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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저성장시대의 도래,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복지전달체계
에서의 국가와 시장의 역할 한계 등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 및 마을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호혜, 나눔, 협
동이 있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상당 수준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 재정 수준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제대로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약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
태를 조사하고, 관련 우수사례와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농촌 마을복지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참고자료로 이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농촌 마을복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설문조사를 대행해 준 리서치앤리서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농촌진흥청,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도 감
사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 등에 적
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촌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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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농촌 마을복지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연하고 인간적

인 개입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
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 농촌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

참여, 신뢰, 지역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구나 최근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주
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농촌의 마을복
지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

성화 실태를 조사하고, ②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정책 및 제
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해

외 출장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다.
○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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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농촌주민 300명, 면 단위 사회단체 120개, 이장 1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 초점집단면접(FGI)은 전국의 3개 지역(진안, 거창, 정선)에서 농촌복지

관련 면 단위 공무원,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이장, 면 단위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민간 위원, 귀농인, 새마을부녀회 회장, 자원봉사자, 기타 면
단위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해외 출장조사는 독일의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복지 활성화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2016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독일의 마르
부르크(Marburg)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주민,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자체의 복지 담당자, 농촌복지 관련 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전
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현황
○ 본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

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라고 정의하였다.
<신뢰 정도>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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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정보기술 능력은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사회참여와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
호협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
○ 농촌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체조교실, 무
료급식, 마을공동급식만이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고, 그 외의 사회
복지서비스는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 의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 농촌주민들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은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10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최근 3년 동안에 마을(행정리)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관
련 사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
동복지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은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면 단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관

련 사업과 기타 마을복지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
○ 마을복지 실태를 나타내는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는 94.4%의 응답자가 ‘보
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의 경우에는
92.0%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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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만족도 >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1

0.3

16

5.3

보통이다

112

37.4

대체로 만족한다

157

52.3

14

4.7

300

100.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1

0.3

23

7.7

보통이다

121

40.3

대체로 만족한다

143

47.7

12

4.0

300

100.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이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지역사회공동체의식,

상호협력, 그리고 마을 노령화였고,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정보기술능력, 사회참여, 상호협력, 마을 재산·기
금, 그리고 마을 노령화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②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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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③ 농촌마을복지와 국가복지
와의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경증치매 환자 돌봄,

농한기 마을복지사업의 추진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말벗(정서지원)서비스 확
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제시하였다.
○ 기존 국가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행복꾸러

미사업, 노인공동생활홈,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마실반찬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 마을 고유 복지사업은 마을 공동재산이나 기금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마을복지 지원체

계의 구축,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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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Policy Tasks of Village
Welfare Activation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ural residents’ competence and village welfare activation,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policy tasks of village welfare activation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Method of Research
The major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telephon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overseas field survey,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data.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rural residents. The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20 social organizations.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overseas field survey was conducted
in Germany.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basic direction of village welfare activation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s as follows: ① active uses of rural residents’ competence, ② strengthening socio-economic competence, and ③ 5 types of
policy approaches (ⓐ complementing the blind spot of national welfare, ⓑ

ix

supplementation of areas wher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absolutely insufficient, ⓒ improvement of existing national welfare projects, ⓓ promotion of unique village welfare projects, and ⓔ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complementing the blind spot of national welfare are ① care for mild dementia patients, and ② promotion of village
welfare projects during the non-farming season.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supplementation of areas wher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absolutely insufficient are ① enlargement of talking partner service, and ② provision of community meals during the major farming season.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improvement of existing national welfare
projects are ① happy package business, ② elderly group home, ③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rural elderly, and ④ village side dish service.
A major policy task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promotion of unique village welfare projects is utilizing village property funds.
Major policy tasks to activate the village welfare utilizing the competence of rural residents in the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are ① construction of a national village welfare support system, ② activation of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and ③ improvement of welfare
hub business.

Researchers: Park Daeshik, An Sok, Oh Jeonghu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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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저성장시대의 도래,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복지전달체계
에서의 국가와 시장의 역할 한계 등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및 마을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활 영역에서의 집합적 연대를 지향하는 마을복
지는 농촌복지의 향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농촌주민은 농촌의 지역적 특성(취약한 인프라,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자 등), 농업의 산업적 특성(계절성, 자연조건의 절대적 영향 등)으로
인해서 도시주민들에 비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박대식 외 2012).
마을 및 마을공동체는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호혜, 나눔, 협동이 있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생겨난 소
외, 사회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상당 수준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연 외 2014). 또한 마을 및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농촌의 마을 또는 마을공동체를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면 우리
나라의 낮은 복지 재정 수준으로 인한 문제점과 농촌주민의 다양한 복지욕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약점을 상당히 보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복지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주민의 복지 체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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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농촌 마을복지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간적인
개입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경직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이다(김희연·
김상혁 2014).
이와 관련하여 마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
앙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 사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3. 8. 23.), 안전행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8.)
을 들 수 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 지원조례 추진 사례로는 서울
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진안군 등의 마을 만들기 지원 관련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마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중앙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의 주민
체감형 농촌복지 프로그램,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서울특별시의 마을공
동체 육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농촌주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참
여, 신뢰, 지역공동체의식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상당할 것
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최근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
촌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농촌의 마을
복지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논의나 법률 제
정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농촌복지적인 측면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들은 분석단위를 전국 또
는 도시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나 농업의 산업적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 농촌지역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복지적 측면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더구나 농촌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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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
지 활성화 실태를 조사하고, ②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
이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1. 마을복지 관련 연구
마을복지 관련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홍현미라 외(2012)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접근전략으로서의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략 및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헌 외(2012)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부각되는 경기도형 복지마
을 모형을 개발하여 실현가능한 비전, 추진전략,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중섭과 김동영(2015)은 ‘전북형 마을공동체복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행정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생활권 중심의 마을 단위로

세분화하여 복지수요에 따른 즉각적 대응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을단위
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공유와 재분배를 통해”(이중섭·김동영
2015: 1)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마을복지기금센터 및 마을복지

센터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강병노와 유영림(2015)은 마을 만들기의 이론과 동향을 고찰하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복지마을 만들기의 의미와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중섭과 송용호(2015)는 ‘방문형 마을복지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들은 마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공감복지 마을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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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마을복지기금센터의 설치, 마을복지관 및 봉사단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김형용(2016)은 마을과 복지 결합의 개념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법론을 비교하였으며, 마을의
복지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복지라고 파악하였다.

2.2. 마을공동체 또는 농촌공동체 관련 연구
박정윤 외(2007)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노 돌봄을 구축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고령노인들의 일상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수혜 욕
구를 조사하였다.
송인하(2010)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농촌마을을 발전시키고 재구조화하
는 데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
고,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를 제시하
였다.
김수영 외(2014)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의 성공요
인을 확인하고, 성공요인 간의 인과관계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최인수와 전대욱(2014)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
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희연과 김상혁(2014)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공공복지
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공동체 활동을 복지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공동체 활동의 복지자원화를 위한 기
본방향은 ① 공동체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②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되, 관
여하지 않으며, ③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기홍(2015)은 마을공동체의 특징을 대안적 자발성(alternative spontaneity),
대안적 자족성(alternative self-sufficiency), 대안적 지속성(alternative sustainability)

서 론

5

으로 설명하였다. 대안적 자발성은 구성원들이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스
스로 해결해가는 것을 지칭한다(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모
색하는 것임). 대안적 자족성은 조직화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한층 다양해
진 욕구를 충족시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적 지속성은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행 외(2015)는 경기도의 농촌형 공동체의 발전 유형을 살펴보고, 경
기도의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복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다. 더구
나 농촌의 마을복지 문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분석단위를 전국 또는 도시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을복지’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논의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 농촌지역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복지적 측면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선행연
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복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확실한 차별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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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농촌이란 행정구역상의 면 지역을 말한다. 통계청의 ‘2015
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면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8.0%에
도달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면의 90.6%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기준)이다. 읍 지역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도시의 동 지역과 큰 차이가 없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
촌주민이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칭한다.
마을의 범위는 ‘행정리(법정리) 또는 자연부락’ 또는 2개 이상의 행정리
(법정리)로 이루어진 권역을 기본으로 하되, 민관협력체계 및 복지거버넌

스 구축의 측면에서는 면 단위로도 파악한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
아내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으로 파악하고, 경제
활동 및 소득, 정보기술 및 자격, 사회참여,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마을
주민 간의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2.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범위
와 내용, 연구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이론적
검토를 마을의 개념 정의와 범위, 마을복지의 개념 정의,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이론,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를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현황, ②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
태와 욕구, ③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현황, ④ 실태조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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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를 유형별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으로 나누어 정리하
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관련 법령, 주요 정책 및 사업, 한계 및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
향과 과제를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제7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해외
출장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다.

4.1.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여성가
족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
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외국의 관련 문
헌은 인터넷 검색, 기존 자료 정리 등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조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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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문조사
4.2.1. 설문지
설문지는 농촌주민용, 면 단위 사회단체용, 이장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농촌주민용 설문지는 경제활동 및 소득, 정보기술 및 자격, 사회참여, 신
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사회
교육 수강 경험 및 향후 수강 의사,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정부 건의사항,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부록 1 참조).
면 단위 사회단체용 설문지는 사회단체 관련 기본사항,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주요 활동 현황,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향후 계획, 주요 애로사항 및
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2 참조).
이장용 설문지는 마을(행정리) 관련 기본사항,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주
요 활동 현황,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향후 계획, 마을 운영 관련 사항, 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3 참조).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농촌주민용 설문지는 면 지
역(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한 경남 거창군 가조면 및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 단위
사회단체용 설문지와 이장용 설문지는 초점집단면접(경남 거창군 가조면
및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에 참여한 면 단위 사회단체장(3명), 이장(3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전 조사에서 나온 의견과 본 연구
의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중간검토세미나 등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하
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4.2.2. 조사 방법 및 일정
자료 수집을 위해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는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면 단위 사회단체 및 마을 이장 대상으로는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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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는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위탁하여 이루어졌다.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10개 마을(경기·강원권 2개,
영남권 3개, 호남권 3개, 충청권 2개)을 권역별로 전형적인 평야지역과 중
산간지역이 포함되도록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각 조사 대상 마을(행정리)
의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
여 전체 10개 마을에서 총 300명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표 1-1>.
면 단위 사회단체 대상 전화조사는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
하는 10개 행정리가 속한 10개의 면에 조직되어 있는 사회단체의 장(대표)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0개의 면에서 조사한 사회단체의 수는 120개였
다<표 1-2>. 전화조사에 응답한 사회단체 수가 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면 단위에서 조직되어 있는 사회단체 수의 차이, 면 단위 복지거버넌스의
구축 수준 차이 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 이장 대상 전화조사는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10
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표 1-1> 농촌주민 면접 설문조사 대상 마을 및 조사 완료 수
단위: 명
권 역

농촌주민 면접 설문조사 대상 마을

경기·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합 계

조사 완료 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30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30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30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3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

30

전남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30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30

전북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30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30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3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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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화조사를 실시한 면 단위 사회단체 수
단위: 개
권 역

사회단체 대상 전화조사 대상 면

경기·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조사 완료 사회단체 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7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26

경남 거창군 가조면

23

경남 함양군 휴천면

5

경북 상주시 사벌면

7

전남 영광군 묘량면

17

전북 부안군 하서면

15

전북 진안군 마령면

8

충남 서천군 마서면

6

충북 단양군 영춘면

6

합 계

120

4.2.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농촌주민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42.3%, 여성
이 57.7%이며, 연령은 ‘70대 이상’이 45.0%로 가장 많고, 60대가 24.0%,
50대가 21.3% 순이었다. 응답 가구의 80.7%는 농가였으며, 가구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3.7%로 가장 많았다. 동거 가족 수(본인 포

함)는 2명이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명(32.0%)이었다. 귀농·
귀촌을 한 사람은 14.7%였고, 학력은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이하’는
47.3%이었으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5.3%, 사별이 31.7%순이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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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응답 농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성별

연령

농가 여부

빈도

비율

남성

127

42.3

여성

173

57.7

40대 이하

29

9.7

50대

64

21.3

60대

72

24.0

70대 이상

135

45.0

농가

242

80.7

58

19.3

비농가
1,0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귀농·귀촌 여부

학력

결혼 상태

161

53.7

1,000만~3,000만 원 미만

91

30.3

3,000만 원 이상

48

16.0

1명

96

32.0

2명

141

47.0

3명

29

9.7

4명 이상

34

11.3

예

44

14.7

아니오

256

85.3

무학

69

23.0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73

24.3

중학교 졸업

57

19.0

고등학교 졸업

73

24.3

전문대학 졸업 이상

28

9.4

미혼

3

1.0

기혼

196

65.3

사별

95

31.7

6

2.0

이혼·별거

□ 면 단위 사회단체

면 단위 사회단체(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노인회, 새마을부
녀회, 이장협의회, 각종 자원봉사단체 등)의 창립연도를 살펴보면,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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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전’이 43.3%로 가장 많았고, 2000년대(25.8%), 1990년대(17.5%) 순
이었다<그림 1-1>.
면 단위 사회단체의 정규회원 수는 ‘21～40명 이하’가 35.0%, ‘20명 이
하’가 29.2%, ‘61명 이상’이 24.2%이고, 평균 정규회원 수는 79.2명으로
나타났다<그림 1-2>.
면 단위 사회단체의 활동 빈도는 ‘1개월에 1회’가 32.4%로 가장 많았고,
‘3개월(분기)에 1회’가 27.5% 순이었다<그림 1-3>.

