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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전통적으로 농촌 마을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과 생산 문화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의 산업화·도시화 과정

에서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량은 저하되고 기능도 많이 바뀌었다.

  2000년대 초기 이후 정부는 농촌 마을공동체에 기초한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추진하 다. 이는 농촌 마을공동체가 경제활동 단위로서 잘 작동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마을공동

체 활동과 농가 소득을 둘러싼 이론 검토와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실

증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된 측면도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과 농가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하고 이

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과 정책 관련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사례와 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응해주

신 25개 마을 787농가와 심층 인터뷰에 응해주신 마을 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

다. 모쪼록 이 연구가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 활동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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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내용

○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community-based entrepreneurship)은 농촌경제 활성

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형태와 기반이 되는 공동체

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하 지만 공

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이론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

히 과거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의 공동체성 발현에 기대하여 

경제 활동을 정책적으로 촉진한 측면이 있음. 

○ 마을공동체 활동이 개별 가구 소득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

증적인 연구도 부족한 편임. 특히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과 그 공동체에 속한 개별 가구와 소득과의 관계 분석이 매우 

미흡한 편임.

○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활동과 농가 소득과의 관계를 이론 및 선행 사례 실

증 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함. 또한 농촌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 방향 설정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연구 방법

○ 문헌조사에 의해 마을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마을공동체와 농가소

득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논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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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례조사에 의해 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주민 소득과의 관계 성공 및 

실패 여부, 문제점 등을 파악함.

○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정부 지원에 의해 마을사

업을 실시하는 마을을 선정한 후, 선정된 마을에서 개별 농가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함.

○ 25개 마을의 총 787개 설문 조사를 통해 공동체 활동과 농가소득과의 관계

를 밝힘.

연구 결과  시사

○ 공동체는 신축적인 개념이지만 공동체 특징의 구성요소가 가장 잘 나타나

는 곳이 농촌마을임. 마을은 ‘사람들’과 ‘공동체’까지 포괄하는 용어임.

○ 새마을운동 이후 1980년대부터 농촌 마을공동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

타남. 마을 총회나 공동 애경사, 친목모임 등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경제적 

활동인 공동 농작업이나 마을의 자원 관리 활동은 부진함. 공동체의 경제적 

활동은 작목반과 같은 전문화된 이익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함

께 공동체 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을 벗어난 광역으로 확대됨.

○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함. 정부 주도 마을사업의 

추진 근거는 마을공동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음. 이는 1980년대 이후 마을공동체의 기능 변화와 역량 저하

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로 마을공동체 기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사업을 실시한 마을의 사례 조사 결과 일부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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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을 소득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증가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공동 경

으로 인한 경 비 절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효과이며,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음. 

○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과 개별 주민들의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한 선행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25개 마을 787개 

가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농가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함.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저조한 편이

며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 활동이 개별가구 소득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부 지원에 의해 마을사업을 하는 경우도 주민들의 

마을 공동 사업의 참여율이 낮고 그를 통한 소득 증대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을 보여줌.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농가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만 그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함.

- 농가의 경제활동은 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53.6%). 작목반, 

농조합, 마을사업조직 등의 조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비율

은 15.4%로 낮은 편임.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하는 마을의 주민 참여율도 

농촌체험 프로그램(4.0%)을 포함하여 7.0%에 불과함. 

-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든 외부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이든 농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소득 증가와 연관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농가의 소

득은 농규모, 나이, 축산두수 등 개별적인 요인에 크게 향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 경제활동으로 마을분위기가 활기차진 점(38.9%)에서, 그리고 

마을 관광, 목욕 등 주민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된 점(6.6%)에서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불화가 발생했다는 점

(41.6%)과 마을 일부 사람만 소득이 늘었다는 점(25%)도 무시 못 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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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농가의 소득은 개별적인 요인

에 의해 크게 향을 받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도 농협이나 농

조합, 작목반과 같이 마을을 벗어난 광역 경제 조직 속에서 수행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체에 기반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전통적인 마을사업 추진 기반을 다시 정비하거나 경제활동 수행에 적합

