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확충 방안 연구

최 유 진

김  옥

김 이 선

문 희 

연 구 원

선임연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R705연구자료-2|2013.12.



연구 담당

최 유 진

김  옥

김 이 선 

문 희 

연 구 원

선임연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 집필

제3장,제4장,제5장 집필

제3장,제4장,제5장 집필

제2장,제5장 집필



i

차    례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목 ·····················································································1

2.연구 범 와 방법·························································································4

제2장 여성농업인과 사회자본

1.농 사회 변화와 여성농업인····································································10

2.사회자본 련 선행 연구··········································································24

3.연구의 분석틀·····························································································33

제3장 농 주민 지역 활동과 네트워크

1.마을 활동····································································································36

1.1주민 모임 황과 활동········································································36

1.2생산 련 조직 황과 활동·······························································42

2.사회 활동····································································································47

2.1.단체 가입과 활동················································································47

2.2.교육 참여 활동····················································································49

3.인  자원 네트워크···················································································53

3.1지인 네트워크·······················································································53

3.2조력 네트워크·······················································································58

제4장 성별 네트워크 특성화 자원 동원

1.성별 네트워크 구성과 자원 형성·····························································62

1.1마을 내 계와 자원 형성··································································62

1.2사회  계 형성·················································································71



ii

1.3인  네트워크 특성··············································································77

2.인  자원 네트워크의 기능······································································84

2.1.네트워크의 경제·사회  활용(자본화)··············································84

2.2.성 역할 태도와 여성의 활동 기회····················································90

제5장 농외소득사업 참여와 경제·사회 자원의 활용

1.농외소득사업 참여와 인  네트워크·······················································95

1.1.농외소득사업 참여 황·····································································95

1.2.농외소득사업 참여자의 네트워크 특성···········································100

2.자원 동원  환의 기회와 장애·························································106

2.1.네트워크 활용 기회···········································································106

2.2네트워크의 자본화에서 장애·····························································112

제6장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확충 방안

1.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특성(요약)····························································117

2.사회 계 다양화를 한 지원 방안·······················································126

참고 문헌···········································································································129

부록 1:농 주민 지역 활동 조사··································································132

부록 2:농 주민 지역 활동 조사표······························································134

부록 3:부표······································································································143



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농 주민 경제기반  마을 발  지원 정책(2013)····················12

표 2-2.‘경제·사회 부문’여성농업인 지원 정책······································13

표 2-3.여성농업인 경 능력  지 향상 정책 추진실 (2011)···········14

표 2-4.연령 별 일 평균 노동시간···························································16

표 2-5.여성농업인 농지 에 한 자기 평가·······································16

표 2-6.여성농업인 의식··············································································17

표 2-7.여성과 남성의 평등 정도 평가······················································18

표 2-8.지역사회 참여 활동 제약 요인······················································19

표 2-9.연령 별 교육 참석 장애·······························································21

표 2-10.농외소득 활동유형별 참여 의향(복수응답)··································22

표 2-11.인 자본과 사회자본·······································································27

제3장

표 3-1.마을 주민 구성················································································37

표 3-2.마을주민 모임 유무 여부·······························································38

표 3-3.마을주민 모임 황(모임별)···························································38

표 3-4.마을주민 모임 활동·········································································39

표 3-5.마을주민 모임 참여 정도(월 평균)···············································40

표 3-6.가장 요한 마을 주민 모임 활동················································40

표 3-7.마을 내 주민/이웃 간 계····························································41

표 3-8.마을 주민 직업  소득·································································42

표 3-9.마을주민의 생산조직 참여 황····················································43

표 3-10.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황··················································44



iv

표 3-11.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45

표 3-12.마을 주민 연령별 농외소득 참여자 황·····································46

표 3-13.농외소득 참여자의 농업수입 비 농업 외 수입 비 ··············46

표 3-14.모임 는 단체 활동 가입자 황················································48

표 3-15.가입단체 수······················································································48

표 3-16.주민모임 임원활동 유경험자·························································49

표 3-17.행정과 련된 활동 경험  참여 의향·······································49

표 3-18.교육 경험 있음················································································50

표 3-19.교육 참석 횟수················································································51

표 3-20.교육 미참여 이유············································································51

표 3-21.교육 참여의사 있음·········································································52

표 3-22.정보 획득처······················································································53

표 3-23.친하게 지내는 계(가족친인척  마을 주민)··························54

표 3-24.친하게 지내는 사람·········································································54

표 3-25.마을 모임 참여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규모·······························56

표 3-26.마을 임원활동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56

표 3-27.지역 행정활동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57

표 3-28.직업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규모··················································57

표 3-29.농외소득 경험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58

표 3-30.지인  도움되는 사람···································································59

표 3-31.지인 도움의 실효성·········································································60

표 3-32.도움  지인 유무··········································································60

표 3-33.도움  지인 수··············································································61

제4장

표 4-1.주민 모임 황················································································63

표 4-2.마을주민 모임별 활동 황···························································64

표 4-3.마을주민 모임 월 평균 참여·························································64



v

표 4-4.성별 직업분포··················································································67

표 4-5. 농활동에서 본인의 역할 비 ····················································67

표 4-6.농가경 주························································································68

표 4-7.마을주민의 생산조직 참여 황····················································69

표 4-8.여성농업인의 연령 별 생산자조직 참여 황(지난 1년간)······69

표 4-9.농외소득 활동 참여·········································································70

표 4-10.가입 단체별 가입 개수···································································73

표 4-11.가입 단체 수····················································································73

표 4-12.가입 단체에 극 으로 참여하는 정도·······································74

표 4-13.향후 가입하고 싶은 단체·······························································74

표 4-14.희망 단체 미가입 이유···································································75

표 4-15.교육 참석 횟수················································································76

표 4-16.친하게 지내는 사람·········································································78

표 4-17.지인의 성별······················································································79

표 4-18.도움  지인 유무(복응답)·························································82

표 4-19.지인 도움의 실효성·········································································84

표 4-20.가정 내 역할(마을 사람)································································91

표 4-21.여성의 사회  역할(마을 사람)·····················································92

표 4-22.가정 내 역할(본인)··········································································92

표 4-23.여성의 사회  역할(본인)······························································93

제5장

표 5-1.농외소득사업 활동에서의 참여 역할············································97

표 5-2.농외사업 련 정부지원   교육/컨설 의 수령 여부···········99

표 5-3.농외소득 활동 참여희망 비율························································99

표 5-4.농외소득 활동 참여 의향·····························································100

표 5-5.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주는 사람 여부·····································101

표 5-6.도움 필요 시 도움  사람 여부················································103



vi

표 5-7.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도움  지인  지인의 성비··············104

표 5-8.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지인의 도움 정도···································104

표 5-9.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도움  지인 유무(복응답)···············105

표 5-10.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도움  지인 수·····································106

표 5-11.성별,연령계층별 농외소득활동 참여 성과 ······························107

표 5-12.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여성의 사회  역할 평가(개인)···········110

표 5-13.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여성의 사회  역할 평가(마을 사람)··110

표 5-14.농외소득 활동 어려움···································································114

부표

부표 1.마을 주민 모임 활동····································································143

부표 2.가장 요한 마을 주민 모임 활동··············································143

부표 3.농외소득 참여자 직업 구성·························································144

부표 4.농외소득 참여자의 농업수입과 농업 외 수입···························144

부표 5.생산조직 참여················································································145

부표 6.농외소득 참여(분야별)··································································145

부표 7.농외소득 참여(연령별)··································································146

부표 8.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고용 형태  사업체 형태별)··146

부표 9.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고용 형태별)························147

부표 10.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사업체 형태별)····················147

부표 11.마을 주민 모임 참여 여부···························································148

부표 12.마을 주민 모임 임원 활동 여부·················································150

부표 13.직업································································································152

부표 14.모임 는 단체 가입 여부···························································154



v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교육 참여율··················································································20

그림 2-2.조직가입률····················································································23

그림 2-3.조직가입률····················································································23

그림 2-4.연구의 분석틀··············································································35

제3장

그림 3-1.친하게 지내는 사람 비 ···························································55

제4장

그림 4-1.마을 주민 모임 요 활동·························································65

그림 4-2.모임 는 단체 활동 참여·························································72

그림 4-3.교육 참여······················································································75

그림 4-4.성별 개인 네트워크·····································································78

그림 4-5.성별에 따른 개인  네트워크 구성··········································79

그림 4-6.도움 청할 수 있는 지인·····························································80

그림 4-7.성별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인 구성··········································81

그림 4-8.성별 조력자의 다양성·································································82

그림 4-9.성별 조력자 규모·········································································83

그림 4-10.마을주민 모임 참여 도움 정도··················································86

그림 4-11.모임 는 단체 활동의 경제활동 도움 정도···························87

그림 4-12.모임 는 단체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88

그림 4-13.교육 참여 효과············································································89

그림 4-14.여성 역할에 한 성별 태도 격차············································93



viii

제5장

그림 5-1.남녀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율·······································96

그림 5-2.조사지역별 농외소득 활동 참여율············································96

그림 5-3.향후 농외소득에 참여 시 도움 필요 비율·····························102

그림 5-4.농외소득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112



1

제1장

서 론

1.연구배경  목

여성농업인은 이제 농가 주부로서의 정체성이나 보조 인 농업노동 제공자

로서의 치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발 의 주역이 되는 치를 찾아야 한

다는 문제 인식이 확 되고 있다.하지만,가족 경  심의 농업 구조와 농업

의 문화,그리고 사업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는 6차 산업 구조로의 재편 등 

여성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  사회의 주역이 되는 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

들이 곳곳에 있다.

물론,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01.12)이후 지난 10여 년 이상 문경 인으

로서 여성농업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농활동  사회참여 기회  교류 

확  련 정책이 꾸 히 추진되어 왔다.제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추

진 인 2013년 재 국 기 지방자치단체  10%이상의 지자체가 여성농

어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지원의 법  근거를 갖췄고 농  등의 생산

자조직 여성 참여도 꾸 히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뿐만 아니라 성공한 

여성 CEO배출 등의 경제  지  향상 역시 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교육  사회 참여 기

회가 여 히 부족하고,농업정보 등에 취약하며 가사의 여성 집  상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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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아 새로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여 범 가 소하고 참여층도 제한되어 

있어 농업경 과 기술  정보,지역사회개발 과정에 한 참여 등에서 남성에 

비하여 불리한 치에 있거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기 해서는 시  

변화에 조응하는 인 자원 수 과 의사결정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지

속가능한 농  발 의 요한 잣 는 농업을 넘어서 농 이라는 지역사회를 

삶의 질이 높은 마을 네트워크로 발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특히 마을 일과 농업,가

사  다양한 부분에 복합 인 참여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농  마을 

자원과 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연계시키면서 새로운 농 의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한 자산이다.하지만,농업 연계 창업  농어  

지역개발 등으로 농  발  패러다임이 환되고 있고 여성농업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환 정책의 심에 서 있지 못하다.

여성농업인이 가진 농업 연계 창업과 농  마을 개발 잠재력을 실화하기 

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자신들의 활동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다각화할 수 있는 의

도된 지원이 필요하다.특히,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데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

성기본계획 수립을 한 기 연구’에서 여성농업인들 스스로 지역사회 활동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역사회 남성 주도성’과 ‘여성의 인식 미비’를 꼽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농어  지역개발 리더 육성 둥과 

같은 직 인 교육  재정지원사업 성과를 극 화하기 해 여성농업인이 

삶과 일의 장인 마을 내외에서 계 맺는 방식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에서 사회자본에 심을 갖고 있다.왜

냐하면,‘지역사회 남성 주도성’과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 인

식 미비는 사실 동 의 양면으로 실에서 여성의 역할을 가족 는 마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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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활동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자신의 역할을 소화하고 가족

이나 마을 내로 계를 제한하는 것은 경제·사회  지  향상에서 인 자본이

나 경제자본만큼이나 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의 형성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에 심을 갖는  다른 이유는 ‘사회자본’개념에 근

거한 지역사회의 발  역량에 한 논의가 사회자본의 집합 인 속성을 과도

하게 강조한 나머지,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주체인 행 자들에 한 고려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신뢰와 집단  활동, 력과 자원 활동 등의 사회자본의 집합

 속성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정  향은 부정할 수 없으나 공동체의 존속

이 개인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집합주의  사고가 지역 개발의 최우

선 여건으로 인식된다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  일부에게 오

히려 불이익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공동체 네트워크는 항상 상호 력과 

이익을 해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력과 기회 는 정보의 독

에 의한 사회  불평등과 경제  불이익의 기제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배타성

을 강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개인이 사람들과 계 맺은 네트워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자산 즉,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생겨나는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지  격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제로부터 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지  향상을 

하여 인 자본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계의 활성화와 지속화가 필요하다는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첫째,사회자본의 기본 제가 되는 마을 내외 각종 모임  조

직 활동 참여 황과 여성농업인의 지역 사회 활동 여건을 검하고,둘째 남

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네트워크 구성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며 셋째,여성농

업인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분석하 다.특히, 재 농  정책이 각종 농외소득사

업이 연계된 6차 산업 활성화를 기 하고 있다는 에서 농외소득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사례를 통해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어떤 기



4

회와 장애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이 양질의 사회자본을 구성하고 유

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 다.

2.연구범 와 방법

1.1. 연구 범

1.1.1농  주민 사회자본 특성

○ 사회자본 구성 황  특징

-성별 네트워크 구성 범

-성별 네트워크 도(도움의 교환 정도)

-성별 네트워크 다양성

○ 사회자본 구성  기능에서 성별 차이

1.1.2.사회자본 형성 기제와 효과의 성별 특성

○ 마을 내 상호작용의 특성과 성별 차이

-주민 모임 구성 황과 활동

-주민 모임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 단체활동 참여와 성별 차이

-단체 유형별 참여 황과 활동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 교육활동 참여와 성별 차이

-성별 교육 유형별 참여 황

-교육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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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여성농업인의 문 인력화와 사회자본

○ 경제  기회 증 에서 사회자본 역할

-여성농업인의 네트워크 특성과 경제 활동 증진에의 제약 요인 

-인 자원개발  경제  여건 개선에서 사회자본 기능

○ 사회활동 기회 확장에서 사회자본 역할

-여성농업인의 네트워크 특성과 사회 활동 확 에의 제약 요인

-지역사회 역할 수행에서 사회자본 기능

1.1.4.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증 와 경제사회  지  향상 과제1

1.2. 연구 법

1.2.1.국내외 사회자본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지  련 문헌 

연구

1.2.2.지역 조사

○ 조사 목표 

-성별 사회  네트워크 구성 황  참여 여건과 요구 분석

○ 조사 상

-사회자본 구성 여건이 상이한 두 지자체 단 의 마을 성인 남녀 500명

-경기도 양평군과 북 익산시 농외소득사업 추진 8개 마을

1여성농업인의 활동 역은 일반 으로 농활동,농외소득활동,지역사회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농활동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겸업일 유형은 크게 농 련 사업(농산물  가공품 

매,농산물 가공,농  등)과 농외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 련 

사업을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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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을사업

익산시

A마을
웅포면 붕암리 상제2구
(상제1구,2구,원 암)

통음식체험,유기축산체험

B마을 성당면 성당리 포구기행,생태탐방,문화체험

C마을
함라면 신목리(소룡,왈인,
신함,진목,양산)

야생화 찰,음식체험,원어민
어놀이

D마을 삼기면 검지마을
천연염색,슬로우푸드 체험,
농사체험

양평군

E마을 용문면 삼성리 농사체험,음식체험

F마을 청운면 여물리 농사체험,음식체험,물놀이체험

G마을 단월면 상리
물체험(뗏목타기,민물고기 잡기
등),야생체험,음식체험

H마을 용문면 연수1리
슬로우푸드 체험,짚공 ,
농사체험, 통놀이

○ 조사 내용

변수 항목

사회자본

규모 친족·마을 내외 도구 ,정서 ,경제 계 수

도
일상생활 정서 ·경제 계 구성원 간 상호도움

정도(농외소득 련 경험 포함)

다양성 일상생활,정서 ,경제 계 구성원의 사회 다양성

사회자본 형성기제

이웃 계,주민 조직 생산자조직 참여

교육 참여 유형 빈도
단체 참여 유형 참여도
네트워크 사회 참여에 한 인식

사회자본

기능

경제활동증진
마을 모임,공식 비공식 단체 참여 효능 평가
교육 참여 효능 평가

사회활동증진
마을 모임,공식 비공식 단체 참여 효능 평가
교육 참여 효능 평가

사회경제 배경
연령,성,마을 거주기간,혼인 계,학력,직업(농외소
득 련 경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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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 지역 연령 하는 일 비고

1 가1 익산시 성당면 60
농조합법인 성당포구마을

운 원장

2 가2 익산시 성당면 40
농조합법인 성당포구마을

사무장

3 가3 익산시 성당면 40
농조합법인 성당포구마을

력자

4 가4 익산시 성당면 60
농조합법인 성당포구마을

력자

5 가5 익산시 성당면 60
농조합법인 성당포구마을

력자

6 나1 익산시 황둥면 50 두리두 농조합법인
농 여성일자리

사업

7 다1 양평군 여물리 50
농조합법인 여물리체험마을

운 원장

8 다2 양평군 여물리 60
농조합법인 여물리체험마을

력자

9 다3 양평군 여물리 60
농조합법인 여물리체험마을

력자

10 다4 양평군 여물리 60
농조합법인 여물리체험마을

력자

11 다5 양평군 여물리 60
농조합법인 여물리체험마을

력자

12 다6 양평군 여물리 70
농조합법인 여물리체험마을

력자

13 라1 양평군 상리 50
농조합법인 수미마을

재무이사

1.2.3.심층면

○ 조사 목표 

-사회자본 확장 경로  효과 분석

○ 조사 상

-농외소득 참여자  경제·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한 남녀 농업인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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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 지역 연령 하는 일 비고

14 라2 양평군 상리 50
농조합법인 수미마을
력자/ 상리 부녀회장

15 마1 양평군 연수리 50
농조합법인 보릿고개마을

사무장

16 마2 양평군 연수리 50
농조합법인 보릿고개마을

력자

17 마3 양평군 연수리 60
농조합법인 보릿고개마을

력자

18 마4 양평군 연수리 70
농조합법인 보릿고개마을

력자

19 바1 양평군 삼성리 50
농조합법인 별내마을
력자/삼성리 부녀회장

20 바2 양평군 삼성리 40 농조합법인 별내마을 력자

21 바3 양평군 삼성리 50 농조합법인 별내마을 력자

22 바4 양평군 삼성리 50 농조합법인 별내마을 력자

23 바5 양평군 삼성리 60 농조합법인 별내마을 력자

24 바6 양평군 삼성리 60 농조합법인 별내마을 력자

25 사1 남 나주 70
농조합법인 곡부녀회
반찬사업장 표

마을반찬사업

26 사2 남 나주 60
농조합법인 곡부녀회
반찬사업장 사무장

마을반찬사업

27 아1 남 양 50
농조합법인 가남매실농원

표
농 교육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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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변수 항목

사회자본 련

태도

∙의사결정과정 지역사회활동,공동체활동 참여 경험의 경제

·사회 계 효과

농업 외
사업
경 과
사회
자본

효과

사업
진출

∙필요한 련 정보 획득 방법
∙정보 근의 어려움 어려움 극복을 한 개인의 노력
∙주 사람 도움 정도,도움 사람과 계 형성 발 계기
∙마을 사람과의 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사례
∙여성농업인 단체,농업기술센터,지자체,농 기타 기 ·단

체와의 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사례

사업
경
( 는
참여)

∙사업 운 의 어려운
∙어려움 극복을 한 개인의 노력
∙주 사람 도움 정도,도움 사람과 계 형성 발 계기
∙마을 사람과의 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사례
∙여성농업인 단체,농업기술센터,지자체,농 기타 기 ·단

체와의 계가 도움이 된 경험 여부 사례

1.2.4. 문가 자문회의

○ 안익 (익산시 농산과 마을만들기  계장)

○ 김삼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특화 장)

○ 박재호((사)양평농 나드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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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농업인과 사회자본

1.농 사회 변화와 여성농업인

1.1. 농  경 ·사회  충과  여 농업인력  련 책

최근 우리나라 농정 방향은 식량 생산과 농가소득 증  등 농업 부문 심에

서 농 주민의 삶의 질 향상,농외소득 증  등을 목 으로 하는 농 개발 부

문으로 확 되고 있다.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농가경 안정과 농 사회개

발에 역 을 두고 ‘농외소득 심 농어  산업정책2’에서 ‘지역산업 융·복합

화’,‘6차 산업화와 농가소득·경  안 망’등의 정책이 확산되었다.

농업농  분야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6차 산업은 농업인이 생산(1

차 산업)하는 농산물 등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나아가 체험·  등 서비

스까지 제공(3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특히 소농을 

상으로 마을 농회사 등 공동경 체를 지원하여,가공·  등 다양한 농외

2농어 정비법 제2조 15항은 “농어 의 특산물, 통 문화,경  등 유형·무형의 자원

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문화  등 서비스업  이와 련된 산업”을 ‘농어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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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창출을 통해 문경 체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농림축산식

품부,2013).

2004년 이 까지 농어 산업은 농공단지 개발,농어  휴양자원 개발  민

박사업,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인 라 지원을 심으로 발

되어 왔다.하지만,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2004년 이후 농어 산업은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의 소 트웨어 인 라 

구축에 노력하고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농

활력증진사업,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이름

으로 불리웠지만 이들 사업의 핵심에는 지역 내 주체가 부존자원을 1차·2차·3

차 산업으로 연계·발 시켜 활용한다는 내생  발 의 원리가 자리잡고 있으

며 지역 내 련 주체의 민주 인 의견 수렴과정과 상향식 계획수립을 추구하

며 주체들 간 연계나 네트워킹과 같은 소 트웨어 인 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

다3(농림축산부 2012).

즉,6차 산업화는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이미 수행되어 온 개별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 농업경 과 농산물가공·

매· 에 걸쳐 지역농업 련 주체 간 연계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방법이 

되는 것이다.

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역시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농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과 소

득의 안정  성장 토 를 구축한다는 ‘지역산업 융·복합화’과제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꾸 히 추진해왔다.향토자원 산업화 진을 한 지역 단  R&D투자 

확   지원체계,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략  수요처 발굴,농어  체험 ·

도농교류‧지역축제·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한 장소마 (Placemarketing),로컬푸드 

운동 등 지역 내 농상공(農商工)제휴,농어 형 미소(微 )기업(micro-business)창업 

활성화,농어 형 기업 육성 지원 로그램,농가-마을-거 별로 특성화된 농어  체

험‧휴양 기반 확충,다양한 형태의 농어  체험‧휴양마을 조성,농가형 체험 ,도

농교류 문화운동 변 확  등이다.



12

표 2-1.농 주민 경제기반 마을 발 지원 정책(2013)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일반 농산어 개발사업 농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원
상

∙농업인 민간
단체

∙마을 간 연계를 이
룰 수 있는 농산
권역 주민

∙시·도,시·군 농 주민

목
∙농 지역 활력 회
복 도·농 간
균형발

∙쾌 한 농 정주
공간 조성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진,
창업 기업 유치 활성화

내용

∙도농교류 활성화
-농 여름휴가 페
스티벌,인 역량
강화,도농교류센
터 운 ,웰 포
털시스템

∙농 체험 ,1
사1 운동 등
∙녹색농 체험마
을 지원
-체험마을사무
장제 도입,1인
1 문가 자
문지원,마을보
험 상품 개발 등

∙마을경 :마을소
공원,담장정비,마
을숲 정비
∙생활환경 :마을내
도로,주차장,상 ·
하수도
∙소득기반 :농산물
가공시설,공동집하
시설 등
∙인구유치 :마을재
개발 주택용지공
계획 등

∙지역역량 :마을기획,
컨설 ,홍보,주민
교육 등

∙농 산업주체 역량 강화
신체계 구축
-농 산업 역량 강화 RIS체계
구축 활성화
-농업인,소상공인,마을주민
상 역량 강화 로그램 개발 ·
운
-농축산물 공동마 조직 구
축 로그램 개발·운
-소규모 창업 교육 창업기업
보육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를 한 지역
리더 양성 로그램 개발·운 등

∙R&D 컨설 등 지원 강화
∙농 자원 복합산업화를 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 기업 유치 향토기업 집
화 기반 조성

∙농 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
반 구축
-체험·휴양마을 조성 체험휴
양 로그램 운
-농 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 체험·휴양기반 구축
-지역 단 체험·휴양 패키지
로그램 개발 마

-농 · 로그램 문가 육
성 문가 컨설 지원

련
법률

∙도시와 농어 간
의 교류 진에
한 법률 등

∙농림업인삶의질향
상 농산 지역개
발 진에 한특별
법 제 38조에 의하
여 계획
∙농 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용

∙도시와 농 간 교류 진에 한
법률 제6조(농어 의 체험·휴양
마을사업의 육성 지원),제12
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농 정비법 제73조(농어 산업 육
성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
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
법 제31조(향토산업 진흥)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업무계획(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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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여성정책기본
계획(’13∼’17)

(제2차)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11∼’15)
’12시행계획

제3차[’11～’15]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법
지

∙여성농어업인 지
향상 한 제도개선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 체
등록제

의사
결정
지

∙농정 련 원회 여성 참여
34% 확
∙생산자조직(농 )조합원 30%,
임원 10%

경제
활동

∙농어 비농어업 종
사 여성 취업 지원

∙여성농어업인 경
능력 향상 취·창
업 지원
∙농 고령 여성 일
자리 창출

∙여성농어업인 창업 지원(농업
외 소득활동)
∙농어 공동체회사 여성 20%
참여 시 선정 가
∙농 여성 일자리사업(지역특
화상품)

∙여성농어업인 경
성공사례 발굴

∙녹색농 체험마을 지도자과정
여성 20% 이상 선발
∙마을리더 양성교육 사무장
교육 여성 20% 이상 선발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역
의회 남녀 공동 표제 도입

교육

∙농어 여성 경 능
력 제고와 문화
를 한 훈련 로
그램 실시

∙농 여성조합원 교육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농어업인 각종 교육 참
여율 20%
∙여성농업인의 (경 )역량강화
교육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단체
활동

∙농 여성리더 육성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한 단
체의 각종 활동 지원
∙단체 간 력 강화

농업 범  확 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지  향상을 한 주요한 선결

과제로,여성농업인은 농업 2·3차 산업화의 주체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정은미 2012).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듯 여성농어

업인육성기본계획 등의 여성농업인에 한 정책 역시 2·3차 복합 산업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여성농어업인의 경제·사회  지  향상 련 정책은 

여성 농어업인의 문 인력화를 근간으로 경 능력 함양,농외소득 창출,지역

개발 리더 육성 등의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다.

표 2-2.‘경제·사회 부문’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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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경  능력  

지  향상을 한 주요 과제는 문 농어업경 인력 육성과 농어  지역개발 

리더  후계인력 육성이다.

문 여성농업인력 육성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과정은 여성농업인 

기획력  리더십 개발이나 창업역량 강화를 한 여성 특화 교육 과정뿐만 아

니라,품목별 문 농기술,농식품 가공기술 등의 농업 련 문 경 능력 

과정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농업인을 상으로 한 

각종 교육에서 여성 참여는 반 으로 20%를 넘지 못하는 수 이다4.

표 2-3.여성농업인 경 능력 지 향상 정책 추진실 (2011)

과제명 세부 과제명 추진실

역량 증진
교육 확

창의력‧리더십 교육
실시

∙여성농어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운
-농진청:여성 용(2과정,94,696명),여성 주요(5
과정,여성 195/22만 5,000명)과정

문 경 능력
교육과정 확

∙농어업인 상 교육 과정에 여성 농어업인 참여율 19.6%
-농업연수원,농업인재개발원 64만 6,000명 12
만 9,000명

여성 농어업인 농기계 교육

확
∙2,945명 수료

창업 지원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장류 등 통식품 제조,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
품 제조 등 17곳(17억원)

공동 창업 지원

∙2012년 공동체회사 사업지침 개정(여성 20% 참여

시 공동체회사 선정에 가 부여)
∙농 여성 일자리 사업(9개 지원,여가부)

지역개발
참여확

지역개발사업 교육

실시

∙체험마을 지역개발 역량강화교육
-농업연수원:44.3%(지도자과정:54명/122명)

-농어 공사:36.5%(리더:18.8%,사무장:56%)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

∙체험마을 사업지침 개정(여성 사무장 우 )(여성사
무장 350명)

자료:‘2012년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4체험마을 사무장도 여성이 20%를 넘지 않고 있다.2011년 앙부처에서 조성한 농

어 체험마을은 1,675개이고 이  여성 사무장은 35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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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확  시행되고 있는 농업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정립하

기 해서는 농 주민 경제기반  마을 발  지원 정책에 더욱 통합 인 문 

여성농업 인력 육성과제가 필요하다.

1.2. 여 농업인  경 ·사회  여건

농 인구 감소는 은 청·장년층에 집 되었고,이런 결과는 유아인구의 감

소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로 이어져 농 지역의 고령화 상을 발시켰다.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농가인구가 2011년 비 1.7%

감소하 을 뿐 아니라, 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고령화율’은 

35.6%로 2011년 33.7%보다 1.9%포인트 증가했는데,이는 체 고령화율

(11.8%)의 3배에 달하는 수 이다.

