택되어 게임 참여자가 바라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다.각 참여자는 개인의 합리  단에 근거하여 

선책을 하 지만,그 결과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을 죄수의 딜 마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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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죄수의 딜 마 구조

경기자 2
경기자 1

조 이탈

조 R,R S,T

이탈 T,S P,P

□죄수의 딜 마 문제 해결 방향

○ T를 R보다 게 낮추는 방안 

○ P를 작게 하는 방안 

○ R을 크게 하는 방안

⇒ (비용의)감시체계와 (효과 인) 증 인 제재(sanctioning)수단 필요 

□ 이를 해결하는 제도로는

○ 국유화(stateowned) 는 정부강제력 동원:행정비용 과다

○ 사유화(privatization):형평성 문제  배제비용 과다  

○ 자치기구(selfgovernance):제도고안  조정문제

□ 자치기구를 통한 공유자원배분은 성과  제도운 과 련하여 

○ 다면성

- 의의 (경제 )보수뿐만 아니라 명성,문화, 통, 연 계 등의 다차

원  보상기구와 연계

○ 반복성

- 조를 유도하기 해선 게임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다는 믿음

을 제공하여야 한다.

-명성,신뢰 구축 

⇒ 구  정리(FolkTheorem):무한반복게임에서 비 조  상황이 게임의 균

형이 될 때, 조  상황을 게임의 균형이 되도록 제도를 고안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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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  할인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를 들어 어떤 조건하에서 자율  조가 가능한지,자율  조조건은 

어떤 변수에 의하여 향을 받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다.

3.FolkTheorem과 사회  할인율

○ 수인의 딜 마 해결방안 의 하나로 게임을 무한히 반복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실 으로 게임을 무한하게 반복시킬 수는 없다는 어려움.따라

서 무한반복게임과 구조 으로 동일한 유한반복게임을 응시켜 특성과 

구조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이 반복될 확률을 도입하고 이를 시간할인율과 연계하여 게임 할인

자를 고려하면 가능

-즉,게임이 반복될 확률을 ,시간할인인자 ′  라 두면 게임의 

할인율   ×′라 정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무한반복게임의 가치를 로 표시할 수 있다.

○ 구 정리

-각 단계에서의 수인의 딜 마에 빠져 있는 균형이 있다고 가정하자.이

는 각 단계에서 상호 조하 을 때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이 있다는 것을 암묵 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딜 마를 벋어나도록 하는 게임의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에 있어 다음을 만족하는 할인율 ,즉

   


을 만족하는   가 존재하고,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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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 해 력 략이 균형경로가 되는 ‘부분게임 완벽균형(sub-game

perfectionNashequilibrium)’이 존재한다.

-매 단계게임에서 얻는 수인의 딜 마에 빠져 있는 내쉬 균형을 우회하고 

기부터 상호 력하는 략이 균형이 되기 해선 상기와 같은 사회  

시간할인인자,즉 게임이 반복 으로 안정 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수인의 딜 마 게임의 속성상  이므로 게임 참여자가 매

기간 력을 가능하게 하는 게임의 지속성 확률,즉 “1”보다 작은 확률의 

사회  할인자 존재조건은 항상 만족된다.

□부분균형 완벽균형의 존재를 담보하는 게임반복확률(시간할인율과 역의 

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 보수가 약속을 기하 을 때 얻는 기

효용보다 크도록 제도를 고안하면 된다.

- 조할 때의 기 보수

 


(1)

-약속이 기되었을 때 약속을 기한 참가자에게 그 다음부터 제재를 계

속하는 ‘우울한 방아쇠 략(triggerstrategy)’이 수반될 때 얻는 기 보수

  

 (2)

⇒ (1)>(2)가 되는 시간할인인자 가 존재하면 반복게임에서 수인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실제로 (1)>(2)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 할인

인자 는 




 


 ⇒    



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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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에 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반복

게임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인율에 따른 게임유형 구분,즉 어떤 경우의 CPR이 특정 할인율 구간

에 놓이는가를 살펴본다.

-시간할인율이 낮은 CPR의 경우 미래에도 그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이고 

이 경우 자율  조조직의 생성  구축 운용이 쉬움.반 로 할인율이 

높은 CPR은 력  조직보다는 배타 으로 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특정

기  단체에 리  운 으로 넘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지리  여건(마을의 동질성, 근성,주요 작부체계 등)풍습  습,역

사,인구규모  연령구조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마을의 동질성이 높을수록,주요작부체제의 변화가 을수록,인구변동

이 낮을수록,역사  통이 길수록 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반면,타 지역과의 근성이 용이하고,인구규모가 격하게 감소하는 지

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지속성 가능성이 감소하기에 는 감소.