면 단위 사회단체의 주요 설립 목적은 ‘사회봉사’가 42.5%로 가장 많았
고, ‘친목 및 사교’(17.5%), ‘주민화합’(13.3%) 순이었다<그림 1-4>.
<그림 1-1> 면 단위 사회단체의 창립연도

자료: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그림 1-2> 면 단위 사회단체의 정규회원 수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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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면 단위 사회단체의 활동 빈도

~

~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그림 1-4> 면 단위 사회단체의 주요 설립 목적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4.2.4.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평균 차 검증, 회귀분석 등
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FGI)은 전국의 3개 지역1에서 농촌복지 관련 면 단위 공무
원,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이장,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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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새마을부녀회 회장, 자원봉사자, 기타 면 단위 사회단체장 등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① 농촌에서의 마을의 범위, ②
농촌에 있어서 ‘마을복지’란 무엇인가?, ③ 기존의 국가복지나 시장에 의
한 복지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④ 도시와 구별되는 농
촌의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 영역과 대상, ⑤ 농촌의 ‘마을
단위’로 시급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⑥ 농촌의 마을복
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자원, ⑦ 면 단위 지역에서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조직, 지역공동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
체, ⑧ 농촌복지 부문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의 사회문제, ⑨ 농
촌의 마을복지 활성화에 있어서 여성이 특히 기여할 수 있는 영역, ⑩ 농
촌의 마을복지와 관련한 지역의 우수사례 등이다.
<표 1-4> 초점집단면접의 지역 및 대상
권역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1

지역

전북 진안군 마령면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면접일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2016. 5. 19.

농촌복지 담당 공무원 2명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1명
마을 만들기 활동가 1명
귀농인 1명

2016. 6. 18.

농촌복지 담당 공무원 2명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1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위원 1명
마을 이장 1명
자원봉사단체 회장 1명

2016. 7. 14.

농촌복지 담당 공무원 2명
농촌복지 현장 전문가 1명
민간 사회복지관 실무자 1명
이장협의회 회장 1명
마을 이장 1명
새마을부녀회 회장 1명
여성방범대 대장 1명

호남권 , 영남권 , 강원권에서 농촌복지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면 지역을 각각 1개씩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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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집단면접은 총 3회(1회에 5～8명)를 실시하였다. 즉, 초점집단면접
을 실시한 지역은 총 3개소(전북 진안군 묘량면,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강원
도 정선군 화암면)이다<표 1-4>.

4.4. 해외 출장조사
독일 농촌의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복지 활성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
구자가 2016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독일 헤센주의 마부르크(Marburg)
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마부르크에서는 쇤슈타트(Schὅnstadt)마을, 도
테넨펠더 호프(Dottenenfelder Hof) 공동체, 멩스베르크(Mengsberg)마을,
‘마부르크 환경, 에너지, 농업, 소비 보호국’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

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4.5.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주민,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
체, 지자체의 복지 담당자, 농촌복지 관련 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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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사전적 의미(예를 들면, 인터넷 다음사전)에서 ‘마을’이란 ‘주로 시골에
서, 여러 집이 한 데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을은 주로 ‘가
다’, ‘다니다’, ‘오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이웃에 놀러가는 일을 지칭한다.
그러나 마을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개념 정의되어 왔다.
이노우에 유키코(2009: 41)는 마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역 지도”라고 보았다.
김기홍(2014: 95)은 마을을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비교적 독립된 모듬
살이의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에 바탕한 공동
운명체로서 특별한 연대감과 역사성 등을 갖는 단위”로 정의하였다.
최길수(2014: 9)는 마을을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으로서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동’보다
훨씬 작은 규모를 가지며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란 “농촌이든 도시든 일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과 유대감
을 갖는 공동체(community)의 단위”라고 정의하였다(최길수 2014: 11).
유창복(2016: 10)은 마을을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
연하고, 궁리하고, 협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
망”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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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2016: 74)는 마을이란 “생활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곳으로, 주거·육아·의료·돌봄 등이 이뤄지고 생활문화·스포츠
가 향유되는 공간”이며, “사람들이 면대면(face-to-face)으로 직접 만나 생활
속의 요구와 바람을 함께 제기하고 해결하는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마을과 유사한 개념인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
져 왔다. 이선우 외(2013: 16)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마을공동체의 주요 3
대 조건은 관계망(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
계망), 소통범위(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 적
정규모(행정구역 최소단위인 ‘동’보다 작은 규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이나 조례 등에서 조금씩 다르
다(최인수·전대욱 2014). 예를 들면,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동
체활성화지원법안｣의 제2조에 따르면, 지역공동체란 “통·리 또는 읍·면·동
단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
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그 밖에 안전·교육·문화·복지·환
경·소득향상 등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
민조직”이다. 그리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를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
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
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
성 수단도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즉, 마을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민들의 자발적 참여이다(김기홍 2014; 전병관 2015).
그런데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마을의 범위는 도농별로 상이하다. 도시에
서는 ‘같은 동이나 통 또는 아파트’를 우리 마을(동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농촌은 ‘행정리(법정리) 또는 자연부락’을 우리 마을(동네)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변미리 2011; 전병관 2015).
그리고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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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안｣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농촌마을이란 ①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같은 법 제4조의 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②
읍·면 지역 또는 동·리가 둘 이상 묶인 권역, ③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
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
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마을의 범위에 관한 논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으나 대체
로 마을복지 추진에서 바람직한 마을의 범위는 자연부락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소속감, 정서, 역사 등의 측면에서 동질감을 공유한 자연부락이 마
을복지 추진에서 기초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
에서 행정리, 권역, 또는 면 단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복지사업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마을의 범위를 행정리를
기본으로 설정한 후에 행정리 안의 자연부락, 생활권역, 면 단위 등을 추가
적으로 고려하여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촌복지
전문가 B씨는 마을을 한 가지 양태로 기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지역 여
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마을복지의 개념 정의

마을복지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옥채(2014: 244)는
지역사회(마을) 차원의 사회안전망(복지)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꾸려
진 마을과 이웃들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공동체운동이 지역복지의 출발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과 민이
만나 복지거버넌스를 함께 꾸려야 마을 중심의 복지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
다는 것이다(최옥채 2014).
김상돈(2014)과 전병관(2015)에 따르면, 마을복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을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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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회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교훈(2015: 22)은 마을복지를 “마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
건이 조성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유창복(2016: 10)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웃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고 스스로 직접 ‘나서야’ 시민단체들도 힘을 받고, 국가도 허투루 하지 못
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마을이
혁신의 불씨이고, 희망미래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영배(2016)는 마을복지를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의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자존의 가치를 고양하며 공동체의 유대와 결속 및 안전
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마을복지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
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복지’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① 마을복지는 마을 안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생적 복지다. ② 마을복지는 마을주민들이 상부상조하는 것
이다. ③ 마을복지는 마을에서 인정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④ 마을
복지는 우물복지다(행정에서 마중물을 주면 펌핑은 마을주민이 해야 한다.
⑤ 마을복지는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를 마을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이다. ⑥ 마을복지는 내가 늙어 일을 할 수 없어도, 마을이 나를 먹여 살려
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다(노동력을 상실해도 마을
에서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다). ⑦ 마을복지는 마을
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⑧ 마을복지는 정신적 불
안 심리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마을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 간의 상부상조이며, 주민은

복지의 대상자이자 공급자(주체)라는 것이다. 즉, 마을복지에서 중요한 것
은 마을주민이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의견 등을 감안
하여, 본 연구에 있어서 마을복지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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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민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마을 및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며, 이웃과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이론

3.1. 복지사회의 개발
복지사회(welfare society)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대조되는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 복지국가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의 사회
복지 공급을 뜻하는 데 반해서, 복지사회는 국가의 강제성보다 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를 중시한다(김영종 편 2014).
복지사회의 개발은 개별주의적 방식의 복지국가나 자유주의 복지 공급
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 평가된다(김영종 편 2014). 그러므로 지역과 공동
체를 사회복지 공급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다. 복지사회의 개발은 개별주
의적 접근과 구별되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복지사회의 개발이 제도주의적 복지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
고, 복지국가들에서 드러났던 부정적 측면(과도한 복지 의존과 비효율성,
그로 인한 활력의 쇠퇴 등)에 대한 반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사회의 개발은 지역이나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개발 또는 지역복
지 접근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복지사회의 개발 프로그램 추진 방법에는 ①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복지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② 지역사회의 잠재적인 자원을 발
굴하고, 제도 이외의 방법을 활용하여, ③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자발적이며 협력적인 행동주체를 조직하고,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
의 참여 및 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감
과 동시에, ⑤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고 문제해결의 성과를 높여,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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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지사회 형성에 기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것 등이 있다
(김영종 편 2014).

3.2. 제3의 길
‘제3의 길’은 전통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와 신자유주의(제2의 길)의 한

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기
든스(Anthony Giddens)이다. “제1의 길은 자신의 강점인 평등에서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개인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냈
고, 제2의 길은 시장물신주의로 인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져 자신의 존재
기반이 붕괴하고”(유범상 2012: 57) 있기 때문에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제3의 길’은 전통 사회민주주의가 잃어버린 개인과 신자유주의
가 파괴한 공동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유범상 2012).
‘제3의 길’의 핵심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다. 즉,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수급자들에게 복지 의존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조장
하여 사회적 빈곤을 영속시키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조성철·
김보기 2013). 기든스는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을 낮추지 않고 국가가 시
민생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기는 하되, 그 초점이 복지의존을 조
장하는 각종 급여의 제공으로부터 자조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으로 옮겨져야 한다”(조성철·김보기 2013: 92)고 주장하였다. 즉, ‘제3의
길’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허용한다(유범상 2012).
기든스는 복지는 수혜자가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
(human capital)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기든스는 ‘사회투자

국가’를 강조하였다. 사회투자국가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
는 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유범상 2012: 61)를 지칭한다. 기든스
는 “기존의 복지국가 형태를 복지사회 형태로 전환하고, 복지제도가 시민사
회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최대욱 외 2010: 203)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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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복지
최일섭과 이현주(2006: 25)에 따르면, 지역복지는 “전문 혹은 비전문 인
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
을 의미한다.
최근 지역복지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지향 복지 및 복지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을(공동체)지향 복지는 마을구성원(주민, 기관, 조직)이 마을
의 일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를 이루며, 복지(행복하고
안녕한 상태)를 이루는 방법과 관점을 의미한다(백명희 2016). 복지관의
주요 사업을 마을주민의 참여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배치하고, 기존의 복
지시설이 주민 주도성을 갖고 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
려고 노력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사
회복지관의 정의 및 원칙에서 지역사회, 주민, 주민조직, 마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조혜진·유동철 2014: 164)이라고 판단된다.