농업 유입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노동력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체 

노동력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확 시켰고 논벼 주에서 원 작목 심으

로의 농 형태 변화 한 여성의 역할 수행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여

성농업인 노동 투하시간 비 은 남성농업인 수 에 근 할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  가사노동과 더불어서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외노동시간까지 합쳐 농번기에는 64.3%가 하루 평균 10∼14시간의 일을 하

고 있으며 15.4%는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한기에는 여성농

업인의 42.1%가 하루 평균 4시간 미만의 일을 하며 47.5%는 5∼9시간,8.9%는 

10∼14시간 일한다.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의 

70.3%가 하루에 10∼14시간 일을 하고 15.7%는 5∼9시간,13.2%는 15시간 이

상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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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연령 별 일 평균 노동시간
단 :시간:분

구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농번기 농한기

농사
농사외

소득활동
가사 농사

농사외

소득활동
가사 농사

농사외

소득활동
가사

40세 미만 7:28 0:07 3:32 1:28 0:28 3:46 7:19 0:17 3:50

40 8:24 1:26 2:54 1:31 2:19 3:50 8:17 1:05 2:49

50 9:01 0:28 2:31 1:49 0:49 3:25 9:23 0:38 2:40

60 9:20 0:34 2:19 1:39 0:38 3:03 8:35 0:37 2:29

70세 이상 8:34 0:18 2:13 1:34 0:14 3:02 7:19 0:19 2:37

체 8:55 0:32 2:24 1:39 0:41 3:12 8:35 0:39 2:43

자료:2008여성농업인 실태조사보고서.

하지만,여성농업인의 농경 참여 증 가 농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

사회  지  향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해서는 여 히 의문스럽다.“2008여

성농업인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의 무배우자 여성농업인의 경우가 

체 으로 본인을 경 주라고 응답할 뿐,여성농업인의 70.3%는 농사를 반

으로 책임지고 총 하는 경 주로 남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농업인으로서 자

신의 정체성에 해서도 여성농업인의 38.6%가 본인을 문 인 농업인,

61.4%는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 인 농업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2-5.여성농업인 농지 에 한 자기 평가
단 :%(명)

구분 문 농업인 보조 농업인 계

40세 미만 7.1 92.9 100.0(42)

40 36.3 63.8 100.0(160)

50 37.3 62.7 100.0(391)

60 40.0 60.0 100.0(505)

70세 이상 42.2 57.8 100.0(403)

자료:2008여성농업인 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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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라는 견해에 해서는 92.8%의 

응답자가 정하고 있지만,‘농업정보  사업법  지식이 부족(93.0%)’하고,

‘농기술이 부족하고 농기계 조작이 어렵다(93.0%)’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 ‘생산자 조직활동이 남성에 비해 어렵다(91.0%)’고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실 으로 농사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도 기술과 정보 획득 기회의 부족과 그로 인한 농의 어려움이 여성농업인 자

신의 역할을 보조 농업인으로 제한하게 하는 장애로 기능한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표 2-6.여성농업인 의식
단 :%,

그 다 4 만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 92.8 3.3

생산자조직 활동이 남성에 비해 어렵다 91.0 3.3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문가가 되고 싶다 34.6 2.3

농업정보 사업법 지식이 부족하다 93.0 3.3

농 창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남성에 비해 다 88.0 3.2

농기술이 부족하고 농기계 조작이 어렵다 93.0 3.4

자료:2008여성농업인 실태조사보고서.

가족 내 의사결정과 농사일 분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하의 평등 수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여성농업인이 인식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정도

는 농 련 역이 상 으로 평등하고,마을사업을 결정하거나 지역정책에 

결정하는 것에서 불평등하다는 태도를 보인다.그리고 가족 내에서 가사의 여

성 집  상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에 해서도 일정 부분 문제로 인식하고 있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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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여성과 남성의 평등 정도 평가
단 :

구분 평균

가족

가사 련

가사노동 공동분담 2.18

소득 분배5 2.51

가족 내 의사결정 3.49

농 련

농사일 분담 3.10

농작업 결정과정 2.97

농업 련 정보향유 2.97

농업 련 조직에 참여 2.89

마을사업 결정 참여 2.52

지역정책 결정 참여 2.44

주:매우 불평등 1 ↔아주 평등 5

자료: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한 기 연구

농업인으로서 여성의 농업 참여는 1960년  이후 꾸 히 증가하여 왔으나 

농  장에서 여성들은 여 히 주변화되었다.여성농업인의 농업에서의 주변

 치는 농업 련 정책결정,지역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주도

인 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 다.농  주부들은 남편과 같은 정도로 농업노

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가족 내 권

력구조는 통 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즉,이들은 농업참여,가사노동뿐 아니

라 외부 취업까지 하여 이 고,삼 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통  의식을 여 히 가지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 수 은 상당히 낮은데,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

성기본계획 수립을 한 기 연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 스스로 평가하는 지

5여성농업인 명의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수입거래실 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을 보유한 여성은 체 농업종사여성  10%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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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활동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지역사회 남성 주도성(52.6%)’이다.

표 2-8.지역사회 참여 활동 제약 요인

단 :%(명)

지역사회 남성주도성 여성의 인식 미비 가족의 반 잘 모르겠음 계

52.6(133) 31.6(80) 10.7(27) 5.1(13) 100.0(253)

자료: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한 기 연구.

여성농업인은 농 경제에서 요한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며,지역사회 존립

과 련해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 단 에서 역할 수행  사회  지

에 한 인식이나 평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농업 정책이 창업  농어  지역개발 등으로 환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농업인은 여 히 환 정책의 심에서 활동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련 분야 활성화를 한 각종 취·창업  기술 교육이 확 되고 있으나 여

성농업인들을 한 련 정보  교육과정이 부재6하다.여성농어업인의 교육 

참여율은 2009년 18%에서 2010년 15%로 오히려 어들고 있고,친환경농법,

기  농기술 습득 등의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6농어업인을 한 다수의 교육과정이 운  이나 체 267개 교육과정 ,친환경농

법(32개),기  농기술습득(23개)등에 교육과정이 집 ･개설되어 있다(’09.7농업

교육 운  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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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교육 참여율

자료:여성농업인실태조사(2003,2008).

농기술교육과 농업경 교육의 참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는 않으나 여성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이는 교육 상이 주로 작목반이나 

기술연구조직 등과 같은 생산자조직이 심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품목별 

상설교육의 교육 상인 품목별 연구회7는 거의 남성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7품목별 연구회는 각 품목에 따라 해당 품목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과정에서

의 기술  문제나 애로 을 해결하고,새로운 기술  경  등에 한 정보를 교류하

기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품목별 연구회는 연구회별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담 

농 지도사나 연구사가 배치되어 이들 간 상호 력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품목별 

연구회는 조직회원들을 상으로 교육을 포함하는 정기·부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활

동을 한다.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연구회의 자체 모임(교육을 포함)활동 외에,

품목별 연구회 회원을 주 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문교육으로 품목별(작목별)로 

1년에 3～4회 운 하며,품목은 1년에 3～4개 작목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

한다.교육 담당자는 다음 해에 개설할 품목별 상설교육의 작목과 교육인원을 계획

한다.계획 과정에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요구가 있으면,신설 혹은 지속하기도 하

고 년 성과(호응도)가 좋지 않으면 폐지하기도 한다.담당자가 교육계획,교육내용 

 일정 결정,교육진행 등 반 인 교육 운 을 담하지만,교육내용이나 일정,

장소 등의 결정에서 해당 교육 상인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요

구를 수용하여 결정·운 한다.의견 수렴은 주로 회장,부회장 등의 임원진과 연락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품목별 상설교육의 장에서 이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음회 교육에 한 의견을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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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고, 통 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작물인 시설원 나 밭작물

과 련된 연구회도 남성들만 가입되어 있거나 소수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남성 회원들인 경우가 많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4).

교육훈련과 련한 정보 교류에 있어서도 여성농업인들은 불리한 조건에 처

해 있다. 농활동에 한 정보는 주로 생산자조직과 그 안에서 농가를 표하

는 ‘남성’에게 달되고,남성들은 농업 생산과 련한 구입  거래 활동에 주

로 참여하므로 이러한 활동 속에서 다양한 농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공유한다. 한 여성 스스로도 농정보에 한 다양한 인  교류 활동은 

남성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기술교육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

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이 게 

상 으로 남성들에 비하여 정보 교류망이 소한 여성들의 경우 정보 습득

의 양과 수 이 체로 남성들에 비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다.

표 2-9.연령 별 교육 참석 장애

단 :%

구분 농사일
정보
부족

가사
육아

교육
장원

거리

긴
교육

기간

받고
싶지

않음

필요
교육

없음

기타
불편
없음

계

40세 미만 38.1 21.4 14.3 7.1 - 16.7 2.4 - - 100.0

40 46.3 21.9 6.9 9.4 0.6 7.5 6.3 0.6 0.6 100.0

50 48.3 18.2 2.3 5.9 0.3 16.6 7.7 0.5 0.3 100.0

60 39.4 20.4 1.0 5.3 0.8 24.2 6.5 1.8 0.6 100.0

70세 이상 28.0 18.1 1.0 5.5 0.2 33.3 9.4 4.0 0.2 100.0

자료:2008여성농업인 실태조사보고서.

6차 산업과 련한 사업에 취업  창업 의향이 있는 응답자 상으로 향후 

하고 싶은 분야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농산물  가공식품류 매에 한 

일을 하거나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42.9%이고 농산물 가공업은 16.0%

다.40 의 33.3%가 농산물  가공식품류 매를,20.8%가 농산물 가공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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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의사가 있고,50∼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식품류 매 의사

가 다른 유형보다 높다.

표 2-10.농외소득 활동유형별 참여 의향(복수응답)

단 :%

농산물가공
농산물
가공식품류

매

농
사업

자 업
일반직장
취업

시간제근무

39세 이하 8.7 26.1 - 4.3 21.7 39.1

40 20.8 33.3 8.3 13.5 8.3 15.6

50 15.8 45.6 6.1 10.5 8.8 13.2

60 11.9 50.7 3.0 4.5 10.4 19.4

70세 이상 16.3 53.5 2.3 11.6 2.3 14.0

체 16.0 42.9 5.2 9.9 9.0 16.8

주:사례수 217

자료:통계청 KOSIS,여성농업인실태조사(2008).

하지만,2011년 통식품 제조,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 등 창의  

농 손맛사업화 지원사업(농진청)에 한 여성 창업은 17곳뿐이며 농 지역의 

명인(名人)등과 농 여성들을 네트워킹하고,지역특화 상품개발을 통해 ‘마을

심’의 여성 공동 창업(여성가족부)을 지원하는 사업은 6개 권역에서 추진되

었을 뿐이다.

농 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 참여는 2006년 25%,2009년 46%로 증

가했지만,지역개발 리더 양성의 핵심인 마을개발 원장에 여성은 5%,여성

원은 15% 내외에 불과해 실 인 성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08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는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여성농

업인의 16.6%만이 향후 농외소득활동을 원하고 있었다.동일 조사는 아니지만 

정은미(2012)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 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가

장 높고,농업인 조직 가입은 상 으로 조하여 작목반 8.2%, 농조합법인

이나 농업회사법인 3.4%에 그친다.그리고 26.6%의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단체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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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조직가입률

자료:여성농업인실태조사(2003,2008)

연령 별로 부분의 조직에서 40 ,50 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고연령층

의 가입률이 히 낮다.하지만, 은 여성농업인 연령층이 농업 생산과 직  

련된 조직 참여에 상 으로 소극 이다.

그림 2-3.조직가입률

자료:통계청 KOSIS,여성농업인실태조사(2008)

생산자조직은 자율성에 기반한 조직이지만 작목반이나 동조합이 직 인 

의사결정과정과 연계된다는 에서 요하다.제3차 계획 추진을 한 조사결

과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의사는 높으나 ‘남편이 참여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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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자본 련 선행 연구

2.1. 지역 개 과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한 심은 주로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 해서는 인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에 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왜냐하

면,사회자본은 개인에게 소유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계를 맺는 개인들에 의

해서 공유되고, 계가 활성화될수록 자본량이 늘어난다는 특징으로 거  자본

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발 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자본은 사회

 의무감 는 사회의식 없이 사 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 이고 자기 심

인 개인을 공동의 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

꿈시킴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착제의 역할을 한다는 에서 정

이다.국가가 량의 자본 투자 없이 시민사회의 자발  력을 통해 신뢰와 

발 에 한 믿음을 확장시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고,공동체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진다는 은 다수의 지역개발 련 정책  연구에서 강조된 이다.

특히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하던 세계은행이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개발과 

정의 상 계가 있다는 을 조사를 통해 밝  지역개발에서 사회자본의 

요성에 한 심이 더욱 확장되었다.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요한 요인으로 

투자되던 것은 보건이나 교육 는 도로 등의 사회간 자본 인 라 다.하지

만,마을 사람들이 지속 으로 동하려는 성향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한 인

자본에 한 투자가 마을 발 으로 지속화되지 않는다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근거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 로젝트에서 사회자본 

축  여부가 인 자본개발을 지역사회 총체  개발로 유도하는 요인이라는 

이 사회자본에 심을 확장시키는 직 인 계기가 되었다(WorldBank2001).

한편,집단 인 신뢰 계로 사회자본에 근하는 푸트남(Putnam)의 이론은 

사회자본의 확장이 지역사회 반 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  

로그램의 근거가 되었다.

푸트남은 사회자본을 “구성원의 력  활동을 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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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신뢰,규범,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근하

며 공유된 목표를 추구(상호이익)하는 데 참가자들이 좀 더 효율 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규범 그리고 신뢰를 통한 동과 조정

의 측면을 강조한다.

마을,도시 는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집합  속성인 네트워크·규범·신뢰가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 간 조정과 력을 용이하게 해주고,그 집단의 경제  

상호이익 달성에 기여하여 한 사회의 잠재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자발 인 시민단체와 사활동,투표 등 정

치 참여,문학 서클이나 합창단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사회자본을 늘리

고,빈곤율,범죄율 등을 낮추므로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농 사회 사회자본 련하여 아직 많은 연구가 축 되지 않았지만 

1950∼60년  정부가 농 개발을 주도하기 하여 마을 단 에 각종 학습단체

를 조직·육성(각종 계,이후에 농회,부녀회,청소년회로 통합.주민참여하의 

의사결정)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런 연구 방향에 

따라서 1980년  이후 농 개발 정책은 농 주민을 상으로 한 정책보다는 

농 정주권 개발사업,문화마을조성사업,농 휴양단지개발사업 등이었는데,

정책 집행 주체로서 문가 주도성이 오히려 농  발 을 가져온 사회자본을 

축소한 계기가 되었다는 진단이 있다.이에 주민 참여 강화와 트 십 강화,

주민 참여에 의한 새로운 지역 리체제 구축이 농 지역의 사회자본을 축 하

고 지역사회를 발 시키는 방향이 제안되고 있다(정기환 1987,2004).

2.2. 지  향상과 사회자본

2.2.1.사회자본의 구성

계는 사회  행동을 한 요한 자원이다(Bourdieu1986;Coleman1990).

즉,개인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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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와 계를 맺어 왔는지 등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범 와 활동에 동

원할 수 있는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이 생성되기 해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고,연결된 

사람들 간 력 의무가 존재해야 하며,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공통의 심사를 

가지고 있거나 직면한 문제에 공통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즉,사회자본은 구성

원 간 연결 패턴과 연결을 통해 형성된 계 속에 존재하며,사회  교환을 통

해 창출된다는 에서 각종 참여의 장을 기반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된다

(Bourdieu1986).사회자본 형성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 사회단

체의 존재와 활동에 을 둔다.참여나 시민활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층 가 

곧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시민사회 는 단체는 사회자본

의 요한 원천이다.시민사회 는 단체는 사회  이익을 증진시키기 해 정

부와 독립 으로 형성된 공식  혹은 비공식  그룹이나 조직을 말한다.상호

조직이나 회 활동을 통한 상호활동은 사회 참여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공

동체의 생산성과 삶의 질에 향을  수 있다.사회자본과 사회단체의 계는 

① 사회단체의 수와 종류,② 시민들의 사회단체에의 가입과 참여,③ 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성격(수직  사회단체인가 혹은 수평  사회단체인가),④ 사회단체

의 배타성 여부,⑤ 시민들이 사회단체에서 보내는 시간 등에 향을 받는다

(Putnam1993). 한,학교를 시한 여러 교육기  역시 사회자본의 조성에 기

여한다.학교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회  계가 교차될 수 있는 들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 력의 가치도 고양시킨다.학교나 성인교육기 들은 사회의 

여러 이질 인 단체나 구성원들을 연계하는 사회자본 형성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다.더불어,학교뿐만 아니라,각종 교육훈련기 ,학원, 는 교육이 일어

나는 모든 부분 한 사회자본 형성의 자원으로 활용된다(OECD2001).

인 자본은 개인 차원에 을 두고 그와 련하여 경제 으로 유용한 자원

들을 설명하는 것임에 비해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계에 을 

두어 경제 으로 유용한 자원들로 설명된다(이남철 2003).즉,사회자본의 가

치는 부분 으로 인 자본을 창출하는 데 있으며,지역사회 내에 사회자본은 

인 자본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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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인 자본과 사회자본

인 자본 사회자본

상 개인 자원 계,네트워크

측정기 교육기간,자격 태도,가치,참여도 등

산출물
직 :소득,생산성
간 :건강,시민활동

경제 성취,더 많은 사회자본,
사회 통합

자료:WorldBank(2000).

개인의 사회  자본은 그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 간 연결망(network)

이 가지는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사람들은 가족,친척,학교 동창,기타 다

양한 타인들과 같은 자연인은 물론 조직,회사, 공서와 같은 집합  행 자와 

계를 맺는다.사람들은 그들이 계를 맺고 있는 일부의 타인들만 신뢰하고 

지원하며,일부의 타인들에게만 지원을 요청한다.그 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신의 인  유  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르며,그것

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도 달라진다.개인의 사회  자

본은 자원의 에 따라 개인이 유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정

의할 수도 있다.어떤 사람이 다수의 타인들을 알고 있어도 그들을 통해 조달

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작다면 그 사람의 사회  자본은 크다고 할 수 없다.

역으로 소수의 타인과 유  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많은 자

원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은 풍부한 사회  자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이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유  계 연결망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사회  자본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에서 사회자본은 ‘상호간 지면이나 인식과 같은 어느 정도 제도화된 

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소유로 인하여 생기는 실제  는 잠재  자원

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Bourdieu1986).네트워크 속성을 갖는 사회자본에 

한 은 개인  집단의 생산성에 향을 다.따라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  계나 집단소속 여부를 이용하여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이자,개인이 사회연결망 혹은 사회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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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투자 자원을 뜻한다(Warren2008).

개인들은 사회에서 각종 결사체에 가입하고 있다.개인들이 결사체에 많이 

가입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연계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이에 한 

보상을 많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개인의 

자발 인 사회 계가 많다는 것은 타인과의 화  정보 교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이 보상과 향력,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계층(stratification)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이를 소유한 사람은 더욱 더 이 을 얻을 

수 있기에 사회자본은 계층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Linand

Erickson2008,재인용).Burt(1998)는 인 자본은 개인의 능력이고,사회자본

은 기회를 반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조직 는 단체에서 도구  결과를 획

득하는 데 있어서는 인 자본보다 사회자본이 더 요하다는 을 지 했다.

사회자본이 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  계에 묻  있는 자원의 투자 

 사용이라면(Lin2000)사회자본은 개인의 인생 기회와 지역사회의 복지에 

향을 미치고(Bourdieu1980;Coleman1988),사회자본의 투자와 동원은 개인

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결과를 증진시킬 것이다.동시에 사회자본은 조직에 

속한 구성원에게는 더 좋은 직업,조기 승진,높은 보수  보 스 등과 같은 

기능  보상  정신  건강과 같은 표 된 보상을 증진시킨다(Lin2000).

따라서 사회자본의 불평등은 도구  부,명 ,권력 등의 이익이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와 같은 사회자본 불평등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Lin(2000)은 자본 결손과 보상 결손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즉 사회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다양한 투자 는 기회의 차이를 발생시켜 상  자본부족

을 경험하게 만들고,동시에 사회집단 구성원을 한 다양한 보상  결과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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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회자본 구성의 성별 차이

사회자본이 인 자본과 물리  생산 활동에 향을 미친다면 남성과 여성의 

가정생활,직장생활,사회생활 등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자본의 불평등에서 기인

한 결과일 수 있다. 한 사회자본이 이와 같은 가정배경,지역배경,사회･경제

 배경 등에 의해 형성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사회자본 차이 역시 사회자본 형

성 과정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  계에 기 해 형성되지만,개인이 처한 부모의 교육  

지 ,소득 등의 가족 배경,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 왔는가, 구

와 계를 맺어 왔는가 등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도 요한 변수가 된다.

사회자본 형성은 어느 사회나 시 를 막론하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친지,지역

사회 등으로부터 출발한다.이러한 일차 인 사회자본의 형성에 해 Lin(2000)

은 보다 유리한 사회경제  배경(부친의 사회경제  처지 는 직업  지 )이 

보다 유리한 사회  네트워크로 이어지고,이는 곧 보다 유리한 사회  지 에 

있는 사람들과의  기회를 증 시킨다고 한다.따라서 사회계층에서 열등한 

지 에 있거나 사회  네트워크에 있어서 불리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성(여성)  인종집단은 그들의 경력으로 인해 열등한 지 에 속하게 되는 것

이다.

한 Lin(2000)은 성별 사회  네트워크와 배태된 자원에 요한 차이가 있

다고 주장한다. 를 들어 가족 간 연결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한 가족으로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네트워크 방식은 서로 다

르다는 것이다.그는 1985년의 일반사회조사(GeneralSocialSurvey)자료를 이

용하여 성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구조  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을 발견했다.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가족 계를 보다 많

이 이용한다는 것이다.여성은 가족  친지와의 계에 보다 긴 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남성은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 직장 동료에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Fischer&Oliker1983;Wellman1985;Marsden1987)는 이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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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되어 있다.이러한 발견은 여성이 도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가족  친지의 긴 한 계를 이용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남성은 직업

을 획득하고 경력을 증진하기에 유용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사회자본을 형성하

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Marsden(1987)역시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과 친척을 통한 사회자본 이용 경

향이 높은 반면,남성은 친척 이외의 네트워크를 주로 이용한다는 기본 인 차

이를 발견했다.이러한 결과는 Dominguez&Watkins(2003)의 연구와 같이 남

성은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가족과 친구들이 불리한 경우 상향  사회 

이동을 해 다른 네트워크를 보다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이처럼 다양하게 논의되는 성별 사회자본 특성과 결과는 시 별 상황과 장

소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한 그 상이나 목 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Munch,McPherson&Smith-Lovin(1997)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여성은 자녀

양육으로 사회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반면,남성은 네트워크의 구성만이 변화

될 뿐이라는 것이다.따라서 가정 내에서는 여성이 사회자본을 게 소유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남성에 비해 오히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논의의 

이 된다.Granovetter(1973)역시 보다 넓은 활동장소(범 )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원과 정보에 보다 많이 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보완하 다.역사 으로 남성이 평균 으로 여성보다 직업 내의 직 ,

자 업 소유 비율,소득 등이 높다는 (Reskin1993)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자

본의 불평등을 지속 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성향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네트워

크를 맺게 되면 사회자본의 결과는 지속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Lin(2000)도 남성이 보다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다 규모가 

큰 조직에 몸담고 있고,다른 남성과의 계에서 혜택을 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남성이 계층구조에서 높은 지 를 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Moody1983).반면,여성은 작은 네트워크,작은 규모,그리고 다양하지 못

한 네트워크,여성 주의 연결,계층  치에서의 낮은 사람들과의 연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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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등 단체  네트워크의 동질성에 의해 불리한 자

원에 의한 재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Lin2000).

사회단체 참여와 련하여 Putnam(1995)은 성별 참여단체에 있어 뚜렷한 차

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즉 여성은 가정 는 돌 과 련된 일에 비 을 크

게 두는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남성은 도구 이며 경제

인 목표를 가진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여성 사회자본이 남성과 달리 형성되고,이에 따라 특수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자본의 결과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즉,여성의 낮

은 사회자본은 낮은 사회  지 를 강화할 수 있다(WorldBank2001).성 차별

의 원인은 사회  편견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자본의 양이나 질에서 우월하다는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

과는 사회  네트워크와 이로 인해 형성된 자원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각인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2.2.3.사회자본의 계층 효과

사회자본이 결속형과 연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을 감안할 때 개인들이 어떤 형태의 사회자본에 연계되어 있느냐는 계층의 특

성과도 연결되어 있다.푸트남은 사회자본을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social

capital)과 연계형 사회자본(bridgingsocialcapital)으로 구분하고 있다(Putnam

2009)8. 자는 본질 으로 배타 ,폐쇄 이고 내부지향 인(inward-looking)

경향을 가지고 있다.이런 특성을 갖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8푸트남에 한 많은 이론 ,경험  비 들은 기에 조야하게 표 된 사회자본의 

개념,형태,기능,측정방식 등과 같은 세부 사항들에 한 연구들을 발 시켰다.푸

트남 자신도 이런 비 들에 향을 받게 됨에 따라 그의 새로운 서 Bowling

Alone(2000)에서는 사회자본 형태를 결속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기존과 

같이 사회자본의 존재 자체를 민주주의와 등치시키는 기계론 인 설명 방식에서 탈피

하고자 하 다(Putna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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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과 충성심을 강화시켜 자신들의 특수한 이득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정 으로 작용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만 혜택을 주고받는 경향,

자아(自我)를 더욱 좁게 만드는 경향,그리고 타 집단에 한 강한 배타성  

감을 증 시킨다는 단 이 있다.사회자본의 배타성은 지역공동체에서 서

로 다른 구성원들에 한 사회  배제를 야기할 수 있다.한 지역사회가 높은 

수 의 신뢰와 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간 상호연계

가 의도 으로 단 된다면,서로가 배타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특정인들의 

담합 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기 이나 단체 참여와 소속을 특

별한 차로 규정할 경우 폐쇄 인 사회자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를 들어,소속에 한 높은 자격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특별난 훈련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에 폐쇄 인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동

시에 타인에 한 배타성은 계 내에 있는 사람들 는 공동체에 응집력을 

진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사회 인 배타성이 강한 사회자본들의 자

원으로 동창회,특정 신분집단의 동호회,특정 지역의 반상회,비공개 인 학습

공동체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배타 인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에서 특정 목

표나 활동을 심으로 결성된 사회 구성원들 간 구체 인 호혜 계를 뒷받침

해주는 데 효과 이다.배타 인 사회자본은 회원이나 구성원들 간 강력한 사

회심리 인 유 를 강화시키고 단결을 이끌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도와

다.

연계형 사회자본은 다양한 사회계층 간 사람들을 포용하는 개방성과 외부지

향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된다.이런 특성을 갖는 연계형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 연계 강도가 상 으로 약하고 이질성이 크지만 서로 다른 집단

들 는 더 큰 공동체와 연결이 되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상이한 태도  견해

들을 포용하는 속성이 있다. 를 들어 각종 환경·시민단체가 연계형 사회자본

에 속하는 표  경우이다.연계형 사회자본은 지역 공동체에서 이질 인 사

회문화 인 성향이나 지역공동체에 해 이질 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묶어 주는 데 효과 이다.말하자면,축제와 같은 지역공동체의 행

사,도서 이나 문화원 같은 공공시설 활용,시민센터,각종 공청회,공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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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나 일반 동호회 같은 것은 포 인 사회자본 형성을 한 일반 매

개체들이다.다양한 계층  집단들로 구성된 이런 단체들은 결속형 사회자본

보다 이질 이기 때문에 연계 강도가 약하지만 공  는 공동체  이익 실

을 해 상호 간 의견들을 수용할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장 이 있다.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자본의 상이한 특성은 궁극 으로 상이한 사회  결과  

효과를 가져다  수 있다9.일반 으로 볼 때 결속형 사회자본은 특수한 상호 

호혜성과 연 의식을 강화시킨다.이에 반해 연계형 사회자본은 외부 자산과 

정보 공유  확산을 풍부히 해 다.결속형은 ‘당장 무엇을 손에 넣을 수 있

는’단기 이고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반면 연계형은 ‘앞으로 나아가는’것

을 요시한다(Putnam2009). 한 결속형 집단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폐쇄

,내부지향 인 계층의 속성을 강화시켜  것이며,연계형 집단에 연계된 경

우는 개방 이고 외부지향 인 계층의 속성을 강화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3.연구의 분석틀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  계 속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호 이

익을 추구하는 데 용이하게 만드는 사회  요소’이다.즉,사회 집단에 참여하

는 것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는 사회에게 정 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즉,부르디외의 어법에 따르면,사회자본은 내가 맺은 

사회  계가 일종의 리 인 투자로서 역할을 할 때 사회  자본이 될 수 

있다고 본다.Lin역시 유사하게 사회자본은 사회  계 속에서 일정한 수익

을 기 하는 투자로 근하 다.이 게 본다면 사회자본은 행 자가 네트워크

9물론 사회자본을 결속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네트워크를 이것 아니면 

것과 같은 이분법 으로 나 다는 것은 아니다.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해당되는 차원의 문제다(Putna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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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계와 자원에 한 근으로 얻을 수 있는 일종

의 사회  자산이다.여기서 투자에 따른 수익은 일 수도 있고 사회 으

로 가치 있는 어떤 것,명성,교육,자율역량 향상,건강 등도 가능하다.

사회자본은 기본 으로 사회  네트워크에 속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기 때

문에,사회자본의 유지와 재생산은 오직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사람들과의 계를 표 하는 사회자본10의 가장 요한 구성 요소인 네트

워크 는 연결망은 개인들 사이의 면 이고 자발 이며 수평 인 계로 

특징지어지는 결사체(association)로 표되며,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

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즉,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은 

사회  네트워크의 크기와 범 ,사회  연계의 도  사회  계의 다양성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서 폐쇄  네트워크에 기반한 결속형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도 있고 개방  는 유연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연계형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도 있다.