4.진화 으로 안정된 균형(EvolutionaryStableStrategy:ESS)

○ 모든 구성원들이 ∈∆ 략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략 y를 사용하

는 구성원들이 집단에      비율만큼 나타날 경우,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면 략 x는 진화 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정의한다.즉,

    ,∀≠

를 만족시키는 의 최 값 ∈ 가 존재한다면 x 략은 진화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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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 되고79

-진화 으로 안정된 균형(ESS)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의될 수 있다.

○ 략 ∈∆가 진화 으로 안정 일 조건은 모든 가능한 략 ∈∆에 

해서 다음 두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다.

-  

-만일   인 경우에는   가 성립

○ 조정게임에서 토 우월(Paretodominant) 략과 ESS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정게임:지자체,마을주민자치,공동 랜드 회원 등 련조직의 자율  

거버 스에 의해 자원배분에 있어 토 우월한 내쉬 균형을 도달 할 

수 있다.

부표 2.조정게임

경기자 2
경기자 1

조 비 조

조 a,a d,c

비 조 c,d b,b

○ ① a>b>d,② a>c의 조건하에서 두 개의 순수 내쉬 균형 (조,

조),(이탈,이탈),그리고 혼합 내쉬 균형이 존재하는 형 인 조정게임

(coordinationgame)이 된다.80이 경우 (조, 조),(이탈,이탈)두 개의 

순수 내쉬 균형은 진화 으로 안정되어 있다.반면 혼합 내쉬 균형은 진

79vonNeumann–Morgenstern효용함수를 가정한다.
80일반 으로 c>d라고 가정하나 가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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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으로 안정되지 못한다.

협조 협조  
이탈 협조  ⋅⋅

에서        인 바,  ⋅⋅가 되어

협조 협조  이탈 협조가 성립된다.따라서 (조, 조)

략이 ESS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p는 조하는 무리들의 비 이고 (1-p)는 비 조하는 무리들의 비

이다.

○ 마찬가지로 (이탈,이탈) 략 한 SSE이다.

이탈 이탈  
협조 이탈  ⋅⋅

○ 두 개의 ESS균형 에서 토 우월한 균형 (조, 조)를 담보하기 

해서는 무리 에서 조 략을 사용하는 비  p가 최소한 어느 수 인

가를 구할 수 있다.

-먼  조 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기 효용:

  협조협조협조비협조

 ⋅⋅ ⋅

-비 조 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기 효용:

  비협조협조비협조비협조

 ⋅⋅  ⋅

가 된다.따라서    를 만족하는 p범 에서는 (조, 조) 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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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이고 나머지 범 에서는    가 되어 (비 조,비 조) 략이 

ESS가 된다.즉,

   ⇔ ⋅⋅  ⋅⋅

⇔ 


  

구간에서는 (조, 조)략이 ESS,

  


  구간에서는 (비 조,비 조)략이 

ESS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도 2.ESS와 침투장벽

a

c

Eu Eu

b

d

0 1 p

 협조협조      협조비협조 

 비협조 협조     비협조 비협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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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를 만족하는 확률(침투장벽,invasionbarrier)의 존재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즉,a>c,b>d의 조건에서 두 개의 순수 략이 ESS가 

될 수 있는 무리의 비  p*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의 ESS정의에서  를 략 y에 한 침투장벽이라 정의

- 략 y가 하는 비 이 보다 작으면 이 집단에 침투할 수 없고,보

다 큰 비 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집단에 침투할 수 있다는 의미

○  


 은 조 략이 진화 으로 안정될 수 

있는 침투장벽이다.

- 조 략을 사용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비 조  략을 사

용하는 집단이 침투할 때 비 조  집단의 비 이 p*보다 작으면 조

 략에 부여되는 기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비 조  략은 시간

이 지나감에 따라 소멸하고,따라서 조 략은 진화 으로 안정 이

다.

-마찬가지로 비 조  략 한 구성원들이 p*이하의 확률로 조할 

경우 기존의 비 조  략이 진화 으로 안정 이라는 것임.