3.4. 국가복지에서 마을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병관(2015)은 기존의 시장 중심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 패러다
임을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
을(동네) 관계망을 활용하여 복지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 수혜자를 단순히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생활의 주체로
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자원을 전
달받는 복지 수혜자가 생활의 주체로서 자존감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이웃이 서로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공감한 만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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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우에 유키코(2009: 37)는 커뮤니티 케어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지역 스스로가 케어를 창조하고 제공하며 적절하게 작동시켜 가면
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care by the community, care for the
community)”이라고 보고, “우리들과 돌봄서비스의 관계는 통상적으로 커

뮤니티 안에서의 돌봄(care in the community)이었을 뿐, 커뮤니티에 의한
돌봄, 커뮤니티를 위한 돌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4.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발’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사회(welfare society)’
는 국가의 강제성보다는 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를 중시한다. 따라서 ‘복
지사회의 개발’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의 복지 공급을
뜻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대비된다. 그러나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발’이 제도주의적인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의 마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국가에서 제공하
는 복지서비스를 회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마
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농촌의 마을주민은 복지의 수혜자이자 주체로 파악된다. 따
라서 농촌의 마을주민은 국가복지의 단순한 시혜 대상이 아니라 마을복지
의 향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마을주민이 생활의 주체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
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

1.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현황

1.1. 사회경제적 역량의 개념 정의
역량(力量)의 사전적 의미(인터넷 다음사전)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이다. 그러나 역량(competency)의 개념 정의는 국내외의 학자
들에 따라서 다양하다.
McClelland(1973)는 역량을 개인의 성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행동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윤정일 외(2007)는 역량을 정의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차원들로 ① 역량
의 대상(개인의 역량과 집합적 역량), ② 역량의 적용범위(일반적 역량과
구체적 역량), ③ 역량의 수준(수월성과 최소 요구 능력), ④ 역량의 도출방
식(수행자 중심과 과제 중심)을 강조하였다.
유학렬 외(2008)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이봉주 외(2009)는 인적역
량을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행동적 역량, 정서적 역량을 포함하는 광
의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인적역량의 구성요소로 신체적 건강, 인
지적 역량, 의사소통(언어발달), 정서적 건강,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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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2011)는 역량을 사회적 환경에 걸맞게 살아가는 능력으로 파악
하였다. 김혜영과 이숙정(2012: 15)은 “역량이란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능력과 복잡한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함하는 직무에 국
한된 구체적 능력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있어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
적 역량을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주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1.2. 지역 및 지역사회(공동체) 역량
지역역량은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에 공유된 정체성, 의사소통의 원활함,
상호신뢰, 평등한 참여 등을 기초로 형성되는 결속과 통합을 의미한다
(Putnam 1993). Goodman 외(1998)는 지역역량을 지역공동체가 사회문제

를 파악하여 해결해가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Chaskin 외(2001)는 지역역량
의 특성을 지역공동체 인식(의식), 지역공동체 몰입, 문제해결 능력, 자원
동원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신예철(2012)은 지역공동체 역량을 개인역량, 참여역량, 관계역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예철(2012)은 해외 연구에서 지역공동체 역량 관련
개념을 ① 주민참여의 강조, ② 신뢰,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및 파
트너십 강화, ③ 지역사회의 실재적, 잠재적 자산 중심, ④ 공동체 문화(지
역문화), ⑤ 물적·인적·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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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경제적 역량의 측정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개인 차원의 기초적인 역량과 지역사회
와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개인 차원의 기초적인 역량으로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보기술 능력 등을 들 수 있다(김준태 2015; 조영숙 외 2008).
지역사회와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역량에 관해서 살펴보면, 정민수
와 조병희(2012)는 주민 수준의 지역사회역량을 7가지 영역의 총 42문항(사
회적지지 3문항, 사회적 접촉 4문항, 사회적 참여 6문항, 지역사회참여 4문
항, 제도 신뢰 2문항, 개인 신뢰 2문항, 지역사회 정체성 5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최경옥(2015)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역량의 사회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
다. 리신호 외(2014)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주민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리더십, 갈등의 측면에서 척도를 개발하
였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량 측정은 사회참여, 신뢰, 지역공동체의식, 사
회적 지지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경제활동과 소
득, 정보기술 및 자격, 사회참여,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호협력(사회적
지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4.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의 보유 실태
1.4.1. 경제활동과 소득
경제활동과 소득 측면의 주민역량은 직업, 가구 유형, 가구소득을 중심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응답자의 71.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무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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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도 1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응답자의 9.3%는 부업을
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은 농가(전업농가 및 겸업농가)가 80.7%, 비농가가
19.3%로 나타났다<그림 3-2>. 가구소득은 응답 가구의 53.7%가 ‘1,000만

원 미만’이었다. 가구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따라서 농촌주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량
은 대체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응답자의 직업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그림 3-2> 가구 유형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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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가구소득(2015)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1.4.2. 정보기술 및 자격
농촌주민의 정보기술 능력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 이상(67.7%)이 컴퓨터 및 문서 작성 능력이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

고 응답하였고, 인터넷 검색은 응답자의 60.0%가 능력이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은 응답자의 53.3%가 능력

이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1>. 정보기술 능력 평
균은 6.61(15점 만점)로 낮은 수준이며, 절반 이상(57.7%)의 응답자가 6점
이하로 나타났다.
`아무 자격증이 없다는 응답자가 42.9%(51.0%)였다. 기능사·기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
<표 3-1> 정보기술 능력
부문

단위: %

능력 수준
매우 부족

부족
8.0

보통

충분

14.7

13.3

매우 충분

컴퓨터로 문서 작성

59.7

인터넷 검색

52.0

8.0

13.0

19.3

7.7

스마트폰 사용

43.3

10.0

14.3

24.3

8.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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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 희망 자격증은 자동차운전 면허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순이었고, 취득 희망 자격증이 없다는 응답자는 83.3%였다.

1.4.3. 사회참여
사회단체 활동의 참여비율(보통 참여, 적극 참여)은 마을 관련 단체
(73.0%)와 친목 및 사교 단체(65.7%)는 높은 데 반해서, 종교단체, 경제활

동단체, 문화·여가·취미·스포츠단체, 사회봉사단체, 시민사회 또는 정치 관련
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3-4>.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사회단체 참여율(복수응답)은 친목·사교단체(75.6%),
취미·스포츠·레저단체(35.2%), 종교단체(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어촌(읍·면부)주민의 사회단체 참여율(복수응답)은 친목·사교단체(74.7%),
취미·스포츠·레저단체(27.2%), 종교단체(25.4%) 순이었다(통계청 2015).
<그림 3-4> 사회참여 활동
참여 안함

보통

참여함

마을 관련 단체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경제활동 단체
문화/여가/취미/스포츠단체
사회봉사단체
시민사회 또는 정치 관련 단체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단위: %, N=300, 5점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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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주민
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활동은 친목 및 사교단체 활동(21.3%), 문화·여
가·취미·스포츠단체 활동(17.0%), 마을 관련 단체 활동(10.7%) 순이었다
<그림 3-5>.
<그림 3-5> 참여 희망 활동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1.4.4.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나의 이웃 사람, 우리 마을 사람, 우리 마을 지도자, 우리 면의 공무원,
우리 면의 사회단체는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질문한 결과, 믿을 만하다(대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나의 이웃 사람(91.3%), 우리 마을 사
람(89.3%), 우리 마을 지도자(83.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 면의 공무원과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각 각 78.0%와 78.7%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3-6>.
농촌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의식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하여 질문한 결
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지역공동체의식은 평균 43.39점
(총점 50점 만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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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신뢰 정도
부정

보통

긍정

(단위: %, N=300, 5점 평균점수)

우리 마을 사람
나의 이웃 사람
우리 마을 지도자
우리 면 공무원
우리 면 사회단체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그림 3-7> 지역공동체의식
부정

보통

긍정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음
마을 사람들을 좋아함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함
마을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음
마을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
우리 마을을 좋아함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픔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낌
마을 구성원이라고 느낌
마을에 자부심을 느낌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단위: %, N=300, 5점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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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면 지역 응답자의 공
공동체의식의 평균점수(5점 만점)는 3.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5점
만점에 4점 이상)보다 다소 낮았다(농촌진흥청 2015).

1.4.5. 상호협력
마을주민의 상호협력에 관한 6개 문항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마을에서 쉽게 돈을 빌
릴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3-8>.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 응답자(전국)는 76.8%(농
어촌은 75.5%)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경우(면 지역)는 88.7%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15).

<그림 3-8> 마을주민들의 상호협력
부정

보통

아파서 병원 가야할 경우 도와줄 사람
응급사태로 일주일 정도 머물 곳 마련
아플 때, 집안일 도와줄 사람
며칠동안 집을 비워야할 때, 집을 돌봐줄
가전제품/기계 수리 도와줄 사람
급하게 돈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긍정

(단위: %, N=300, 5점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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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사회경제적 역량의 연령집단 간 비교
사회경제적 역량의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집단을
‘64세 이하의 비노인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다.

□ 경제활동과 소득

직업의 경우, 비노인집단은 농림어업(74.3%), 자영업(8.1%), 생산·기능직
(5.1%) 등의 순이었으나, 노인집단은 농림어업(68.9%), 무직·퇴직(18.9%),

가정주부 (11.0%) 순으로 나타나 비노인집단의 직업이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가구 유형의 경우, 비노인집단은 전업농가 66.9%, 겸업농가 21.3%, 비농
가 11.8% 순이고, 노인집단은 전업농가 72.0%, 겸업농가 2.4%, 비농가
25.6%로 나타났다. 즉, 비노인집단은 노인집단에 비해서 겸업농가가 많고,

노인집단은 비노인집단에 비해서 비농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비노인집단은 ‘1,000만 원 미만’이 30.1%, ‘1,000만～
3,000만 원 미만’ 40.5%, ‘3,000만 원 이상’이 29.4%로 나타나 소득 분포

가 다양한 데 반해서, 노인집단은 ‘1,000만 원 미만’이 73.2%, ‘1,000만～
3,000만 원 미만’ 22.0%, ‘3,000만 원 이상’이 4.8%로 나타나 소득분포가
‘1,000만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소득 측면에서 볼 때 노인집단의 역량은 비노인집단
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보기술과 자격

정보기술 능력에 있어서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서 평균 차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정보기술 능력은 각 부문(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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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사용)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를 5점 척도(매우 부족 1점, 부족 2점, 보통 3점, 충분 4점, 매우 충분 5점)
로 질문하여 3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합계하였다. <표 3-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비노인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서 정보기술 능력이 2배 이상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능력 제고에 있어서 노인집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2> 연령집단 간 정보기술 능력의 차이
집단

정보기술 능력
명(N)

평균(M)

표준편차 (SD)

비노인

136

9.34

3.58

노인

164

4.35

2.74

t
13.655***

*** p < .001

□ 사회참여

사회참여도에 있어서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균 차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사회참여도는 각 부문의 사회참여 (종
교단체, 친목 및 사교단체, 문화·여가·취미·스포츠단체, 사회봉사단체, 마
을 관련 단체, 시민사회 또는 정치 관련 단체, 경제활동 단체)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5점 척도(전혀 참여하지 않음 1점, 별로 참여하지 않음
2점, 보통 정도로 참여함 3점, 적극적으로 참여함 4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

여함 5점)로 질문하여 7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합계하였다. <표 3-3>에 나
타나 있는 바와 같이 비노인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서 사회참여도가 상당
히 더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사회참여는 각종 단체에 참여를 하는 경
우로, 신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비노인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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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령집단 간 사회참여도의 차이
집단

사회참여도
명(N)

평균(M)

표준편차 (SD)

비노인

136

18.06

6.33

노인

164

14.08

5.54

t
5.807***

*** p < .001

□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신뢰도에 있어서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
균 차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주요 대상(나의 이웃 사람, 우리
마을 사람, 우리 마을의 지도자, 우리 면의 공무원, 우리 면의 사회단체)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질문하여
5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합계하였다. <표 3-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비

노인집단보다 노인집단이 신뢰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인집단이 비노인집단에 비해서 마을 및 지역에 더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3-4> 연령집단 간 신뢰도의 차이
집단

신뢰도
명(N)

평균(M)

표준편차 (SD)

비노인

136

20.74

2.98

노인

164

21.51

2.80

t
-2.322*

* p < .05

지역공동체의식에 있어서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서 평균 차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은 우리 마을에서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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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여 10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합계하였다. <표 3-5>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지역공동체의식은 노인집단이 비노인집단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3-5> 연령집단 간 지역공동체의식의 차이
집단

지역공동체의식
명(N)

평균(M)

표준편차 (SD)

비노인

136

42.99

4.72

노인

164

43.73

4.53

t
-1.368

□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정도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정도에 있어서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균 차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정도는 상호협력에 관한 6개 문항에 대한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
점)로 질문하여 6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합계하였다. <표 3-6>에 나타나 있
는 바와 같이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정도는 비노인집단이 노인집단보다 약
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3-6> 연령집단 간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정도 차이
집단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정도
명(N)

평균(M)

표준편차 (SD)

비노인

136

23.23

4.53

노인

164

22.69

4.24

t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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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는 ① 소득 및 경제활동 관
련 서비스, ② 보건의료서비스, ③ 의식주 관련 서비스, ④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⑤ 사회교육, ⑥ 농촌마을에서 중점 추진 요망 복지 영역과 대상,
⑦ 농촌의 마을 단위로 시급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⑧ 서