폐쇄  네트워크에 기반한 결속형 사회자본이란 개인들의 상호이익을 조정

하고 력하도록 만드는 신뢰와 인내의 문화 는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공식  가치나 규범이지만 동시에 규범은 행 의 제재 체계이기 때문에 개

인 행 자들이 공동체의 규범에 깊숙이 내면화될 때 공동체 규율을 수용하는 

행 자로 역할하게 된다.이 때 공동체의 사회자본 즉,규범이 공동체 개별 구

성원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공동체 규율의 수

용은 강제된 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유연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연계형 사회자본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내부 자본

으로 자신의 이익을 실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Baker1990)이고 특정한 

10경제자본은 개인의 은행 계좌에,인 자본은 개인의 두뇌 속에 있는 반면 사회자본

은 개인이 맺고 있는 계의 구조 속에 있다(Portes1998).즉 다른 유형의 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자원”이지만,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에 계를 통

해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  자원”이다(Lin2001,19;55-56).그러므로 개인  자

원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사회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내재되

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처분에 제약이 따르거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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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경제  자본으로 변환될 수 있다.이는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 되

는 친구,동료 는 범 한 지인들의 숫자로 이 지인들은 재정  자본과 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개인은 상호작용의 범 와 기능에 따라 마을 공동체 내부의 개인으

로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계 속에서 스스로 력,조언,친 도 등의 사

회자본을 만들어내는 극 인 행 자가 될 수도 있고,공동체 내의 신뢰나 규

범 등의 공동체의 사회자본을 수용하는 수동 인 행 자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림 2-4.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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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  주민 지역 활동과 네트워크

1.마을 활동

1.1. 주민 모임 과 동

마을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정 경계에 속한 지역이다.행정부에 의해 

객 으로 경계가 설정되는 단 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주 으로 인식하

는 경계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활동 역과 교류의 범 로 기능한다.특히 어

떤 교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정보나 재화,평 ,사회자본을 형성

할 수 있다.

마을 내에서 안정된 상호작용의 지속화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인 기

제이다.마을 내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은 주민 간 계에서 구체화된다.이 계

가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자원으로 근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A∼C마을은 7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고,태어나서부터 마을에서 지속

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 비율이 50%를 넘는다.반면,C∼H마을은 원주민의 

비율이 30%내외이고 도시  다른 농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의 비율이 상

으로 높다.A와 B마을은 3년 이내에 마을로 이주한 주민 6∼7%를 제외하

고는 이주를 했지만 장기간 마을 내에서 함께 살아온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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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마을은 꾸 히 이주민이 증가했으나 주변 농  는 읍·면지역에서 마

을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D마을은 마을에 정착한 지 3년 이하의 주민이 체 주민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원주민의 비율과 동일한 수 이다.E～H마을 역시 원주민의 비율

이 이주민의 비율보다 낮지만,주로 10여 년을 마을에서 지속해서 거주했다는 

특성이 있다.

표 3-1.마을 주민 구성
단 :명,%

마을주민 원주민
이주지역 이주 기간

농 도시 3년 이하 10년 이하

A마을 66 63.6 20.8 15.6 6.5 7.8

B마을 63 51.7 44.8 3.4 6.9 6.9

C마을 68 53.0 36.5 10.4 2.6 10.4

D마을 70 31.0 41.4 27.6 31.0 34.5

E마을 310 26.2 44.3 29.5 4.9 36.1

F마을 280 25.4 42.3 32.4 9.9 31.0

G마을 253 32.1 41.5 26.4 7.5 32.1

H마을 241 32.3 40.0 27.7 - 23.1

농  마을은 도시에 비해 마을 구성원 간 상호 긴 한 사회  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11.이와 같은 상호 조 는 력이 일어나는 마

을 주민 모임이 구성되어 있고,어떤 활동을 하는가는 마을 내 사람들 간 사회

 계 맺기의 주된 방식이다.조사 상 마을은 모두 마을 주민 모임이 있다.

B,C,D마을 주민의 50%이상은 주민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

고,E,F,G,H마을 주민의 50%이상은 주민 모임이 있으되 특별할 때만 활동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A마을은 20.8%의 조사 상 주민이 주민모임을 명목상 

모임일 뿐이라고 평가하고,22.1%가 주민모임 자체가 없다고 평가하 다.

11 를 들어,마을 내 계 조직은 공동 기  조성,애경사에   물 지원,노동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라고 알려져 왔다.일반 으로 마을공동시설 등의 건

립을 해 조직되는 동계, 혼상제와 련된 상사계나 혼사계 등은 이웃간의 신

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품앗이의 표 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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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마을주민 모임 유무 여부
단 :명,%

사례수
주민모임 있음

모임 없음
활성화 특별한 때만 활동 명목상 모임

A마을 77 20.8 36.4 20.8 22.1

B마을 29 55.2 31.0 10.3 3.4

C마을 115 59.1 11.3 16.5 13.0

D마을 29 72.4 10.3 13.8 3.4

E마을 61 27.9 57.4 11.5 3.3

F마을 71 25.4 52.1 11.3 11.3

G마을 53 37.7 52.8 5.7 3.8

H마을 65 21.5 61.5 10.8 6.2

체 500 38.0 38.6 13.4 10.0

주민 모임에 모든 주민이 가입하여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B,C,G,H마을 

주민의 모임 참여가 상 으로 높고 A마을은 참여도가 29.9%로 가장 낮다.

B,C,H마을 주민은 부녀회와 노인회 참여를,D,E,G마을은 부녀회 참여를 

상 으로 많이 하고 있다.D마을과 F마을은 친환경모임,마을 체험 모임 

등 소득과 연 된 활동을 마을 단 에서 학습하는 모임에 마을 주민의 10%이

상이 참여하고 있다.

표 3-3.마을주민 모임 황(모임별)

단 :명,%

사례수 참여함
모임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마을회

A마을 77 29.9 9.1 14.3 2.6 3.9

B마을 29 72.4 31.0 37.9 3.4 -

C마을 115 61.7 23.5 28.7 0.9 8.7

D마을 29 55.2 34.5 6.9 3.4 13.8

E마을 61 54.1 24.6 16.4 6.6 6.6

F마을 71 57.7 23.9 19.7 2.8 11.3

G마을 53 75.5 43.4 15.1 9.4 7.5

H마을 65 63.1 23.1 32.3 1.5 6.2

체 500 58.7 26.6 21.4 3.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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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 계를 통해서 어떤 교환이 만들어지는지는 주민 모임의 활동 황

을 살펴 으로써 악하고자 했다.

마을주민 모임(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이 연간 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추

진하는 일은 마을 사람들 소사 련 상호 부조와 경로잔치·정월 보름놀이 

등의 마을 내 문화활동이다.특히, 소사 련 상호부조와 경로잔치 등의 마을

문화활동은 주민 모임 참여자의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표 활동이며 그 밖

의 활동은 마을별로 참여 양상이 다소 상이하다.익산 지역인 A∼D마을은 마

을사업 추진 련 의사결정 활동이 조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양평지역

인 E∼H마을은 상 으로 소사 련 상호부조만큼 마을사업 추진 련 의

사결정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특히,E∼H마을은 농업 일 련 품앗

이 참여가 상 으로 낮은 반면,A마을은 농업 일 련 품앗이 참여가 주민

조직 참여 활동  가장 높은 수 이다.

표 3-4.마을주민 모임 활동

단 :명,%

사례수 리 문화 품앗이 소사 의사결정

A마을 23 56.5 78.3 91.3 87.0 65.2

B마을 21 61.9 90.5 47.6 100.0 57.1

C마을 71 62.0 91.5 87.3 93.0 36.6

D마을 16 62.5 93.8 81.3 87.5 68.8

E마을 33 97.0 93.9 30.3 97.0 97.0

F마을 41 95.1 100.0 100.0 100.0 100.0

G마을 40 100.0 97.5 20.0 92.5 100.0

H마을 41 100.0 97.6 19.5 100.0 97.6

체 286 81.1 93.7 49.7 95.1 75.9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는 일종의 마을 정치를 경험하는 것이다.의사결정 과

정은 공공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력을 얻어내는 능력을 키

울 수 있는 상호작용 과정이다.즉,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수록 참여자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기술과 표자를 평가하는 기술 한 발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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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리 문화 품앗이 소사 의사결정

A마을 23 7.7 22.2 38.0 10.0 53.3

B마을 21 - 57.9 30.0 28.6 8.3

C마을 71 4.5 60.0 41.9 3.0 7.7

표 3-5.마을주민 모임 참여 정도(월 평균)
단 :명,회,시간

사례수 횟수 시간

A마을 23 13.21 3.52

B마을 21 10.14 3.52

C마을 71 9.87 2.94

D마을 16 10.88 2.88

E마을 33 10.7 2.45

F마을 41 10.24 2.49

G마을 40 10.08 2.43

H마을 41 10.07 1.93

계 286 10.38 2.69

마을주민모임 참여자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한 활동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공통 으로 마을 청소 등의 마을 리 활동에 참여 수 은 높지

만 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A마을은 품앗이와 의사결정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모임 참여자가 상 으로 많고,B,C,D마을 주민 

모임 참여자들은 마을 문화활동이 요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동

시에 B마을 주민모임 참여자는 소사 련 상호부조를,C,D마을 주민 모임 

참여자들은 농업일 련 상호부조가 요하다고 평가하는 주민이 상 으로 

많다.

반면,E∼H마을은 마을 사업 추진 련 의사결정 활동에 참여 정도가 높고 

동시에 요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도 높다.반면 농업 일 련 상호부조 참여 

정도가 낮았던 것과 같이 요성 평가도 낮다.

표 3-6.가장 요한 마을 주민 모임 활동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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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리 문화 품앗이 소사 의사결정

D마을 16 - 53.3 53.8 7.1 -

E마을 33 6.3 25.8 - 31.3 40.6

F마을 41 10.3 9.8 - 39.0 41.5

G마을 40 20.0 23.1 25.0 24.3 30.0

H마을 41 4.9 10.0 - 41.5 45.0

체 286 9.0 32.8 37.7 23.1 32.3

이와 같은 마을 주민 모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상 마을에서 비교

 장기간 주민들의 이동이 었던 A와 B마을은 주민/이웃 간 계에 해서 

조사 상 주민의 50%이상이 ‘매우 우호  교류· 계’라고 평가하고 있고 

반 으로 95%이상의 주민이 주민 계가 우호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D마

을은 이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이 30%이상이지만 계가 우호 이라

고 평가하는 주민이 93.1%이고 G마을도 이주민의 비율이 상 으로 높으나 

92.4%의 주민이 주민 계를 우호 이라고 평가하 다.C마을은 장시간 마을 

주민의 이동이 은 마을이지만 계가 우호 이라는 평가는 상 으로 낮아 

82.6%이며,E마을과 H마을 역시 80% 수 이다.

표 3-7.마을 내 주민/이웃 간 계
단 :명,%

사례수
매우
우호

우호
교류· 계
별로 없음

갈등
발생

붕새언덕마을 77 57.1 40.3 1.3 1.3

성당포구마을 29 55.2 41.4 3.4 -

아홉마디 풀향기마을 115 29.6 53.0 16.5 0.9

풀빛향기마을 29 44.8 48.3 6.9 -

삼성2리별내마을 61 14.8 65.6 18.0 1.6

여물리 체험마을 71 19.7 56.3 21.1 2.8

상리 수미마을 53 13.2 79.2 5.7 1.9

연수리 보릿고개마을 65 12.3 67.7 15.4 4.6

체 500 29.0 56.8 1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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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 련 조직 과 동

익산지역의  A마을은 주 직업이 농업인 주민이 72.7%이며 월 평균 가구 수

입이 2,419만원이고 농외 소득 비 은 체 수입의 10.9%에 해당된다.반면,

B와 C마을은 농업을 주로 하는 주민이 65∼70%수 이지만 C마을은 농외소

득 참여자가 37.4%에 이르고 체 소득에서 농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 도 

40%가 넘는다.D마을은 3년 이내에 이주해 온 주민이 약 30%에 이르고 비교

 도시 지역 이주민들이 많은 마을이다. 한 농업을 주로 하는 주민은 44.8%

로 상 으로 낮고 농외 소득활동에 31.0%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외 수입이 

가구당 월평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도 50%가 넘는 마을이다.

양평군에 치하는 E∼H마을은 원주민의 비 보다 10여 년 가까이 마을에 

정착한 이주 주민의 비 이 높고 농업을 주된 소득활동으로 하는 주민 한 

50%를 상회하는 수 이다.E마을을 제외하고는 농외소득 참여자가 40∼53%

수 이며 가구 수입에서 농외수입이 차지하는 비  한 평균 으로 40%수

이다.이는 지난 10여 년 간 농업소득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농업외 소

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조사 상 마을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

으며,2011년 농업소득 평균 900만원,농외소득 1,300만원에 비해 다소 낮은 

수 이지만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 은 유사하다.

표 3-8.마을 주민 직업 소득
단 :%,만 원,만 원(%)

주된
직업(농업)

농외소득
참여

월평균수입 농외수입

A마을 72.7 7.8 2,419 264(10.9)

B마을 65.5 20.7 1,192 312(26.2)

C마을 69.6 37.4 2,413 1,072(44.4)

D마을 44.8 31.0 2,093 1,175(56.1)

E마을 52.5 19.7 2,391 1,287(53.8)

F마을 53.5 39.4 2,477 970(39.2)

G마을 56.6 52.8 2,740 939(34.3)

H마을 53.8 49.2 2,496 1,12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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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주로 하는 비 이 D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50%가 넘지만,생산자 

조직12참여는 활발하지 않다.생산자조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수의 농가가 

농업생산과정의 일부 는 부를 정에 의해서 결합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노동력과 시설 등의 자본  토지를 개별농가의 틀을 넘어 집단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농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A∼D마을에서 논벼 작목반 참여자는 3명,채소

산나물 작목반 참여자는 5명,그리고 특용·약용작물과 과수 작목반에 각각 1명

과 2명이 참여하고 있다.오히려 D∼H마을에서 각종 작목반 참여자가 상

으로 많고 H마을이 상 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다.C

마을은 농조합 참여자가 상 으로 많다.

표 3-9.마을주민의 생산조직 참여 황

단 :%

작목반 법인

논벼
채소·
산나물

특용·
약용

과수 기타
농
조합

농업
회사

회

A마을 - - 1.3 2.6 - 5.2 - -

B마을 6.9 - - - - 3.4 - -

C마을 0.9 3.5 - - - 30.4 0.9 -

D마을 - 3.4 - - - 10.3 - -

E마을 3.3 3.3 - 4.9 1.6 - - 1.6

F마을 5.6 1.4 2.8 4.2 - - - -

G마을 5.7 - 5.7 7.5 - 1.9 - -

H마을 6.2 9.2 4.6 7.7 - - - -

12농업생산자 조직은 1990년  이후 단순 농작업 심에서 벗어나서 특정 작목 심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작목반과 농조합법인으로 거듭났다.생산자의 경제  이익

을 확 하기 하여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로 하고 있는 농업생산조직은 지

역농업자원의 종합 활용을 통해 농업의 시장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

는 수단이다(윤수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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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사 상인 모든 마을이 농외소득사업 참여 마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

에서 농 사업을 추진 이다.이 밖에 A∼D마을은 가공  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B와 D마을은 농 사업의 일환으로 식당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식당에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E∼H마을은 군의 지원으로 농  사업을 특화하고 있는데,농 사

업을 추진하면서 직거래 매 사업을 하거나 때로는 떡이나 된장 등의 장류를 

가공· 매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표 3-10.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황
단 :%

참여자
분야

가공 매 농가식당 농

A마을 7.8 3.9 6.5 - 2.6

B마을 20.7 3.4 3.4 3.4 20.7

C마을 37.4 0.9 35.7 - 1.7

D마을 31.0 10.3 13.8 3.4 17.2

E마을 19.7 - 3.3 - 18.0

F마을 39.4 - 1.4 - 38.0

G마을 52.8 3.8 13.2 - 43.4

H마을 49.2 4.6 9.2 - 49.2

농외소득사업 형태는 C마을이 농조합 형태가 강하여 주민의 33.9%가 참

여하고 있다.D,E마을은 20%정도의 주민이 일반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F,G,H마을에서는 각각 39.4%,47.2%,49.2%의 주민이 일반사업체 형태의 

농외소득사업에 종사한다(부표 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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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
단 :%

표 임원 출자자 무 피고용

A마을 7.8 - - -

B마을 3.4 - 3.4 13.8

C마을 7.0 29.6 - 0.9

D마을 24.1 6.9 - -

E마을 11.5 - 1.6 6.6

F마을 8.5 - 2.8 28.2

G마을 17.0 - 3.8 30.2

H마을 21.5 - 4.6 23.1

일반사업체 형태의 농외소득사업 참여자가 상 으로 많은 D마을과 G,H

마을 주민은 20%내외가 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F,G마을 주민의 

30%정도는 피고용인으로 농외활동을 하고 있다.반면, 농조합 활동이 활발

한 C마을은 주민의 29.6%가 출자자이고 7%의 주민이 표  임원 역할을 

하고 있다.

농외소득 참여자의 직업을 살펴보면,A마을은 원이 모두 농업 종사자이

고,B마을에는 사무 리직이 1명 포함되어 있다.C마을은 매서비스직 1명,

생산기능직 1명이 포함되어 있다.D마을은 농업 4명, 매서비스직 2명,사무

리직 3명이 있다.E마을은 매서비스직 2명,사무 리직 2명,F마을에는 

매서비스직 4명,사무 리직 6명,퇴직 2명,G마을은 매서비스직 5명,사

무 리직 4명,퇴직 3명이 포함되어 있다.H마을은 매서비스직 13명,생산

기능직 1명이 있다(부표 3참조).

참여자의 연령은 40～50 가 주류이지만,C마을의 경우 60～70 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농 체험마을사업은 주로 농산물 수확,주변 자연환경을 이용

하거나 농산물을 이용한 각종 만들기 체험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연령

층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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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 식당

A마을 23.7 30.6 - 25.0

B마을 100.0 100.0 100.0 35.2

C마을 33.3 58.4 - 29.4

D마을 53.3 49.5 100.0 66.2

E마을 - 162.5 - 89.9

F마을 - 25.0 - 82.5

G마을 100.0 33.2 - 71.3

H마을 42.9 12.9 - 99.8

표 3-12.마을 주민 연령별 농외소득 참여자 황
단 :명

체 49세이하 50 60 70

A마을 7.8 1.3 3.9 2.6 -

B마을 20.7 3.4 10.3 3.4 3.4

C마을 37.4 4.3 7.8 15.7 9.6

D마을 31.0 - 10.3 17.2 3.4

E마을 19.7 9.8 9.8 - -

F마을 39.4 18.3 9.9 9.9 1.4

G마을 52.8 24.5 17.0 5.7 5.7

H마을 49.2 16.9 12.3 15.4 4.6

농외소득 참여자의 농업 외 수입은 농업수입을 기 으로 볼 때,A∼C지역

은 가공  농산물과 가공식품 매 수입이 상 으로 높은 반면,D∼H마을

은 농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 으로 높다.

표 3-13.농외소득 참여자의 농업수입 비 농업 외 수입 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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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활동

2.1. 단체 가입과 동

사회자본의 원천은 개인이 사회연결망 혹은 사회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어

서 이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교환 계를 형성하는 것이다.그런 측

면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각종 정보나 자원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결사체에 많이 가입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연계되면서 보상과 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

특히,마을 단 의 상호작용이 많은 농 사회에서 개인의 자발 인 사회 계

가 많다는 것은 타인과의 화  정보교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사 

상 마을 주민들은 체 으로 75%가 친목모임에 가입하고 있고,농업인단체에 

13.0%가 가입하고 있다.그 밖에 더욱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단체,

자원 사단체 가입은 각각 6.6%와 6.8%이다.각종 지역사회 문제에 한 의사

결정력이 상 으로 큰 정치 모임 가입은 3%로 더욱 낮고,인터넷 커뮤니티

는 5.8% 수 이다.

A마을과 D마을은 동일 지역의 다른 마을에 비해 농업인단체나 사회단체 

 자원 사 단체 가입률이 상 으로 높다.특히,도시 이주자의 거주 비율이 

상 으로 높은 D마을은 인터넷커뮤니티 가입률이 상 으로 높다.반면,

G마을은 친목모임과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률이 상 으로 높아 온라인 오

라인 모두에서 유사한 경험이나 심을 가진 사람들과 계를 구성하는 성향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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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모임 는 단체 활동 가입자 황
단 :명,%

사례수
친목
모임

농업인
단체

사회
단체

자원 사
단체

정치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A마을 77 58.4 14.3 7.8 24.7 3.9 2.6

B마을 29 79.3 10.3 6.9 3.4 - -

C마을 115 81.7 14.8 7.8 4.3 5.2 1.7

D마을 29 58.6 17.2 13.8 10.3 3.4 24.1

E마을 61 77.0 9.8 8.2 3.3 1.6 4.9

F마을 71 77.5 9.9 1.4 2.8 2.8 7.0

G마을 53 83.0 13.2 5.7 3.8 1.9 17.0

H마을 65 76.9 13.8 4.6 - 1.5 1.5

계 500 75.0 13.0 6.6 6.8 3.0 5.8

단체 가입률 이외에 몇 개의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가도 자발 인 사회 계의 

범 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단체 가입자들은 단체별로 평균 1∼2개의 단체에 

가입하고 있고 친목모임과 인터넷 커뮤니티는 특성상 다른 단체에 비해서 평

균가입단체가 많은 경향이 있다.

표 3-15.가입단체 수
단 :명,%

사례수
친목
모임

농업인
단체

사회
단체

자원
사단체

정치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A마을 45 2.4 1.3 1.2 1.1 1.0 1.0

B마을 23 1.8 1.3 1.5 2.0 - -

C마을 94 2.4 1.8 2.0 1.8 1.0 2.0

D마을 17 2.2 2.0 1.8 1.7 1.0 2.4

E마을 47 1.7 1.3 1.0 1.5 1.0 2.3

F마을 55 1.8 1.3 1.0 1.0 1.0 2.2

G마을 44 1.9 1.3 1.3 1.0 1.0 2.2

H마을 50 1.8 1.2 1.0 - 1.0 3.0

계 375 2.1 1.5 1.5 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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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모임에서 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은 체 23.8%로 비교  임원이 

독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마을 내 인구구조의 변화

가 상 으로 지만 주민모임은 활발하지 않은 A마을이 임원 경험 주민 비

율이 낮고 이주민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E∼H마을은 반 으로 20%수

이다.

표 3-16.주민모임 임원활동 유경험자
단 :명,%

체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E마을 F마을 G마을 H마을

사례수 500 77 29 115 29 61 71 53 65

비율 23.8 15.6 31.0 19.1 41.4 19.7 18.3 20.8 24.6

마을 이외 사람들과 사회  계를 맺고 정보나 자원을 교류할 기회가 상

으로 높은 원회 등의 행정 련 활동 경험은 마을 내 주민모임 임원활동 

경험보다는 상 으로 낮은 13.4%수 이다.향후에 련 활동을 원하는 정

도는 양평지역(E마을∼H마을)보다는 익산지역(A마을∼D마을)이 상 으

로 높다.

표 3-17.행정과 련된 활동 경험 참여 의향
단 :명,%

체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E마을 F마을 G마을 H마을

사례수 500 77 29 115 29 61 71 53 65

경험비율 13.4 16.9 10.3 15.7 20.7 11.5 5.6 9.4 16.9

참여의향 2.9 3.0 3.1 3.0 2.9 2.9 2.8 2.7 2.8

2.2.  참여 동

교육은 농정보나 신기술에 한 획득처이자 다양한 인  교류 활동이 일어

나는 수단이다.특히,한 번의 교육 참여는 연속 인 교육 참여로 이어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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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며,새로운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여타의 사회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

는 장이기도 하다.

조사 상 마을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는 곳이다.마을 주민들의 교육 기회,교육에 한 요구  각종 장애 

요인들에 따라서 익산과 양평 두 지역에서 모두 마을별 평균 교육 참여율에 차

이가 있다.

표 3-18.교육 경험 있음
단 :명,%

사례수
농 련
신 기술

농 목
신 기술

농 기반
신 사업
비

농업 외
활동
비

리더
양성

A마을 77 39.0 20.8 14.3 10.4 16.9

B마을 29 27.6 17.2 10.3 6.9 10.3

C마을 115 60.9 25.2 6.1 4.3 7.8

D마을 29 31.0 20.7 13.8 6.9 13.8

E마을 61 54.1 23.0 14.8 3.3 13.1

F마을 71 38.0 28.2 32.4 15.5 18.3

G마을 53 60.4 28.3 32.1 5.7 13.2

H마을 65 47.7 24.6 29.2 9.2 15.4

계 500 48.0 24.2 18.6 7.8 13.4

교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의 계기가 되고,서로 간 면식이 있고 친 한 계

로 발 시키는 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기 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교육 참석 횟수는 연 1～2회가 상 으로 많다.하지만 이 정도의 참석 

횟수로는 친 한 계 형성의 기회로서는 커다란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역부

족으로 보인다.반면 마을별로 편차는 있으나 마을별로 1～2명의 주민들은 월 

2회 이상 교육에 참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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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교육 참석 횟수
단 :명,%

사례수
어쩌다
한번

2～3년
1회

연
1～2회

분기별
1회

월
1회

월 2회
이상

A마을 22 27.3 4.5 36.4 13.6 13.6 4.5

B마을 5 - - 60.0 20.0 - 20.0

C마을 32 - 3.1 40.6 43.8 6.3 6.3

D마을 6 - - - 66.7 16.7 16.7

E마을 18 5.6 11.1 38.9 27.8 16.7 -

F마을 22 4.5 9.1 36.4 22.7 13.6 13.6

G마을 20 - - 40.0 40.0 10.0 10.0

H마을 20 - - 40.0 50.0 5.0 5.0

계 145 5.5 4.1 37.9 34.5 10.3 7.6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각종 집안일로 인하여 집을 비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 으로 높다.이런 이유는 익산지역이 양평지역보다 상 으로 높다.

필요한 교육이 없어서라거나 농사일로 시간이 바빠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며 정보 부족이거나 교육 장소까지 거리상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

다는 경우가 있으며,E마을과 H마을은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소수 있다.

표 3-20.교육 미참여 이유

단 :명,%

사례수
교육정보
부족

시간
없음

집안일 장소
필요교육
없음

원하지
않음

A마을 55 14.5 3.6 61.8 10.9 3.6 5.5

B마을 24 4.2 4.2 83.3 - - 8.3

C마을 83 7.2 - 78.3 8.4 - 6.0

D마을 23 13.0 - 65.2 8.7 - 13.0

E마을 43 16.3 2.3 58.1 2.3 - 20.9

F마을 49 10.2 8.2 51.0 10.2 2.0 18.4

G마을 33 12.1 6.1 63.6 6.1 3.0 9.1

H마을 45 8.9 8.9 40.0 15.6 4.4 22.2

계 355 7.6 2.8 44.6 6.0 1.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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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싶은 교육 분야에 해서는 여 히 농 련 신기술 교육에 한 

참여 의사가 상 으로 가장 높지만 다른 분야들은 교육 경험에 비해 상

으로 참여의사가 더욱 높다.즉,농업과 련하여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 비 교육에 한 참여 의사가 상 으로 높고,마을 리더 양성 

교육 수요도 있다.

교육 수요는 지역별･마을별 차이가 있는데, 반 으로 양평지역이 모든 분

야에 한 교육 수요가 높고,익산지역은 장 담그기나 효소 등과 같이 기존에 

추진하던 농업 작물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교육에 한 요구가 상 으로 

높다.

표 3-21.교육 참여의사 있음
단 :명,%

사례수
농 련
신기술

농 목
신기술

농 기반
신사업
비

농업 외
활동
비

리더
양성

A마을 77 31.2 28.6 14.3 14.3 15.6

B마을 29 20.7 13.8 3.4 6.9 6.9

C마을 115 56.5 26.1 3.5 3.5 7.8

D마을 29 27.6 24.1 10.3 6.9 13.8

E마을 61 55.7 37.7 49.2 24.6 24.6

F마을 71 45.1 38.0 40.8 32.4 36.6

G마을 53 64.2 54.7 49.1 26.4 34.0

H마을 65 47.7 33.8 40.0 27.7 30.8

계 500 46.8 32.8 26.0 17.8 21.2

마을 주민들의 지역사회 련 정보 는 교육 등과 같은 정보 획득처는 마을 

사람이 주된 채 이다.익산지역 모든 마을에서 50%이상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공공기  소식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있다.반면 양평지역은 

마을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 이 가장 높고,공공기  소식지로부터 직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도 동시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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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정보 획득처
단 :명,%

사례수 매체 소식지 인터넷 가족친지 마을사람 단체

A마을 77 5.2 5.2 2.6 15.6 61.0 10.4

B마을 29 - 17.2 - 3.4 75.9 3.4

C마을 115 4.3 11.3 2.6 14.8 62.6 4.3

D마을 2 3.4 13.8 13.8 10.3 55.2 3.4

E마을 9 9.8 32.8 4.9 11.5 36.1 4.9

F마을 61 9.9 35.2 4.2 7.0 39.4 4.2

G마을 71 7.5 22.6 1.9 18.9 41.5 7.5

H마을 65 3.1 35.4 3.1 3.1 50.8 4.6

계 429 5.8 21.2 3.6 11.4 52.4 5.6

3.인  자원 네트워크

3.1 지인 트워크

친인척 계나 마을 주민은 귀속  특성을 갖는 집단이다.조사 상 마을 주

민들은 평균 가구원수의 약 3배의 친인척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인식

하고 있고 체 마을 주민의 13.6%와 친하게 지낸다고 인식하고 있다.익산지

역은 가구원 수의 약 2배의 친인척,양평지역은 4배의 친인척과 친하게 지낸다

고 평가하 다.반면,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수는 마을별 편차가 크지 않지만 

양평지역의 마을주민의 수가 상 으로 커서 친하게 지내는 마을주민의 비율

은 익산지역이 상 으로 높고 양평지역은 1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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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친하게 지내는 계(가족친인척 마을 주민)
단 :명,%

평균
가구원수

친하게 지내는
가족/인척

친하게 지내는
마을주민

친하게 지내는
마을주민 비율

A마을 2.4 10.5 11.5 17.5

B마을 2.7 4.6 14.1 22.3

C마을 2.5 4.9 14.6 21.5

D마을 2.0 8.2 10.8 15.4

E마을 3.4 9.6 9.1 2.9

F마을 2.9 12.7 15.7 5.6

G마을 3.2 13.8 13.1 5.2

H마을 3.2 14.9 17.4 7.2

계 2.8 9.9 13.6 13.3

모든 마을의 거주자들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주로 가족과 친인척  마을 

주민이고,마을 밖에 살고 있는 친한 사람은 마을당 평균 10명을 넘지 않는다.