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이에 기초하여 정책 방향으로 마을사업 추진 기반 정비, 목적 중시형 광역

화된 경제 공동체 필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지원 방식 개선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기존 마을사업 지원 방식의 개선

과 농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경 체 육성, 광역화된 

경제 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 조직의 활용, 지역 활동가 육성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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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s to Enhance Farm Income Through Village Community 
Revitalization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ctivities and 
farm income, and present policy task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ets the direction for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rural 
communities, and proposes policy tasks for the actualization. In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led diverse village projects, but theories of 
community-based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applicability have not been 
reviewed sufficiently.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ies have promoted economic 
activities, expecting the manifestation of community spirit in a positive sense 
that rural villages had in the past. 
  Also,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how much village community 
activities affect individual households' income. Particularly, there has been 
insufficient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community-based economic 
activities led by government policy and incomes of individual household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utilized various methods including reviewing related theories and 
case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ctivities and farm 
income, and empirically analyzing survey result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we examined theories on village communities,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 of the communities to farm income, and drew issues. 
Through the research on domestic and overseas cases, we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community projects, their relationship with residents' income, 
success and failure, problems, and so on. Also, we selected villages which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those which do not, and villages 
which carry out village projects through government support. Then, we 
conducted a survey on farm households in the selected villages. Through the 
survey on 787 households in 25 villages, we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ctivities and farm income.
  Village community activities began in earnest with the Saemau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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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as brought the functional change to economic communities based on 
contractual cooperation. Since then, previous joint farm work and management 
of village resources have been inactive in rural villages, and as cooperation 
has taken on a contractual and functional nature,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centered on specialized interest groups such as crop clubs. In addition, 
the spatial range of community activities has expanded to a wide area beyond 
a village. However, assuming that village communities can be a main agent of 
economic activities, a variety of villag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2000s. Past research and case studies show that government-led village 
projects have problems as follows: lack of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an insufficient system for cooperation between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and the limit in expanding the scope of a community suitable for each 
project's characteristics due to the emphasis on the village unit.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rvey,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there is a limit in implementing economic projects based on village 
communities with the current communities' capacity and residents' individual 
behavior patter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ncrease farm income.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village communities were not active and their effects were 
low. The most general economic activities of residents were individual ones 
(53.6%), followed by activities in wide-area organizations beyond their village 
(20.9%), includ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farming associations, and crop 
clubs. Only 6.9% established an organization based on their village 
community and took part in its projects. In particular, only 3%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ir village's joint project without government support. Even 
in villages with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just 7.3% took part in the 
projects voluntarily. Whether the economic activities were based on village 
communities or outside organizations, the proportion of farmers'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which increases their income was not high. Individual factors 
largely influenced farm households' income, including the farming scale, age, 
and the number of livestock (in case of livestock farms). On the other hand, 
joint economic activities in a village had positive aspects as follows: the 
village's lively atmosphere (38.9%) and residents' welfare improvement 
including tours for villagers and baths (6.6%). Nevertheless,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discord among residen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village project (41.6%) and that only some villagers' income 
increased (25%). 
  Because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village communities have limit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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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seek other types of community-based economic activities. The 
following are policy directions presented for it: redefining the concept of rural 
community as a policy target; laying the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mote 
community activities; and supporting community-based economic activities. 
We proposed major policy tasks as follows: linking with community projects 
of residents' associations; supporting rural community activities with themes; 
implementing contests for local activist groups; nurturing village farming 
enterprises; and improving methods to support village projects. 

Researchers: Park Sihyun, Eom Jinyoung, and Lim Jieun
Research period: 2016. 6. ∼ 2016. 12.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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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1.1.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기능

○ 전통적으로 농촌마을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과 생산 문화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 기능이 형성되었음. 공동체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첫째, 자원관리기능임. 마을 주민 공동으로 마을과 마을 주변의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임. 자원으로는 마을 주변의 산림, 성황당, 정자각, 마을도

로, 마을 공동 경작지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목지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음. 