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⑨ 농촌 마을복지의 사각지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1.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는 기초연금, 생계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
업, 직업훈련·취업 상담 및 알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득 및 경제
활동 관련 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기초연금(54.3%), 노인일자리사업(12.3%)
순으로 많았다. 향후 이용 의사는 기초연금(89.0%), 생계비 지원(46.7%),
노인일자리 사업(42.7%) 순이었다<그림 3-9>.
<그림 3-9>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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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비 지원,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노인돌보비
서비스, 건강·체조교실, 병원 동행 서비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건강·체조교실이
1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노인돌보미 서비스(6.3%), 의료비 지원
(6.0%) 순이었다. 향후 이용 의사는 의료비 지원(67.3%), 건강·체조교실
(46.7%), 치매진단·예방 프로그램(39.0%) 순으로 높았다<그림 3-10>.
<그림 3-10>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2.3. 의식주 관련 서비스
의식주 관련 서비스에는 주택 관련 서비스, 물품 지원, 도시락(또는 반찬)
배달 서비스, 무료급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장보기 대행, 이동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의식주 관련 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무료급식(16.7%), 농번기 마
을공동급식(15.3%), 주택 관련 서비스(5.7%), 물품 지원(5.3%) 순으로 나타
났다. 향후 이용의사는 주택 관련 서비스(45.7%), 물품 지원(35.0%),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28.0%), 무료급식(23.7%), 이동세탁(19.0%) 순이었다<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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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의식주 관련 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2.4.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는 교통수단 지원, 생활상담, 말벗 서비스, 글쓰기 및
독서교실 등이 있다.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아주 낮았는데 교통
수단 지원(6.3%), 말벗 서비스(5.0%) 순이었다. 향후 이용 의사는 교통수단 지
원(58.7%), 말벗 서비스(22.0%), 생활상담(12.3%) 순이었다<그림 3-12>.
<그림 3-12>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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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교육
사회교육에는 농업기술교육, 문해교실, 인문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직업
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스포츠·건강교육 등이 있다. 사회
교육의 수강 경험은 농업기술교육(29.3%), 스포츠·건강교육(22.3%), 정보
화교육(19.3%) 순으로 높았다. 사회교육의 향후 수강 경험은 스포츠·건강
교육(45.3%), 정보화교육(38.3%), 농업기술교육(32.7%) 순으로 높았다<그
림 3-13>.
<그림 3-13> 사회교육 수강 경험 및 향후 수강 의사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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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촌마을에서 중점 추진 요망 복지 영역과 대상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농촌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해야 할 복지 영역과 대상은 ① 한부모가족, ② 조손가족, ③ 독거노인,
④ 다문화가족 자녀, ⑤ 정신질환자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 현장에서는 일

반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었다. 이 밖에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마을주
민들의 복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2.7. 농촌의 마을 단위로 시급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농촌의 마을 단위로 시급하게 공
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반찬 배달 서비스가
시급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과 같이 시·군청 소재지에서
마을로 반찬을 배달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다음은
마을의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여 5～6명의 독거노인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의 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마을 어르
신들이 중심이 되는 식탁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농촌의 마을 단위로 시급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① 귀
농·귀촌인과 원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② 마을공동체의식을 제
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③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 ④ 마을 및
면 단위의 민간 복지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강조되었다.

2.8. 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
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치매 진단·예
방 프로그램,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순으로 높았다. 기초연금, 말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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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보기 대행은 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
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4>.
<그림 3-14> 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농촌 마을복지의 사각지대를 살
펴보면, 먼저 정서적 교감이나 사회적 지지 관련 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
타났다. 문화바우처의 경우, 산간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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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노인에 비해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토론의 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와 응급의료가 특히 사각지대이며, 농한기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현황
3.1.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경험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은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10
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근 3년 동안에 마을(행정리)에
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노인복지
사업, 여성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기타
마을복지 관련 사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잔치(90.0%), 건강·체조교실(80.0%), 물품지원(70.0%), 도시락(또는 반찬)
서비스(70.0%), 생활상담(70.0%), 노인일자리 제공(60.0%), 청소·세탁 지원
(60.0%), 생계비 지원(50.0%), 주택 관련 서비스(50.0%) 순이었다.

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복지사업은
여성농업인 지원(60.0%), 결혼이민여성 정착 지원(10.0%), 여성문제 상담
(10.0%) 순이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복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지원
(20.0%), 지역아동센터 운영(20.0%), 소년소녀가장 지원(20.0%) 순이었다.

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복지사업
은 장학사업(50.0%)이었고,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보조장비 지원(40.0%),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및
지원(30.0%), 장애인 교통편 지원(20.0%) 순이었다.
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타 마을복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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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은 마을잔치 또는 마을축제 지원(90.0%), 양곡 지원(80.0%), 마을
청소 및 환경보호(80.0%), 김장김치 지원(70.0%), 마을관광 지원(60.0%),
주민교육(60.0%) 순이었다.

3.2. 면 단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실태
3.2.1. 마을복지 관련 활동 경험
면 단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은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기타 마을복지 관련 사업

<그림 3-15>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복지사업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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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귀 사회단체에서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
고 있는 복지사업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였다.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잔치, 물품
지원, 주택 관련 서비스, 청소·세탁 지원,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지원, 무료급
식 순으로 많았다<그림 3-15>.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
복지사업은 여성농업인 지원, 결혼이민여성 정착 지원 순이었다<그림 3-16>.
<그림 3-16>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복지사업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복지사업은 불우 아동 결연
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순이었다<그림 3-17>.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 경
험이 있는 청소년복지사업은 장학사업, 청소년 선도 순이었다<그림 3-18>.
<그림 3-17>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복지사업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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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복지사업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그림 3-19>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그림 3-20> 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타 마을복지사업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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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위 사회단체가 참여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 결연 후
원,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및 지원 순이었다<그림 3-19>. 면 단위 사회단
체가 참여 경험이 있는 기타 마을복지사업은 마을잔치 마을축제 지원, 마
을청소 및 환경보호, 김장김치 지원 순이었다<그림 3-20>.

3.2.2. 면내 사회단체와 연계한 농촌복지 사업 추진 경험
‘귀 사회단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면내의 다른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농

촌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는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가 59.2%로 가장 많았고, ‘7번 이상 추진하였
다’가 20.8%, ‘1～2번 추진하였다’가 13.3% 순이었다<그림 3-21>.
<그림 3-21> 면내 사회단체와 연계 농촌복지사업 추진 경험

자료: 본 연구의 면 단위 사회단체(120개) 설문조사 결과.

3.3.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
3.3.1.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 실태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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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의 질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
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를 조사하였다. 자신의 전반적 삶의 질에 대
해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6%,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37.4%,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
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7.0%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전반적 삶
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 3-7>.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는 자신이 사는 마을 및 지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
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를 조사하였다.
마을복지의 전반적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
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0%,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40.3%,
<표 3-7> 삶의 질 만족도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16
112
157
14

0.3
5.3
37.4
52.3
4.7

합계

300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표 3-8>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3
121
143
12

0.3
7.7
40.3
47.7
4.0

합계

300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50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51.7%로 나타났

다. 마을복지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보
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 3-8>.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하는
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은 도시민(응답자 수 1,500
명)은 64.8%인 데 비해서 농업인(응답자 수 1,064명)은 34.7%로 나타났다
(김동원·박혜진 2015).

3.3.2. 마을복지와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관계 분석
□ 마을복지 수준과 가구소득의 관계

마을복지와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마
을복지 지표인 주민들의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를 기준으
로 조사한 10개 마을의 마을복지 서열을 매겼다. 두 지표 서열의 합이 가
장 낮아서 마을복지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2개 마을(60명)과 두 지표 서
열의 합이 가장 높아서 마을복지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2개 마을(60명)을
비교하였다.
<표 3-9> 마을복지 수준과 가구소득의 관계
가구소득

단위: 명, %

마을복지 수준
높은 마을

낮은 마을

16(26.7)

25(41.7)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8(13.3)

28(46.7)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6(10.0)

2(3.3)

500만 원 미만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2(3.3)

2(3.3)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9(15.0)

2(3.3)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9(15.0)

0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9(15.0)

1(1.7)

5,000만 원 이상
합계

1(1.7)

0

60(100.0)

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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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은 소득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반면에
마을복지 수준이 낮은 마을은 대부분 응답자(88.4%)의 가구소득이 1,000
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마을주민의 경제적 역량이 마을복지 수
준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3-9>.

□ 마을복지 수준과 정보기술 능력의 관계

정보기술 능력(5점 척도) 부분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스
마트폰 사용 모두에서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은 3점 정도로 보통 정도
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마을복지 수준이 낮은 마을은 1.9점 정도로 상당
히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표 3-10> 마을복지 수준과 정보기술 능력의 관계
단위: 점
문서작성

인터넷검색

스마트폰

평균

높은 마을

마을복지 수준

3.1

2.9

3.1

3

낮은 마을

2.2

2

2.2

1.9

□ 마을복지 수준과 사회참여의 관계

사회참여는 7개 영역에서의 사회참여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마
을복지 수준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은 낮은 마을에 비해 사회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단
체 참여는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의 참여도 차이가 가장
적지만 문화여가 활동, 사회봉사단체 활동, 시민사회 또는 정치 단체 활동,
경제활동 단체 등은 참여도에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3-11>. 사회참여는 마을주민의 사회적 역량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를 통해 마을의 협력이 강화되고, 문제가 해
결되고, 마을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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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을복지 수준에 따른 사회참여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회참여
가 마을복지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표 3-11> 마을복지 수준과 사회참여의 관계
단위: 점
마을복지 수준

종교 단체

친목 사교

문화 여가

사회 봉사

마을 단체

시민 정치

경제 활동

평균

높은 마을

3.3

3.6

2.7

2.5

3.5

2.6

2.7

3

낮은 마을

1.8

2.4

1.3

1.2

3

1.2

1.2

1.7

□ 마을복지 수준과 신뢰도 및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신뢰도는 주요 대상들(나의 이웃 사람, 우리 마을 사람, 우리 마을의 지
도자, 우리 면의 공무원, 우리 면의 사회단체)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마을과 마을주민, 공무원 등에 대
한 신뢰도는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
을 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은 모든 항목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의 중간 정도로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그러나 마을 복지 수준이 낮은 마
을은 마을지도자와 면 공무원, 면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표 3-12> 마을복지 수준과 신뢰도의 관계
단위: 점
마을복지 수준

이웃

마을사람

마을 지도자

면 공무원

면 사회단체

평균

높은 마을

4.5

4.5

4.3

4.4

4.4

4.5

낮은 마을

4.2

4.15

4

3.8

3.8

4

지역공동체의식은 우리 마을에서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
한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은 마을복지가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의 차이가 다른 지표에 비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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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마을복지가 높은 마을이 낮은 마을에 비해 다소 높은 지역공
동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표 3-13>.
<표 3-13> 마을복지 수준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단위: 점
마을복지
수준

마을
걱정하는
마을중요
구성원
이웃

편안함

높은 마을

4.3

4.4

4.5

낮은 마을

4.2

4

4.3

마을
사람

살기
오래살고 자부심
좋은 곳

고통

마을

4.5

4.6

4.4

4.4

4.5

4.6

4.4

4.6

4.4

4.3

4.2

4.2

4.3

4.3

4.1

4.2

평균

□ 마을복지 수준과 마을주민의 상호협력의 관계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정도는 상호협력에 관한 6개 문항에 대한 5점 척
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마을주민의 협력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이 낮은 마을에 비해 높은 상호협력 정도를 나타냈다<표
3-14>. 이것은 마을복지가 마을주민의 상호협력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4> 마을복지 수준과 마을주민의 상호협력의 관계
단위: 점
마을복지 수준

기계 수리

병원

응급 사태

집안일

급한 돈

집 돌보기

평균

높은 마을

4.3

4.4

4.4

4.1

3.9

4.2

4.2

낮은 마을

3.8

3.8

3.7

3.8

3.4

3.6

3.7

□ 마을복지 수준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관계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는 기초연금, 생계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등 국가복지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다.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
스는 마을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국가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을복지 수준
이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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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비 지원,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노인 돌보미,
건강·체조 교실, 병원 동행 서비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보
건의료 서비스는 국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의 차이가 드러난
다. 즉,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은 평균 0.6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
한 경험이 있었지만, 낮은 마을은 0.1개의 서비스만 이용하였다<표 3-15>.
의식주 관련 서비스는 주택 관련 서비스, 물품지원 서비스, 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장보기 대행, 이동세탁 서비스를 포함한
다. 의식주 관련 서비스 역시 마을의 참여가 필요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의 차이가 드러난다. 마을
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은 평균 0.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낮은 마을은
0.2개만 이용하였다. 기타 서비스는 교통수단 지원, 생활 상담, 말벗 서비

스 등이 포함된다. 기타 서비스는 마을복지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전체적으로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은 평균 1.8개의 사회복지서비스
를 이용하였고, 낮은 마을은 0.9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마을복지 수준
이 높은 마을이 낮은 마을에 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2배 정도 이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5>.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은 마을 구성원의 복
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이
낮은 마을에 비해 2배 정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마을복지
지표로 사용된 주관적으로 인지된 ‘삶의 질’과 ‘전반적 복지 수준’이 마을
복지를 측정하는 의미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5> 마을복지 수준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관계
단위: 개
마을복지 수준

소득·경제

보건의료

의식주

기타

합계

높은 마을

0.6

0.6

0.5

0.05

1.8

낮은 마을

0.5

0.1

0.2

0.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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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복지 수준과 사회교육 수강 경험의 관계