-서로 조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a가 크면 클수록 침투장벽 p*값

은 작아지기에 조  략이 진화 으로 안정된 략이 될 가능성이 

높음.반면,서로 비 조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b가 커질 경우 침

투장벽 p*가 커져 비 조  략이 진화 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증가

○ ESS개념과 침투장벽은 지역공동 랜드의 성공을 한 지역농민의 참여

분포 분석에 사용됨

-지역 랜드에 참여하여 조하는 략이 진화 으로 안정된 내쉬 균형

으로 선택되기 한 지역농민의 참여정도 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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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

항 목 배 심 사 기 평

1.
농(생산,
업)경력

7 ○ 농(생산,업)경력 5년 이상

6 ○ 농(생산,업)경력 3～5년 미만

5 ○ 농(생산,업)경력 3년 미만

2.
유명도
성가도

7 ○ 국 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 국 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 됨

3.
외신용도

8 ○3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신용도 높음

5 ○ 외신용도가 보통

4.
매물량
매망

8 ○ 매처 확보,지속 안정 공 가능

6 ○ 매처 일부 확보

5 ○ 매처 미확보, 후계획 불명확

5.
농(생산,
업)장소
입지

8 ○오염원 재해우려가 없고 합한 곳

7 ○ 와 같은 조건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사항이 부 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
합성

9 ○상품별 세부품질기 에 매우 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7 ○상품별 세부품질기 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 이 양호함

5 ○상품별 세부품질기 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

9 ○규격화,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포장화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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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배 심 사 기 평

8.
생 산 시 설
자재 등

9 ○신청품목 생산에 련된 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련된 시설,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
리 수

9
○선별,보 ,포장,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 리사

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리가 체계 임(공동선별조직)

7
○자체품질 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

하 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리(40% 이상 공동선별조직)

5
○시설,자체품질 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 리와 사후

리가 미흡

10.
객
품질 리실
시

9
○연 3회 이상 공인기 에서 농약잔류검사,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 리

7
○연 1회 이상 공인기 에서 농약잔류검사,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 리

5
○공인기 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등 자체 품질 리

실시

11.
품 질 리
시설
기자재

9 ○품질 리에 련된 시설,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체로 양호

5 ○품질 리에 련된 시설,기자제가 미흡함

12.
우 수 조 직
(사업자)
인센티
( 당2 )

8

1.수출추진 조직

2.품질우수표창조직,품평회등 입상조직,각종 평가우수조직

3.품질인증,KS규격인증,ISO인증,HACCP인증 등

4.유통수출분야 표창조직

5.공동선별 공동계산으로 농 원에서 공선비지원조직

※ 매 건당 2 부여 (최 4건까지 용 )

합 계 100

평가방법
○ 상기 수는 기 수로 기 수를 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체 심사항목의 1차,2차 평가 수에 의거 최종 심사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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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철원군 사례지역 물 리 소요비용 내역

리비용

수리계

리

비용

(원/10a)

수혜

면

(ha)

리비용 내역(천 원/년)

인건비
시설물

수리비
력료

기타

(수
제거

잡비)

계
수리

계장
총무

시설물

리원
소계

D지구 삼보 9,326 193 1,200 4,000 1,800
7,000

(38.9)

7,000

(38.9)

2,000

(11.1)

2,000

(11.1)

18,000

(100.0)

A지구 웃상사 22,093 43 2,200 - 5,000
7,200

(75.8)

0

(0)

1,300

(13.7)

1,000

(10.5)

9,500

(100.0)

C지구 토성보 14,412 43 1,000 - 1,800
2,800

(45.2)

0

(0)

400

(6.4)

3,000

(48.4)

6,200

(100.0)

C지구 하토성 31,000 20 100 4,000 -
4,100

(66.1)

100

(1.6)

2,000

(32.3)

0

(0)

6,200

(100.0)

C지구 소후동 31,304 23 4,500 700 -
5,200

(72.2)

0

(0)

1,000

(13.9)

1,000

(13.9)

7,200

(100.0)

평 균 21,627 64 1,800 1,740 1,720
5,260

(55.8)

1,420

(15.1)

1,340

(14.2)

1,400

(14.9)

9,420

(100.0)

주:( )는 체 리비용  해당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지조사결과(김홍상·신은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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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읍 새마을 축산계 공동목장조합 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설립과 명칭 )

본 조합은 축산업을 하는 조직으로 설립되며 “○○읍 새마을 축산계 공동

목장 조합”이라 한다.