A와 B마을 주민의 마을 밖 지인 수가 상 으로 고 C,D,F,G마을이 

상 으로 많다.

표 3-24.친하게 지내는 사람
단 :명

사례수 체 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밖지인

A마을 77 26.9 10.5 11.5 4.9

B마을 29 22.4 4.6 14.1 3.8

C마을 115 27.5 4.9 14.6 8.0

D마을 29 27.1 8.2 10.8 8.1

E마을 61 25.4 9.6 9.1 6.7

F마을 71 37.5 12.7 15.7 9.1

G마을 53 35.8 13.8 13.1 8.9

H마을 65 39.9 14.9 17.4 7.7

계 500 30.8 9.9 1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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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마을에서 무조건 인 호혜성과 개별화된 신뢰에 기반한 가족  친인척

과 같은 결속연결망의 규모는 상 으로 작고,상 으로 마을 내 지인의 비

율이 상 으로 높아,마을 내 사회 계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C마을의 

경우는 친하게 지내는 마을 밖 지인의 비 도 상 으로 높다.하지만,앞의 

내용처럼 친목 모임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지속 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이질  계망을 확충하는 시도는 크지 않아 개인의 사회자본화 략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친하게 지내는 사람 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규모는 각종 모임 활동의 경험에 따라 차별성 있게 구

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은 특성은 사회 활동 경험이  다른 활동을 

연속 으로 유발시켜 계를 사회자본화할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을 확인하

게 한다.먼 ,당연한 논의겠지만 마을 모임 참여 여부가 마을 주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수를 상 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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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마을 모임 참여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규모
단 :명

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마을모임 참여자
평균 10.8 16.9 8.1

사례수 286 286 286

마을모임 미 참여자
평균 9.3 9.1 6.6

사례수 164 164 164

합계
평균 10.2 14.0 7.5

사례수 450 450 450

F값 2.032 43.182*** 1.012

마을 모임 참여 여부가 마을 내 친한 사람 규모와 일정한 연 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임원 활동을 했던 경험은 마을 밖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상 으로 큰 규모로 갖게 하는 데도 일정 정도 연 을 

갖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마을 모임의 임원으로서 외 활동은 마을 

밖 지인의 규모를 임원 활동을 해 보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6.마을 임원활동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단 :명

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경험자
평균 13.5 19.9 12.8

사례수 107 107 107

비경험자
평균 9.2 15.1 5.2

사례수 179 179 179

합계
평균 10.8 16.9 8.1

사례수 286 286 286

F값 9.135** 8.224** 12.507***

지역 내에서 행정과 연계된 활동을 추진해 본 경험 여부 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규모를 상 으로 키우는 것과 연 이 있고,행정 연계 활동 경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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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농･임업
평균 9.9 15.7 7.0

사례수 303 303 303

기타 직업
평균 11.3 10.7 10.3

사례수 125 125 125

일 없음
평균 7.2 9.4 3.5

사례수 72 72 72

마을 임원활동 경험자보다 마을 밖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규모를 상

으로 크게 형성하는 동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7.지역 행정활동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단 :명

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밖지인

경험자
평균 15.5 25.2 18.2

사례수 67 67 67

비경험자
평균 9.0 11.8 5.7

사례수 433 433 433

합계
평균 9.9 13.6 7.3

사례수 500 500 500

F값 25.119*** 79.415*** 47.393***

각종 모임이나 단체 등의 사회 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역시 친하게 지내

는 사람의 규모 간의 격차를 낳게 하는 계기가 된다.농업이나 임업 등 일정 

지역범 내에서 움직이는 직업인은 친한 사람  마을 주민의 규모가 상

으로 큰 반면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의 범 가 상 으로 넓은 직업활동을 하

는 사람은 마을 밖 지인과의  규모가 상 으로 크다.반면,고령 등의 이

유로 은퇴하거나 업주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규모

가 상 으로 작다.

표 3-28.직업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규모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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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합계
평균 9.9 13.6 7.3

사례수 500 500 500

F값 3.851* 12.770*** 5.296**

통 인 농업 이외에 농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는 업이

나 연계를 속성으로 하는 일의 특성상 마을 주민이나 마을 밖 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규모가 상 으로 크다.

표 3-29.농외소득 경험별 친하게 지내는 사람

단 :명

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농외소득 경험자
평균 11.9 16.3 9.9

사례수 164 164 164

농외소득 비경험자
평균 8.9 12.2 6.1

사례수 336 336 336

합계
평균 9.9 13.6 7.3

사례수 500 500 500

F값 10.270** 12.555*** 7.864**

3.2 조력 트워크

알고 있는 사람이 계의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라면,이들  도움이 되는 

사람의 규모와 실질 인 도움 정도는 계가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자원인 사회자본으로써 기능할 가능성이 큰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 상자는 반 으로 체 지인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수 있는 사

람을 50%정도로 평가하고 있다.지인  도움을 청하거나  것이라고 상되

는 사람의 비율이 작게는 33%에서 86.2%에 이르고 있다. 계의 강도는 개개

인의 사회 활동 경험,직업 구조 등의 차이를 반 할 수밖에 없다.도움을 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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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역에서 도움을  수 있는 사람은 일과 련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상 으로 가장 많다.이는 재 마을 주민들에게 도구 인 네트워크 

규모가 상 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반면,정서  친 성의 척도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와 비 은 도구  네트워크 규모에 미치

지 못한다.그리고 가장 직 으로 사회자본으로써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회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각종 경제  이득과 련된 문제에 

해서 조언을 해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규모는 상 으로 취약한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30.지인 도움되는 사람

단 :명,%

사례수 지인 수
지인
도움
사람

도움 수 있는 사람

노동
지원

정서
지원

소득
기회

계

A마을 77 26.9 51.7 8.0 4.0 2.0 13.9

B마을 29 22.4 86.2 10.2 4.5 4.6 19.3

C마을 115 27.5 65.1 11.3 4.4 2.2 17.9

D마을 29 27.1 58.3 8.0 5.1 2.7 15.8

E마을 61 25.4 41.7 6.3 2.5 1.9 10.6

F마을 71 37.5 47.2 11.2 4.2 2.4 17.7

G마을 53 35.8 33.0 7.3 2.5 1.9 11.8

H마을 65 40.0 38.3 9.6 3.9 1.8 15.3

체 500 30.8 49.7 9.3 3.9 2.2 15.3

마을 주민 네트워크의 실직 인 도움의 정도도 네트워크 성격과 유사한 경향

을 보여 다.즉,일손 지원과 련한 도구 인 네트워크의 도가 상 으로 

크고,정서  친 성,그리고 각종 경제  기회 련 도움의 정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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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지인 도움의 실효성
단 :명,%

사례수
노동지원
가능지인

정서지원
가능지인

소득기회
가능지인

체 500 3.9 3.8 3.6

A마을 77 4.1 3.9 3.6

B마을 29 4.0 3.9 3.7

C마을 115 4.0 3.9 3.7

D마을 29 4.2 4.1 3.8

E마을 61 3.5 3.5 3.4

F마을 71 3.8 3.9 3.7

G마을 53 3.9 3.8 3.5

H마을 65 3.7 3.5 3.3

F값 7.118*** 5.934*** 3.427***

다양한 직업 구성의 지인 네트워크는 이질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인의 

사회자본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 3-32.도움 지인 유무

단 :명,%

사례수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

사업하는
사람

사회단체
활동

정치인

A마을 77 14.3 15.6 7.8 1.3

B마을 29 13.8 3.4 3.4 3.4

C마을 115 11.3 5.2 9.6 1.7

D마을 29 31.0 20.7 20.7 13.8

E마을 61 13.1 13.1 13.1 8.2

F마을 71 26.8 21.1 5.6 11.3

G마을 53 26.4 24.5 9.4 7.5

H마을 65 33.8 24.6 10.8 6.2

체 500 20.0 15.4 9.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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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의 지인 네트워크는 D와 F,G,H마을이 상 으로 이질 인 

특성이 있고 공공기 ,기업,사회단체  정치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주민이 상 으로 많다.이처럼 네트워크의 다핵화는 상호 이질 인 정보,

기회,자원의 유통을 확장시켜 네트워크의 사회자본화 가능성을 높일 기회가 

있다.반면 A,B,C,E마을은 이질성의 정도가 상 으로 작고 공무원이나 

공공기  종사자와의 단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의 이질성 차원에서 D와 F,G,H마을과 A,B,C,E마을이 상

으로 다른 특성을 보 으나,도움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의 규모

는 익산지역과 양평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익산지역의 네트워크 규모가 양평지역의 네트워크 규모보다 2배 가까이 

크며 이는 반 으로 볼 때 익산지역은 이질 이지는 않지만 단핵 구조의 네

트워크의 성격을,양평지역은 이질 이며 다핵 구조의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33.도움 지인 수

단 :명,%

사례수
공무원·공공

기 종사자

사업하는

사람

사회단체

활동
정치인

A마을 77 3.0 2.0 4.8 2.0

B마을 29 6.0 3.0 2.0 3.0

C마을 115 6.0 3.0 2.0 3.0

D마을 29 5.4 2.7 2.7 2.5

E마을 61 2.1 1.9 1.8 1.4

F마을 71 2.4 2.1 2.0 1.4

G마을 53 2.3 2.2 2.2 3.5

H마을 65 1.9 1.6 1.7 1.5

체 500 2.8 2.5 3.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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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별 네트워크 특성화 자원 동원

1.성별 네트워크 구성과 자원 형성

1.1 마  내 계  자원 

개인은 상호작용의 범 와 기능에 따라 마을 공동체 내부의 개인이 다른 개

인이나 집단과의 계 속에서 스스로 력,조언,친 도 등의 사회자본의 기반

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입 집단이 많고,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부  자

본을 강화시키는 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을주민 모임은 연령이 높을수록,학력 수 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

고 농업에 종사하고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속 으로 거주한 사람들일수록 참여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부표 11참조).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할 정도

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마을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경향 한 있다.

참여하는 모임의 성향 역시 상이해,여성들은 주로 부녀회나 노인회 모임을 

심으로 마을활동을 하는 반면,남성들은 노인회 참여와 더불어 동계와 같

은 통 인 마을 단  조직활동 는 유기농 모임이나 별칭의 모임들을 통해

서 마을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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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주민 모임 황
단 :%

참여함
참여 모임명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마을회

A마을
남성 36.7 - 20.0 6.7 10.0

여성 40.0 23.3 16.7 - -

B마을
남성 81.8 - 72.7 9.1 -

여성 70.6 52.9 17.6 - -

C마을
남성 66.0 - 42.0 2.0 22.0

여성 76.0 52.0 24.0 - -

D마을
남성 46.2 - 15.4 - 30.8

여성 66.7 66.7 - - -

E마을
남성 64.0 - 32.0 16.0 16.0

여성 50.0 44.1 5.9 - -

F마을
남성 61.5 23.1 7.7 - 30.8

여성 67.6 45.9 21.6 - -

G마을
남성 75.0 - 35.0 25.0 15.0

여성 80.6 74.2 3.2 - 3.2

H마을
남성 66.7 - 48.1 3.7 14.8

여성 67.6 44.1 23.5 - -

몇 개 마을을 제외하면 마을 내에서 부녀회는 주로 여성이 청년회와 마을회

는 주로 남성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주민 모임은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지

만,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은 부녀회로,남성은 청년회 는 

마을회 모임에 참여한다.

모임별로 추진하는 사업 참여 황을 보면 주민들의 소사를 지원하거나 마

을잔치나 경로잔치 등의 마을문화활동은 모든 마을주민 모임의 공통된 활동이

다.반면,마을 청소 등의 마을 리 사업은 부녀회가 다소 많이 추진하며 농업 

일 련 상호 부조(품앗이)와 마을사업 추진 련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마을회에서 상 으로 많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일례로 마을사업

으로 농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을회가 가부 의사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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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마을 건물을 마을 땅에다 지어야 하니까,정부에서 지원 이 있으니 마을사람

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자는 제안을 했지요.그러면 마을 동회를 하는 거지요.

조합을 만들자 말자,그런 사업을 하면 동네 체가 이익이냐 혹시 구 하나만 이

익을 보려고 마을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그런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동회를 

하지요.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부녀회장도)하고 했으니까 (의견도)말하고 하지.

부분은 이장이랑 (남자)어르신들이 주로 의견을 많이 말하지요(사례 다3)”

표 4-2.마을주민 모임별 활동 황
단 :명,%

사례수 리 문화 품앗이 소사 의사결정

부녀회 124 81.5 96.8 44.4 91.9 74.2

노인회 109 78.9 90.8 51.4 98.2 70.6

청년회 16 100.0 93.8 43.8 100.0 100.0

마을회 37 78.4 91.9 64.9 94.6 86.5

체 286 81.1 93.7 49.7 95.1 75.9

이와 같은 마을주민 모임 참여 횟수는 평균 1.1회 정도이다.하지만,모임에 할

애하는 시간은 남성 주민이 상 으로 많은 경향이 있다.즉,남성의 마을 모

임 참여와 여성의 마을 모임 참여는 근소하지만 차이가 있어 여성들은 단시간

에 자주 모이는 반면,남성은 여성에 비해 좀 더 긴 시간 동안 모임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4-3.마을주민 모임 월 평균 참여
단 :회,시간

체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E마을 F마을 G마을 H마을

횟수
남 1.1 1.3 1.1 1.1 1.1 1.1 0.9 1.0 1.0

여 1.1 1.4 1.0 0.9 1.1 1.1 1.1 1.0 1.0

시간
남 3.1 2.9 3.8 3.2 3.2 2.6 3.4 2.3 1.7

여 2.8 4.1 3.3 2.7 2.7 2.3 1.9 2.5 2.1

마을 모임에 여성 참여가 상 으로 높은 것은 부녀회 조직이 마을마다 보

편 인 조직이며 고령화된 탓에 마을 내에서의 활동이 부인 상황을 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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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녀회야 마을에서 다들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이고.마을 어르신들이 구를 부녀회

장 세우면 좋겠다 해서 세우면,그 양반이 몇 년 하고 우리는 따라하고.어르신들이 

하자는 사람이니까 따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생각하지요.(부녀회장)몇 년하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어르신들이 다른 사람 시키면 그 사람을  우

리가 따라서 하는(사례 가4)”

하지만,성별로 마을모임 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상이하다.마을모임 활동

을 하는 남성 주민은 마을 일 련 의사결정이 가장 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

며,이 밖에 마을 주민 조직의 활동을 일이나 주민의 소사 는 농경 련 

상호부조 등에 해서 각각의 일들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남성주민들이 고르

게 분산되어 있다.반면,여성은 주민 조직의 활동  마을문화활동이 요한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 으로 높다.

“(귀농했기 때문에)부녀회장 하면서 1년 동안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떻

게 사는지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다 악했어요.어떻게 음식을 해 먹는지 

뭘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악했지요.그래서 한 10년 했어요 부녀회를.경

로잔치도 열고 그 게.그런 게 가장 요해요.부녀회가 어른 공경한다.마을 일 

도맡아 한다.그런 거(사례 라1)”

이와 같은 경향은 마을모임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정보 등이 

성별로 다르게 분포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그림 4-1.마을 주민 모임 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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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  임원 활동 경험이 있는 남성은 41.1%이

고,여성은 34.6%이다.여성이 참여하는 마을모임은 부녀회와 노인회이고 남성

이 참여하는 모임은 노인회,청년회,마을회인데 마을회는 동계와 같은 통

인 마을모임뿐만 아니라 조사 상 마을에서는 마을 단 에서 추진하는 친

환경모임,마을 체험 모임 등의 마을 단  모임 한 존재한다는 에서 남성

의 임원 활동 경험 기회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임원 활동 경험은 

남성은 60 ,여성은 50 에서 가장 높고 학력보다는 연간 가구 수입이 많고 

원주민인 경우 상 으로 임원 경험 정도가 높다.

하지만,특이한 상황 의 하나는 여성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이주한 고졸 이

상 학력 집단의 임원 경험이 상 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서른 살에)귀농한 후에 마을 일을 열심히 보면서 부녀회장이 되었는데,부녀회장 

하면서 회의도 많이 갔고,지 은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군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을)잘 둘러 보시잖아요.그러면서 마을에 이것 것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지요.시골에 한 인물들이 없어요.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사례 라1)”

이와 같은 상에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부녀회장의 상에 한 변화 정

도를 반 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경제활동 차원에서도 사회자본 확충 기회가 형성될 수 있다.성별로 남성의 

농/임/어업  생산/기능/노무직 종사 비 이 높고 여성은 매 /업/서비스직 

종사 비 이 상 으로 높다.농업 이외의 활동 경험은 마을 외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읍내로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보고 듣는 것이 많지요.농사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마을은 뭘 해서 수입이 늘었다더라 그런 것도 듣고

(사례 바2).”

특히 40  이하,고졸 이상 농 주민은 직업 구성이 다양하여 농업 종사자가 

50%를 넘지 않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농업 비 은 어들고 매/

업/서비스직과 사무 문직 비 이 증가하는 상을 보여 다(부표 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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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49세
이하

50 60 70 소계　
49세
이하

50 60 70 소계

50%
미만

7

(4.5)

3

(1.9)

4

(2.6)

3

(1.9)

17

(11.0)

38

(20.3)

27

(14.4)

22

(11.8)

10

(5.4)

97

(51.9)

50～75%
미만

5

(3.2)

9

(5.8)

16

(10.3)

17

(11.0)

47

(30.3)

4

(2.1)

22

(11.8)

17

(9.1)

16

(8.6)

59

(31.6)

75%
이상

12

(7.7)

20

(12.9)

33

(21.3)

26

(16.8)

91

(58.7)

-

-

10

(5.4)

16

(8.6)

5

(2.7)

31

(16.6)

계
24

(15.5)

32

(20.7)

53

(34.2)

46

(29.7)

155

(100.0)

42

(22.5)

59

(31.6)

55

(29.4)

31

(16.6)

187

(100.0)

표 4-4.성별 직업분포
단 :명,%

사례수
농/임/
어업

매/ 업/
서비스직

생산/기능
/노무직

사무/ 리
/ 문직

무직/퇴직
/기타

성별
남성 227 67.4 4.4 12.8 7.0 8.4

여성 273 54.9 15.0 4.4 6.2 19.4

농외

소득

경험자

소계 164 69.5 16.5 1.2 9.8 3.0

남성 74 82.4 5.4 2.7 8.1 1.4

여성 90 58.9 25.6 - 11.1 4.4

무경험자

소계 336 56.3 7.1 11.6 5.1 19.9

남성 153 60.1 3.9 17.6 6.5 11.8

여성 183 53.0 9.8 6.6 3.8 26.8

체 500 60.6 10.2 8.2 6.6 14.4

그 다면 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어느 정도의 비 을 차지할까?

자기평가인 을 감안하여 해석하면 여성농업인의 31.6%가 농사일 체의 50～

75%를 담당한다고 응답하 다.25～50%,25%미만을 담당한다는 비율은 각

각 22.9%,22.4%이었고 75%이상을 담당한다는 비율도 16.6%에 이르 다.한

편 남성은 58.7%가 집안 농사일의 75% 이상을 담당한다고 하 고 50～75%

정도를 담당한다는 비율이 30.3%로서 여성에 비해 본인의 담당 역할을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4-5. 농활동에서 본인의 역할 비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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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본인이 농가경 주인 비율은 20.1%이고,남편이 경 주인 비

율은 72.4%이다.흥미로운 사실은 부부공동경 주인 비율이 7.5%라는 이다.

남성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경 주인 비율이 82.8%이고,부인이 경 주인 비율

이 4.8%,부부공동경 주인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가족농의 경우 체로 

남성이 경 주이고 이러한 경향은 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부부공동경 주로 응답한 비율이 10%안 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부공동경 약서 작성 권고 등과 같이 공동경 을 지원하는 정책 로그램

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6.농가경 주
단 :명(%)

남성 여성

49세
이하

50 60 70 소계
49세
이하

50 60 70 소계

본인
15

(10.3)

24

(16.6)

46

(31.7)

35

(24.1)

120

(82.8)

2

(1.1)

9

(5.2)

15

(8.6)

9

(5.2)

35

(20.1)

배우자　
0

(0.0)

1

(0.7)

4

(2.8)

2

(1.4)

7

(4.8)

26

(14.9)

45

(25.9)

38

(21.8)

17

(9.8)

126

(72.4)

부부공동
1

(0.7)

7

(4.8)

3

(2.1)

7

(4.8)

18

(12.4)

4

(2.3)

5

(2.9)

2

(1.1)

2

(1.1)

13

(7.5)

계
16

(11.0)

32

(22.1)

53

(36.6)

44

(30.3)

145

(100.0)

32

(18.4)

59

(33.9)

55

(31.6)

28

(16.1)

174

(100.0)

작목반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은 학력 수 이 높을수록,연간 가구수입이 많

을수록 그 참여자가 상 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다.특용작물과 과수작목반은 

40  미만의 참여자가 상 으로 많고, 농조합은 50 와 60 에서 상

인 참여자가 많다.여성농업인은 남성에 비해서 작목반 활동도 상 으로 취

약하고 법인 활동에도 낮은 수 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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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마을주민의 생산조직 참여 황
단 :명,%

사례수 참여

작목반 법인

논벼
채소·
산나물

특용·
약용

과수 기타
농
조합

농업
회사

회

남성 153 44.5 5.9 7.8 5.2 5.9 0.7 18.3 - 0.7

여성 150 23.4 4.7 1.3 0.7 5.3 - 10.7 0.7 -

체 303 33.9 5.3 4.6 3.0 5.6 0.3 14.5 0.3 0.3

150명의 여성농업인  작목반과 농법인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각각 

11.3%이고,77.3%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농업인의 경우 

생산자 조직 참여율이 35.3%로 여성에 비해 높았다.조사 상자수 규모의 한

계로 조심스런 해석밖에 내릴 수 없지만,60 이상 고령층의 경우 법인 참여율이 

높고 반면 50 까지의 연령층은 작목반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4-8.여성농업인의 연령 별 생산자조직 참여 황(지난 1년간)

단 :명,%

남성 여성

49세
이하

50 60 70 　소계
49세
이하

50 60 70 소계　

없다
7

(4.6)
23

(15.0)
33

(21.6)
36

(23.5)
99

(64.7)
15

(10.0)
42

(28.0)
39

(26.0)
20

(13.3)
116

(77.3)

작목반
9

(5.9)
3

(2.0)
8

(5.2)
5

(3.3)
25

(16.3)
7

(4.7)
7

(4.7)
3

(2.0)
-
(-)

17
(11.3)

법인
3

(2.0)
9

(5.9)
13

(8.5)
4

(2.6)
29

(19.0)
3

(2.0)
2

(1.3)
6

(4.0)
6

(4.0)
17

(11.3)

계　
19

(12.4)
35

(22.9)
54

(35.3)
45

(29.4)
153

(100.0)
25

(16.7)
51

(34.0)
48

(32.0)
26

(17.3)
150

(100.0)

“구매 같은 것도 를 들어 박스, 지 이런 구매도요.그런 단체(배작목반)에서 그냥 

해요.그럼 훨씬 싸게 하고 그런 거는 참 좋아요.비료 같은 것도 단체 구매를 하니

까 싸게 할 수 있고(사례 마2).”

“지 은 농사를 지어도 혼자는 못 해요.단체가 이루어져서 단체에서 모든 게 로로 

나가고 이래야 되지,혼자 개인 으로 해서는 성공을 못 해요.작목반에서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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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어디로 가니까 값이 좀 낫더라,어디 쪽이 낫더라 이 게 서로 교환을 해요.

서로 화를 주는 거야.오늘 어디를 갔는데 얼마 나왔어 이런 식으로(사례 바3).”

반면,농외 활동에 한 참여 정도는 성별에서 큰 격차 없이 약 33%이다.하

지만,참여하고 있는 활동 유형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남성은 농산물  가공

식품류에 한 매나 농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여성은 주로 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은 농업 종사자가 압도 으로 많

지만 여성의 경우 매 /업/서비스직 는 사무/리/문직 종사자인 경우도 

상당 수 있다.

농 사업은 각종 체험 학습  식당과 숙박 등의 업을 겸업으로 하는 경

향이 있어,  사업 참여자는 여성이 상 으로 참여도가 높지만 사업 내에

서 성별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식당과 숙박사업에 한 지원은 여성

이,마을 설명,체험학습 등은 남성이 역할을 나 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표 4-9.농외소득 활동 참여
단 :명,%

사례수
농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식품류

매

농가
식당

농
사업

없음

성별
남성 227 3.1 18.1 0.9 18.1 67.4

여성 273 2.2 9.5 - 24.5 67.0

지역

익산

소계 250 3.2 20.4 0.8 6.0 74.4

남성 124 3.2 25.8 1.6 5.6 70.2

여성 126 3.2 15.1 - 6.3 78.6

양평

소계 250 2.0 6.4 - 37.2 60.0

남성 103 2.9 8.7 - 33.0 64.1

여성 147 1.4 4.8 - 40.1 57.1

체 500 2.6 13.4 0.4 21.6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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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  계 

개인의 자유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가입집단이 많다는 것은 개인이 자발

으로 만들어가는 내부  자본 형성을 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일반 으로 개인의 자발성보다 강제 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귀속집단

은 집단이 제공하는 가치와 규범을 개인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개인이 

선택한 집단이 많고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이 나름 로 계를 형성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자본 형성이 역사 ,공동체 조직 인 면에서 향을 받지만 기본 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행 자는 특정 목표를 해 계를 

형성하고 이익을 계속 얻는 한 그 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계 유지는 

사회자본화할 가능성을 진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마을주민 모임 참여는 여성이 상 으로 높은 반면,각종 모임이나 단체 활

동 참여는 남성이 상 으로 높다.남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상 으로 높으며,농업인단체 활동은 성별 격차가 가장 큰 분야이다.

친목 모임을 제외하고 모임 는 단체 활동 참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학

력과 연간 수입이 높은 집단이 모든 모임 는 단체 활동 참여가 활발하다는 

이다.농 지도자회,생활개선회 등의 농업인단체에 참여는 월 200만원  수

입이 있는 집단의 남성보다 월 3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집단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와 같은 경향은 각종 사회단체,자원 사 단체,정치

인 모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참여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

으로 50∼60  남성의 사회활동 모임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여성단체를 포함

한 각종 사회단체에 50  여성 참여와 40  이하 여성의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률이 상 으로 높은 수 이다(부표 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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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모임 는 단체 활동 참여

단체별 참여뿐만 아니라 단체별 가입 단체 수에서의 성별 차이 한 볼 수 

있는데 40  이하 고학력 여성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발함을 제외하고

는 여성들은 부분 1개의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반면,남성은 분야별

로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인터넷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농업인단체나 자원 사단체는 지역을 근

거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동일 분야에서 여러 개의 단체 가입은 네

트워크의 첩성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말하자면,지인의 지인을 알 수 

있는 확률이 큰 네트워크 첩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간

에 신뢰가 쌓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첩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수록 계가 사회자본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네트워크 동원과 련

한 사회자본의 교환은 물질 자본 교환처럼 상호 간 교환의 동시성을 제로 하

지 않는다.즉,사회자본의 교환은 주고 받은 도움에 해서 언젠가 보상을 받

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와 같은 신뢰는 계가 지속되고,

계망 안에 있는 사람에 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정보가 축 되어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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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가입 단체별 가입 개수
단 :개,%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자원 사단체 인터넷 커뮤니티

남성 1.64 1.73 1.47 1.80

여성 1.23 1.22 1.06 2.42

체 1.48 1.45 1.26 2.21

가입한 단체의 수 역시 참여율과 유사한 수 이다.남성은 평균 2.36개의 단

체에 가입한 반면 여성은 1.76개 수 이다.소득 수 이 높은 집단의 가입 단체 

수가 상 으로 높아서 월 3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가구의 남성은 평균 3.76

개이고 29.7%가 5개 이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여성 역시 가입단체

가 평균 2.41개이고,11.1%가 5개 이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반면,

월 100만원 이하 가구는 약 70%가 1개 단체에 가입해 있는 수 이다.

표 4-11.가입 단체 수

단 :개,%

사례수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남성 176 2.36 39.2 25.6 20.5 5.7 9.1

여성 199 1.76 55.3 26.1 10.6 5.0 3.0

체 375 2.05 47.7 25.9 15.2 5.3 5.9

조사 상 주민의 가입 단체 수가 많지는 않으나,단체 가입은 실 인 참여

를 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정당 는 정치 모임에는 이름만 올려 

놓고 있다는 경우가 20%에 이르지만 친목 모임과 농업인단체  인터넷 커뮤

니티에 이름만 올려 놓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6%내외이다.하지만,자원

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 활동에 해서 남성이 여성들보다 극 으로 참

여하는 정도가 상 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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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가입 단체에 극 으로 참여하는 정도
단 :%

친목모임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자원 사단체 정치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남성 52.3 69.2 66.7 41.2 37.5 30.0

여성 46.2 46.2 33.3 64.7 14.3 21.1

체 49.1 60.0 48.5 52.9 26.7 24.1

재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기회가 된다면 가입하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에 

해 복수로 응답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농업인단체에 한 수요가 가장 높고,

여성은 여성  사회단체에 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표 4-13.향후 가입하고 싶은 단체
단 :%

사례수 친목모임
농업인
단체

사회단체
자원 사
단체

정치모임
인터넷
커뮤니티

남성 227 10.1 27.8 11.0 4.0 11.9 5.7

여성 272 12.9 13.2 20.6 7.7 4.0 5.1

체 499 11.6 19.8 16.2 6.0 7.6 5.4

단체 활동을 원하지만 가입하지 못한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가장 높지만,여

성의 경우 참여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유도 상당 수 이다. 한,

이동이나 비용 등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 단체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10%

이내로 존재한다.