사회교육 수강 부분에서 농업기술교육과 시민참여는 마을복지 수준이
낮은 마을이 높은 마을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그 외 사회교육은 마을복
지 수준이 높은 마을이 낮은 마을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을복지 수준이 높
은 마을의 주민들이 인문교양교육과 정보화교육, 직업능력교육, 스포츠·건
강교육에서 마을복지 수준이 낮은 마을의 주민들에 비해서 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을복지가 높은 마을의 사회교육 수
강 경험은 낮은 마을의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사회교육은 마을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다. 따
라서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의 사회교육 수강 경험이 많은 것은 마을
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마을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6> 마을복지 수준과 사회교육 수강 경험의 관계
단위: 개
마을복지
수준

농업
기술

문해
교실

인문
교양

정보화

직업
능력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스포츠
건강

계

높은 마을

0.22

0.06

0.2

0.3

0.18

0.03

0.03

0.5

1.53

낮은 마을

0.27

0

0

0.07

0

0

0.05

0.03

0.41

3.3.3.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역량강화는 마을 및 주민의 복지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용배(2004)의 연구에 의하면, 마을의 역량 조직화
등을 통한 역량강화 전략은 마을의 경제적 삶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켰다.
김혜연(2011)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연계형 사회적 자본, 신뢰 및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
혜영과 김정주(2012)는 신뢰와 참여 요인이 주민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원주와 이유직(2013)의 연구에 의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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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역량강화가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마을의 특성은 마을 및 주민의 복지 수준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는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종속변인은 삶의 질 만족도(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거주하는 마을 및 지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하여 얼
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인구학
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동거 가족 수를, 사회경제적 역량으로는 학력, 가구
소득, 정보기술능력, 사회참여도, 신뢰도, 지역공동체의식, 사회교육 수강,
상호협력을 설정하였다. 마을 특성으로는 마을 인구, 마을 노령화, 마을 공
동재산·기금을 설정하였다.
<그림 3-22> 분석모형
독립변인
인구학적 특성

종속변인

성별
동거 가족 수
학력
가구소득

사회경제적 역량

마을 특성

정보기술능력
사회참여도
신뢰도
지역공동체의식
사회교육 수강
상호협력
마을 재산·기금

⇒

○ 삶의 질 만족도
○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

마을 인구
마을 노령화

독립변인들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성별은 더미 변인으로 남성 0, 여성
은 1로 측정하였다. 동거 가족 수는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말한다. 학력은 더
미 변인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0,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1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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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은 0, ‘2,000만 원～4,000만 원 미만’은 1, ‘4,000만
원 이상’은 2로 측정하였다.
정보기술 능력은 3개 문항(컴퓨터로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사용) 5점 척도의 합계로 측정하였다. 정보기술 능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6이었다.

사회참여도는 7개 활동 영역(종교단체, 친목 및 사교단체, 문화·여가·취
미·스포츠단체, 사회봉사단체, 마을 관련 단체, 시민사회·정치 관련 단체,
경제활동 단체)에서의 사회참여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계하
였다. 사회참여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84였다.
신뢰도는 주요 대상들(나의 이웃 사람, 우리 마을 사람, 우리 마을의 지
도자, 우리 면의 공무원, 우리 면의 사회단체)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여 5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합계하였다.
신뢰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86이었다.
지역공동체의식은 우리 마을에서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
한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여 합계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 척도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a)는 .88이었다.
사회교육 수강은 농업기술교육, 문해교실, 인문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직
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스포츠·건강교육 등을 수강한
경험 수치로 측정하였다.
상호협력은 마을주민의 상호협력에 관한 6개 문항에 대한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여 합계하였다. 상호협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89였다. 마을 재산·기금은 10개 마을을 5개 마을씩 상하위 2그룹으로

나누어 더미 처리하였다.
마을 인구 수는 10개 마을 5개 마을씩 상하위 2그룹으로 나누어 더미 처
리하였다. 마을 노령화는 10개 마을을 노령화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5개
마을씩 상하위 2그룹으로 나누어 더미 처리하였다.
<표 3-17>은 삶의 질 및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진단
하기 위해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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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표 3-18> 참조),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등을 점검하여 별다
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상호협력과 마을 노령화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
호협력은 마을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을복지 향상을 위해
서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마을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사회참여 역시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마을복
지를 증진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7> 마을복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성별
동거 가족 수
학력

삶의 질 만족도
Beta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

t

p

Beta

t

p

0.12

1.94

0.05

-0.01

-0.19

0.85

-0.13

-1.87

0.06

-0.05

-0.69

0.49

0.11

1.62

0.11

0.02

0.38

0.70

가구소득
2,000만~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이상
정보기술 능력
사회참여도
신뢰도

0.13

1.91

0.06

0.15*

2.37

0.02

0.15*

2.08

0.04

0.07

1.06

0.29

0.09

1.13

0.26

-0.29***

-3.83

0.00

-0.04

-0.49

0.62

0.24***

3.41

0.00

0.04

0.57

0.57

0.09

1.26

0.21

지역공동체의식

0.15*

2.08

0.04

0.01

0.13

0.90

사회교육 수강

-0.12

-1.87

0.06

0.04

0.63

0.53

0.20***

3.00

0.00

0.26***

4.15

0.00

0.06

0.87

0.38

-0.15*

-2.51

0.01

-0.10

-1.29

0.20

0.03

0.41

0.68

0.22***

2.94

0.00

0.17*

2.47

0.01

상호협력
마을 재산·기금
마을 인구 수
마을 노령화
상수
R²(수정 R²)
F

1.95

1.45
0.21 (.18)

0.27(.24)

5.96***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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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다중공선성 점검 관련 통계
독립변인 2

삶의 질 만족도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

분산팽창 요인(VIF)

공차한계

분산팽창 요인(VIF)

공차한계

성별

1.35

0.74

1.35

0.74

동거 가족 수

1.76

0.57

1.76

0.57

정보기술 능력

2.46

0.41

2.46

0.41

사회참여도

2.04

0.49

2.04

0.49

신뢰도

2.16

0.46

2.16

0.46

지역공동체의식

2.05

0.49

2.05

0.49

사회교육 수강

1.57

0.64

1.57

0.64

상호협력

1.65

0.61

1.65

0.61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지역공동체의식, 상
호협력, 노령화이다. 소득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올라간다. 지역공동체의식과 상호협력은
개인이 느끼는 마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삶의 질 등과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 역시 지
역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상호협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올라간다. 고령
화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일 될수록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나, 다른 계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정보기술능력,
사회참여, 상호협력, 마을재산·기금, 노령화이다. 가구소득이 2,000만 원에
서 4,000만 원 미만의 응답자가 1,5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보다 마을 복지
수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능력은 마을복지와 관련
이 큰 요인으로 보이지만, 개인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상호협력 정도는 복지수준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다.

2

독립변인 중 연속변인만 분산팽창계수를 측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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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상호협력이 높을수록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사회참여와 상호협력이 사회적 자본으로 개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재산·기금이 높은 마을이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을 노령화는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것과 같이 복지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
은 농촌마을에 노인 관련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되고, 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4.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
량은 경제활동과 소득, 정보기술 및 자격, 사회참여,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
식, 상호협력(사회적지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촌주민의 경제활동과 소득 측면에서의 역량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71.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69.7%가 전업농가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53.7%)이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정보기술 능력 및 자격증 측면에서의 역량도 역시 낮은 편이
었다. 응답자의 2/3 이상(67.7%)이 컴퓨터 및 문서 작성 능력이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 검색은 60.0%가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은 응답자의 53.3%가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보기술 능력 총점의 평균은 6.61(15점
만점 )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 절반 이상 (57.7%)의 응답자가 6점 이하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자동차·오토바이 운전면허가 가장 많았고, 아무 자격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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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42.9%(51.0%)였다. 그 외 기능사·기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
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취득 희망
자격증은 자동차운전 면허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순이었고, ‘없음’이
83.3%였다.

사회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 관련 단체 참여
는 73%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참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친목 및 사교
단체 역시 65.7%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참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종교단체, 경제활동단체, 문화·여가·취미·스포츠단체, 사회봉사단체,
시민사회 또는 정치 관련 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를 보였다.
신뢰도와 지역공동체의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웃과 마을사람 그
리고 마을 지도자 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
는 21.16점(총 25점)으로 높은 신뢰 점수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웃과 마을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응답자의 91.3%와 89.3%가 긍정으로 답하였
다. 이에 반해 면 공무원과 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 정도가
긍정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지역공동체의식
은 평균 43.39점(총 50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즉, 대
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으로 답하였다.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협력에
관한 6개 문항 중에서 5개 문항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70%인 것으로 나타
났다.
농촌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정보기술 능력은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역
량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사회참여와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호협력
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것을 반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역량과 달리 농촌주민의 사회적
역량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주민의 사회적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복지를 증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역량의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집단을
64세 이하의 비노인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

다. 경제활동과 소득, 정보기술과 자격에 있어서 노인집단은 비노인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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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에 대한 특별대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의 역량에 있어서는 사회참여도는 비
노인집단이 노인집단보다 높았으나 신뢰도는 노인집단이 비노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식과 마을주민들의 상호협력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체조교실, 무료급
식, 마을공동급식만이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그 외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사
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지원, 주택 관련 서비스, 교통
수단 지원 서비스 등은 아직 이용하진 못했지만, 향후 이용의사가 높은 서
비스로서 농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3
사회교육 부문에서는 농업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스포츠·건강교육 등이
이용률도 높고, 향후 수강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주민
에게 현재 필요한 교육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임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방문 요양·목욕·간호서비스 순으로 높았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은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10
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근 3년 동안에 마을(행정리)에
서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관련 사업은 대다수의 마을에서 참여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동복지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은 추
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 단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관
3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전국의 만 13세 이상 39,000명 대상 ) 결과에 따르
면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지원 서비스 ’
가 33.5%로 가장 많고 ,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9.4%), ‘소득지원 서비
스 ’(15.5%)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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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사
회단체의 85.4%가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88.7%의
사회단체가 마을잔치, 마을청소 등 마을 관련 복지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사업은 48.3%, 청소년 복지 사업은 37.6%의 단체가 참
여하였다. 이에 반해서 여성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20% 정
도에 불과했다.
마을복지 실태를 나타내는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는 대
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는 94.3%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의 경우에는 92.0%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복지와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주민들의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와 삶의 질 만족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10개 마을의 마을복지 서열을 매겼다. 두 지표 서열의 합이 가장 낮아서

마을복지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2개 마을과 두 지표 서열의 합이 가장
높아서 마을복지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2개 마을을 비교하였다.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비교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가구소득, 정보기술 능력, 사회참여, 신뢰도 및 지역
공동체의식, 상호협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사회교육 수강에 있어서 마을
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이 낮은 마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
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상호협력과 마을 노령화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을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상
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를 통해서 농촌의 마을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

1. 유형별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의 유형은
①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② 정부 지원 사업의 활용, ③ 민간 복지기관의

지원, ④ 사회적 경제의 구축, ⑤ 마을 만들기, ⑥ 자원봉사자의 활용, ⑦
마을 기금 또는 재산의 활용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1.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 민관협력 활성화(경남 거창군 가조면)4

가조면에서는 2015년에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
사업은 ① 가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2015. 5. 19.), ② 2차 회의:
지역복지 의제 발굴(2015. 6. 16.), ③ 3차 회의: 지역복지의제 추진 방법
논의(2015. 7. 17.), ④ 4차 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2015. 9. 4.) 등의 과정
을 거쳤다.

4

2016년 6월 8일에 가조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FGI) 및 기타 관계
자 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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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 부녀회장, 교장, 복지도우미, 자영
업자, 자원봉사자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의 회비, 일일찻집
운영 수익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다. 다만,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거창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가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사업으로는 ① 아동 울타리 되어주
기 사업, ② 우리 동네 어르신 행복밥상, ③ 민관협력 활성화 전문성 강화,
④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있다.

아동 울타리 되어주기 사업은 아동과 복지협의체 위원이 1:1 결연을 하
여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방문상담을 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동네 어르신 행복밥상은 영양반찬 전달,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등
을 수행한다. 현재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주부민방위대, 여성자원봉
사회의 20여 명이 봉사하고 있다.
민관협력 활성화 전문성 강화는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아카데미’,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는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사회복지비용 절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적자원망의 정기후원금 모금, 일일찻집 수익
금의 기부, 주민자체 후원물품의 연계,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 등이 있다.
가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다
양한 사회경제적 역량을 주요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마을등대 프로젝트(광주 광산구)5

마을등대 프로젝트는 마을을 거점으로 삼아 이웃관계를 중심으로 복지
공동체를 꾸리는 사업이다. 마을등대 프로젝트는 주민의 어려움을 이웃이
발굴하고, 마을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등대 프
로젝트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광산구의 협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5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tgnanum.com/36462)의 나눔사
업 (2016. 10. 15.)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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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등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① 동네별 ‘마을 등대지기’의 배치, ② 정기
적인 ‘마을복지대동회’의 개최, ③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돋을 손 지
원 사업’이다. 마을 등대지기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마을복지대동회’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매월 마을복지의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돋을 손 지원 사업’은 실제 어려운 이웃임에
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
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
하는 것이다.