- 둘째, 생산보완기능임. 주산업인 농업을 위하기 위해 보, 수로, 웅덩이 

등 소규모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수리계나 수리조합 등을 통해 공동으

로 관리하거나 품앗이, 두레 등 공동 부조를 통한 공동 농작업을 수행하

는 기능임. 

- 셋째, 생활부조기능임. 마을 축제, 전통행사, 상여계, 관혼상제의 상호 부

조 등을 수행함. 마을 단체 여행 등 친목활동 등도 여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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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을공동체 기능 변화와 마을공동체 기반 사업 추진 

○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업의 쇠퇴는 마을공동체 기능에 향을 미침. 산업화

와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의 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반에 향을 미침.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는 계속 약화됨. 농촌에서 

농업을 통해 지역 인구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타 산업으로의 농업인구 이출이 계속됨. 

○ 과소화와 고령화 진행이 마을공동체에 향을 미침.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촌향도 현상은 2000년까지 지속됨.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 인구의 전

반적인 감소와 함께 강원산간지역과 호남을 잇는 백두대간 농촌지역의 과

소화가 심화됨. 특히 농촌의 인구 감소는 젊은 층의 선택적 이동에 기인함. 

이로 인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됨.

○ 마을 주민 구성의 다양화가 공동체 기능에 향을 미침. 농어촌의 농어가 

인구 비율은 1990년 64.5% 던 것이 25년 사이 37.2%p 감소하여 2015년에

는 27.3% 음. 귀농·귀촌 가구, 다문화 가구 등이 증가하며 농촌에 거주하

면서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등 다

양한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이 늘고 있음.

○ 주민 수요의 다양화와 생활권의 확대가 마을공동체에 향을 미침. 다른 형

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농촌 이주가 증대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공공 수요 및 경제활동 양식이 변화됨. 대중 매체의 보편화와 구성원의 다

양화로 마을 내의 대면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축소됨.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

달은 일상 생활권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

폭 축소함.

○ 결과적으로 농촌 공동체 역량 저하와 기능 변화가 나타남. 고령화·과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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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은 마을의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약화시킴. 주민 구성

과 이들의 수요가 다양하므로 마을공동체가 약화된 상태에서는 이들의 요

구에 대응하기 어려움.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이 증가함.

○ 한편,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함. 일부 마을의 물

리적인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음. 정부 주도 마을사업의 추진 근거는 마을공

동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함. 정부 정책에 

향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 다

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음.  

1.3. 공동체 활동과 개별 가구 소득 간의 관계 규명 필요

○ 공동체 활동과 개별 가구 소득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이론 및 선행 사례 검토가 필요함.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community-based entrepreneurship)1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

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음.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은 한 국가의 발전 수준, 

공동체의 역량 및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됨.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이론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

이, 단순히 과거 마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의 공동체성 발현을 기대하고 

경제 활동을 정책적으로 촉진한 측면이 있음. 이런 면에서 공동체를 기반으

로 하는 경제활동의 특성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함. 

1  entrepreneurship은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 혹은 기업활동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모

험 또는 혁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창업활동으로 번역되기도 함. 농촌과 같이 어떤 

지역에서의 폭넓은 경제 활동을 의미할 때는 일본에서와 같이 기업( 業)활동보다는 

기업(起業)활동으로 번역되기도 함. 이 연구에서는 community-based entrepreneurship

을 폭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라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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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소득 간의 실증 분석이 필요함. 마

을공동체 활동이 개별 가구 소득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

적인 연구도 부족한 편임. 특히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기

반 경제활동과 그 공동체에 속한 개별 가구와 소득과의 관계 분석이 매우 

미흡한 편임.

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가 소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

동체 활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이를 

위해 공동체 활동과 농가 소득과의 관계를 이론 및 선행 사례, 실증 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농촌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중대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3. 연구 방법

3.1. 문헌조사

○ 마을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마을공동체와 농가소득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관련 논문 및 간행물을 조사함.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정부 문서 및 선행연구를 검토함. 특히, 1970년대 당시 

내무부에서 수집·작성한 자료와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된 새

마을운동 및 농가소득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또한 유럽과 일본의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정책사례 문헌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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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조사

○ 공동체에 기반한 소득 증대 정책사업을 실시한 사례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주민 소득과의 관계, 성공 및 실패 여부, 문제점 등을 

파악함. 