“여기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우리가 활동을 바깥으로 하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있고 할 텐데.돌아다닐 시간이 있어야 뭐도 보고 배우고 하지(사례 가4)”

“(부녀회장은)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교육을 많이 다녔지).농사를 안 짓고 몸이 약

해서 다른 일을 많이 못 하겠다 하니까.우리는 바빠서 못가지(사례 가5).”

“기회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농사철에는 나갈 수도 없는 거고(보릿고개마을).생활

개선회 그런 건 주로 부녀회장이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 같다(사례 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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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있으면 차량 문제가 좀.  1박 2일 코스가 있으면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 잖

아요.그게 문제지(사례 가3)”

특히,연령 별 미가입 이유  가장 특징 인 것은 성별과 무 하게 고령자

는 이동이나 비용이 문제이고 은층으로 갈수록 참여 방법을 몰라서 가입하

지 못했다는 이유의 비 이 커진다는 이다.

표 4-14.희망 단체 미가입 이유

단 :명,%

사례수
시간이

없어서

참여방법을

몰라서

가족·주변사람이

반 해서

이동이

어려워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남성 227 44.9 15.9 4.0 9.7 8.8

여성 272 43.8 23.5 4.0 6.3 7.4

체 499 44.3 20.0 4.0 7.8 8.0

교육 경험 역시 성별로 차이가 크다.유형별 참여 황 역시 남성은 농기술

교육과 마을 리더 양성 교육 참여가 여성보다 높다.반면,장이나 효소 등 농

련기술 교육에는 근소한 차이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많다.

그림 4-3.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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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인데,리더 교육이라면 남자들이 많이 가게 되지요.

교육을 받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여자들은)리더 교육을 받아도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사례 마1)”

6차 산업 등과 련하여 각종 농외소득사업 련 농기반사업 비 교육은 

남성이 17.6%,여성이 19.4%참여하여 농사업을 다각화하는 교육경험이 여

성들에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을 볼 수 있다.

교육 참여 방식은 여성들은 주로 분기별 는 연 1∼2회 추진하는 교육 방식이 

상 으로 높다.주로 농 목기술 련 교육이 특강 형식의 교육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반면,월 1회 는 2회 이상 참여하

는 교육 참석은 남성이 상 으로 높다.

“기술센터에서 장아  교육이 있는데 받고 싶었어요.그런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내리 며칠을 가야 되더라고요.그리고 교육생을 60명 뽑는데 30명은 이미 농

업기술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우선이고 그 나머지 사람을 모집하는데 시간

이 아침 9시부터 녁 6시까지 며칠,  사실 장아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수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사례 마1)”

이와 같은 교육 참석 방식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 등의 학습,교육 참여 기

회를 통한 마을 내외 사람들과의 교류 방식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낳는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5.교육 참석 횟수
단 :명,%

사례수
어쩌다
한번

2～3년에
1회

1년에
1～2회

2～3달에
1회

월 1회
월 2회
이상

남성 61 8.2 6.6 34.4 29.5 13.1 8.2

여성 84 3.6 2.4 40.5 38.1 8.3 7.1

계 145 5.5 4.1 37.9 34.5 10.3 7.6

지역 행정 련 활동 참여 경험의 성별 격차는 상당히 커,남성은 22%가 이

장 는 시·군·구 각종 원회(농지 원회 등)같이 지역 행정과 련된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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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6.2%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이와 같은 

행정과 연계된 활동 경험이 상 으로 큰 남성들은 주로 소득 수 이 높은 집

단이며 태어나서부터 마을에 지속해서 거주해 온 원주민인 경우가 많다.지역 

행정 련 활동 참여 경험과 무 하게 향후 련 활동에 한 참여 의향은 남

성은 38.5%,여성은 16.5%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40  이하의 

은층과 고소득 집단에서 남녀 모두 상 으로 높은 참여 의향이 있다(부표 참

조).

1.3 인  트워크 특

사람들은 타인과의 계를 통해서 일상 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닥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한다.

개인들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이 활발하고 빈번하게 교환된다면 이는 

풍부한 사회자본을 형성한다.이러한 자원은 정보,용역, 세,재화, 로,평

으로 구분되는데(김용학 2003),이는 사회자본의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

다.

네트워크 는 연결망은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 인 원천이다.특정 네트워크

의 구성은 개인들 간 지속 이고 반복 인 계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사회자

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이익의 몫 는 성격은 네

트워크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으로 맺고 있는 네트워크는 남성은 평균 32.5명,여성은 평균 29.3명으

로 남성의 지인 규모가 상 으로 크다.물론 남녀 모두 친하게 지내는 사람

들  마을 주민 비 이 상 으로 높다.근소한 차이지만,여성은 남성에 비

해 친하게 지내는 가족·친인척이 상 으로 많고,남성은 여성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마을 밖 지인이 상 으로 많다.즉, 체 지인 네트워크에서 마을 네

트워크가 상 으로 발달되어 있으며,여성의 경우는 가족  친지와 긴 한 

계가 상 으로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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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성별 개인 네트워크

성별 네트워크 규모에 있어서 남성의 네트워크 규모가 상 으로 크고,마

을 밖 사람들과 친 한 계 네트워크의 구성 정도가 높다.네트워크 규모는 

마을이 지한 지역에 따라서 다소 상이해 상 으로 인구 이동이 없는 익산

보다 외부 인구 유입이 있는 양평의 규모가 상 으로 크다.하지만,두 지역 

모두 친 한 계 네트워크에서 마을 주민이 차지하는 비 이 모두 높으며,마

을 밖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보여 50  여성과 60  

남성의 규모가 상 으로 높다.

표 4-16.친하게 지내는 사람

단 :명

계
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남성 32.46 9.07 5.06 4.02 14.70 9.81 4.89 8.69 6.47 2.22

여성 29.34 10.51 4.00 6.51 12.62 3.72 8.90 6.21 1.81 4.40

체 30.76 9.86 4.48 5.38 13.56 6.49 7.08 7.34 3.93 3.41

네트워크의 이질성 차원에서 볼 때 농 지역 주민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

성 네트워크가 상 으로 발달되어 있다.특징 인 은 여성  남성의 지인 

네트워크는 동성의 규모가 상 으로 크지만,지인으로 다른 성의 사람들과 

교류의 크기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 으로 크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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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마을
남성 5.59 4.38 8.82 3.97 3.74 1.26

여성 4.47 6.61 2.84 7.39 1.05 3.68

B마을
남성 2.42 2.08 11.92 6.00 4.42 1.08

여성 1.88 2.71 3.71 7.65 1.12 1.41

C마을
남성 2.54 2.12 11.41 5.58 8.00 1.47

여성 2.09 3.05 3.52 8.55 1.66 4.82

D마을
남성 4.71 3.93 6.14 3.14 5.93 2.71

여성 3.47 4.40 3.73 8.40 2.53 5.00

E마을
남성 4.62 3.77 6.58 2.62 7.31 1.73

여성 4.06 6.40 2.71 6.34 1.03 3.97

그림 4-5.성별에 따른 개인 네트워크 구성

가족  친인척 네트워크에서는 남녀 모두 동성 규모가 크고,이성과의 네트

워크 규모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반면,마을 주민과 마을 밖 

지인 네트워크에서는 남성이 친하게 지내는 이성의 규모가 상 으로 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여성이 가족  친인척을 벗어난 다양한 분야와 층

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남성에 비해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을 시사한다.

표 4-17.지인의 성별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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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인척 마을주민 마을 밖 지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F마을
남성 7.43 5.96 11.25 6.93 8.82 6.21

여성 4.23 8.07 4.07 10.05 1.33 3.86

G마을
남성 4.67 5.24 6.90 3.76 3.43 1.33

여성 6.50 9.81 5.03 9.72 4.94 6.72

H마을
남성 9.25 5.75 12.50 6.00 7.36 2.50

여성 5.14 9.65 4.35 12.14 1.43 4.68

체 4.48 5.38 6.49 7.08 3.93 3.41

다음으로 지인 네트워크가 실 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알기 해 도움을 기 할 수 있는 정도로 질문하 다.남성의 지

인 네트워크의 규모가 상 으로 크지만,지인들  직 인 도움을 기 할 

수 있는 사람을 남성은 약 50%,여성은 50.2%라고 인식하고 있다.그런 에서 

반 인 네트워크 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는 60  주민이 가장 넓지만,경제 자본화할 

수 있는 소득기회 등을 지원해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은 50∼60 가 상 으

로 큰 반면 여성은 40  여성이 상 으로 크다.

그림 4-6.도움 청할 수 있는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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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도움받을 지인 한 동성 비 이 상 으로 높다.즉,남성은 동성의 

남성들과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계를 유지·존속시키는 

경향이 있다.네트워크의 기능별로 보면,일손을 나  수 있는 품앗이 기능은 

남녀 간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상 으로 정서  지원을 교환하는 일은 

동성 간에서 주로 일어난다.특히,소득 기회 창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성도 여성도 남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향이 있다.이와 같은 교류  

교환의 특징은 재 농 사회 사회 계의 특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상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4-7.성별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인 구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집단  이질 인 직업군이 있다는 것은 네트워

크의 다양성이 커지며,형성된 사회자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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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공무원·공공
기 종사자

사업하는
사람

사회단체
활동

정치인

A마을
남성 39 17.9 20.5 2.6 -

여성 38 10.5 10.5 13.2 2.6

B마을
남성 12 8.3 8.3 8.3 8.3

여성 17 17.6 - - -

C마을
남성 59 18.6 6.8 13.6 3.4

여성 56 3.6 3.6 5.4 -

D마을
남성 14 28.6 21.4 21.4 7.1

여성 15 33.3 20.0 20.0 20.0

그림 4-8.성별 조력자의 다양성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질 인 직업에 종사하는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상

으로 크며,공무원 는 공공기  종사자(시(군)청,지원기 (농 ,농업기술센

터 등))와 사업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가 상 으로 높다.

반 으로 도움을  만한 다양한 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상 으로 높다.유독,익산지역 여성들은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알고 지내는 비 이 크다.

표 4-18.도움 지인 유무(복응답)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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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공무원·공공
기 종사자

사업하는
사람

사회단체
활동

정치인

E마을
남성 26 19.2 19.2 15.4 3.8

여성 35 8.6 8.6 11.4 11.4

F마을
남성 28 39.3 32.1 - 10.7

여성 43 18.6 14.0 9.3 11.6

G마을
남성 21 33.3 28.6 - 9.5

여성 32 21.9 21.9 15.6 6.3

H마을
남성 28 57.1 35.7 17.9 7.1

여성 37 16.2 16.2 5.4 5.4

체 500 20.0 15.4 9.6 5.8

조력자의 규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질 인 직업 종사자의 규모 한 

여성은 평균 8.8명인 데 반해,남성은 14.7명으로 남성이 더 많은 수의 다양한 

층 의 계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4-9.성별 조력자 규모

이와 같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 되는 친구,동료 는 범 한 이 지인

들은 재정  자본과 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다.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실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조력자들

은 특정한 상황에서 경제  자본으로 변환될 수 있는 연계들이다.

도움의 실효성 정도는 지역별･성별 차이가 있다.네트워크의 실질 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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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익산시 여성이 상 으로 가장 크다.특히,사업 기회 등과 련된 소

득 기회에서 지인들의 도움에서 실효성 부분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표 4-19.지인 도움의 실효성

단 :명,

사례수 노동지원 정서지원 소득기회

체 489 3.89 3.80 3.57

소도시근교
남성 122 4.06 3.89 3.57

여성 121 4.06 3.97 3.84

도시근교
남성 99 3.70 3.59 3.44

여성 147 3.73 3.72 3.48

F값 11.544*** 7.394*** 6.619***

주:1  도움 안됨 ↔ 5매우 도움됨

이상에서와 같이 교환의 빈도와 주기,교환의 다층성 차원에서 봤을 때,여성

의 경우 자신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정보를 얻는 강한 유 계(strong

tie)  특성을,남성들은 일반 으로 자신의 집단을 넘어서 이질 인 사람들과 

연계됨으로써 복되지 않는 정보를 획득하여 유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13

약한 유 (weaktie)  특성을 갖출 개연성이 크다.

2.인  자원 네트워크의 기능

2.1. 트워크  경 ·사회  용(자본 )

13 를 들어,버트(Burt1992,2001)의 연구 결과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복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계 속에 존재하는 구조  구멍(structuralhole)은 개

인으로 하여  규범의 압력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잠재력을  수 있다는 

것과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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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소유 주체가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

다.물  자본인 이나 부동산은 일단 획득하면 지속해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경우 일단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군가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릴 수 있는 혜택이 모두 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즉,사회자

본의 구성은 다양한 계맺음이 제가 되어야 하고 유지와 재생산은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 인 교환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Bourdieu1986).

하지만, 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네트워크 규모는 남성에 비해 작을 뿐만 아

니라 마을 내 부녀회 심의 모임 이외에 각종 단체 활동  행정과 연계된 활

동 등에 참여는 조하다.활동 참여 정도와 임원으로서의 활동 경험은 각종 

모임이나 단체 활동 참여가 사회자본으로써 정 인 기능을 하는가의 여부를 

간 으로 보여  수 있는 지표지만 여성의 실은 정 이지 않다.교육 등

의 활동에 한 참여 빈도와 주기 한 짧다.더불어,남성이 복 인 단체활

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교환의 다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

우는 다층성조차 희박하다.

가입된 모임  단체의 종류와 성격  활동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농

주민들의 각종 모임 참여와 활동이 실에서 어느 정도 향력 있는 자본으로

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한 도움 정도를 통해서 살

펴본다.

먼  경제활동은 각종 일손 도움이나 마을주민 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득활동 

참여 이 외에도 직업을 소개시켜 주거나 하는 등의 경제  이득과 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사회활동은 다른 마을과 교류 활동,교육 참여에 한 정보,

마을주민 모임의 구성원 자격으로 각종 모임이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등 마을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과 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경제활동에의 

도움 정도는 계에 한 투자가 실 인 경제자본화할 가능성에 한 것이

며,사회활동에 도움 정도는 이질 인 사람들과 연계됨으로써 복되지 않는 

정보나 무형의 자산을 획득하여 유리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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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마을 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활동에의 이득을 주는 데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성별로 의미 있는 격차는 아

니지만 경제  이득에 한 도움 정도에 해서는 여성이 상 으로 낮게 평

가하고 있다.마을 주민 모임에서 남성들이 상 으로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농경 련 품앗이라는 을 반 하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주민모임 참

여의 경제활동 도움 정도에 해서 상 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회활동에 한 도움은 경제활동보다는 상 으로 정 인 반응이며,여

성이 근소한 정도로 도움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특히 부녀회 

임원을 한 경험이 있는 40  이하의 은층 여성의 경우 다른 마을과 교류 활

동,교육 참여 등의 기회가 사회활동을 넓히는 데 상 으로 크게 기여하 다

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10.마을주민 모임 참여 도움 정도

다음으로 각종 모임 는 단체 활동의 경제활동 도움 정도에 해서는 남성

의 평가가 상 으로 정 이다.단체 활동이 경제  이득으로 환될 수 있

기 해서는 구성된 계의 이질성과 네트워크의 다층성이 제되어야 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남성의 경우 가입하

고 있는 단체의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 한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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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가 실 인 자본으로 환되는 정도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 도움 정도가 상 으로 가장 크게 평가된 농업인단체의 경우 남성

은 평균 1.64개 여성은 평균 1.23개에 가입하고 있다.뿐만 아니라,남성은 3～

4개의 농업인단체에 복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18%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무하다.단체에 극 으로 참여하는 정도 역시 남성은 평균 69.2%인 반면 여

성은 46.2%라는 에서 자본 환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림 4-11.모임 는 단체 활동의 경제활동 도움 정도

각종 모임 는 단체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는 경제활동에 비해서 상

으로 높은 수 이다.특히,농업인단체에 한 남성의 평가가 가장 정 이

며 시민단체의 사회 계 활성화 효과가 상 으로 크다.

단체 활동은 그 자체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인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한 도움 정도는 정 일 수밖에 없다.여성이 각종 단체

에 참여도가 낮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단체 유형별 사회활동 활성화 효과는 

단체 구성에 따른 차이를 낳는다. 를 들어,여성의 경우 농업인단체나 자원

사단체에 한 참여도는 여타의 단체들보다 상 으로 높은 수 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 활성화에 한 효과는 남성보다 낮은 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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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와 정치 련 단체는 여성 심

의 조직 구조와 활동이 주류인 반면 농업인 단체와 자원 사단체는 지역을 기

반으로 조직되어 있다.이들 조직에서의 여성의 낮은 표성과 가시성 등은 여

느 활동 보다 극 인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여성의 외 활동

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자원

사 단체의 경우 여성의 참여가 가장 높은 수 이지만 사회활동 도움 정도도 

남성에 비해 낮은 수 이고,남성이 교류활동을 경제  이득으로 환하는 도

움을 보통 수 으로 받는 반면 여성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향 

한 있다.이와 같은 평가를 반 한 듯,여성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은 단체로 

사회단체를 꼽고 있다.

그림 4-12.모임 는 단체 활동의 사회활동 도움 정도

“카톨릭 농민회를 했어요.농민회라는 게 성당에서 생겼어.가봤더니 세상에 그 게 

잘 알더만.카톨릭 농민회 하신 분들이.정책을 다 알아요.좋은 강의를 듣고 와서 

농민회를 해야 되겠구나(사례 사1).”



89

“생활개선회를 처음에 조직할 때부터 회원이었어.그래서 다시면 회장을 했어요.생

활개선회 내에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어요.거기도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이고(사례 사

1).”

다음으로 교육 참여 한 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이다.물론 여성의 교육 

참여 경험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 이며 지속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 한 

소수이다.하지만,마을 밖의 활동이 상 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교육 참여

를 통한 계 확장과 사회활동 기회 확  효과는 남성보다 상 으로 크다.

하지만,여성의 교육 참여 특성을 반 하듯 지식·정보나 기술 수  증  등의 

효과보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교류를 지속하는 효과  교육이  다른 사회

활동의 기회가 되는 것에 한 효과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다소 떨어진다.

그림 4-13.교육 참여 효과

“참 오래 부터 교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 한 이 있어서 물

으면 즉시 답을 해주니까 참 좋았어요(사례 아1).”

“양평에서도 환경 학이나 이런 데서 교육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농수산 학이라

고 농업 학 지도교수님이 그쪽에 계셔서 그쪽에서 가공 공부도 하고 농  을 

배웠는데 는 귀향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제가 필요한 공부를 하러 그 학교를 갔

죠.거기서 교육 농장도 들었고요,거기서 앞으로 농 이 살아 있는 자원?처음으로 

안 거 요(사례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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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연결망에 기반한 미시 인 사회자본은 개인이 집단이나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능력은 가입된 모임 

 단체의 종류와 성격이 이질 이면서 첩 인 연결망을 보유하고,개인이 

계를 통한 교류활동에 투자할수록 자원 동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회의도 많이 갔고  요즘에는 군에서 정책 원,시민 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사회복지 의체 이런 게 있고요.여성 원해라 농  이사해라.단월면에는 없고 

양평군에 지도자 의회가 있죠.그래서 그거 한 거고.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방 의회도 지역에서 여자는 없었어요.여자를 안 주더라고.그러더니 어떻게 

를 추천을 하더라고.그래서 방 의회가 어떤 건지도 들어가서 계속 한 10여 

년 해보니까,청소년 지도 원 이런 거.그 게 체계 으로 하게 어요 하여튼(사

례 라1).”

여성 농민은 이질 인 모임에 가입되어 있으나 모임  단체의 수가 상

으로 소하고 활동 정도가 낮아 연결망이 경제 ·사회  기회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2.  역할 태도  여  동 회

강력한 연결망에 의해 연결된 공동체 규범은 개인의 활동 역과 교류의 범

를 규제하는 행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즉,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정

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의식과 사람들이 자신을 마을 공동

체 일원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마을 공동체 규범에 따른 집합  행동을 하도록 

강제한다.

여성 농민은 반 으로 가족이나 마을 내 계가 상 으로 크고 동성 

심의 네트워크가 구성된 경향이 있다.연령과 소득 수 에 따른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마을 밖 활동에 한 요구가 있다고 할 때 여성의 사회활동에 한 공

동체의 규범  성격은 때로는 사회활동 활성화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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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과 여

성의 사회  역할에 한 인식을 평가하는 데는 성별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

미한 평가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일반 으로 조사 상 지역 마을 주민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정 일과 련한 모든 결정은 부부 간 상의해서 해야 하지만,

여성에게는 가정이 우선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 보다

는 다소 낮은 수 이지만 결혼  얻은 재산과 소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

다거나 결혼한 아들이 부엌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해 마을 사람들

은 체로 동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4-20.가정 내 역할(마을 사람)
단 :명,

사례수
가정일

부부상의결정
부부
공동명의

아들의
부엌일 찬성

여성은
가정일 우선

남성 227 3.89 3.51 3.45 3.68

여성 273 3.87 3.55 3.57 3.75

계 500 3.88 3.53 3.52 3.72

주:1  그 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여성의 사회  역할과 련해서 농 에서 소득 향상을 하여 여성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고,마을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단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는 데 체로 동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마을 리

더의 요건에 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  없이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

에 해서도 체로 동의할 것이라고 평가한다.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마

을에 오래 살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마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다소 동

의 정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보통 수 으로는 동의할 것이라고 평

가한다.물론 학력 수 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마을 사람들이 여성의 경

제·사회  역할 활성화에 정 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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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여성의 사회 역할(마을 사람)
단 :명,

사례수
능력있으면 리더
되기는 당연

이주자도 마을
리더 가능

소득향상 해
여성 역할
증진 필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당연

남성 227 3.62 3.36 3.58 3.51

여성 273 3.71 3.37 3.65 3.61

계 500 3.67 3.37 3.62 3.56

주:1  그 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하지만,동일한 규범에 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은 상 으로 더욱 

정 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 다.즉,가정 내에서 부부 간 공동의사

결정이나 재산의 공동 소유에 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고 여성의 동의 정도

는 상 으로 높다.

표 4-22.가정 내 역할(본인)

단 :명,

사례수
가정일

부부상의결정
부부공동명의

아들의 부엌일
찬성

여성은 가정일
우선

남성 227 4.15 3.79 3.81 3.83

여성 273 4.35 3.92 3.88 3.91

계 500 4.26 3.86 3.85 3.88

F 13.091*** 2.724* .842 1.395

주:1  그 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여성의 사회  역할에 해서도 더욱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리더의 요건이 능력이고,여성의 소득활동과 사회활동에 한 본인의 동의 

정도는 마을 사람들보다 상 으로 높다는 견해다.

“농지가 그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희는 딸기 체험농장을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생각하기를 딸기 하나 가지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 손님도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  손님들이 

싱싱한 걸 가지고 가면 소비자도 이득이고 농가도 이득이고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사례 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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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여성들 스스로 능력 심의 리더와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에 

한 동의 정도는 높은 수 이다.특히 40  이하의 은 여성 집단과 고졸 이상 

학력의 여성 집단의 동의 정도가 상 으로 가장 높다.

표 4-23.여성의 사회 역할(본인)

단 :명,

사례수
능력있으면
리더 되기는

당연

이주자도 마을

리더 가능

소득향상 해
여성 역할

증진필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당연

남성 227 3.81 3.71 3.88 3.78

여성 273 4.08 3.84 4.08 4.02

F 16.998*** 2.692 10.804** 15.707***

계 500 3.96 3.78 3.99 3.91

주:1  그 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자신은 부부 간 평등한 역할이나 여성의 사회  역할 확장 등에 해서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는 마을 내에서 여성의 사

회  역할 확 에 해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런 시선은 여성의 활발한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4-14.여성 역할에 한 성별 태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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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으니까. 가 구랑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다 보여요.하루면 동네에 소문이 쫙 

돌아요.그래서 남편들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작업장에 나올 수 있게 했어요.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사례 아1).”

특히,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평가하는 것에서 이주자의 마을 리더 역할에 

해 가장 동의 수 이 떨어질 것이라는 조사 상자들의 평가는 마을공동체가 

다소 폐쇄 인 네트워크로 기능할 가능성을 짐작  한다.

“마을 내에서는 사실 땅이 넓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외지에서 들어

와서.그러다 보니,단체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자리를 잡으려고(사례 나1)”

물론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 교환이 빈번하고 상호 믿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인 사회자본 축 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앞서 분석

에서도 보여지듯이 지인 네트워크의 가장 큰 비 은 마을 사람들이다.

물론,서로 잘 아는 사이로 이루어진 연결망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수 의 규범이 존재하며,이런 행  규범은 개인의 행 에 상당한 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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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외소득사업 참여와 경제·사회 자원의 활용

1.농외소득사업 참여와 인  네트워크

1.1. 농외소득사업 참여 

우리나라 농업·농 은 농산물 재배라는 1차 산업이 심을 이뤘으나 농산물 

가공과 매,주말농장 등 이 이루어지는 소  6차 산업 부문으로 이동 

이다.이러한 추세 속에서 농 에 거주하는 사람과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과 

매, 산업 등 비 통 인 역으로 진출하는 데 사회  자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성응답자  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농외활동은 주말농장,각종 체

험 로그램,민박 등 농 사업으로 나타났다. 체 응답자의 24.5%에 이르

는데,이것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다음으로는 농산물

과 가공식품류 매(직거래,온라인 매 등)와 장류,액즙 등 농산물 가공 참

여율이 각각 9.5%,2.2%이다.농가식당을 운 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농업인의 경우 재 매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18.1%로 여성 참여 비

율을 웃돌았다.

농산물 가공에서 농 에 이르기까지 범주가 넓은 농외활동 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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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게 되는가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의해 향을 받을 수밖에 없

을 것이다.본 조사지역은 소도시 근교와 도시 근교를 포함하고 있는데,

소도시 근교 농 지역의 경우 농산물 매활동 참여율이 20.4%로 가장 활발한 

농외활동으로 나타나는 반면 도시 근교 농 지역에서는 농 사업 참여

율이 37.2%에 이르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농산물 

가공과 농가식당 운  등의 참여율에서는 조사지역 간 차이가 없다.

그림 5-1.남녀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율

“여자들은 손님들 들어오면 자고 가는 방을 청소해야 하고,시장 보고 밥해주고.남

자들은 체험객들 오면 안내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떡 체험 같은 걸 하면 여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말을 잘 못해서(사례 마3).”

그림 5-2.조사지역별 농외소득 활동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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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  매,농 사업 등을 수행할 때 개별 가구가 할 수도 있

지만 사업체·법인을 운 하거나 피고용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 인 모습이

다.사업체에서의 결합 형태,즉 종사상 지 를 농외소득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

과 여성농업인 각각 74명,90명에 해 질문한 결과가 <표 5-1>이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반 정도가(48.9%)가 단독 는 공동 사업체의 피고용

인으로 참여하 고,그 다음으로 농조합법인의 조합원(력자,17.8%),사업

체의 임원(11.1%) 는 가족종사자(8.9%)의 순이다.남성은 여성에 비해 종사

상 지 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서 사업체 표(32.4%), 농법인의 조합원

(27.0%),사업체 피고용인(20.3%)으로 나타난다.

표 5-1.농외소득사업 활동에서의 참여 역할
단 :명(%)

　
남성 여성

표 임원
가족종사자
/ 력자

피고용 소계 표 임원
가족종사자
/ 력자

피고용 소계

일반
사업체

24
(32.4)

4
(5.4)

1
(1.4)

15
(20.3)

44
(59.5)

7
(7.8)

10
(11.1)

8
(8.9)

44
(48.9)

69
(76.7)

농
조합

3
(4.1)

6
(8.1)

20
(27.0)

1
(1.4)

30
(40.5)

1
(1.1)

3
(3.3)

16
(17.8)

1
(1.1)

21
(23.3)

　계
27

(36.5)
10

(13.5)
21

(28.4)
16

(21.6)
74

(100.0)
8

(8.9)
13

(14.4)
24

(26.7)
45

(50.0)
90

(100.0)

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일 경우 소득 균형을 이룰 확률이 크다.

“50만원 출자를 했으니까 희가 잘 열심히 해서 배당으로 하자 이 게 정해서,지

난해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6개월 해 가지고 배당을 못했어요.지난해 같은 경우

는 다 들이고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남았는데 그걸로 하루 연말 잔치하

고 다시 올해는 배당도 하고(사례 다1).”

“동네 분들이 다 십시일반 얼마씩 출자를 했어요.거기에다 이익배당 은 1년에 두 번

씩 이번에 3%해서 나눠 드렸어요.수익 이 많이 나오면 화장지라든가 설탕이라든

가 마을 분들 선물도 나눠주고 이익 배당 은 이익배당 로 따로 주고(사례 마1).”

“ 희가 100% 여기서 농사지은 을 쓰니까.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요. 희가 다 

소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마을 기업을 따왔어요.이제 방앗간까지 만들어

서 소득을 좀 늘릴 수 있지요(사례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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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농 의 농외소득 사업이 부분 체험이나 매 등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당’을 주고 마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그

기 때문에 여성들이 식당에서 일하거나,체험장 청소 등의 역할과 같은 피고용

자 지 가 상 으로 많다.