1.2. 정부 지원 사업의 활용
□ 구현마을(전북 고창군 부안면)의 문화복지6

구현마을의 가구 수는 25호, 인구는 40명 정도이다. 2013년에 ‘구현골
문화자치회’가 꾸려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지역특성화 문화예
술교육지원사업’에 ‘글쓰기 문화교육사업’을 신청하였다. 이 때 한글을 모
르는 사람들을 위한 ‘한글반’과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글쓰기반’을
운영하였다.
구현마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생각을 ‘시’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서 마을주민 서로의 생각을 글로 나누면서 주민들 간의 배려와 화합 속에
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
2015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선

정되어 5,500만 원을 지원받아 ‘문화가 있는 마을’, ‘문화가 있는 삶’을 주
제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현골문화자치회’에서 앞장서 마을 안길 담장을 황토로 단장하고 벽화
6

농민신문(http://www.nongmin.com: 2016. 3. 9. 및 5. 13.), 전북일보(http://www.jjan.kr:
2016. 7. 26. 및 10. 28.)를 참고하고 마을주민 대상 전화통화 등을 바탕으로 정
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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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려 넣고, 콘크리트 지붕은 친환경적인 너와지붕으로 바꾸었다. 그리
고 마을 이야기가 배어 있는 벽화들을 구역별로 배치하였다(우리 마을 경
사 냈네, 글 쓰는 마을, 흙담 이야기, 모내기작업반의 기억, 어르신들의 그
림 이야기, 구현마을의 사계절, 시인과 아이들 등).
경로당과 모정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생각을 나누는 장소로 활용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문집(구현골 아홉고개 사람들: 황토담장에 벽화꽃
이 피었어요)을 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귀농인(글쓰기 지도)과 노인회장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6년에는 작은 영화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마을주민이

시놉시스(synopsis)7를 함께 구상하고 출연배우로 직접 참여하여 영화를 만
드는 작업이다.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8(전남 나주시)

나주시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에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경
로당에 모여서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
에서는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86개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위해 나주시에서는 식재료비와 농사일에 바쁜
농업인을 대신해 점심을 준비하는 급식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때
마을의 부녀회원들이 급식도우미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마을주민은 자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져와 나눠 먹기도 한다.
2010년까지는 급식 도우미 인건비만 지원했으나, 2011년부터는 식재료

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2010년의 60개 마을에서 2016년 326개
마을로 증가하였다.
7
8

시나리오의 줄거리를 말한다 .
나주시청(http://www.naju.go.kr) 보도자료(2016. 3. 25.),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 2016. 3. 27.), 나주시청의 정책 담당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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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원하는 공동급식의 기간은 상반기(4～6월)에 20일, 하반기
(9～11월)에 20일이다. 주민 수가 15명 이상인 마을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분기별로 한 마을에 160만 원(인건비 한도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1
개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에 최대 32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받아
서 40일 동안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일수(40일)가 부족하여 마을기금 등을 보태어 공동급식 기간을 확대
하는 마을도 증가하고 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310개소에
서 실시했고, 2016년에는 349개소에서 실시하였다.

1.3. 민간복지기관의 지원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실천가 양성교육9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
지실천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명은 ‘읍·면별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주민 역량강화 ‘복지실천가 양성교육’이다.
복지실천가 양성교육의 목적은 정선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 대상자와 복지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 실천가를 양성하여 교육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이다. 읍·면사무소의 협력을 받아서 행정리별로 1～2명씩 대상자
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9

2016년 7월 14일에 정선군 화암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FGI) 및 기
타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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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주요 내용은 ① 특강 및 지역복지 사업 소개, ② 정선군 복지사
업 소개, ③ 지역 사업 발표, ④ 사례관리 절차, ⑤ 가정폭력 처리 절차, ⑥
개인 능력 개발 등이다. 2015년의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총 192명이 교육
을 수료하였다.

□ 일본 나가노현의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마을복지 활동

일본 나가노현의 여러 시정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마을 주민
간의 활발한 복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카에무라 사회복지협의회는
‘슬리퍼차림의 주민도우미제도’를 도입하였다. 넓은 산간지역에 31개의 마

을이 있는 곳으로, 연간 140일 정도 폭설이 오는 지역이다. 이웃이 노인을
도와 생활해 온 전통에 착안하여 주민이 도우미로 파견을 나가 24시간 안
부 확인과 돌봄 제공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윤순덕 외 2009).
오오마치시의 ‘보라보라클럽’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초·중학생을 대상
으로 주말마다 열리는 볼런티어학원 수료생들이 조직한 모임으로, 학교에
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양로원 방문, 장애친구들과의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10

□ 일본의 소지역복지활동

일본의 소지역복지활동은 소지역(주로 자치회 활동 단위)을 기초로 실시
되는 활동이다. 소지역복지활동은 핵가족화와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한 고
독사, 아동 및 노인 학대와 같은 비극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소지역
복지활동은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춰 제도권 복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
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소지역복지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지자체의 보

10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http://gjwelfare.or.kr)의 사회복지정보 (2016. 10. 15.)
및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2016. 9. 8.)를 참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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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및 위탁금, 지역주민의 회비 , 기부금, 공동모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김원경 2014).

김원경(2014: 15)에 따르면, 소지역복지활동이란 “① 주민 간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활동, ② 원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원조를 하는 활동,
③ 지역사회의 복지적 기능을 높이는 조직화 활동”을 포함한다. 시·구·정·

촌과 각 지역의 복지협의회의 지원하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소지역 복지활동은 서로
의 얼굴이 보이는 범위(자치회 정도)를 활동 단위로 하며, ‘복지위원회’라
는 그룹을 조직하여 마을 특징에 적합한 활동을 한다(김원경 2014).

1.4. 사회적 경제의 구축
□ 누리마을 빵카페(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11

누리마을 빵카페는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소장 한석주)가 운영하
는 제천시 덕산면에 소재한 카페이다. 농촌공동체연구소는 농촌 마을 공동
체의 복원과 발전을 통하여 대안적 문화와 삶의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5평 규모의 카페는 후원자들과 지역주민이 힘
을 모아 탄생시켰다. 부지는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빌려줬고, 건축설계와
인테리어도 후원자가 지원하였다.
누리마을 빵카페는 2010년에 개업하였으며, 각종 친환경 음료 및 먹거리
를 만들어 판매하고 여러 가지 체험·교육·문화공연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
20종류가 넘는 차와 30여 종의 빵과 쿠키를 판매하고 있다. 빵은 제천 덕

산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재료들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라떼 등의 베트남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제천관광

11

연구자의 현장 방문 경험, 충주교차로(http://www.zonecj.com/index.php: 2015. 12.
11.)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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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 및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누리마을 빵카페를 이끌어 가는 직원은 총 6명인데 이 중에서 3명이 베
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주체
로 인식하여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학교
인 ‘간디학교’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여 힘을 보태기도 한다.
누리마을 빵카페는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이다. 건강한 먹거
리와 즐거운 만남이 있으며,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모
임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누리마을 빵카페는 마을사람이 가수가 되고
연주자가 되어, 가족, 친척, 이웃 등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려 하고 있다.

□ 여민동락공동체의 동락점빵 사회적 협동조합(전남 영광군
묘량면)12

동락점빵은 2011년에 마을에 구멍가게 하나도 없어서 기초 생활필수품
구입조차 어려운 고령 노인들을 위해서 시작하였다. 2013년 6월에 예비사
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10월에는 동락점빵을 사회적 협동조
합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발기인과 조합원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동락점빵을 여민동
락의 소유에서 마을의 공동소유로 변경했음을 의미한다. 2016년 4월 기준
의 조합원 수는 300명 정도이다. 현재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마을기금으로
환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가게 ‘이동점빵’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매주 목요일과 금
요일에 묘량면 내 42개 마을 2,000여 명의 주민들을 1톤 트럭을 몰고 찾아
가고 있다. 트럭에는 상비약품, 생활용품 등 300여 개의 품목이 실려 있다.

12

여민동락공동체에서 개최된 2016년 제 1차 KREI 현장토론회 (2016. 4. 21.)의 발
표자료 (마을에서 행복한 노인의 삶 ) 및 논의 내용 , 관계자 면담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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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해주기도 한다. 1일 평
균 매출은 60만 원 정도이고, 이동점빵의 이용자 수는 1주일에 300여 명이
라고 한다.

1.5. 마을 만들기
□ 봉곡마을 행복마을 만들기(전북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13

봉곡마을의 행복한 노인학교는 2008년 1월에 개교하였다. 폐교를 마을
의 배움터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한글반, 수영반, 연극반, 도예반, 짚풀공예
반, 컴퓨터반, 미술반, 요가반, 게이트볼반, 이야기반, 서각반 등을 운영하
여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도잔치를 열기도 한다. 행복
한 노인학교는 귀농·귀촌인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진안신문의 기자
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선리 마을박물관은 2009년 12월 9일에 개관하였다. 마을박물관의 개
관 동기는 ① 삶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매개체의 필요성, ② 과거와 현재,
미래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③ 도시(출향인)와 농촌(고향)이 교
류할 수 있는 곳 마련 등이다. 학선리 마을박물관에서는 마을축제도 개최
하고 있다.
봉곡마을이 꿈꾸는 미래는 ① 교육, 문화, 복지가 함께하는 마을, ② 마
을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③ 과거, 현재, 미래가 대화하는 마을, ④ 행복
으로 가득한 봉곡마을이다.

13

2016년 5월 19일에 진안군 마령면 소재 농촌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한 초점
집단면접 (FGI) 및 기타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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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마을 만들기14
○ 쇤슈타트(Schönstadt)마을

이 마을은 가구 수가 380호이고, 인구는 1,600명 정도이다. 2010년 ‘마
을에 미래가 있다’라는 모토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에너지
(Bio Energy)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합승(Car Sharing) 운동

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에너지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① 자발적인 주민 참여, ② 정부 등
의 지속적인 지원, ③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자동차 합승(Car Sharing) 운동을 통해 마을주민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
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운동(특히, 축구)을 하거나 경기를 관람하기 위
해 마을주민들이 자주 모이는데 교회가 주민들의 모임장소로 자주 활용된
다. 동네 슈퍼마켓은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멩스베르크(Mensberg)마을

이 마을의 총인구는 880명이다. 2011년부터 마을 만들기 관련 독일 및
유럽 대회에서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여러 차례 상을 받았
으며, 현재는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
해서 마을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지에 살던 자녀들이 마을에 돌아와 정착하
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결성되어 있으며, 이 모임들의 활동을
통해서 마을이 가꾸어지고 발전되고 있다. 주요 모임으로는 각종 운동모
임, 관악기모임, 사격모임, 여성모임, 자율소방대, 노인하모니카모임, 남성
합창단, 동네꾸미기모임, 연못가꾸기모임 등이 있다. 마을의 노인들은 자원
봉사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노노케어, 젊은이와의 대화 등에 참여하고
있다.

14

연구자가 2016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독일 마부르크 지역에서 실시한
출장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안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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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마을 만들기의 특징

독일은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농촌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농촌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며 마을 만들기에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에서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적으로 의사소통한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
들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다양한 연령계층들을 위
한 공간들(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회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와 유치원,
청년층을 위한 회관과 체육시설, 장년층을 위한 회관과 사교장소 등)을 만
들고 있다.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마을의
자원이 집적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요컨대, 독일의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를 통해 마을이 변화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교류(interaction)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다양한 마을
활동(activity)이 일어나고, 이웃 공동체(neighborhood community)를 만들
어 가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 구
성원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1.6. 자원봉사자의 활용
□ 일본의 민생위원 및 지역복지 추진원
‘민생위원’제도는 오카야마현 지사가 만든 ‘구세고문제도’와 오사카부

지사가 만든 ‘방면위원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황성하 2004). 두 제도 모두
빈곤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주민 중에서 임무를 맡은 고문을
두게 하였다. 민생위원은 정·촌에서는 70～200세대당 1명의 위원을 두었다.
민생위원은 ｢민생위원법｣에 따라서 시·정·촌의 민간 자원봉사자로서 지
역의 생활 약자, 고령자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동한다(김두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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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역복지 추진원’은 민생위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민생위원의 주요 활동은 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주민 맵의 작성, ②
소지역 안부 확인 네트워크 활동(월 4회 방문), ③ 독거노인 고령자 식사
서비스 활동(75세 이상을 대상으로 2개월에 1회), ④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 상담 등이다(김두한 외 2014).