○ 해외사례로 일본의 집락 농 사례와 농촌에서의 광역 공동체 조직 구성 현

황을 조사함. 이를 위해 ‘일본 농림성 중국 사국 농정국’과 일본 돗토리현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함.

3.3. 설문조사

○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정부 지원에 의해 마을사

업을 실시하는 마을을 선정한 후, 선정된 마을에서 개별 농가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항목은, 농가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마을활동 참여 정도, 

농규모,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참여하고 있는 마을사업 여부, 

참여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증감 등임.  

○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20~30농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787

농가 조사를 완료함. 연구진의 조사표 설계 및 시범 조사 이후 본 조사는 리

서치앤리서치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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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협동 연구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발의에 의해 추진된 과제로 연구회 측에

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농가 소득과의 관계를 연구 내용에 포함하고 이 부

분은 새마을 중앙회 소속 새마을 연구소와 공동 연구할 것을 결정하 음. 

- 새마을 연구소에서에서는 공동체의 개념 및 이론 부분을 정리하고 새마

을운동과 주민 소득과의 관계 자료를 제공함. 위탁연구 제목은 “마을공

동체의 변화와 농가소득(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으로 함. 

○ 기타 일본의 집락 농 정책 사례는 김정호 박사에게 원고 의뢰함. 위탁연구 

제목은 “일본의 집락 농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임.

4. 연구 범위

4.1. 마을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는 대단히 신축적인 개념으로 작은 마을과 지구촌 전체를 지칭할 수

도 있음. 마을의 사회적 개념과 공간적 범위도 매우 탄력적임. 제2장에서 자

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촌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그 공간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농촌 마을공동체란 용어에서 마을, 즉 자연 부락 혹은 행정리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강조하지 않음. 농촌마을 개념은 공간적 특성과 공동체적 특성을 포

함하는 것으로 파악하되 그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함. 농촌마을은 연

접된 공간적 범위이자 주민들이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 범

위(조 재 외 2011)로 해석함. 연접된 공간적 범위를 자연 부락에서 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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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까지 폭넓게 설정함. 주민들의 동일한 공동체 의식도 전통적인 호혜 

관계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까지 폭넓게 파악함. 다만 공동체와 주민 소득과

의 상관분석을 위한 사례 마을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설정함. 그 밖의 국내

외 정책 사례 검토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공동체의 공간 범위는 그 내용

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함.

4.2. 사례 검토 범위

○ 공동체의 개념이 탄력적인 만큼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에 관한 국내외 사례

의 공간범위도 다양하게 설정함. 해외 사례로 선정된 유럽의 경우 공동체의 

범위를 마을보다는 광역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함. 특히 EU의 LEADER 프

로젝트의 경우 대상지역의 평균 인구는 15,000명 수준임. 일본의 집락 농

은 중산간 지역의 평균 호수 39호로 구성된 1개 집락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도 있지만 수개 집락이 모인 광역 단위로 집락 농을 구성하는 사례도 발견

됨. 국내 사례에서 공동체 활동과 농가 소득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조사

마을은 행정리 단위로 하지만,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 활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사례마을은 행정리 기준 마을과 면단위 공동체 등을 포함함.

5.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 연구는 크게 다섯 분야로 구성됨. 제2장에서는 공동체의 개념 관련 이론, 

국내의 마을공동체 변화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이 부분은 새마을 

중앙회의 새마을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함. 새마을 연구소에서는 공동

체의 개념과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새마을운동 당시의 마을공동체와 주민 

소득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함. 새마을 연구소 연구 내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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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연구진이 수행한 선행 연구 등과 결합되어 이 연구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 쟁점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제3장에서는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소득 증대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실제 사

례 조사를 실시함.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소득 증대 정책은 관련 부처 및 사

업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 연구에서 모두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 연구

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한 쟁점과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공동체 활동이 

주민 소득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

○ 제4장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과의 실증 분석을 실시함.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규명한 이론적 근거 또는 연구가 미

흡한 상태에서 마을공동체와 농가소득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사례지

역에서의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실증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25개 마을을 선정하고 787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예비 

조사 등을 통해 연구진이 작성한 설문지를 리서치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조

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함.