여성농민은 행정처리나 서류 비 등에서 경험이 부족하고,자기지원 이 없

어 남성이 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 인 처리는 남자들이 했지요.여자들은 어려워해요. 로 쓰라고 하고,취지에 

맞춰서 계획서 쓰고 하는 부분들.복사 같은 거 해서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하고(사

례 나1).”

“지원사업신청서 작성하고 하는 것은 센터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하지만,

문제는 자 이지요.기반 잡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고(사례 다1).”

정부는 이러한 농외소득 활동,즉 창업을 지원하기 해 자 과 교육,컨설  

등 경 지원 활동을 비교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에 한 여성농업인의 

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농외소득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지원 을 받거

나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는 컨설 을 받은 경험을 보

면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간 큰 격차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 을 받을 비율이 남성과 여성 각각 65.5%,60%로 반을 넘었고,교

육 는 컨설 을 받은 비율도 각각 53.4%,55.6%에 이른다.지원 의 경우 남

성농업인의 수령 비율이 높고,교육  컨설 은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은데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 결과는 정부의 농외소득 지원 활동이 활발하고,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성별과 무 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 으로 사

례조사 상 지역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 체험마을을 지역경제활성

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공모사업신청 단계부터 주도 으로 사업을 기획

하 거나,사무국이 있는 농 체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체험 로그램 운

,공동마 과 주민교육 등을 총 으로 지원하는 간지원조직이 있는 지

역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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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나드리라는 비 리 사단법인이 있는데 희를 다 리해주고,그 잖아요 교

육만이 살 길이라고.사단법인에서 우리를 묶어서 훈련도 시키고 가르쳐줘야 하는 

거잖아요.직거래,가공 그런 일을 에서 묶어서 훈련시키고 같이 공동으로 해 다

는 게 굉장히 좋고 감사하죠(사례 다1).”

한 두 개의 기 지자체 할 역지자체는 컨설 과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

하고 있다.

표 5-2.농외사업 련 정부지원 교육/컨설 의 수령 여부

단 :명(%)

남성 여성

정부지원

수령 38(65.5) 27(60.0)

비수령 20(34.5) 18(40.0)

계 58(100.0) 45(100.0)

교육,컨설

수령 31(53.4) 25(55.6)

비수령 27(46.6) 20(44.4)

계 58(100.0) 45(100.0)

재 농외소득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참여할 의향을 질문한 결

과,<표 5-3>과 같이 여성의 참여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농 사업과 

농산물 매에 참여할 의향이 남녀 모두 20%를 넘는다.흥미로운 사실은 재 

참여율이 높지 않은 농산물 가공과 농가식당에 해서도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재 참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 에서 18.3%가 농산물 

가공에,그리고 6.2%가 농가식당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인다.

표 5-3.농외소득 활동 참여희망 비율
단 :%

남성 여성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농산물 가공 11.5 88.5 18.3 81.7

농산물 가공 식품류 매 30.0 70.0 24.9 75.1

농가 식당 6.6 93.4 6.2 93.8

농 사업 26.9 73.1 32.2 67.8

주:농외소득 활동 향후 참여희망 비율 (희망자/희망자+비희망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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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은 소도시 근교 지역인 익산시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5-4.농외소득 활동 참여 의향

단 :명,%

사례수
농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식품류

매

농가
식당

농
사업

없음

계 500 15.2 27.2 6.4 29.8 55.0

소도시
근교

소계 250 9.2 28.4 1.2 7.2 66.0

남성 124 8.1 33.1 2.4 8.1 62.1

여성 126 10.3 23.8 - 6.3 69.8

도시

근교

소계 250 21.2 26.0 11.6 52.4 44.0

남성 103 15.5 26.2 11.7 49.5 46.6

여성 147 25.2 25.9 11.6 54.4 42.2

1.2. 농외소득사업 참여자  트워크 특

농외소득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가 

<표 5-5>이다.표본수 제약으로 인해  수를 표기했는데,어려움의 종류와 

계 없이 ‘가족․친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응답자는 미미했다.‘사업과 련

한 유용한 정보나 지식 제공’‘사업 는 사업장 정착까지 유지비용 부담’‘사

업 련 법률이나 제도 련 이해’등의 역에서는 소속 단체와 공공기 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고,‘신규 매처 발굴’은 마을사람과 소속단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계’에서는 남녀 모두 마을사람으로

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했다.이 결과는 농외소득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리스크 리를 해 다양한 사회  자본의 구축이 유용할 것임을 강하

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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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주는 사람 여부
단 :명

남성 여성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
기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
기

신규 매처 발굴 4 26 17 9 6 13 12 7

사업과 련된 유용한 정보나 지식 제공 - 11 11 21 5 15 10 8

사업,사업장 정착까지 유지비용 부담 5 8 13 16 5 7 11 11

사업 련 법률이나 제도 련 이해 2 9 9 16 4 7 10 9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계 4 24 2 6 4 21 10 5

“지도사 남자 분들이 그때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나름 로 교육을 많이 받

으셨더라고요.그러시면서 그런 분들이  운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

이 조언을 하시고 향도 주셨겠죠(사례 마1).”

“(표 아들이)하나로마트 지 장으로 계시니까 거기서 로를 많이 뚫어주셔서 덕을

많이 봤어요.지 은 인 배추 하는 데도 많잖아요.그런데 여기는 아들이 계셔서 

여러 군데 식당 같은 데도 섭외를 해주시고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사례 사2).”

“정보화마을 그런.그리고 시에서 자매결연 하는 것처럼 면에서도 자매결연해요.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선물 나가잖아요.그거를 홍갓으로 선물을 몇 개쯤 해라(사례 사1).”

“제일 처음에 언니네 텃밭에서 많이 팔아줬어요.이천군 여성농민회 언니네 텃밭.그

래서 거기에서 팔아주고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어요.거기에서 좀 팔아주고(사례 

사2).”

“거기(고성자 무안 도의원)에서 정보를 주는 거에요.그분이 이번에 떨어졌어.네.그

리고 지 도 나주시의원에 여농 회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그분이 이번에도 정보를 

주셔서 마을기업이라는 자 을  따왔어요.꾸러미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 많은 

게 필요한 거 요.우리 자체로는 해결 못할 기구들이 많이 필요해(사례 사1).”

“포장재사업은 1,500만 원 짜리인데 반 지원받았을 거에요.포장재는 한 번 지원사

업받아서 정말 큰 도움이 어요.시에서도 주로 행사를 하면 1300,1400개씩 들어

가고.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상품,선물세트 같은 거 나오죠.… 지원에 한 정보

는 제가 기술센터 나가기 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이후에 기술센터 나가면서 

그분들이 항상 수시로 방문하면서 사업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시데요.… 우리 바

깥 사장님이 무나 사람을 좋아해요.그러다 보니까 인맥 리라든지 지인들이라

든지,어느 날 내가 농원을 한다고 보니까 오셔 가지고 차 한 잔 하다가 얘기가 다 

된 거지 … (사례 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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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농외소득사업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할 유형에 해 질문하 다.남성농

업인들은 ‘매 유통 련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 ‘경  능력’ 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2%로 상 으로 낮았다.

향후 농외사업에 진출한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

은 ‘사업자 ’으로서 56.9%의 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다음으로는 ‘

매 유통 련 정보와 지식’‘사업 련 기술’로 각각 52.8%,44.7%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 다.상 으로 필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사업 련 각종 행

정업무’‘경 능력’으로 각각 37.4%,28.5%이지만 응답결과를 해석할 때,이 

수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성들은 농외소득사업 진출에 극 이면서도 남성에 

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여성농업인들

이 진출하는 농외소득 분야가 상 으로 어려움이 덜할 가능성도 있지만,여

성농업인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에 한 기 가 낮은 것도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3.향후 농외소득에 참여 시 도움 필요 비율
단 :%

주:향후 농외소득활동 참여 시 도움 필요 비율 (필요/필요+비필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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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수 있는 사람과 기 이 있는지를 질문하

다.여기서도 표본수의 제약이 있어 값으로 제시했는데 ‘가족 친지’의 

도움을 기 하는 비율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여성농업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도와  사람으로 ‘가족 친지’를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응답자들은 필요한 도움 종류별로 마을사람,소속단체,공공기 으로부터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는데,‘매 유통 련 정보와 지식’은 

마을사람,‘사업 련 기술’은 공공기 ,‘사업자 ’은 공공기 과 소속단체,

‘사업 련 각종 행정업무’는 공공기 ,‘경 능력’은 공공기 으로부터 도움

을 받을 것을 기 한다.여성농업인의 경우 흥미롭게도 ‘경 능력’에서의 도움

을 공공기 보다는 마을사람으로부터 기 하고 있다.

표 5-6.도움 필요 시 도움 사람 여부
단 :명

남성 여성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
기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
기

매,유통 련 정보·지식 5 30 20 14 7 18 16 12

사업 련 기술 1 9 13 23 8 11 13 22

사업 자 6 7 5 24 10 6 11 11

사업 련 각종 행정업무 1 5 10 29 3 7 14 17

경 능력 2 8 11 15 2 12 9 7

“양평군에서 알려줘서도 받고.우리는 인터넷 들어가서도 확인해 보고 군에서도 마

을 단 로 연락해 주면.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경우(주변인,부녀회장)도 

있고 다양하죠(사례 다2).”

농외소득 경험자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상 으로 확장된 사회 계를 

소유하고 있다. 계의 지속성이자 계가 사회자본화될 수 있는 원천인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의 규모에서 농외소득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평균 11

명의 도움  만한 사람과 더 계를 맺고 있다.개인 인 어려움에 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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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체
일손 도움 사 친 소득기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체 500 30.76 4.48 4.77 1.89 1.97 1.43 0.82

농외
소득

경험자

소계 164 38.18 5.32 5.79 2.08 1.90 2.12 0.97

남성 74 40.11 7.70 3.91 3.50 0.77 3.46 0.53

여성 90 36.60 3.36 7.34 0.91 2.82 1.02 1.33

농외
소득

무경험자

소계 336 27.14 4.07 4.28 1.79 2.00 1.09 0.74

남성 153 28.76 5.76 2.97 2.83 0.88 1.48 0.41

여성 183 25.78 2.66 5.37 0.92 2.93 0.77 1.02

 지원에서의 차이보다는 일을 교류하거나 경제  이익을 증가시키는 교류 

계가 상 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한, 반 으로 농 주민 네트워크가 

동성에 기반하고 있는 데 반해 농외소득 경험자들은 미경험자보다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이성과 교류 력이 가능한 계를 맺고 있는 경향이 있다.

표 5-7.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도움 지인 지인의 성비

단 :명

농외소득 경험자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상 으로 확장된 사회 계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인 도움의 실효성 한 근소한 차로 높아 

도 있는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8.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지인의 도움 정도
단 :

일손 도움 사 친 소득기회

체 3.89 3.80 3.57

농외소득

경험자

소계 3.88 3.81 3.61

남성 3.88 3.77 3.54

여성 3.89 3.84 3.66

무경험자

소계 3.89 3.79 3.55

남성 3.91 3.75 3.49

여성 3.87 3.83 3.61

주:1  도움 안됨 ↔ 5매우 도움됨



105

특히 교환 네트워크의 이질성 부분에서 농외소득 경험자의 네트워크는 상

으로 정 이다.농외소득 경험자는 정치·경제·사회·행정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5%인 반면 미경험자는 82.4%이

다.물론,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남성이 정치·경제·사

회·행정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에 

비해 12%p떨어지지만,개별 분야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응답 비율은 

여성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높다는 은 여성보다 남성 개인이 다 분야 종사자

들과 계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여성은 남성만큼 다 분야 종사자를 두루 

계맺고 있을 가능성이 상 으로 을 것이라는 을 측할 수 있다.

표 5-9.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도움 지인 유무(복응답)
단 :명,％

사례수
공무원·공공
기 종사자

사업하는
사람

사회단체
활동

정치인 없음

체 500 20.0 15.4 9.6 5.8 73.6

농외
소득

경험자

소계 164 38.4 27.4 20.7 12.2 55.5

남성 74 50.0 32.4 24.3 12.2 43.2

여성 90 28.9 23.3 17.8 12.2 65.6

무경험자

소계 336 11.0 9.5 4.2 2.7 82.4

남성 153 16.3 14.4 2.6 2.0 77.1

여성 183 6.6 5.5 5.5 3.3 86.9

실 으로 정치·경제·사회·행정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가 네트워크 크기를 결정한다고 할 때 남성 농외소득활동 유경험자(17.29명)는 

여성 농외소득활동 유경험자(8.6명)나 농외소득활동 경험이 없는 농  주민(남 

7.62명,여 8.99명)에 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규모가 가장 크다.주목

할 만한 특징은 농외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사회단체활동 

련 도움  지인의 수는 농외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상 으로 

떨어진다는 이다.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농외소득활동이 행정 지원으로 이

루어지고,지역 의원들의 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행정·정치 등의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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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무원·공공
기 종사자

사업하는
사람

사회단체
활동

정치인

체 11.53 2.82 2.45 3.33 2.93

농외
소득

경험자

소계 12.95 3.05 2.71 3.59 3.60

남성 17.29 3.49 3.46 4.56 5.78

여성 8.6 2.42 1.86 2.50 1.82

농외
소득

무경험자

소계 8.67 2.43 2.09 2.71 1.44

남성 7.62 2.44 2.18 2.00 1.00

여성 8.99 2.42 1.90 3.00 1.67

의 네트워크는 주로 사업체 (공동)표들을 매개로 추진되는 경향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0.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도움 지인 수

단 :명

2.자원 동원  환의 기회와 장애

2.1. 트워크 용 회

농외소득사업의 참여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물질 ,사회 ,개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올 수 있는 변화를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후 어느 정도의 변

화를 느 는지를 질문하 다.응답결과를 보면 정 인 변화를 느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지 않음’에 응답한 사람은 ‘육체 ·정신 으로 피곤함’의 

항목에서만 1명이 존재했고,그 외의 항목에서는 없었다.

“이것만 해서도 생활이 안되고 농사만 지어도 힘들고.내 몸은 좀 고달 도 농사 이

외에 소득이 생기니까 내 용돈을 내가 벌어서 쓸 수 있잖아요.그 지 않으면 농사 

지은 거랑 일 두 개 다 가야 하는데 여기서 버니까 하나만 나가도 된다고(사례 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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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항목 체에 해 ‘  그 지 않음’에 1 을 부여하고 ‘그 지 않음’

에 2  ‘그  그럼’에 3  ‘그러함’에 4  ‘매우 그러함’에 5 을 부여하여 비

례척도로 환산한 결과가 <표 5-11>이다.그 결과,가장 낮은 수가 3.29인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항목이 3 을 넣어 정 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녀 농업인 모두에서 가장 정 인 성과가 나타난 부문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고 있음’으로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서 각각 3.97,3.76

이다.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사회활동(회의참석,사례발표 등)이 

많아졌음’으로 남녀 각각 3.46,3.29 이다.

농외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새로운 정보를 얻고,교육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정 인 변화와 함께 몸과 마음의 피곤이라는 결과도 

따라올 것이다.‘육체 ·정신 으로 피곤함’에 해서도 남녀 각각 3.47,3.41

을 나타내 상을 확인시켜 다.

남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에 비해 7개 항목별 평균 수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도움 받을 사람이 많아졌음’만 외로,이 항목에 한 여성농업

인의 성과 평가가 좀 더 정 인 편이다.

표 5-11.성별,연령계층별 농외소득활동 참여 성과
단 :

남성 여성

59세
이하

60세
이상

소계
59세
이하

60세
이상

소계

소득이 증가하 음 3.64 4.00 3.82 3.69 3.79 3.72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고 있음 3.92 4.03 3.97 3.73 3.82 3.76

도움을 받을 사람이 많아졌음 3.56 3.71 3.64 3.82 3.50 3.72

농사 이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 음 3.39 3.71 3.55 3.45 3.68 3.52

사회활동(회의참석,사례발표 등)이 많아졌음 3.36 3.55 3.46 3.21 3.46 3.29

교육 받을 기회가 많아졌음 3.36 3.68 3.53 3.47 3.43 3.46

육체 ·정신 으로 피곤함 3.33 3.61 3.47 3.29 3.68 3.41

주:1  그 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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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농외소득사업은 참여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경제  수익을 보

장하고 가공·민박  체험 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일의 양식을 필연 으로 도

입한다.따라서,농외소득 활동이 소득·지식과 정보  기술을 증 시키고 마을 

밖 활동을 증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작목반,생활개선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이러한 지역사

회활동이 경제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녹색

농 체험마을 시작에 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 개선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다 보니,다른 단체활동도 많이 듣고.농 기술센

터 교육도 참여하게 되고.생활개선회 회장을 하면서 견학도 가면 실습했던 것 

주로 견학을 가요.사업장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사

례 사1)”

“음식 연구를 하니까 같이 공부하고 연구회원들하고 연구하고 그런 건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사업을 받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센터 소장님이 

내가 음식에 극 인걸 알고 계셔서 한 번 딱 맞는 사업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고(사례 라1)”

한,마을 외부 농업 외 사업에 직  참여해 본 경험은 녹색농 체험마을 

추진에 한 마을 사람들의 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마을 심 농업 경 에 있어 마을 내부 사람의 도움은 사업의 안정  추진에 

기 가 된다.마을 내부의 계가 사업의 성공 요소가 된다는 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정기 인 마을회의를 진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 화한다.

“좋은 생각 같은 건 거기서(부녀회)교환이 되죠.뭐 농사도 올해는 이 게 했는데 

다르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이런 식으로(사례 마2).”

“우리는 매일 회의를 해요.처음에 내가 제안을 했어.일주일마다 회의를 매일 하자.

매일 해도 부족하다.매일 회의를 해서 맨날 얼굴이라도 보고 친해져야 좀 내가 부

녀회장 뭐 이러냐 그래도 내가 덜 화를 낼 거 아니냐,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회

의를 해요(사례 라1).”

마을 내부의 계가 사업을 안정 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면,행정,의회,

문가 등 마을 외부 사람과의 계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 결정 인 기회가 된다.

“양평은 체 으로 홍보가 돼 있고 우리 수미마을은 그 속에서 조  더 체계 으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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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한 거죠.이쪽에서 농심에 연락을 한 거 요.처음에는 양평군청 직원이 생각했

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바로 실행에 옮겼죠(사례 라2).”

“군 의원님이 딱 듣고,난 최 회장이 그 게 건설 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 그러더니 군수님한테 화해서 바로 날짜 받았어요 녁 날짜.그래서 녁 먹

으면서 바로 2억을 주셔 가지고 여기 체험 을 짓고 바로 컨설  들어가서 체험마

을이 그때부터 시작이 죠(사례 라1).”

특히 마을 외부의 자원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에게 간지원조직은 마을 외부 

자원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한 채 이다.

“ 희 양평 나드리라는 비 리 사단법인이 있는데 희를 다 리해주고, 희가 1

년만에 막 성장을 하고 있죠(사례 바5).”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마을 내·외부의 자원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  장벽

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이는 사회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에 한 정보가 부족하고,여성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하려면 법에 맞춰서 테두리에 맞춰서 일을 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겨우 빵 만드는 기술 하나 있는데 뭘 더 해서 만들어 내래.바

라는 게 잘못인 거야(사례 라1).”

이 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사회  역할에 한 개인과 마을 사람들의 기  

간 격차가 일반 이고 그 격차는 여성이 더욱 크게 경험하 다.농외소득 활동

을 경험한 여성은 리더 역할에 해서 능력 지향성을 어느 집단보다도 높게 평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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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여성의 사회 역할 평가(개인)
단 :명,

사례수
능력있으면
리더는
당연

이주자도
마을 리더
가능

소득향상
해 여성

역할 커져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당연

계 500 3.96 3.78 3.99 3.91

농외
소득

경험자

소계 164 4.05 3.87 3.92 3.87

남성 74 3.93 3.80 3.76 3.72

여성 90 4.14 3.92 4.06 4.00

무경험자

소계 336 3.92 3.74 4.02 3.93

남성 153 3.76 3.67 3.94 3.82

여성 183 4.05 3.80 4.09 4.03

주:1  그 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반면,농외소득 경험자들은 미경험자에 비해 마을 사람들의 여성의 사회  

역할에 해 덜 정 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5-13.농외소득 경험 여부별 여성의 사회 역할 평가(마을 사람)
단 :명,

사례수
능력있으면
리더는
당연

이주자도
마을 리더
가능

소득향상 해
여성 역할
커져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당연

계 500 3.67 3.37 3.62 3.56

농외
소득

경험자

소계 164 3.55 3.31 3.48 3.43

남성 74 3.53 3.22 3.36 3.32

여성 90 3.58 3.39 3.57 3.51

무경험자

소계 336 3.72 3.40 3.69 3.63

남성 153 3.66 3.43 3.69 3.60

여성 183 3.77 3.37 3.69 3.66

주:1  그 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여성농업인은 마을 심 농업 경  경험을 통해 사회자본이 인 자원개발  

경제  여건 개선에 정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이는 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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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업에 한 확장과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에 한 기 로 연결된다.

“돈이 도처에 다 굴러다니는 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못 잡는 거야.그러니까 경제가 

힘들고,그래서 진짜 나는 그걸 하나 해주고 싶어요.요즘에 유행하는 로컬 푸드

을 한 번 멋지게 해보고 싶어.진짜 그걸 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아

주 잘 해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데(사례 라1).”

“필요한 걸 조사해 보니까 남자들은 150만 원 어르신들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 그러는 거 요.체험객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

고 그 잖아요.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제가 떡사업을,마을 기업을 따 와서 어제 

하나를 뚫었어요.납품을 받았거든(사례 다1).”

한 사회자본은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장에 기반이 된다.

“(지 은 77세인데) 어서부터 카톨릭 농민회를 했어요.… 오래 어요.한 25년 

부터.… 여농도 하고 시에 생활개선회라고 있어요.생활개선회를 처음에 조직

할 때부터 회원이었어.(그리고)생활개선회 내에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어요.거기도 

회원이고.… 남 도의원이 (내가 활동하고 있는)여성농민회 출신이 한 분 계셨어.

그분이 농업이 무 불리하니까 소득을 어떤 방향으로 올려볼까 연구하다가 반찬

을 부가가치를 좀 높여 보는데 바로 낸 것보다 가공을 해서 내면 좋겠다,그래서 정

책이 섰다고 정보를 줬어.그랬으니까 신청을 한 번 해 라(사례 사1).”

사업장을 운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  계망의 역할은 지속되었는데,특히 

마을 여성들이 자체로 갖추기 어려운 시설설비 마련을 한 자  지원에 한 

정보 역시 계망을 통해 제공받은 바 있다.여성농업인이 농업 련 산업 분

야의 경 체를 설립,운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마을 외부와의 계,특히 지원사업에 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인과

의 계가 요하며,이러한 계는 마을 외부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발 될 수 있었다.이와 련해 여성농업인의 특성상 가족,특히 배우자들이 여

성의 사회활동에 극 인 지지를 제공할 때 다양한 교육 참여나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마을 외부와의 계망도 확 될 수 있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어머니회 요원,어머니 회장이라는 것을 했어요.스물여섯살 때.… 그때는 

앙에서 교육을 일주일씩 시켰어요.합숙으로.수원에 가니 교육원이 좋은 데가 있

더만.거기까지 가서 국에서 군마다 하나씩 데려다 교육을 시킨 거야.… 귀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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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야 그때부터.… (그 이후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남편이) 극 이었어요.…

우리 아 씨가 극 으로 조를 해주었어(사례 사1).”

2.2 트워크  자본 에  장애

농활동에 비해 농외소득사업의 범주는 다양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역이므로,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농외소득사업을 하면서 다음 문제에 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를 질문하 다.

반 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농업인에서 높게 나타난다.남성농

업인은 ‘신규 매처 는 고객 발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

아 68.9%이고,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31.1%이다.그 다음으로는 ‘사업과 련

된 유용한 정보나 지식 제공’  ‘사업 는 사업장 정착까지 유지비용 부담’으

로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각각 56.8%로 나타났다.

그림 5-4.농외소득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

주:어려움을 경험한 비율=경험자/(경험자+비경험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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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성농업인의 경우 어려움을 경험한 농업인과 그 지 않은 농업인이 

략 ⅓과 ⅔로 나뉜다.남성에 비해서는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진출  종사하고 있는 농외소득활동의 종류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여성농업인만을 떼어서 볼 때,가장 어려움이 없는 역으로 나타난 

‘사업 련 법률이나 제도 련 이해’에서도 어려움을 느낀 경험을 갖는 여성

이 26.7%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단지 남성과 비하여 여성농업

인들의 농외활동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이다.

농외소득사업 진출 과정 시 겪은 어려움은 추진 과정에서 마을사업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마을주민들과 의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움이다.특히,이

장이 주도로 추진하는 경우와 마을에 오래 살지 않았던 사람 는 여성이 주도

로 추진하는 경우 의 과정은 차별 이 있다.

“여기가 기에 행안부 체험마을했던 곳이 요.그러다 보니,농 지도소에서 2006

년부터 연락이 왔지.그리고는 시에서 많이 도와줬지요.처음 체험마을했던 원장

이 돌아가는 사정을 많이 아니까,따라한 거지요(사례 가1).”

“제가 딸기 농장을 하면서 우리도 한 번 체험 농장을 해 보자 이 게 이장님께 제의를 

했어요.이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해서 체험마을을 만들자(사례 바1).”

“이장이랑 몇몇 사람을 쫓아다녔어 내가.나라에서 돈을 손에다 쥐여 주는데도 못 받

을 거면 뭐할 거냐고,맨날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그 지만,이장도 남자들이 죄

다 반 를 하니까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그래서 으로 반 하는 사람을 앞에 놓

고 내가 거기서 나서서 말했지.돈 들어오는 것을 왜 막냐고,당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막지는 말라고.내가(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그러니까 말을 

듣더라고.그래서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이거를 꾸몄어요(사례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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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농외소득 활동 어려움
단 :명,%

사례수
신규 매처
만들기

유용한
정보나
지식

정착까지
유지 비용
부담

법률·제도
련
이해

일하는
사람들
과 계

없음

체 489 51.2 45.1 42.1 33.5 40.2 39.0

소도시
근교

남성 64 81.3 75.0 79.7 60.9 76.6 6.3

여성 37 86.5 73.0 81.1 54.1 67.6 8.1

도시

근교

남성 27 74.1 77.8 77.8 70.4 88.9 3.7

여성 100 32.0 26.0 18.0 16.0 17.0 60.0

“순조롭지는 못하죠. 에서 자부담 을 마련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사례 사2).”

“(지자체 사업은)자부담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무 커 가지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자부담이  크니까 … 인터넷 매는 되었는데,가공 뛰어들고는 제가 

피멍 들었잖아요.생과는 굉장히 팔기가 쉬운데 가공품은 매가 잘 되지 않아요.

… 지  이 게 해놔도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펜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멋진 

정자가 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는 정말 숨도 못쉴 정도로 헉헉 하면

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도 보는 사람들은.많은 것을 요구해.귀농하는 사람들은 귀

농할 때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면 못 견뎌요.땅 사고 뭐 하고 하면 거기 돈을 쏟

아부어 버리면  성공 못해.처음 3년 정도까지는 돈 벌기 어려워요.신지식인이 

2년 만에 되면서 몸이 무나 지쳐 있는데 그 당시 TV를 2년에 아홉 번 출연했어요.

자 하면 거의 다 었어요 … 제가 좋아서 었겠어요?  아니에요.정말 가남

농원을 알리기 해서.”

“처음에 계산은 하우스 짓고 뭐 이래 하면 1억,가공 비 1억,이 정도면 될  알았

지요.정말 한 2억,3억이면 돌아갈  알았어요.그런데 5억이라는 돈으로 오버가 

돼 버리면… (사례 아1).”

“메주를 넣어 주잖아요.그러자면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임 배추를 하는데,

임 배추를 하면 회원들이 칼로 쪼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그래서 쪼개는 기계.

그리고 복사기… 이런 기계 사는 비용을 마을 기업으로 제안해서 2,000만 원을  

따와서 다행이지,그 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들어요. 로가 확정되지 않아 로 문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마을 반찬사업이 남에만 해도 57개에요.…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그런데 망한 데가 반도 더 된다 하더라고.지어놓고 로도 없고 특

별한 안도 없이 하다가(사례 사1).”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게 어렵죠,사실은.정기 으로 오는 손

님들이 있다면 연습이라도 해서 손님을 받을 비를 하겠지만 체험마을 딱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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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으니까 한동안은 어려움이 있었죠(사례 라2).”

“홍보하려고 처음에는 꽤 노력을 했지요.무슨 닷컴에다 돈 주고 홍보를 맡겨 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자체에서도 사무장님 두고 하게 된 거지.그래도 우리 동네는 유명해
요.장 님도 왔다 가시고 장 상도 받고(사례 마1).”

“(잼 매하는 것이)소득이 돼요.지난해까지는 잼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올해는 창
기 식 라치가 신고를 했다고 인터넷이나 홍보물에서 다 삭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삭제를 해서 올해는 팔지를 못했어요(사례 바3).”

“ 빵을 농외 체험까지만 하지 매까지 하려니까 조건이 무 까다로운 거야.가공
업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요,체험을 하고 있는 에 
가공업 등록을 어떻게 다시 다 변경해서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마음 로 열심히 
해서 팔아라,이 게 해도 할똥말똥인데 거기에 조건을 이것 것 따져 하니까 농외
소득까지 연결이 될 수 없는 거야.  가공업 등록이 복잡하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사례 라1).”

농외소득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도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공히 10%에 이르고,‘사업 

는 사업장 정착까지 유지비용 부담’에서 도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이 15%로 가장 높았다.