1.7. 마을 기금 또는 재산의 활용
□ 마을연금(전북 정읍 송죽마을)15

송죽(솔티)마을은 내장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가구 수는 20호, 인구수
는 63명(2015년)이다. 2012년에 ‘쑥모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2013
년에는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모싯잎 가공 공장을 만들었
다. 이때부터 모싯잎 수확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
해 고령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
작했다.
송죽마을의 마을연금은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
했거나, 거주기간이 20년이 못되더라도 마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인
정되는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
송죽마을의 마을연금은 2014년 3월부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에
는 4명, 2015년에는 6명의 마을 노인들에게 마을연금을 지급하였다. 2014
년부터는 ‘솔티모시 달빛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산나물을 활용한
슬로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15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 2015. 11. 12.),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2015. 6. 7.), 무등일보(http://www.moodeungilbo.co.kr: 2015. 11. 17.)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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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문화공동체 모꼬지마을(경기도 양평군 용문면)16
2009년에 모꼬지마을에서는 마을주민자치회의를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를 조직하고 마을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모꼬지’라는 말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말한다.
마을주민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폐교 직전이었던 조
현초등학교가 2009년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문화예술 선도학교’로 선정
되었다.
모꼬지마을의 ‘가족복지문화공동체’의 구심점은 아이들이다. 그리하여 4개
분야 21개 종류의 어린이 문화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촌
체험활동으로는 딸기 따기, 물놀이, 농산물 수확, 썰매타기, 찰흙 오감 놀이,
맨손 미꾸라지 잡기, 뗏목 타기, 가래떡 뽑기 등이 있다.
모꼬지마을의 문화·복지 재원은 마을주민들의 회비 외에 체험마을사업,
주말농장 임대수입, 캠핑장 수입 등을 통해서 조성한 기금이다.
모꼬지마을의 ‘가족복지문화공동체’에서는 연령별 문화 활동과 복지를 지
원한다. ‘신가족 만들기’활동은 다문화가정이 주축이 되어 마을어르신들을
친자식처럼 도와드리는 것이다. 즉, 독거노인과 마을 청년이 1:1로 가족관계
를 맺어 수시로 안부전화를 하는 등 공동체 내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마을 복지위원회’에서는 용문면 ‘행복돌봄 추진단’과의 결연을 통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복지위원회에서는 소
방서 ‘U안심콜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강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119구급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응급처치 및 이송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빨래와 목욕을 도와주기도 한다.

16

제 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 2014, 농업 ,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 )과 이수행 외 (2015)의 모꼬지마을 내용을 참고하
여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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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면 단위 사회단체 대상 전화조사, 초점집단면
접, 선행연구 검토, 관련 사례조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의 마을
복지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의 주도성, 마을주민의 역량
활용, 사회단체의 활용 등이다. 그리고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에서 귀농·귀
촌인 또는 다문화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복지 활성
화 사례들을 주민의 주도성, 마을주민의 역량 활용, 귀농·귀촌인 또는 다문
화가정의 참여, 사회단체의 활용의 측면에서 비교해보았다<표 5-1>.17 이
것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사례들은 주민 주도성, 마을주민의 역량 활
용, 사회단체 활용의 측면에서 대체로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하
고, ‘귀농·귀촌인 또는 다문화가정 참여’에 있어서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한 경우는 전체 사례들 중의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농촌 마을복지에서 중요한 ‘주민 주도성’은 모든
사례가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농
촌 마을복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마을주민 역량 활용’도 모든 사
례가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귀농·귀촌인
또는 다문화가정 참여’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구현마을’,
‘누리마을 빵카페’, ‘여민동락공동체의 동락점빵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또는 다문화가정 참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
우는 ‘봉곡마을 행복만들기’와 ‘가족복지문화공동체’였다.
둘째,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에 있어서 민관협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
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실질적
으로 주도하는 민관협치체계를 구축해야 마을복지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의 민관협력 활성화
17

☆은 ‘아주 우수 ’를 , ○는 ‘우수 ’를 , ×는 ‘해당 없음 ’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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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가조면은 면 단위에서의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있어
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조면 단위에서 구축된 민관협치
체계가 거창군 단위의 민관협치체계와도 제대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
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관협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을주민을 조직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주민의 자원과 복지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마을복지라고 해서 마을주민들의 자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사업을 억지로 외면할 필요가 없다. 오
히려 기존 국가복지 영역에서 구축되어 있는 복지자원은 적극적으로 활용
하되 마을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마을주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현마을’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의 사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경
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마을 기금이나 재산을 활용하여 마을
복지사업의 기간이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마을 고유의 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 정읍 송죽마을의 ‘마을연금’과 경기도 양평 용문면의
‘가족복지문화공동체 모꼬지마을’은 마을 기금 또는 재산을 활용하여 마을

복지 사업을 추진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넷째, 귀농·귀촌인 또는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역량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인은 도시에서 다양한 직업 및 교육 경험이 있고, 학력이
원주민보다 높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농촌 지
역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일자리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누리마을 빵카페’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복지 증진 사업을 연계하여 추
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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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및 마을 및 면 단위의 주요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
요하다. 또한, 농촌 마을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계층을 위한 공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1> 마을복지 활성화 사례들의 주요 특성 비교
마을복지 활성화 유형 및 사례

주민
주도성

마을주민 귀농·귀촌인 또는
역량 활용 다문화가정 참여

사회단체
활용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경남 거창 가조면)

☆

☆

×

☆

마을등대 프로젝트(광주 광산구)

○

○

×

○

정부 지원
사업의 활용

구현마을(전북 고창 부안면)

☆

☆

☆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전남 나주)

○

○

×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실천가
양성교육

○

☆

×

○

일본 나가노현의 사회복지협의회 중
심의 마을복지 활동

○

☆

×

○

일본의 소지역복지 활동

○

○

×

○

누리마을 빵카페(충북 제천시 덕산면)

○

☆

☆

☆

여민동락공동체의 동락점빵 사회적
협동조합(전남 영광 묘량면)

○

☆

☆

☆

봉곡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전북 진안 동향면)

☆

○

○

○

독일의 마을 만들기

☆

○

×

☆

일본의 민생위원 및 지역복지 추진원

○

○

×

○

마을연금(전북 정읍 송죽마을)

☆

○

×

○

가족복지문화공동체 모꼬지마을
(경기도 양평 용문면)

○

☆

○

☆

민간복지
기관의 지원

사회적
경제의 구축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자의
활용
마을 기금
또는
재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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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

1. 관련 법령

국회의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에 관한 법률안｣(2013. 8. 23.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 활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강
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안
의 주요 내용은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 농촌마을만들기계획 수
립,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것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2013. 11. 28. 윤재
옥 의원 대표발의)은 농촌마을만들기의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공동체위원회 구성, 마을기업 육성, 지
역공동체 역량강화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2가지 법안 모두 19대 국회
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었다(2016. 5. 29.).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기
준으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공동체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변혜선 2016). 예를 들어,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2. 31. 제정·시행)는 전라남도민의 주
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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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
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경기도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2015. 3. 3. 시행)는 주

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
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
함으로써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 따복공동체
행정협의회,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의 설치 운영,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
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실태를 살펴보
면,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10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
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변혜선 2016). 예를 들어 , ｢무안군 마을공
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 5. 시행)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 전담부서의 지
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
치 등에 관한 것이다. ｢울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6. 4. 20. 시행)는 농어촌지역 공익기능의 증진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 과
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
기 위한 울진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운영위원회 및 주민자치 공동협의회의 구성,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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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사업

2.1. 중앙정부
2.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으
로는 주민 체감형 농촌복지 프로그램,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농
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을 들 수 있다.
주민 체감형 농촌복지 프로그램은 지역개발 사업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
계하여 농촌주민의 복지 체감도의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주민의 복
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에다 소규모 주민 체감형 복지 프로
그램을 모은 ‘행복 꾸러미’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 꾸러미’는 농촌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10개의 소규모
사업(①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② 이동식 세탁소 운영, ③
어르신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④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예
방 프로그램 운영, ⑤ 복지 셔틀버스 운행, ⑥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
비스, ⑦ ICT 복지 달력 제작, ⑧ 글쓰기·독서 교실, ⑨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⑩ 고령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복꾸러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뿐만 아
니라 농촌복지 부문 공모사업(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에도 적
용하고 있다.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농어촌지역 읍·면 단위
이하에서 2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공동체(단, 지역주민 또는 마
을이 주요 추진주체가 되어야 함)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희
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6년도의 지원규모는 135개소이고, 개소 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5a).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2014~2015)은 고령자 친화형 공동
시설의 지원을 통해서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을 개선하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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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
시설, 작은 목욕탕을 지원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진 실적을 살
펴보면, 공동생활홈은 2014년 35개소, 2015년 35개소를, 공동급식시설은
2014년 26개소, 2015년 28개소를, 작은 목욕탕은 2014년 14개소, 2015년
14개소를 지원하였다. 개소당 지원액(국비)은 공동생활홈은 6,000만 원, 공

동급식시설은 2,500만 원, 작은 목욕탕은 1억 원이다. 2016년에는 이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을 통해 농어
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
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5인 이상 참
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기업경영방식을 갖춰야 함)이다. 재원은 농
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며 지원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최대 5,000
만 원이다. 2015년에는 국고가 16억 5,000만 원, 지방비가 8억 2,500만 원
지원되고 자부담은 8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2.1.2. 보건복지부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는 읍·
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기업을 들 수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 복지인력과 조직, 복지기능을 강화하
는 것이다. 즉,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국민이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체감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달체
계를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읍·면·동을 공적 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
까지 가능한 종합상담 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에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복지직 팀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 1. 19.). 즉,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발표자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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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

고, 933개 읍·면·동 주민에게 ‘복지 허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2,100개소, 2018년에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복지

허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의 강화된 복지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4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지역사
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박종철 외
2015: 13)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이 수행하는 사회

보장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
고,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서로 협력하여,
조합이나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빈곤 탈피를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
업체를 지칭한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12년 8월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설립 요건도 ‘2인 이상

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하였다(장창수 2014; 중앙자활
센터 2016).

2.1.3. 행정자치부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행정자치부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는
마을기업과 정보화마을을 들 수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
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자치부 2016: 1)’
이다. 마을기업의 요건으로는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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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업의 사업수행 대상 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
법에 따른 회사 등과 같이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기업
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은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한다(행정자치부 2016).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소
외 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의 목표는 ① 주민의
정보생활화,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지역공
동체 활성화 등이다(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2.1.4.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
영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이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

자료(2016. 5. 19.)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일반협동조합은 8,117개, 사회
적 협동조합은 405개, 협동조합연합회는 48개가 설립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이다. 영리기업이
소유자나 주주를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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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자치단체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
으로는 도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들 수 있다.
도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경우,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대 목표와 10대 추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의 따복공동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사
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공동체 활동을 의미한다 따복공동체는 ‘이웃과 소
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 방과후
교육, 저출산, 독거노인, 사교육비, 주거불안, 실업, 주거환경 등 마을의 공
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터를 만들어가는 것(경
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6: 14)’을 지칭한다.
도 단위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도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도 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
터 등이 있다.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는 시·군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과 시·군 단
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시·군 단위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등과
같은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3. 한계 및 문제점

첫째, 법률적 기반이 취약하다. 주요 관련 법안인 ｢농촌 마을공동체 활
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3. 8. 23.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과 ｢지역공
동체 활성화 지원법안｣(2013. 11. 28.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이 19대 국회
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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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총 17개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관련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
다.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총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4개 지
방자치단체가 아직 관련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의 관련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지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처 간에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
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행
정자치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
적 기업은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민의 욕구,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나 자원 등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거환경 개선, 시설 조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하현상 2015). 즉, 주민의 필요보다 공급
자 중심의 사업이 많다.
넷째,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문제점으로는 ① ‘관’ 주도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② 운영비가 부족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 없으며, ③ 시·군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④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본 연구의 초점집