○ 제5장은 일본의 집락 농과 일본 농촌의 광역공동체 조직 구성 동향, 유럽 

국의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과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 정책인 LEADER 

사업의 공동체 기반 활동을 분석함. 제5장의 외국 사례는 국내 정책 과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제6장에서는 제2장부터 5장까지의 주요 연구 내용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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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연구목적･내용
연구범위 설정

공동체 개념 및 관련 이론
공동체와 소득관계

한국의 마을공동체 변화

연구쟁점 도출

(25개 마을, 787농가)





제2 장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쟁점2

1. 공동체와 마을공동체

1.1. 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는 대단히 신축적인 개념임(이종수 2008). 작은 마을일 수도 있고, 지

구촌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음. 하지만 공동체란 관념을 관통하는 요소가 

공통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라는 점은 명확함(김찬동 2012: 9).

○ 농촌마을 개념은 공간적 특성과 공동체적 특성을 포함함. 공동체 특징의 구

성요소가 가장 잘 나타는 곳이 농촌마을임. 농촌마을은 연접된 공간적 범위

이자 주민들이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 범위를 의미함(조

재 외 2011). 

○ 농촌마을(rural village)은 농촌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기능적·형태적으로 일

2  이 장에서 공동체 개념, 공동체 관련 이론, 새마을운동과 마을공동체 부분은 임경수 교수(새마

을운동연구소/성결대학교)의 위탁 원고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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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공동체 정의 구성요소

성희자‧전보경(2006)
공동의식, 유대감을 포함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으

로서 공동체 의식,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임
충만함, 연대의식, 일체감, 정서적 친밀감

임우현(2006)

공동의 목적과 가치체계를 가진 모임을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 의식은 그

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경험하는 정신적‧정서적 유대관

계로 봄

친밀성, 관계지향성, 배려, 일체감

최병두(2000)
인간의 생물적 및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지

역성을 전제로 하며,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의 공간으로 봄

문화적 전통, 사회적 융합,

규범적 구조가 생산 또는 재생산되면서 전환하게 되는 영역

김경준(1998)
지역사회에 소속함으로써 느끼는 충만감,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

감,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느낌 등임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 의식, 정서적 친밀감

Nisbet, R. A.(1985)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공동체로 전제하고, 함께 일하면서 공

동체 의식을 겪는 집단의식으로 봄

구성원 감정, 상호영향 의식, 욕구와 충족의 통합, 정서적 

연계

McMillian, D. 

W.(1986)

소속감, 영향력 행사 느낌, 욕구 충족에 대한 가능성 공유 느낌, 역사, 경험 

등에 대한 공유 느낌 등으로 봄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 의식, 정서적 친밀감

자료: 김찬동(2012 :11); 신영선(2012). 

<표 2-1>  학자들의 공동체 정의 및 구성요소 

정한 단위성을 지닌 집합적 개념임(정진원 1991). 또한  농촌마을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다양한 주민이 일상생활과 공동생활을 위하며, 소속감 및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정주공간임(박창석 1999: 6). 

○ 농촌마을을 동일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이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 

소속감 및 연대감이 형성되는 정주공간의 단위로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신 선 

2012). 마을은 ‘사람들’과 ‘공동체’까지 포괄하는 용어임. 농촌마을은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비교적 독립된 모둠살이의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직접적이

고 친밀한 대인관계에 바탕한 공동운명체로서 특별한 연대감과 역사성 등

을 갖는 단위임(김기홍 201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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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연접성과 공동체성의 개념이 신축적이기 때문

에 농촌 마을공동체 역시 신축적인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마을공동체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김기홍 2014)라 할 때 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공간 범위와 이를 조직화해서 어떤 행동