제 2조 (목   )

본 조합은 조합원의 상호 력으로 공동이익과 증진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제 3조 (구  역 )

본 조합의 구역은 ○○시 ○○읍 일원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 조합의 사무소는 ○○시 ○○읍에 둔다.

제 5조 (사업의 종류 )

본 조합은 제 2조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 사업의 부 는 일부

를 시행한다.

1.지도사업

2.공동구매사업

3.공동 매사업

4.공동시설의 설치  운

5.축산자 의 알선  추진

6.양축가를 한 후생복리 사업

7.조합원의 경제  사회  이익을 도모하기 한 상부상조

8.국가 는 지바자치단체가 되는 사업  보조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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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타 조합의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조 합 원

제 6조 (조합원의 자격 )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조합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양축가로 하고 동심

이 강하고 본 조합의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7조 (의결권,선거권  피선거권 )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경비의 부과 )

1.조합은 조합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비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2.1년 이상 본 조합의 사업을 이용치 않다가 재이용할 시에는  출원 

 인력출원을 계산하여 징수 후 이용토록 한다.

3.신규 가입자는 재 자산을 감가 평가하여 지분을 납부해야 한다.

4.자진 탈퇴 시  5돈을 증정한다.

제 9조 (가입  탈퇴 제명 )

제 6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장에

게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조합장은 제 1항의 가입 신청을 수하 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회의에 그 자격을 심사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조합원의 자격은 직계에 한해 승계할 수 있다.

3.조합원은 조합장에게 미리 고하여 탈퇴할 수 있다.

4.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가.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합의 수탁사업을 이용하지 아니 할 때 

나.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정 과 제 규정을 반하거나 기타 계의 신용을 손상할 때

라.조합의 사업을 방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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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총  회 )

1.본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다.

3.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

한다.

4.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조합원의 1/4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 11조 (총회의 의결사항 )

1.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정  수정

나.조합원의 제명

다.해산,합병,분할

라.사업계획,수지 산의 책정  산의 승인

마.수수료 는 사용료의 요율 변경

바.경비의 부과  징수 방법

사.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조 (의사록의 작성 )

총회의 의사에 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정한 2인 이

상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과 종사원

제 14조 (임원의 정수  선임 )

1.본 조합에는 임원으로 조합장,간사 각 1인,이사 4인,감사 2인을 둔다.

2.조합장,이사  감사는 조합원 에서 총회에서 선임하고,간사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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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임명한다.

3.본 조합에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조합원 에 계 발 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원은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 하고,계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도할 의무를 진다.

제 15조(이사회)

본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간사,선출직 이사 4인으로 구성하며 조합장

이 그 의장이 된다.이사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이

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 16조(이사회의 기능)

본 조합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1.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조합업무를 운 하는 기본방침에 한 사항

3.총회에서 임된 사항의 의결

4.기타 조합의 운 상 필요한 사항

제 17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간사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인 이

상의 서명 날인 후 보  한다

제 18조(임원의 직무)

1.조합장은 조합을 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간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조합의 회계  서류를 담당한다.

3.감사는 조합의 재산  업무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

고한다.

4.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유고시 그 직무를 리하

고,궐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 19조 (임원의 임기 )

1.조합장,간사,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조합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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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7조 (회 계 연 도 )

1.매 회계연도는 당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일반서류 보존년도는 향후 2년으로 한다.

제 18조

정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서는 일반 에 한다.

제 4장  재 무

제 19조 (운 자  조성 )

본 조합은 제 5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연 감을 높이기 해 다

음의 자 에 의거 조합의 운  자 을 조성한다.

1.입회비

2.수탁료

3.목 생산

4.기타 운 수익

제 20조 (상 부 상 조 )

1.조합원(부부)  조합원 직계 존비속에 한 경조사 시 친묵을 도모하기 

하여 조합원 상호 간 상부상조 한다.

가. 상,자녀결혼 시 10만 원(상 시 조화도 한다.)

나.병문안(직계 시)10만 원

다.기타 상부상조는 조합장의 재량에 의해 집행한다.

부   칙

1.본 정 은 1984년 2월 축산계를 조직하여 작성한 정 을 실(UR에 비

한 마음다짐)에 맞게 개정하여 1993년 2월 19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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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항 생략

4.본 정  명칭은 2008년 10월 1일 조합총회를 거쳐 ○○읍 새마을 축산계

에서 ○○읍 새마을 축산계 공동목장조합으로 변경한다.

6.본 정  9조 3항을 2011년 3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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