곡부녀회 반찬사업장의 경우 경  상황은 회원들의 부업 수 에 불과하여 

참여자들은 향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보다 극 인 경 의 필요성을 감하고 있다.그러나,참

여자 모두 농사일 이외에는 별 다른 경험이 없는 상태로 경 체 내부에서는 

한 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큰 벌이는 못 되죠 (임배추)한철이라 ... 규모가 아니라 그래서 별 큰 수입은 

없는데 그래도 한철에 인건비는 많이들 하시죠(사례 사2).”

“(지  지원받은)이거는 비(마을)기업이고 본 기업은 (심사를 해요)그러니까 이

윤 내는 방법을 나한테(알려주면 좋겠어요.)(사례 사1).”

이와 더불어 시장에 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 역시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

다.기존에 매해 왔던 임배추나 홍갓김치,고춧잎 집장 등은 주로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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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상생활에서 직  만들어 먹던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상품

을 개발하는 것이 선무로 자체 으로 이것 것 ‘실험’을 해보고는 있지만,

아직 한 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볼품이 없어서...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문을 했어요.주문을 해서 보내봤어.그랬더

니 나주 명물이라 그러더니 별로구만,하고 덧 이 온 거에요.그래서 어떻게 할까.

나주의 명물로 살려보자 한 건데...(문제를)알아도 해결 방법을 몰라(사례 사1).”

참여자들은 상품 개발 등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농업

기술센터의 교육이나 문가들의 지원을 기 하고 있으나,기존 교육은  자신

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 보다 실효

성 있는 맞춤형 지원에 한 요구가 높다.

“우리가 이번에 원곡서 받은 교육이 장류교육이었어.장류교육을 받은 뒤 김치 교육,

장 교육…… 각 학교 양학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시더라고.그런데 별로 우

리가 용하기 어렵게끔. 무 양학에 해서 어렵게 강의를 해 주시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걸 못 찾았어.책만 3만원이나 주고 사 갖고 있는데 시피 로 해 도 

그  그 고,그냥 우리 식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사례 사1).”

일사일 과 같은 공식 인 도·농 교류 로그램은 경  요소보다는 마을 

주민과 도시인 간 느슨한 사회  력 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일

사일  로그램들을 통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이 휴가를 지내

러 오기도 하고 워크  등의 행사를 하러 일부러 오기도 한다.마을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해 농산품 선물을 보내거나 더 친 한 소통을 통해 호혜  사회

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계가 농  주민들의 가치 이나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면서 기존 리더

십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 농  마을에 도입되고 가부장  질서와 일정 부

분 갈등을 겪기도 한다.왜냐하면 개인 수 이 아닌 마을 단 의 농외 소득 사

업은 다양한 이해집단(마을주민, 객, 련 공무원들)을 유기 으로 연결해

야 하는 개자(broker)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과 비  

는 경  능력을 기반으로 마을주민들을 주도해야 하는 치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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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확충 방안

1.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특성(요약)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연결 패턴과 연결을 통해 형성된 계 속에 존재하며,

사회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Bourdieu1986).즉,사회자본이란 사회 집단 참

여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사회 으로 가치 있는 수익

을 낳아서 얻게 되는 자산이다.이와 같이 개인 인 차원에서 사회자본에 근

할 때,사회자본이 풍부하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  계나 집단구성원 

자격을 이용하여 가치 있는 물질 ·상징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과 능력을 활

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한다.따라서,사회자본이 만들

어지기 해서는 우선 사람들과 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한, 계를 통

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공통의 심사를 갖거나 이해가 있고 상호간에 교환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존재해야만 계가 힘,곧 계가 주는 자본이 

될 수 있다.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인 것일 수

도 있고 정보나 명성 등과 같은 비물질 인 것일 수도 있는데, 계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의 정도나 종류는 차별 이다.

즉, 계의 범 , 도,다양성 등에 따라 자본의 양 는 자본의 실효성이 달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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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여성의 네트워크의 규모는 남성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

라 마을 내 부녀회 심의 모임 이외에 각종 단체 활동  행정과 연계된 활동 

등에 참여는 조하다.활동 참여 정도와 임원으로서의 활동 경험은 각종 모임

이나 단체 활동 참여가 사회  계를 동원하고 활용함으로써 자본으로 환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여성의 실은 정 이지 않다.

부녀회를 심으로 한 주민 모임에 참여율은 높지만,부녀회 임원 경험을 한 

경우에만 다른 마을과 교류 활동,교육 참여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넓히는 효

과가 있다.교육 활동에 한 참여 빈도는 낮고 주기는 짧아서 지속 인 네트

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되기에는 취약하다.단체 활동은 그 

자체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인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를 확장시키는 효과는 있지만,남성농업인은 여러 개의 단체에 복 가입하고 

투자 활동도 활발히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와 같은 교류와 네트워크의 복

성이 떨어져 실에서 자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 으로 맺고 있는 지인 네트워크는 남성은 평균 32.5명,여성은 평균 

29.3명으로 남성의 지인 규모가 다소 크다.남녀 모두 지인 네트워크에서 마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크지만,네트워크의 구성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친인척이 상 으로 많고,남성은 여성에 비해 마을 밖 지인이 상

으로 많다.지인 네트워크에서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조력자 

네트워크 규모는 평균 으로 지인 네트워크의 약 50%수 이다.조력자 네트

워크가 정치·경제·사회·행정 분야 등 다양한 역으로 구성된 사례는 남성이 

상 으로 많다.이들 이질 인 직업 종사자의 규모에서 여성은 평균 8.8명인 

데 반해 남성은 14.7명으로 남성이 더 많은 수의 다양한 층 의 계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시사 은 첫째,익산지역 여성들의 경우에만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가 조력 네트워크 구성원인 경우가 상 으로 높고 소득기회 

창출과 련된 도움의 실효성이 여타의 집단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으로 높다는 이다.이는 익산시의 여성농업인 련 제도  개선이 활발하

고 착 지원하는 행정의 특성이 반 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데,결국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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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외부 지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확충 기회가 증진될 수 있다

는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지인  조력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모임의 임원  행정 

연계 활동 변수의 향력이 크고 이와 같은 활동은 고소득과 고학력  성별변

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하지만 소득 참여자의 비  한 상 으로 높고 

성별 차이 없이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농외소득사업 참여 한 지인  조력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 인 역할을 하고 있다.물론,농외소득활동 

참여 형태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피고용자로 일하는 경우보다는 ‘농조합’형

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욱 정 이다.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6차 산업의 활

성화와 련하여 여성 CEO배출뿐만 아니라 마을 단  농조합 활성화를 통

한 여성농업인 지원 방안을 극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련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주민 모임 참여는 성별에 따라서 사회자본화 가능성이 차별 이다.모

든 주민이 가입하여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태어나서부터 지속 으로 마을을 

떠나지 않은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익산지역 마을에서는 부녀회나 노인회 

등 속인  속성이 높은 마을 모임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양평지역 마을에는 

친환경모임,마을 체험 모임 등 소득과 연 된 활동을 하는 주민모임이 구성되

어 있다.속인  속성이 큰 부녀회나 노인회 같은 통 인 마을모임에는 연령

이 높을수록,학력 수 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마을

에서 태어나서 지속해서 거주한 사람들일수록 참여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는

데, 반 으로 여성의 참여 수 이 높다.반면, 동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마을 모임에는 주로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 내 주민모임을 통해서 마을주민 소사 련 상호부조와 경로잔치 등의 

문화 활동은 일반 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련 활동에 한 부녀회 활동이 

상당히 높다.반면,마을 일에 한 공동 의사결정은 부녀회·노인회보다는 청년

회나 마을회의 활동 수 이 높고 특히 마을 주민이 상 으로 이질 인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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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더욱 활발하다.이와 같은 활동 특성을 반 하듯 마을 모임 참여 빈

도는 성별로 월 1회 정도로 유사하지만 참여 시간은 남성은 3.1시간,여성은 

2.8시간으로 차이가 있다.특히 요한 마을 모임의 역할에 해서도 활동상을 

반 하여 남성 주민은 마을 일 련 의사결정이 가장 요하다고 평가하는 반

면,여성은 경로잔치와 같은 문화 활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경향은 

마을 모임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정보 등이 성별로 다르게 분포

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둘째,교류의 지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인 네트워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 네트워크 구성의 기반이지만 여성농업인과 남성 

농업인의 지인 네트워크 규모와 구성 양태에는 차별 이 있다.조사 상자들

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규모는 마을 평균 30.8명이지만,익산지역이 26명이고 

양평지역이 34명으로 마을보다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하지만,원주민 구성 비

율이 높은 익산 지역주민이 지인 규모  마을 주민 비 이 상 으로 크고,

이주민 구성 비율이 높은 양평은 가족  친인척 비 이 상 으로 크다.마

을 규모가 상 으로 큰 양평지역은 체 마을 주민  5.2%가 개별 주민들의 

지인 규모인 반면,마을 규모도 작고 마을 지인의 규모가 체 지인  비 이 

높은 익산지역은 체 마을 주민  친하게 지내는 마을 주민은 19.2%수 이다.

성별로 볼 때,개인 으로 맺고 있는 지인 네트워크는 남성은 평균 32.5명,

여성은 평균 29.3명으로 남성의 지인 규모가 다소 크다.하지만,지인 네트워크

의 구성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가족·친인척이 상 으로 많

고,남성은 여성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마을 밖 지인이 상 으로 많다.물론,

농 지역 주민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성 네트워크가 상 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마을 주민과 마을 밖 지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성과 친하게 지내

는 사람의 규모가 상 으로 떨어진다.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여성이 가족 

 친인척을 벗어난 다양한 분야와 층 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남성에 비해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을 시사한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규모의 차이는 각종 모임 활동 경험에 따라서도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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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나타난다.이와 같은 특성은 사회 활동 경험이  다른 활동을 연속해서 

유발하므로 계를 사회자본화할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을 반 한다.특히,

마을 모임 임원으로 외 활동을 해봤거나 행정과 연계된 활동을 추진해 본 경

험이 있는 경우에는 체 인 지인 규모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이질성의 척도

가 되는 마을 밖 지인 규모 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을 

밖 지인 규모:마을 모임 임원 활동 경험자 12.8명,미경험자 5.2명,행정활동 

경험자 19.2명,미경험자 5.7명).임원이나 외 활동 경험은 남성은 60 ,여성

은 50 에서 가장 높고 학력보다는 연간 가구 수입이 많고 원주민인 경우 상

으로 높다는 에서 사회자본 획득 기회가 계층별로 차별성 있게 주어질 가

능성이 있다는 을 시사한다.하지만,여성의 경우 10년 이상 이주 연차를 갖

는 경우 도시 지역에서 이주한 고졸 이상자의 경험 사례들도 종종 나타난다는 

에서 마을 발  등의 요구에 따라 여성 리더의 배출 기회가 차별되게 만들어

지고 있음을 상하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련 활동 경험의 성별 

격차는 상당히 커,남성은 22%가 여성은 6.2%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는 에서 

네트워크 규모와 이질성 정도에서 차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정치  참여,각종 커뮤니티 활동이나 노동,교

육을 매개로 한 참여 등을 통해서 계가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자원으로 근

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마을 주민 모임에는 여성이 상 으로 높은 참

여율을 보여줬던 반면,각종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이 상 으로 높은 참여와 활동력을 보여 자원 동원 역량이 상 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입 집단이 많다는 것은 개인이 자발 으로 자본 형성 기회를 확 할 가능

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 으로 개인의 자발성보다 강제 가입 여부

가 결정되는 귀속집단은 집단이 제공하는 가치와 규범을 개인이 수용하는 경

우가 많은 반면,개인이 선택하여 참여하는 집단이 많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

은 개인이 나름 로 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종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이 상 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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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으며,농업인 단체 활동은 성별 간 참여율 격차가 가

장 큰 분야이다(남성 17.2%,여성 9.5%).친목 모임을 제외하고 농업인단체,사

회단체,정치 련 단체 등의 모임 는 단체 활동에 한 참여에서 두드러지

는 특징은 학력과 연수입이 높은 집단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이다.반면,인터

넷 커뮤니티는 근소한 차이로 40  이하 고학력 여성의 가입  활동이 상

으로 높다.

가입 단체 수에서의 성별 차이 한 볼 수 있는데 40  이하 고학력 여성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발함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은 부분 1개의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반면,남성은 분야별로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하는 경향이 있다.친목모임,농업인 단체,사회단체 등 가입 단체에서 극 으

로 활동하는 정도도 모두 남성이 평균 20%p이상 높다.동일 분야에서 여러 

개의 단체 가입과 활발한 참여는 네트워크의 첩성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되

기 때문에 계가 사회자본화 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네트워크의 첩성

이 높다는 것은 지인의 지인을 알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으로 그만큼 알고 지내

는 사람들 간 교환에 한 믿음이 쌓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한 지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교육 참

여 경험은 남성이 60.8%이고 여성은 45.1%이며,참여하고 있는 교육 유형에 

있어서도 남성은 농기술교육과 마을 리더 양성 교육 참여가 상 으로 높

은 반면 여성은 장이나 효소 등 농 련 기술 교육 참여 경험이 상 으로 

높다.교육이 지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기 해서는 지속 인 만남

이 제되어야 하고 공통의 이해 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남성과 

여성의 교육 참여 행태는 차별성이 있으므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들은 체 으로 1년에 1～2회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속 인 만남과 네트

워크 첩을 경험할 확률이 큰 월 1회 는 2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남성이 

상 으로 많다.

넷째,이와 같이 구성된 지인 네트워크에서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조력자 네트워크 규모는 평균 으로 지인 네트워크의 약 50%수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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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의 실효성,즉 조력자 네트워크의 자본으로의 환 가능성은 성별 차이를 

보여 다.

지인  조력자로 인식된다는 것은 계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인  조력자 규모는 33%에서 86.2%까지 그 편차가 크다.하지만 조력자 네

트워크 내의 교환은 일과 련 있는 품앗이 성격이 가장 강하며 새로운 소득 

기회 등과 련된 실익이 있는 정보 교환은 크지 않다.

조력자 네트워크 역시 지인 네트워크처럼 동성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특성별로 보면,일손을 나  수 있는 품앗이 기

능은 남녀 간에도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정서  지원은 주로 동성 내에

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소득 기회 창출 등의 경제  이득과 련된 

조력은 남성도 여성도 남성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와 같은 교환의 특성은 재 농 사회 사회 계  자원 보유 성향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상이라 할 수 있다.

반 으로 조력자 네트워크가 정치·경제·사회·행정 분야 등 다양한 역으

로 구성된 사례는 남성이 상 으로 많다.이  이질 인 직업 종사자의 규

모는 여성은 평균 8.8명인 데 반해 남성은 14.7명으로 남성이 더 많은 수의 다

양한 층 의 계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즉,자신의 이익을 실 하는 데 활

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조력자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으

로 변환될 수 있는 연계들이다.

각종 모임 참여가 실에서 어느 정도 향력 있는 자본으로 역할을 하고 있

는지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한 도움 정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여성이 

상 으로 많이 참여하는 주민 모임은 경제활동에 한 실익보다는 계의 

확 에 상 으로 향을 다고 평가되었다.하지만,성별 주민 모임의 주된 

활동 황을 반 하듯 농경 련 품앗이 활동을 역 으로 하는 청년회 등에 

참여한 남성농업인은 경제활동 도움 정도를 상 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농업인  임원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회 활동이 다른 마을

과 교류 활동,교육 참여 등의 기회가 사회활동을 넓히는 데 상 으로 크게 기

여하 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결국 부녀회 임원으로 지역사회 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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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경우에만 주민 모임 참여가 사회자본화하는 기회로 작동된 것이다.

각종 모임 는 단체활동이 실 인 사회자본으로 화될 수 있기 해서는 

계가 이질 인 사람들로 이루어질수록,네트워크가 첩될수록,그리고 네트

워크 유지를 해 시간 등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단체활동 가입 

황의 성별 차이를 반 하듯 농업인단체 활동이 남성농업인에게 경제  도움

을 상 으로 크게 줬다고 평가되고 있다.더불어 단체활동은 그 자체로 교류

를 활성화하고 지인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한 도움 

정도는 모두 정 이다.하지만,단체 유형별(농업인단체,사회단체 등등)사

회활동 활성화 효과는 단체의 계망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를 

들어,여성은 자원 사단체에 상 으로 참여율이 높다.지역을 기반으로 남

녀 모두 참여하는 자원 사단체는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지만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수 은 낮다.반면 자원 사단 활동에 

해서 남성농업인은 교류 활동이 경제  이득으로 환된 정도나 사회활동 

확  모두에서 여성농업인보다 정 으로 평가하 다.이와 같이 동일한 단체 

활동이 성별로 다른 효과를 낳는 것은 단체 활동 내부에서 여성의 낮은 표성

과 가시성 그리고 상 으로 취약한 네트워크 첩성 등이 교류활동의 자본

화에 일정 부분 장애가 되고 있는 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부터 여성농업인은 단체나 모임 활동을 하지만 활동하는 모임  단체의 

수가 상 으로 소하고 활동 정도가 낮아 투자를 통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경제·사회  기회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다섯째,이상에서와 같이 네트워크 규모,이질성의 구성 정도와 실질 인 도

움의 실효성 측면에서 성별 네트워크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여성의 경우 자신

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강한 유 계

(strongtie)  특성을,남성들은 일반 으로 자신의 집단을 넘어서 이질 인 사

람들과 연계됨으로써 복되지 않는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여 유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약한 유 (weaktie)  특성을 갖출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농외소득활동 경험에 한 여성농업인의 평가는 여성농업인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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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범 를 확 시키고,이질 이고도 첩 인 구성을 강화하여 네트워크

가 자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시킬 것으로 망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농외소득활동의 효과가 소득이 증가하고,소득 련 정보와 

교육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경제활동 효과가 외 인 사회활동을 통한 계 

확장이나 연계 활동 효과보다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한,여성 농외소득활동 

경험자보다 남성이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계를 구성하고 있고,남성 농외

소득 활동 유경험자는 여성 농외소득 활동 유경험자에 비해서 도움 받을 수 있

는 사람의 규모가 크다(각각 남 17.29명,여 8.6명).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외소

득활동 경험자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상 으로 확장된 사회 계를 소유

하고 있고 농 주민 네트워크가 동성에 기반하고 있는 데 반해 근소한 차이이

기는 하지만 이성과 교류 력이 가능한 계를 맺고 있는 경향 한 존재한

다.특히,여성의 마을 밖 사회활동과 마을 리더 역할에 해 상 으로 정

인 평가를 하고 있고,마을 사람들이 여성의 역할 확장에 해 히 평가

하고 있지 못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그간 가족  친인척과 마을 주민 범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여성농업인들  농외소득 참여자들은 농외소득 

활동으로 인하여 ‘도움 받을 사람이 많아졌다’는 데 단히 정 인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이와 같은 확장된 계 구축 가능성이 여성농업인의 실 인 네트워

크의 확 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사회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해

서는 넘어야 할 장애들이 있다.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남성 농외소득활동 참

여자들은 매·유통 련 정보나 지식에 한 지원을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은 

반면 여성은 사업자  문제를 가장 큰 필요한 분야로 꼽고 있다. 한,남성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공공기 이나 소속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

은 여 히 가족·친지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경 능력이나 사업 련 기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역설 으로 농외소득사

업을 추진하면서 가족·친지나 마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제한 이다.이

와 같은 경향은 재의 네트워크 특성과 활동 경험을 반 하는 것으로,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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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  수 보다 여성의 경제 ·사회  역할 확 를 부정 으로 평가하

는 마을 사람들에 한 자원 의존은 여성의 활동을 가족  마을 안으로 가두

려는 마을 공동체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사회 계 다양화를 한 지원 방안

가족  친족과 마을의 틀에 갇  있는 계의 동질성은 가치 있는 자원(물

질 ,상징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인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외소득사업을 성공 으로 수행한 여성농업인의 사례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

으로 경험한 것이 계의 자본화에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따라서,여성

농업인에게 다분야 사람들과의 교류· 력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이 차별 인 사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이한 활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등을 인식

할 때 여성이 다양한 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각종 활동,지속 인 계를 통한 

력 활동의 경험 등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지  향상에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규 으로 지속되는 교육 참여가 무엇보다 요하

다.여러 교육기 은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한다.즉,지속 인 교육은 여성농업

인에게 다양한 사회  계가 교차될 수 있는 으로써 여성농업인이 경험

하지 못했던 이질 인 단체나 구성원들 는 새로운 가치 이나 정보 제공자

들을 연계하는 사회자본 형성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부녀회는 마을 내 친 성 증진에 단히 요하지만 동시에 가부장  

질서에 편입되는 기제이기도 하다.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새로운 정보나 교육 기회를 마을 여성농업인에게 확산시킬 수 

유일한 통로가 부녀회라는 에서 부녀회원들이 마을잔치 등의 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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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으로부터 마을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주변 마을과의 계 확장 

등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녀회장의 성인지  리더십이 요청된다.

셋째,그간 농외소득활동은 경제  역할 증진 문제로 주로 근되어 왔으나,

농외소득활동 경험자에 한 사례 분석은 농외소득이 그간 제한 으로 사회자

본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농업인의 사회자본 수 을 높이는 데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에도 주목하여 향후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특히 농외소득활동이 사회 계의 질과 양을 변화시킨 결과인지 매개변수인

지까지는 본 연구 사례의 범 상 명확히 설명할 수 없으나 연 효과는 충분하

며,사회자본 확충의 매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넷째,사회 계가 소한 여성농업인에게 지자체 행정은 계의 원천이자 사

회자본화의 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따라서,각종 농업 교육에 부부 동반 참여 

는 각종 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시 가  부여 등의 정책 지원은 여성농업인

의 사회활동을 진시키는 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사회단체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속 인 계를 맺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특히 여성농업인이 향후 가입하고 싶은 단체에

서 여성·사회 단체는 높은 비 을 차지한다.여성농업인이 여성·사회단체 활동

을 통해서 지속 이고 력 인 사회 계와 정서 이든 물질 이든 등가의 교

환 지속성을 경험할 수 있기 해서는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사무국을 설립하

여 농외소득사업을 지원하는 간 조직의 역할을 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여성농업인이 농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사회  

요구는 높지만 실 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  지 와 사업 추진 역량은 

아직까지 미약하다는 에서 여성농업인과 착하여 경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외소득 창출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양평군 간조

직과 연결된 마을사업단은 지속 인 사업 발굴,신사업에 한 정보,교육 등의 

혜택을 상 으로 많이 받고 있다.농외소득활동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가장 

요하므로,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직업  사회활동 경험 수 이 낮고 개별화

된 교육 기회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을 고려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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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착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개인의 성공 인 사업체보다는 마을 농조합 형태의 농외소득 활동

이 여성농업인의 경제 · 계  자산을 확충시키는 데 상 으로 높은 기여

를 한다.따라서 성공 인 여성 CEO의 배출도 요하겠지만 부녀회 단 의 마

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한 요청된다. 실 으로 농외소득 련 사

업에서 여성농업인에 한 특별한 지원이 없을 경우 기존 성별 분업에 따라 마

을 주민 표나 의사결정이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여성은 주변 업무를 맡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동원할 자본도 취약하고 문 지식도 풍부하지 않다는 

실 인 어려움은 새로운 사업의 계획과 운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

다는 을 상기하고,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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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 주민 지역 활동 조사

조사 개요

○ 조사목

-농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과 농외소득 활동 범   유형 악

○ 조사 상

-마을 단 의 농외소득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북 익산시 읍·면부 4개 

마을과 양평군 읍·면부 4개 마을주민 500명

○ 조사기간

-2013년 8월 26일 ～ 9월 6일

○ 조사방법

-조사 상 마을 성인 남녀(19∼75세) 수 조사

-면 원 방문 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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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

계 사례수 비율 계 사례수 비율

성별 혼인상태

남성 227 45.4 기혼유배우 411 82.2

여성 273 54.6 기혼무배우 65 13.0

연령 미혼 24 4.8

19∼ 49세 124 24.8 가족 수

50 130 26.0 1인 43 8.6

60 130 26.0 2인 242 48.4

70세 이상 116 23.2 3∼4인 215 43.0

학력 직업

졸 이하 155 31.0 농/임/어업 303 60.6

졸 150 30.0 매/ 업/서비스직 51 10.2

고졸 151 30.2 생산/기능/노무직 41 8.2

문 이상 44 8.8 사무/ 리/ 문직 33 6.6

가구소득 무직/퇴직/기타 72 14.4

100만 원 이하 152 30.4 농외소득 경험

101만∼200만 원 136 27.2 경험자 164 32.8

201만∼300만 원 121 24.2 비경험자 336 67.2

300만 원 과 91 18.2

지역(익산시) 지역(양평군)

붕새언덕마을 77 15.4 삼성2리 별내마을 61 12.2

성당포구마을 29 5.8 여물리 체험마을 71 14.2

아홉마디풀향기마을 115 23.0 상리 수미마을 53 10.6

풀빛향기마을 29 5.8 연수리 보릿고개마을 6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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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회활동 조사

조사지역 지역 마을

1)익산
1)붕새언덕마을 2)성당포구마을 3)아홉마디 풀향기마을

4)풀빛향기마을

2)양평
1)삼성2리 별내마을 2)여물리 체험마을 3) 상리 수미마을

4)연수리 보릿고개마을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세부 주소

면 원 성명 면 일자

부록 2

농 주민 지역사회 활동 조사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역 사회의 사회연결망 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8조에 의거하여 통계 인 목 외에는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비 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면 귀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에도 귀 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조하여 주신 데 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 조사에 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책임:아이앤아이마 김동춘 부장 (☎02-6910-2241)

SQ1.귀하의 연령은? 세 (만 20～75세만 면 진행)

SQ2.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3. 재 마을 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

SQ4.조사 지역

☞ 면 원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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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활동

문1.귀하의 마을은 최근에 마을 주민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① 이사 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들고 있음 ② 이사 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어들고 있음

③ 별다른 변화가 없음 ④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늘어나고 있음

문2.귀하의 마을에서 주민·이웃 간 계는 어떻습니까?

① 단히 우호 인 교류와 계를 유지하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우호 인 교류와 계를 유지하고 있음

③ 우호 인 교류와 계가 별로 없음

④ 우호 인 교류와 계보다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문3.귀하의 마을에는 마을주민 모임(청년회,부녀회,노인회,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② 모임은 있으나 특별한 때만 활동한다 ☞ 문 3-1로

③ 모임은 있으나 활동이 없다

④ 모임이 없다 ☞ 문 4로

문3-1.귀하는 마을주민 모임(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모임명 : ) ② 참여하지 않는다 ☞ 문 4로

문3-2.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 모임(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에는 월 평균 몇 회

참여하십니까? 한 월 평균 몇 시간 정도를 할애하십니까?

월 평균 회 참여, 월 평균 시간

문3-3.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 모임(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활동(모두 표시)과 이 귀하가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한 활동(1개 선택)은

무엇입니까?

추진 여부 가장 요한 
활동(1개)하지 않았음 하 음

1. 마을 리 활동(마을 청소 등)

2. 마을 문화 활동(경로잔치, 정월 보름 놀이 등)

3. 농업 일 련 상호 부조(품앗이)

4. 마을 사람들 소사 련 상호 부조

5. 마을 사업 추진 련 의사결정

문3-3.귀하는 마을주민 모임(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의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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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마을주민 모임(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은 귀하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넓히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동 도움 정도 사회 활동 도움 정도

 
도움
안됨

↔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
매우 
도움
됨

 마을주민 모임(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경제활동은 각종 일손 도움이나 마을주민 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득활동 참여 이외에도

직업을 소개시켜 주거나 하는 등의 경제 이득과 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 사회활동은 다른 마을과 교류 활동, 교육 참여에 한 정보, 마을주민 모임의 구성원

자격으로 각종 모임이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등 마을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과

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모임 또는 단체 활동

문4.다음의 모임 는 단체 활동에 가입하고 계신지,가입한 단체에 어느 정도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가입단체가 여러 개인 경우, 평균 참여정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입여부 참여 정도

없음 있음 가입단체 수
이름만 
올려놓음

가끔 
참여

극 
참여

1친목 모임(친목계,향우회,동창회 등)       개 ① ② ③

2.농업인 단체(농 지도자회,생활개선회 등)       개 ① ② ③

3.각종 사회단체(여성단체 포함)       개 ① ② ③

4.자원 사단체       개 ① ② ③

5.정당 혹은 정치 모임이나 단체       개 ① ② ③

6.인터넷 커뮤니티       개 ① ② ③

문 4-1로 ☜

☞ 문 4-2로

문4-1.귀하가 재는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기회가 된다면 가입하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친목 모임(친목계,향우회,동창회 등) ② 농업인 단체(농 지도자회,생활개선회 등)

③ 각종 사회단체(여성단체 포함) ④ 정당 혹은 정치 모임이나 단체

⑤ 인터넷 커뮤니티 ⑥ 기타( )

문4-1-1.귀하가 가입하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참여방법을 몰라서

③ 가족·주변사람이 반 해서 ④ 이동이 어려워서

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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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2.귀하가 가입하신 각각의 모임에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한 단체 활동이

귀하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4에서 가입하고 계신 모임 는 단체에 해서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경제활동 도움 정도 사회 활동 도움 정도

 
도움
안됨

↔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
매우 
도움
됨

1친목 모임(친목계,향우회,동창회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농업인 단체(농 지도자회,생활개선회 등)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각종 사회단체(여성단체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자원 사단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정당 혹은 정치 모임이나 단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인터넷 커뮤니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5.귀하는 이장 는 시·군구 각종 원회(농지 원회 등)같이 지역 행정과 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6.귀하는 기회가 된다면 향후에 이장 는 시·군·구 각종 원회 등 지역 행정과 련된 활동

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재 련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분도 응답해주십시오

① 매우 참여하고 싶다 ② 참여하고 싶다 ③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④ 참여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 친분 계

※ 다음은 귀하가 개인 으로 맺고 있는 친분 계에 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문8.귀하께서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도,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 으로 말 해주십시오. 