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농촌 마을공동체

에 기초하여 조직화되고 통일된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체의 공간 범

위와 공동체성의 정도는 각기 다를 수 있음. 박대식·안석(2016)의 연구에서

는 마을을 기계적으로 한 가지 양태로 규정하지 말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

1.2.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공동체 형성을 개인 속성, 사회적 속

성, 물리적 속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개인 속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족구성(가족 수), 가족 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이며 사회적 속성은 

이웃에 대한 만족도, 교류 정도, 친하게 된 계기, 교류의 장소 등에 향을 

받음. 물리적 속성은 주거의 집단화 정도, 공동체 시설의 편리성 및 접근성, 

시설 기능 등에 향을 받음.

○ 공동체의 발달 단계는 참여활성화 단계(네트워크 형성), 공동체성 구비 단

계(호혜성과 운 체 형성), 준주민자치적 단계(상호작용과 사업운 ), 준단

체자치적 단계(대의기능과 지역경 )(김찬동 2012: ⅱ)로 나눌 수 있음. 공

동체의 발달 단계는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어떤 행위를 할 때 성공가능성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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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발달의 단계 키워드 사업주제별 내용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에 대한 애착, 네트워크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공동체성 구비 단계 유대감, 호혜성, 운영체 형성
-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킴

-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준주민자치적 단계 운영체 기능, 재원, 서비스 공급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준단체자치적 단계 준대의성, 시설공급, 지역경영, 행정권한 이관
주민만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져 행정은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계

자료: 김찬동(2012: ⅱ).

<표 2-2>  공동체 발달의 4단계

 

○ 공동체는 협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협동이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사회적 행

동 양식”을 말함(정기환 외 2006: 32). 협동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

의 활동과 발전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 

○ 정기환 외(2006: 32)에서 설명하는 자발적 협동, 전통적 협동, 계약적 협동, 

지시적 협동은 다음과 같음. 자발적 협동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 신뢰의 바

탕 위에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게 되는 간단한 형태의 

비조직적인 협동 행위”로, “농촌사회에서 이웃집이 바쁠 때 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것”임. 공동체 형성의 가장 기초를 이룸. 전통적 협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번 나타난 자발적 협동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차 사회의 

전통과 관습으로” 고착되는 것으로, 그 예는 “농촌사회의 품앗이 전통이나 

관혼상제 때의 상부상조와 노동력 출역 형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이는 

계약에 의한 협동이 아니며 이웃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됨. 

계약적 협동은 “전통적 협동 이외에도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 간 계약의 형태로 행하는 협동임.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

으로 협동의 목적과 방법 및 조건을 명시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짐. 그 

예로는 혼‧상계, 쌀계 등을 들 수 있음. 지시된 협동은 구성원의 자발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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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향적인 계약에 의하지 않고 외부 세력 혹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협동임. “순번을 정해 야경을 서거나 방범 활동하기, 팀장의 지

시에 의해 실시하는 노동자들 간의 작업 협동”이 그 예임.

2. 공동체 관련 이론

2.1. 사회적 자본 이론

○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연결해 설명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있음(고재경 외 2012). 물적·인적·문화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비교하

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인적 자본‧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

들을 통해 순수한(전통적인) 경제적 역의 생산요소, 생산수단 개념이 확대

되어 사용되기 시작함. 즉, 개인이 아닌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함(Coleman 

1998; Fine 2001).

○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이 마을공동체 발전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입

증한 실증적 연구는 나타나지 않지만(정기환 외 2006: 157) Narayan과 

Pritchet(1996)이 아프리카에서 실시한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공동체 활동 그리고 농가소득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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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본 인적 자본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수정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의 소유자 개인(자본가) 개인(노동자)
가족 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자본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별 짓기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형태
물질적 대상(토지 및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

교육 및 직무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과 지식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연구의 핵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
교육 과정과 임금 사이의 

연관성

문화 자본을 통한 세대 간 

계급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 

유형

분석 수준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집단

자료: 유석춘·장미혜, 2003: 27.