단면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박종철 외(2015)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다.
다섯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되어 인력 충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액인건비제도가 현재처럼 엄격하게 운영되는 한 농촌복지 인력을 계속 확
충한다고 해도 면 단위에서의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대체로 상위직 공무원 중심의 인원
확대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규모가 감소하거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해욱·최정우 2013).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1.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방향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다
음의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표 6-1>.
첫째,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
구의 농촌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정보기
술 능력 등은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역량(사회참여, 신뢰, 지역공동체의
식, 상호협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사회적 역량을
잘 활용하여 마을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64세 이하의 비노인집단
과 65세 이상의 노인집단 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역량의 차이를 감안
해야 한다. 노인집단에 비해서 비노인집단은 경제적 역량이 상당히 더 높
고, 사회참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역량 활용에
있어서 비노인집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귀농·귀촌인의 도시에서의 경력, 결혼이민여성의 다양한 언어 및 사회
문화적 역량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정보기술 능력 등은 낮게 나
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집단은 64세 이하 비노인집단에 비해서 경제
활동과 소득, 정보기술과 자격증, 사회참여에 있어서 역량이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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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 단위 사회단체들은 마을복지
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면 단
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단체들
이 마을복지 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실무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군·구 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 중인 마일리
지 적립, 상해보험 가입, 우수 봉사자 시상(이진영 외 2008)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 단위 사회단체의 복지활동이
면 내의 마을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
단체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면 단위 지역사회보
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주민들의 복지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 마을주민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대상의 복지교육
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마을별로 복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표 6-1>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적극 활용
기본방향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농촌 마을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 접근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

경증치매 환자 돌봄
농한기 마을복지사업의 추진
말벗(정서지원)서비스의 확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행복꾸러미사업

주요 과제

기존 국가 복지사업의
문제점 개선

노인공동생활홈
농촌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마실반찬서비스

마을 고유 복지사업의 추진
국가 차원의 마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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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촌 마을복지와 국가복지와의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해
야 한다. 농촌 마을복지와 국가복지와의 관계는 5가지 유형(①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②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 ③
기존 국가복지사업의 문제점 개선, ④ 농촌마을 고유 복지사업의 추진, ⑤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5가지 유형에 따라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주요 과제

2.1.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2.1.1. 경증치매 환자 돌봄
농촌의 중증치매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증치매 환자는 증세가 가볍거나 간헐적이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
족이나 이웃의 보살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러한 경증치매 환자의 문
제점은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이장이나 마을주민 대상 면접 등에서 빈
번하게 지적되었다.
경증치매 환자를 방치할 경우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증세도 점점 더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증치매 환자를 마을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 마을주민이 경증치매 환자를 돌보게 하고 정
부에서 실비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경증치매 환자의 가족에게도 돌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
다. 그리고 경증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을 대상
으로 경증치매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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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한기 마을복지사업의 추진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농한기에
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주민들은 농한기가 되어서야
농촌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
한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마을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농한기에 노인 대상의 ① 문해교육 및 글쓰기 사업, ② 체조 및
건강교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이나 마
을회관으로 찾아가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보건복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사
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형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노
인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통편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
2.2.1. 말벗(정서지원)서비스의 확대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말벗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
사가 22.0%로 나타났고,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정서적 교감이나 사회적 지
지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기존의 말벗(정서지
원)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주민을 몇 명씩 짝을 지어 말
벗이 되게 유도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면 단위 사회단체, 지역사회
의 학생 등과 독거노인을 연계하여 말벗(정서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
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관련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야 한
다.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는 말벗(정서지원)서비스가 좀 더 자주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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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의 이
용 경험은 15.3%이고 향후 이용 의사는 28.0%로 나타났다. 마을복지 활성
화 관련 사례조사에서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농촌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전국 시범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전국의 본 사업으
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18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지역별로 일손
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1∼2개월 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급
식도우미 인건비 및 식재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식품부의
‘행복도우미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의 복지기금 등을 추

가하여 공동급식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

2.3. 기존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문제점 개선
2.3.1. 행복꾸러미사업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복꾸러미사업은 농촌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10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도 행복꾸러미 관련 사업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복꾸러미 대상 사업을 개선하거나 추가할 필요
가 있다. 사업의 개선 방안을 예시해 보면, 복지달력을 개편하여 좀 더 다
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하여

18

최근에 (2016. 9. 12.) 윤소하 국회의원이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
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을 발의하였다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민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해서 급식시설을 설치 ·운
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그리고 국가가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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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할 대상 사업을 예시해 보면, 생활상담,
이발 및 미용서비스, 장애인 교통편 지원, 마을잔치 또는 축제 지원 등이
다. 그리고 농촌복지 부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교육·문화·복
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의 예산
(2016년 27억 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체감형 복지서비스’의 종류를 행복

꾸러미 대상의 추가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2. 노인공동생활홈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파악한 농촌의 마을 단위로 시급하게 공
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노인공동생활홈’이 들어 있었다.
농촌마을의 공동생활홈은 마을의 다양한 기존 자원(마을회관, 경로당, 기
존 주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
용할 경우, 일반 마을주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거주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의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여 5～6명의 독거노
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생활홈의 도시형 모델’을 개발하여 2017년
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홈을 별도의
노인 주거시설의 한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생활홈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보다 보람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보건소,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프로그램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3.3. 농촌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의 정보기
술 능력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 이상(67.7%)이
컴퓨터 및 문서 작성 능력이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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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은 응답자의 60.0%가 능력이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보기술 능력의 평균은 6.61점(1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
며, 절반 이상(57.7%)의 응답자가 6점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 취약
계층은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감안
한 정보화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활용하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강
의할 수 있도록 정보화 강사 또는 보조 인력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2.3.4. 마실반찬서비스
본 연구의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가 17.1%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에서는 ‘반
찬 배달 서비스’는 농촌의 마을 단위로 시급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사회복
지서비스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반찬 배달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시·군청
소재지 등에서 원격지 농촌에 반찬을 배달하는 방식은 교통비, 음식의 안
전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비효율적이고 농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여 5～6명의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게 하고 마을주민, 이
웃, 반찬서비스 수혜 당사자 등이 중심이 되어 반찬(식탁)공동체를 구성하
는 것이다. 이렇게 반찬(식탁)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마을에서 서비
스 대상자의 기호와 신체 여건에 적합한 반찬을 만들어서 즉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마을 고유 복지사업의 추진
본 연구의 10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을(행정리)
의 공동 재산이나 기금은 최소액이 300만 원이고 최고액은 5억 원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금액은 1억 5,800만 원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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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을 공동재산이나 기금을 잘 활용한다면 자체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체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
는 방법으로는 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마을복지예산을 마련하는
방법, ② 마을복지 후원기관들을 연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③ 민간
기부 및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19의 조성, ④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
마을 기금이나 재산을 활용하여 마을 고유 복지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전
북 정읍시 송죽마을은 마을기업인 ‘모시재배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8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연금’을 지급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마을은 2012년부터 마을
공동목장에서의 풍력발전단지 사용허가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마을기
금을 마련하여 전기료, TV 수신료, 대학생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5.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2.5.1. 국가 차원의 마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
국가 차원의 농촌 마을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
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
직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은 5개,
기초는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
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19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소셜펀딩 (social funding)이라고도 한다 . 주로 기부 ,
후원 , 대출 ,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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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실질적으
로 주민 주도로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현지조사, 초점집단면접 등에 의
하면, 현재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 주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 주도로 구성된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기 힘
들다. 그리고 이미 구성된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은 운영비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
여 위원들이 운영비를 갹출하거나 모금을 하고 심지어 이익사업을 하는 경
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군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면 단위 지
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를 적정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면 단
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지
역의 사회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복지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5.3.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제대로 구성해
야 한다. 복지 전담 인력은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의 사회복지사로 충원해
야 한다. 현재 농촌복지의 확대 과정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하
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행정직
을 복지직으로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농촌복지 교육이나 연
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면 단위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복지
깔때기 현상’20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업무 과중

20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업무가 일선 복지 담당자들에게
집중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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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복지 보조인력을 육성하여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재능 나눔
차원에서 실시하는 ‘복지살피미’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복지 지도자, 복지이장, 복지위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
화 실태를 조사하고, ②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정책 및 제도 등
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촌주민의 사회경
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해외
출장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다.
본 연구에서 마을복지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과 마을주민의
문제를 발굴하고, 마을 및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이웃
과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이론으로는 복지사회의 개발, 제3의 길, 지역복지,
국가복지에서 마을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
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경제활동과 소득, 정보기술 및
자격, 사회참여,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호협력(사회적지지)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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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의 경제활동과 소득 측면에서의 역량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71.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69.7%가 전업농가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53.7%)의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정보기술 능력 및 자격증 측면에서의 역량도 역시 낮은 편이
었다. 응답자의 2/3 이상(67.7%)이 컴퓨터 및 문서 작성 능력이 ‘매우 부
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 검색은 60.0%가 ‘매우 부족’ 또
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은 응답자의 53.3%가 ‘매우 부
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자격증은 자동차·오토바이 운전면허가
가장 많았고, 아무 자격증이 없는 응답자가 42.9%(51.0%)였다.
사회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 관련 단체 참여
는 73%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참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친목 및 사교
단체 역시 65.7%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참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종교단체, 경제활동단체, 문화·여가·취미·스포츠단체, 사회봉사단체,
시민사회 또는 정치 관련 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를 보였다.
신뢰도와 지역공동체의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21.16점
(총 25점)으로 높은 신뢰 점수를 보여주었다. 마을주민의 상호협력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협력에 관한 6개 문항 중에서 5개 문항에
서 긍정응답 비율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정보기술 능력은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역
량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사회참여와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호협력
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역량의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집단을
64세 이하의 비노인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

다. 경제활동과 소득, 정보기술과 자격에 있어서 노인집단은 비노인집단에
비해서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에 대한 특별대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의 역량에 있어서는 사회참여도는 비
노인집단이 노인집단보다 높았으나 신뢰도는 노인집단이 비노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식과 마을주민의 상호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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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체조교실, 무료급
식, 마을공동급식은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그 외의 사회복지서
비스는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교육 부문에서는 농업기술교육, 정보화교
육, 스포츠·건강교육 등이 이용률도 높고, 향후 수강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서비스는 생계비 지원, 의료
비 지원,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방문 요양·목욕·간호서비스 순으로 높
았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은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10
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근 3년 동안에 마을(행정리)에
서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관련 사업은 대다수의 마을에서 참여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동복지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은 추
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 단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관련 활
동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사업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복지 실태를 나타내는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는 대
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는 94.3%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의 경우에는 92.0%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복지와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2개 마을과 낮은 2개 마을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가구소득, 정보기술 능력, 사회참여,
신뢰도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호협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사회교육 수강
에 있어서 마을복지 수준이 높은 마을이 낮은 마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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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은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지역사회공동체의식, 상호협력,
마을 노령화였고,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
득, 정보기술능력, 사회참여, 상호협력, 마을 재산·기금, 마을 고령화였다.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국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사례들은 주민 주도성, 마을주민의 역량 활용, 사회단체 활용
의 측면에서 대체로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하고, ‘귀농·귀촌인 또는 다
문화가정 참여’에 있어서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한 경우는 전체 사례들
중의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에 있어서
민관협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이 주
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민관협치체계를 구축해야
마을복지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
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가복지 영역에서
구축되어 있는 복지자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마을주민의 의견을 잘 수
렴하여 ‘마을주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귀농·귀촌인 또는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역량을 잘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으로는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농촌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2개의 법안이 있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으로는 농림축
산식품부는 주민 체감형 농촌복지 프로그램,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
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사업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마
을기업과 정보화마을이 있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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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
으로는 도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들 수 있다.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기
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는 시·군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과 시·군 단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시·군 단위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등과 같은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농촌 마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으
로는 첫째, 법률적 기반이 취약하다. 농촌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활
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이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를 활성
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둘째, 부처별로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
합·지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처 간에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
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주민의 욕구, 마을공동체의 사
회경제적 역량이나 자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거환경 개선, 시
설 조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넷
째,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다
섯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도
가 적용되어 인력 충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농촌 마
을복지와 국가복지와의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촌 마
을복지와 국가복지와의 관계는 5가지 유형(①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②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 ③ 기존 국가복지사

업의 문제점 개선, ④ 농촌마을 고유 복지사업의 추진, ⑤ 법적·제도적 기
반 정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5가지 유형에 따라 주요 과제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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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경증치매 환자 돌봄,
농한기 마을복지사업의 추진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말벗(정서지원)서비스 확대, 농
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제시하였다. 기존 국가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 주요 과제로는 행복꾸러미사업, 노인공동생활홈, 노인들의 눈높이
에 맞는 정보화교육, 마실반찬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마을 고유 복지사업은
마을 공동재산이나 기금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잘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마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읍·면·동 복지허
브화 사업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우수사례 및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농촌주민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② 농촌주민

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③ 농촌 마을복지와 국가복지와의
관계 유형별(5가지)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5가지 유형(①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② 사회복지서비스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 ③ 기존 국가복지사업의 문제점 개선,
④ 농촌마을 고유 복지사업의 추진, ⑤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별 주요 과

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로는 첫째, 조사대상이 농촌에 한정되어
있어서 도시와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의 관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일부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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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측정방법, 문항 수 등이 달라서 자료를 비교하여 해석하는 데 한
계가 많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비교하고 농
촌의 마을복지와 도시의 마을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농촌주민 대상 면접설문조사는 10개 지역의 마을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연구에서는 전국의 농촌주민을 좀 더 대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횡단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인
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
계를 추진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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