가족·친인척 마을 주민 마을 밖 지인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 총 ＿＿＿＿＿＿＿＿＿＿ 명(조사원이 기록) 

8-1.귀하가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귀하가 일손이 부족할 때 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실제로 이들의 도움 정도는 어떠합니까?

인원  도움 안됨 ↔ 매우 도움됨

일과 련된 도움 청할 수 있는 사람
남자) 명

여자) 명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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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귀하가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귀하가 개인의 신상이나 가족 등 사 인 문제에

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실제로 이들의

도움 정도는 어떠합니까?

인원  도움 안됨 ↔ 매우 도움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남자) 명

여자) 명
① ② ③ ④ ⑤

8-3.귀하가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새로운 사업 기회나 수익 창출 방법 등의 문제

등에 해서 조언을 해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실제로 이들의 도움 정도는

어떠합니까?

인원  도움 안됨 ↔ 매우 도움됨

경제 이득과 련된 조언을 해 수

있는 사람

남자) 명

여자) 명
① ② ③ ④ ⑤

문9.귀하가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해주신 분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해당 여부
있다면,몇 명

없음 있음

1.공무원 혹은 공공기 종사자(시(군)청,지원기 (농 ,농업기술센터,등) 명

2.사업하는 사람 명

3.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 명

4.정치인(정당인,시도‧시군구의회 의원,등) 명

육 참여

※ 다음은 귀하가 받은 교육 경험에 한 질문입니다. 

문10.귀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한 경험 여부와

무 하게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해당 교육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경험 여부 참여 의사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 농 련 새로운 기술 교육(품목별 기술 교육 등)

2. 농에 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교육(장 담그기,효소 등)

3. 농 기반 새로운 사업 비 교육(민박,체험,가공 음식 겸업 등)

4.농업 외 활동을 비할 수 있는 교육(숲 해설가,도우미 등)

5.농 는 마을 리더양성(리더십)교육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문 10-3로 ☜
☞ 문 1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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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인 신문 등 매체 ② 공공기 소식지 ③ 인터넷 등으로 찾아서 ④ 가족이나 친지

⑤ 마을 사람 ⑥ 가입한 단체 ⑦ 기타( )

문10-1.귀하는 각종 교육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① 어쩌다 한번 ② 2-3년에 한 번 정도 ③ 1년에 1-2회 정도 ④ 2-3달에 한 번 정도

⑤ 월 1회 정도 ⑥ 월 2회 이상

문10-2.귀하는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본인에게 반 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지 
않음

↔ 매우 그러함

1.농업 농업 련 분야 기술 수 증 ① ② ③ ④ ⑤

2.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정보 획득 ① ② ③ ④ ⑤

3.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됨 ① ② ③ ④ ⑤

4.사회활동 기회 확 ① ② ③ ④ ⑤

문10-3.귀하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 ④ 교육장소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

② 농사 등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 ⑤ 나에게 필요한 교육이 없다

③ 각종 집안일 때문에 집을 비우기 어렵다 ⑥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

문11.귀하께서는 교육이나 지역사회 련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얻고 있습니까?

가치

문12.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귀하의 마을 사람들은

체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아래 표를 기 으로 각 내용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그 지 않음 ↔ 매우 그러함

① ② ③ ④ ⑤

나(본인)
나 이외의 
마을사람들

1.가정 일과 련된 모든 결정은 부부간 상의해서 해야 한다

2.결혼 얻은 재산과 소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3.결혼한 아들이 부엌일 하는 것에 찬성한다

4.여성에게 가정이 우선이다

5.능력이 있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 없이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6.마을에 오래 살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마을 리더가 될 수 있다

7.농 에서 소득 향상을 하여 여성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8.여성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러가지 사회활동(단체활동 등)에 참여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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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취·창업 관련 사항

문13.귀하는 다음과 같은 농외소득 분야에서 재 일하고 계십니까?혹은 향후 련 일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 향후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하고 
싶음

하고 
싶지 
않음

1농산물 가공 ( :장류,액즙 등)

2농산물 가공 식품류 매 (직거래,온라인 매 등)

3.농가 식당(가구 는 마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활용한 경우만)

4농 사업(주말농장,각종 체험 로그램,민박 등)

문 13-1로 ☜
☞ 문 15로

1개 라도 있으면 ☞ 문 14로

문13-1.귀하께서는 재 농외소득 련 사업에서 어떤 역할로 참여하십니까?

일반 사업체 ① 표(공동 표) ② 임원 ③ 무 가족종사자 ④ 고용된 사람(☞ 문13-4로)

농조합 ① 표 조합원(공동 표)② 임원(이사진) ③ 력자(출자자) ④ 고용된 사람(☞ 문13-4로)

 * 일반사업체일 경우 표는 1인 단독, 2인 이상 공동 사업체의 (공동) 표자, 임원은 경 에 참여

하는 사람

 * 농조합의 경우는 등기 신청시 기재된 표 조합원, 조합법인의 임원, 력자는 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임

문13-2.귀하께서 참여하시는 사업과 련하여 정부 지원 을 받은 이 있습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문13-3.귀하께서 참여하시는 사업과 련하여 정부(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는 컨설 을 받은 이 있습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문13-4.귀하께서 농외소득 사업을 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에 해 얼마나 변화를 느끼십니까?

 
그 지 
않음

↔
매우 
그러함

1.소득이 증가하 음 ① ② ③ ④ ⑤

2.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3.도움 받을 사람이 많아졌음 ① ② ③ ④ ⑤

4.농사 이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 음 ① ② ③ ④ ⑤

5.사회활동(회의참석,사례발표 등)이 많아졌음 ① ② ③ ④ ⑤

6.교육 받을 기회가 많아졌음 ① ② ③ ④ ⑤

6.육체 ·정신 으로 피곤함 ① ② ③ ④ ⑤

7.기타( )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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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5.귀하께서 농외소득 사업을 하시면서 다음 문제에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어려움에 해 가 도움을 주십니까?(모두 고르시오)

어려움 (어려움 있는 경우)도움 주는 사람

없음 있음 없음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기
(농업기술

센터,
공무원)

1.수입 증가를 한 신규 매처(는 고객)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2.사업과 련된 유용한 정보나 지식 제공 ① ② ③ ④ ⑤

3.사업 는 사업장 정착까지 유지 비용 부담 ① ② ③ ④ ⑤

4.사업 련 법률이나 제도 련 이해 ① ② ③ ④ ⑤

5.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계 ① ② ③ ④ ⑤

문14.(문13에서 향후 농외소득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만)향후 귀하가 해보실 생각이

있는 농외사업을 할 때 다음 항목에 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한,귀하는 필요한 도움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도움을 수 있는 사람)

도움 필요 도움  사람

없음 있음 없음
가족  
친지

마을 
사람

소속 
단체

공공기
(농업기술

센터,
공무원)

1. 매,유통 련 정보·지식 ① ② ③ ④ ⑤

2.사업 련 기술 ① ② ③ ④ ⑤

3.사업 자 ① ② ③ ④ ⑤

4.사업 련 각종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5.경 능력 ① ② ③ ④ ⑤

통계처리 질

문15.귀하는 재의 마을에서 태어나신 이후 지 까지 계속해서 사셨습니까?

① 그 다 ☞ 문 16로 ② 아니다 ☞ 문 15-1로

문15-1.귀하는 이 마을에 사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문15-2.귀하가 이 마을로 오시기 에 주로 사시던 곳은 어디입니까?

① 농 마을 ② 읍·면 소재지 ③ 도시 지역 ④ 해외

문16.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졸 이하 ② 졸 ③ 고졸 ④ 문 이상

문17.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① 기혼 유배우 ② 기혼 무배우(이혼·별거·사별) ③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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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귀하가 재 함께 사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명

*혼자 사는 경우 1명으로 기입.

문19.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문 19-1로) ② 매/ 업/서비스직 ③ 생산/기능/노무직

④ 사무/ 리/ 문직 ⑤ 무직/퇴직/기타

문19-1.귀하가 지난 1년간 농업과 련하여 참여하고 활동한 생산자 조직은 무엇입니까?해

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십시오

작목반 법인
참여

안함논벼 채소·산나물 특용·약용 화 · 상 과수
기타

(축산포함
농조합농업회사 기타( 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작목반 : 공동 구매 매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생산자 조직

   * 법인 : 농축산물의 공동 가공, 공동 매 는 농작업 행 등을 해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조직한 농조합과 기업형인 농업회사로 구분

   * 기타 : 농업경 인연합회, 낙농경 의회, 조경수 회 등(농 , 축 은 제외)

문20.귀 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사람은 모두 √표 해 주십시오.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그 외 가족 ④ 없음(☞ 문20으로)

문20-1.귀 이 농사짓는 농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농지 없음(☞ 문 19-4로) ② 300평 미만 ③ 300평 이상

문20-2.귀 의 농가 경 주는 구입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부공동 ④ 기타( )

문20-3.귀 의 농사일 체를 100%로 볼 때 귀하는 어느 정도를 담당하십니까?

① 25% 미만 ② 25-50% 미만 ③ 50-75% 미만 ④ 75% 이상

문21.지난 1년간 귀 의 수입은 총 얼마입니까? 한, 체 수입 에서 농업 수입과 농업 이외

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그리고 이 수입은 각각 얼마입니까?

체 수입 농업수입 농업 외 수입 이 수입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체 수입은 농업수입, 농업 이외 수입, 이 수입 등 가계 총 수입액

      * 농업 수입은 작물재배 가축사육 수입 등 직 경 한 결과로 나타난 수입액

      * 농업 이외 수입은 임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해서 벌어들인 수입액, 남의 농사에 종

사하고 받은 임 이나 품삯, 농기계 작업 행 수입액도 포함함. 

      * 이 수입은 국민기 생활수 제도 등의 혜택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 직계 가족 등으

로부터 받는 지원 등임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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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    표

부표 1.마을주민 모임 활동
단 :명,%

사례수 참여
활동

리 문화 품앗이 소사 의사결정

체 500 58.7 47.6 55.1 27.3 55.9 46.1

A마을 77 29.9 16.9 23.4 27.3 26.0 19.5

B마을 29 72.4 44.8 65.5 34.5 72.4 41.4

C마을 115 61.7 38.3 56.5 53.9 57.4 22.6

D마을 29 55.2 34.5 51.7 44.8 48.3 37.9

E마을 61 54.1 52.5 50.8 16.4 52.5 52.5

F마을 71 57.7 54.9 57.7 14.1 57.7 57.7

G마을 53 75.5 75.5 73.6 15.1 69.8 75.5

H마을 65 63.1 63.1 61.5 12.3 63.1 61.5

부표 2.가장 요한 마을 주민 모임 활동
단 :명,%

사례수 참여
활동

리 문화 품앗이 소사 의사결정

체 500 58.7 3.8 18.3 8.9 13.8 13.9

A마을 77 29.9 1.3 5.2 10.4 2.6 10.4

B마을 29 72.4 - 37.9 10.3 20.7 3.4

C마을 115 61.7 1.7 33.9 22.6 1.7 1.7

D마을 29 55.2 - 27.6 24.1 3.4 -

E마을 61 54.1 3.3 13.1 - 16.4 21.3

F마을 71 57.7 5.6 5.6 - 22.5 23.9

G마을 53 75.5 15.1 17.0 3.8 17.0 22.6

H마을 65 63.1 3.1 6.2 - 26.2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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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농외소득 참여자 직업 구성
단 :명

농/임/어업
매/ 업
/서비스직

생산/기능
/노무직

사무/ 리
/ 문직

무직/퇴직
/기타

체

계 - - - - - -

A마을 6 - - - - 6

B마을 5 - - 1 - 6

C마을 41 1 1 - - 43

D마을 4 2 - 3 - 9

E마을 8 2 - 2 - 12

F마을 16 4 - 6 2 28

G마을 16 5 - 4 3 28

H마을 18 13 1 - - 32

부표 4.농외소득 참여자의 농업수입과 농업 외 수입
단 :만 원

가공 매 식당

농업 농외 농업 농외 농업 농외 농업 농외

A마을 6,333 1,500 5,620 1,720 - - 8,000 2,000

B마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66 410

C마을 1,500 500 1,944 1,135 - - 1,700 500

D마을 2,000 1,066 2,675 1,325 1,000 1,000 1,540 1,020

E마을 - - 1,200 1,950 - - 1,900 1,709

F마을 - - 2,800 700 - - 1,501 1,238

G마을 2 2 2,621 871 - - 1,639 1,168

H마을 2,100 900 2,966 383 - - 1,33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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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생산조직 참여
단 :명

작목반 법인

논벼
채소·
산나물

특용·
약용

과수 기타
농
조합

농업
회사

회

A마을 - - 1 2 - 4 - -

B마을 2 - - - - 1 - -

C마을 1 4 - - - 35 1 -

D마을 - 1 - - - 3 - -

E마을 2 2 - 3 1 - - 1

F마을 4 1 2 3 - - - -

G마을 3 - 3 4 - 1 - -

H마을 4 6 3 5 - - - -

부표 6.농외소득 참여(분야별)
단 :명

참여자
참여 분야

가공 매 농가식당 농 계

A마을 6 3 5 - 2 10

B마을 6 1 1 1 6 9

C마을 43 1 41 - 2 44

D마을 9 3 4 1 5 13

E마을 12 - 2 - 11 13

F마을 28 - 1 - 27 28

G마을 28 2 7 - 23 32

H마을 32 3 6 - 3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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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농외소득 참여(연령별)
단 :명

49세 이하 50 60 70 체

A마을 1 3 2 - 6

B마을 1 3 1 1 6

C마을 5 9 18 11 43

D마을 - 3 5 1 9

E마을 6 6 - - 12

F마을 13 7 7 1 28

G마을 13 9 3 3 28

H마을 11 8 10 3 32

부표 8.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고용 형태 사업체 형태별)

단 :명

일반사업체 농조합

부표

임원
무 피고용

표

임원
출자자 피고용

A마을 2 - - 4 - -

B마을 - 1 3 1 - 1

C마을 3 - 1 5 34 -

D마을 6 - - 1 2 -

E마을 7 1 4 - - -

F마을 6 2 20 - - -

G마을 7 2 16 2 - 1

H마을 14 3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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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고용 형태별)
단 :명

표 임원 출자자 무 피고용

A마을 6 - - -

B마을 1 - 1 4

C마을 8 34 - 1

D마을 7 2 - -

E마을 7 - 1 4

F마을 6 - 2 20

G마을 9 - 2 16

H마을 14 - 3 15

부표 10.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형태(사업체 형태별)

단 :%

일반사업체 농조합

A마을 2.6 5.2

B마을 13.8 6.9

C마을 3.5 33.9

D마을 20.7 10.3

E마을 19.7 -

F마을 39.4 -

G마을 47.2 5.7

H마을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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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참여 미 참여

체

소계 450 63.6 36.4

남성 202 61.4 38.6

여성 248 65.3 34.7

연령

49세 이하

소계 108 45.4 54.6

남성 40 40.0 60.0

여성 68 48.5 51.5

50

소계 117 62.4 37.6

남성 48 52.1 47.9

여성 69 69.6 30.4

60

소계 122 67.2 32.8

남성 59 67.8 32.2

여성 63 66.7 33.3

70세 이상

소계 103 79.6 20.4

남성 55 78.2 21.8

여성 48 81.3 18.8

학력

졸 이하

소계 139 71.2 28.8

남성 47 72.3 27.7

여성 92 70.7 29.3

졸

소계 140 72.1 27.9

남성 73 67.1 32.9

여성 67 77.6 22.4

고졸 이상

소계 171 50.3 49.7

남성 82 50.0 50.0

여성 89 50.6 49.4

연 수입

1,200만 원 이하

소계 138 70.3 29.7

남성 56 66.1 33.9

여성 82 73.2 26.8

1,201만～2,400만 원

소계 124 66.1 33.9

남성 66 65.2 34.8

여성 58 67.2 32.8

2,401만～3,600만 원

소계 109 65.1 34.9

남성 42 64.3 35.7

여성 67 65.7 34.3

부표 11.마을 주민 모임 참여 여부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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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참여 미 참여

연 수입 3,600만 원 과

소계 79 45.6 54.4

남성 38 44.7 55.3

여성 41 46.3 53.7

거주
경험

원주민

소계 182 73.1 26.9

남성 126 73.8 26.2

여성 56 71.4 28.6

농 ･읍･면
소재에서 이주

소계 176 60.8 39.2

남성 44 31.8 68.2

여성 132 70.5 29.5

도시지역 이주

소계 92 50.0 50.0

남성 32 53.1 46.9

여성 60 48.3 51.7

농사일

농/임/어업

소계 285 77.9 22.1

남성 144 75.7 24.3

여성 141 80.1 19.9

매 등

소계 107 29.9 70.1

남성 46 19.6 80.4

여성 61 37.7 62.3

무직

소계 58 55.2 44.8

남성 12 50.0 50.0

여성 46 56.5 43.5

농외
소득

농외소득 경험자

소계 157 74.5 25.5

남성 69 73.9 26.1

여성 88 75.0 25.0

농외소득 비경험자

소계 293 57.7 42.3

남성 133 54.9 45.1

여성 160 60.0 40.0

지역

익산

소계 216 60.6 39.4

남성 104 56.7 43.3

여성 112 64.3 35.7

양평

소계 234 66.2 33.8

남성 98 66.3 33.7

여성 136 66.2 33.8

BASE=마을주민 모임 有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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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있다 없다

체

소계 286 37.4 62.6

남성 124 41.1 58.9

여성 162 34.6 65.4

연령

49세 이하

소계 49 28.6 71.4

남성 16 6.3 93.8

여성 33 39.4 60.6

50

소계 73 45.2 54.8

남성 25 48.0 52.0

여성 48 43.8 56.3

60

소계 82 42.7 57.3

남성 40 52.5 47.5

여성 42 33.3 66.7

70세 이상

소계 82 30.5 69.5

남성 43 39.5 60.5

여성 39 20.5 79.5

학력

졸 이하

소계 99 35.4 64.6

남성 34 41.2 58.8

여성 65 32.3 67.7

졸

소계 101 36.6 63.4

남성 49 40.8 59.2

여성 52 32.7 67.3

고졸 이상

소계 86 40.7 59.3

남성 41 41.5 58.5

여성 45 40.0 60.0

연 수입

1,200만 원 이하

소계 97 27.8 72.2

남성 37 24.3 75.7

여성 60 30.0 70.0

1,201만～2,400만 원

소계 82 31.7 68.3

남성 43 37.2 62.8

여성 39 25.6 74.4

2,401만～3,600만 원

소계 71 40.8 59.2

남성 27 48.1 51.9

여성 44 36.4 63.6

부표 12.마을 주민 모임 임원 활동 여부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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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있다 없다

연 수입 3,600만 원 과

소계 36 69.4 30.6

남성 17 76.5 23.5

여성 19 63.2 36.8

거주경험

원주민

소계 133 44.4 55.6

남성 93 44.1 55.9

여성 40 45.0 55.0

농 ･읍･면 소재에서
이주

소계 107 25.2 74.8

남성 14 28.6 71.4

여성 93 24.7 75.3

도시지역 이주

소계 46 45.7 54.3

남성 17 35.3 64.7

여성 29 51.7 48.3

농사일

농･임･어업

소계 222 36.5 63.5

남성 109 41.3 58.7

여성 113 31.9 68.1

매 등

소계 32 50.0 50.0

남성 9 33.3 66.7

여성 23 56.5 43.5

무직

소계 32 31.3 68.8

남성 6 50.0 50.0

여성 26 26.9 73.1

농외소득

농외소득 경험자

소계 117 50.4 49.6

남성 51 54.9 45.1

여성 66 47.0 53.0

농외소득 비경험자

소계 169 28.4 71.6

남성 73 31.5 68.5

여성 96 26.0 74.0

지역

익산

소계 131 42.0 58.0

남성 59 42.4 57.6

여성 72 41.7 58.3

양평

소계 155 33.5 66.5

남성 65 40.0 60.0

여성 90 28.9 71.1

BASE=마을주민 모임 참여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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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농/임/
어업

매/ 업
/서비스직

생산/기능
/노무직

사무/ 리
/ 문직

무직/퇴직
/기타

연
령

49세 이하

소계 124 35.5 17.7 12.1 20.2 14.5

남성 49 38.8 4.1 26.5 24.5 6.1

여성 75 33.3 26.7 2.7 17.3 20.0

50

소계 130 66.2 11.5 12.3 6.2 3.8

남성 54 64.8 9.3 16.7 7.4 1.9

여성 76 67.1 13.2 9.2 5.3 5.3

60

소계 130 78.5 9.2 6.2 - 6.2

남성 64 84.4 3.1 9.4 - 3.1

여성 66 72.7 15.2 3.0 - 9.1

70세 이상

소계 116 61.2 1.7 1.7 - 35.3

남성 60 75.0 1.7 1.7 - 21.7

여성 56 46.4 1.8 1.8 - 50.0

학

력

졸 이하

소계 155 66.5 3.2 3.9 - 26.5

남성 54 75.9 - 7.4 - 16.7

여성 101 61.4 5.0 2.0 - 31.7

졸

소계 150 76.0 7.3 10.0 1.3 5.3

남성 77 79.2 - 16.9 1.3 2.6

여성 73 72.6 15.1 2.7 1.4 8.2

고졸 이상

소계 195 44.1 17.9 10.3 15.9 11.8

남성 96 53.1 10.4 12.5 15.6 8.3

여성 99 35.4 25.3 8.1 16.2 15.2

연
수

입

1,200만 원 이하

소계 152 60.5 5.3 6.6 2.6 25.0

남성 64 65.6 1.6 10.9 3.1 18.8

여성 88 56.8 8.0 3.4 2.3 29.5

1,201만～2,400만 원

소계 136 68.4 8.1 11.0 3.7 8.8

남성 69 71.0 4.3 17.4 2.9 4.3

여성 67 65.7 11.9 4.5 4.5 13.4

2,401만～3,600만 원

소계 121 58.7 13.2 9.1 8.3 10.7

남성 48 66.7 6.3 12.5 10.4 4.2

여성 73 53.4 17.8 6.8 6.8 15.1

부표 13.직업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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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농/임/
어업

매/ 업
/서비스직

생산/기능
/노무직

사무/ 리
/ 문직

무직/퇴직
/기타

연

수
입

3600만 원 과

소계 91 51.6 17.6 5.5 15.4 9.9

남성 46 65.2 6.5 8.7 15.2 4.3

여성 45 37.8 28.9 2.2 15.6 15.6

거
주
경
험

원주민

소계 206 77.7 1.9 6.3 3.4 10.7

남성 146 80.8 1.4 7.5 2.1 8.2

여성 60 70.0 3.3 3.3 6.7 16.7

농 ･읍･면
소재에서 이주

소계 188 57.4 13.8 9.6 3.7 15.4

남성 45 48.9 11.1 28.9 11.1 -

여성 143 60.1 14.7 3.5 1.4 20.3

도시지역 이주

소계 106 33.0 19.8 9.4 17.9 19.8

남성 36 36.1 8.3 13.9 22.2 19.4

여성 70 31.4 25.7 7.1 15.7 20.0

지

역

익산

소계 250 67.2 3.6 9.2 5.2 14.8

남성 124 71.0 3.2 11.3 3.2 11.3

여성 126 63.5 4.0 7.1 7.1 18.3

양평

소계 250 54.0 16.8 7.2 8.0 14.0

남성 103 63.1 5.8 14.6 11.7 4.9

여성 147 47.6 24.5 2.0 5.4 20.4

BASE= 체응답자.



154

사례수
친목

모임

농업인

단체

각종

사회

단체

자원

사

단체

정당 혹은

정치

모임이나

단체

인터넷

커뮤니티

모두

가입하지

않음

체

소계 500 75.0 13.0 6.6 6.8 3.0 5.8 23.2

남성 227 77.5 17.2 6.6 7.5 3.5 4.4 20.7

여성 273 72.9 9.5 6.6 6.2 2.6 7.0 25.3

연령

49세 이하

소계 124 71.8 11.3 3.2 4.0 3.2 14.5 26.6

남성 49 69.4 12.2 - 2.0 - 8.2 28.6

여성 75 73.3 10.7 5.3 5.3 5.3 18.7 25.3

50

소계 130 73.1 17.7 10.0 9.2 3.8 5.4 23.8

남성 54 70.4 18.5 5.6 9.3 3.7 7.4 27.8

여성 76 75.0 17.1 13.2 9.2 3.9 3.9 21.1

60

소계 130 78.5 17.7 9.2 9.2 2.3 3.1 20.0

남성 64 87.5 28.1 14.1 12.5 4.7 3.1 10.9

여성 66 69.7 7.6 4.5 6.1 - 3.0 28.8

70세

이상

소계 116 76.7 4.3 3.4 4.3 2.6 - 22.4

남성 60 80.0 8.3 5.0 5.0 5.0 - 18.3

여성 56 73.2 - 1.8 3.6 - - 26.8

학력

졸 이하

소계 155 71.0 5.8 3.2 5.2 1.3 - 29.0

남성 54 75.9 11.1 5.6 5.6 3.7 - 24.1

여성 101 68.3 3.0 2.0 5.0 - - 31.7

졸

소계 150 82.0 15.3 7.3 6.7 2.7 3.3 16.7

남성 77 84.4 16.9 9.1 9.1 3.9 3.9 14.3

여성 73 79.5 13.7 5.5 4.1 1.4 2.7 19.2

고졸 이상

소계 195 72.8 16.9 8.7 8.2 4.6 12.3 23.6

남성 96 72.9 20.8 5.2 7.3 3.1 7.3 24.0

여성 99 72.7 13.1 12.1 9.1 6.1 17.2 23.2

연
수입

1,200만 원
이하

소계 152 71.1 5.9 3.3 4.6 0.7 1.3 28.3

남성 64 70.3 6.3 3.1 4.7 1.6 1.6 28.1

여성 88 71.6 5.7 3.4 4.5 - 1.1 28.4

부표 14.모임 는 단체 가입 여부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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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친목

모임

농업인

단체

각종

사회

단체

자원

사

단체

정당 혹은

정치

모임이나

단체

인터넷

커뮤니티

모두

가입하지

않음

연
수입

1,201만～

2,400만 원

소계 136 73.5 10.3 5.1 6.6 4.4 4.4 25.7

남성 69 76.8 13.0 5.8 7.2 4.3 2.9 23.2

여성 67 70.1 7.5 4.5 6.0 4.5 6.0 28.4

2,401만～
3,600만 원

소계 121 85.1 13.2 8.3 5.8 2.5 7.4 14.9

남성 48 85.4 18.8 6.3 6.3 4.2 2.1 14.6

여성 73 84.9 9.6 9.6 5.5 1.4 11.0 15.1

3,600만 원
과

소계 91 70.3 28.6 12.1 12.1 5.5 13.2 22.0

남성 46 80.4 37.0 13.0 13.0 4.3 13.0 13.0

여성 45 60.0 20.0 11.1 11.1 6.7 13.3 31.1

거주
경험

원주민

소계 206 81.6 19.4 10.2 10.2 3.9 4.4 16.5

남성 146 84.2 21.9 8.9 11.6 4.8 3.4 13.7

여성 60 75.0 13.3 13.3 6.7 1.7 6.7 23.3

농 ･읍･면
소재에서
이주

소계 188 71.3 7.4 3.7 2.1 1.6 2.7 27.1

남성 45 60.0 6.7 4.4 - 2.2 4.4 37.8

여성 143 74.8 7.7 3.5 2.8 1.4 2.1 23.8

도시지역
이주

소계 106 68.9 10.4 4.7 8.5 3.8 14.2 29.2

남성 36 72.2 11.1 - - - 8.3 27.8

여성 70 67.1 10.0 7.1 12.9 5.7 17.1 30.0

농
사
일

농･임･

어업

소계 303 84.8 19.5 9.9 8.6 3.3 3.0 13.5

남성 153 88.2 25.5 9.8 10.5 5.2 3.3 10.5

여성 150 81.3 13.3 10.0 6.7 1.3 2.7 16.7

매 등

소계 125 59.2 4.8 2.4 4.8 4.0 9.6 37.6

남성 55 60.0 - - 1.8 - 9.1 36.4

여성 70 58.6 8.6 4.3 7.1 7.1 10.0 38.6

무직

소계 72 61.1 - - 2.8 - 11.1 38.9

남성 19 42.1 - - - - - 57.9

여성 53 67.9 - - 3.8 - 15.1 32.1

농외

소득

농외소득

경험자

소계 164 89.0 30.5 15.9 8.5 4.9 10.4 8.5

남성 74 93.2 41.9 16.2 8.1 6.8 10.8 4.1

여성 90 85.6 21.1 15.6 8.9 3.3 10.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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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친목

모임

농업인

단체

각종

사회

단체

자원

사

단체

정당 혹은

정치

모임이나

단체

인터넷

커뮤니티

모두

가입하지

않음

농외
소득

농외소득
비경험자

소계 336 68.2 4.5 2.1 6.0 2.1 3.6 30.4

남성 153 69.9 5.2 2.0 7.2 2.0 1.3 28.8

여성 183 66.7 3.8 2.2 4.9 2.2 5.5 31.7

지역

익산

소계 250 71.6 14.4 8.4 11.2 4.0 4.4 25.2

남성 124 78.2 19.4 9.7 12.9 5.6 4.8 18.5

여성 126 65.1 9.5 7.1 9.5 2.4 4.0 31.7

양평

소계 250 78.4 11.6 4.8 2.4 2.0 7.2 21.2

남성 103 76.7 14.6 2.9 1.0 1.0 3.9 23.3

여성 147 79.6 9.5 6.1 3.4 2.7 9.5 19.7

BASE= 체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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