<표 2-3>  경제 자본, 인적 자본, 문화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점

○ 최근에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

는 연구가 수행됨(Peredo et al. 2006). 즉,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은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나타나고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자장 중요한 자원임

(Coleman 1988).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달성

할 수 있는데(고재경 외 2012)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

던 1970년에 시작되어 그간 산업화로 인해 훼손되었던 지역사회 사회적 자

본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So 2000).

○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민 간에 공통적인 경제적‧사

회적‧문화적 활동이 필요하고 이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집단을 구성하

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함(정기환 외 2006: 192). “마을 주민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동제, 축제, 기타 농경문화적인 행사나 놀이 등의 전통문화 활

동을 복원하거나 진작”하는 등, “공동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집단을 구성하도록 지원”해야 함(정기환 외 200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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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사회개발 이론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이론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음. 지역사회개발은 일정한 지역주민에 의해 창안되고 수행되는 계

획된 경제‧기술‧사회의 변화를 말하는데 하나의 과정(a process), 하나의 방법(a 

method), 하나의 운동(a movement), 하나의 프로그램(a program)으로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zation)과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의 합성어임

(Sanders 1958).

○ 지역사회개발이란 역사적으로 단일성을 가지고 지리적으로 집약성을 가지

며 물리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농촌지역사회의 

정신개발, 경제개발, 사회개발을 도모하는 주민 주도적 개발전략으로 주민

형태의 쇄신, 주민경제 생활수준의 향상,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표적한 

주민의 의도적인 사회변경 과정으로 하나의 혁신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조

석주 2013: 20).

○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향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으로, 체계적 계획과 자조정신의 계발, 

인적‧물적‧기술적 지원,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여러 특수기관의 통합을 그 

요소로 함(Dunham 1960).

○조석주(2013)은 지역사회개발의 일반적 목표를 제시함. “첫째, 지역개발사업

을 주도해 나갈 자조적 주민조직의 형성과 육성, 둘째, 효과적인 생산 및 소

득기반 조성, 셋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표의 하나로 생산증가 내지 소득 

증대, 넷째, 편의성이 있고 사람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다섯째, 번 과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태도와 선진 지역과 낙후 지

역 간의 격차 해소, 여섯째,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개발”임(조석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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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정지웅‧최상호 1983: 

108-110), 이는 농촌 개발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함. 

○ 최근 UN과 World Bank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 개발(Community-based 

Development)에서 보다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주도 개발

(Community-driven Development)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

은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내

발적인 발전3을 모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2.3. 거버넌스 이론

○ 공공문제의 정의와 해결에 있어 국가의 독점적 역할보다는 국가와 시장, 시

민사회 공동체가 더불어 협의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방식이 더 바람직하

다는 인식이 대두됨(조석주 외 2013). 거버넌스는 정부보다 확대된 개념으

로, 한 사회가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역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경제

적, 정치적, 사회적 과정을 관리하는 일련의 가치, 정책, 그리고 제도로 정의

할 수 있음(조석주 2013: 25).

○ 거버넌스는 계층제와 통제보다는 협동과 권한위임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

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하며,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

의, 시민사회, 정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조

3 내발적 발전은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함으

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민들 간 유기적 연대

와 호혜성, 신뢰형성, 지역정체성, 규범강화 등 자발적이고 통섭적이며 동태적인 발

전 메커니즘으로 작용함(김학실 2014: 181). 이는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발전 메커

니즘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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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2013: 26). 거버넌스는 공동이익의 추구를 위해 어느 정도 독자적인 행

동주체들을 지휘‧통제하는 수단임. 이를 엮어내는 행동주체들은 다원적이

며 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함(오석홍 2014: 58). 거버넌스 이론은 조직의 정

치적 특성을 강조하고 조직과 그에 연관된 행동주체들이 형성하는 네트워

크 그리고 이익‧목표의 조정구조와 협상‧타협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정치학

적 접근방법임(오석홍 2014: 59).

○거버넌스 이론은 조직을 내외의 불확실성과 논쟁(갈등)에 직면해 있는 정치

적 존재(polity)로 보며, 조직은 그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하는 존재라고 봄. 조직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논쟁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에 한정함으로써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탐색해 가는 존재라고 가정함(오석홍 2014: 59).

○최근 농촌개발 방식은 수직적인 행정 주도에서 관련자들의 파트너십을 강조

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거버넌스는 공동체 내

의 관련자들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임. 앞에서 언급한 

공동체 발전 단계 가운데 준주민자치적 단계나 준단체자치적 단계에 해당하

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음.

3. 공동체와 소득과의 관계

3.1. 일반적 관계

○ 공동체와 관련된 많은 이론들이 공동체와 소득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설명

하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결성이 개인을 넘어서는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시사함.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Herbert A. Simon은 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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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0%는 그 사회공동체가 가진 공통의 자산 덕분이라고 말함(조한혜정 외 

2016). 

 

○ 개인 소득의 주된 원천은 시장과 가족, 그리고 국가이지만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그것은 확대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자신이 속한 공

동체로부터도 이전받는 소득임(홍경준 200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더 크며,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상당함. 사적 이전소득의 소득원이 가족, 친척, 이웃 등이라는 점

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득의 소득원을 ‘공동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

을 것임(홍경준 2003).

○ 이러한 주장들은 협동을 전제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아닌 사회라는 추상적

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사회공동체의 뒷받침 없이 개인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함.

○ 한편, 지역혁신 이론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이 혁신활동을 통한 기술개

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함. 여기에서 혁신이 발생하는 환경이 중

요한데 이는 구성원 간의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 호혜 정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과정과 이에 기초한 개선 노력 등이 작용함(김광선 2014). 

이는 앞에서 논한 공동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지역혁신이 

이루어지는 공간 단위는 마을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며 혁신활동도 마을

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

음. 그럼에도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가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조

건과 유사하다는 측면에 비추어서 공동체 활동은 구성원의 경제 상황을 개

선시킨다고 추론할 수 있음. 

○ 하지만 농가소득은 마을공동체 활동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음. 농가소득은 마을공동체의 구성보다는 오히려 개별 농업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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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경 능력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줌. 최재혁‧고석남(2005)의 

연구에 의하면, 농가경 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농업경 조직 유형, 농가

의 경  규모, 농가의 지대별 입지 및 전‧겸업 농가의 유형 등 다양한 요인

이 농가소득에 향을 미침. 김 효(2010)에 의하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 계층 간 소득격차는 2004년 

5분위/1분위 비율이 9.8배에서 2007년에는 10.7배, 2008년에는 11.2배로 증

가하여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또

한 “유사한 경지규모하에서도 농가 간의 경  특성, 기술 수준, 생산성의 차

이에 의하여 농업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김 효 2010).

3.2.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community-based enterprise)

○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용어로는 community enterprise, community-based en-

terprise, community business 등이 사용되고 있음. 각 용어의 등장 배경, 적용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기본 개념은 유사하며 또한 도시

와 농촌 간의 성격 차이도 크지 않음.

○ Peredo et al.(2006)은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으면 가난한 지

역 혹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공동체 기반 경제활

동(community-based enterprise, 이하 CBE)을 개념화함. CBE는 공동의 선을 위

해 구성원들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임(Peredo et al. 

2006). CBE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 안에 존재하는 기업가 정신을 끌어내는 과정

으로 이해될 수 있음(Peredo et al. 2006). CBE는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활동과

는 조금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임. 이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는 상충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험 가

치(venture value)가 창출된다는 논리에 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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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E는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나타남.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자장 중요

한 자원임(Coleman 1988).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문화적, 사

회적 그리고 인종적 유산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음(Peredo et al. 2006). 이러

한 유산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고하게 다져지고, 집단행동으로 받

아들여짐(Peredo et al. 2006).

○ CBE의 성공은 그 공동체가 기업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에 

의해 좌우됨. 이는 공동체의 규모와 관련됨(Peredo et al. 2006). 규모가 큰 공

동체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보다도 CBE을 창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공동체 크기가 CBE의 성공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규

모가 큰 공동체는 공동체 내에 복잡하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사회적 네

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네트워크는 가끔 공동체 활동을 저해함.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CBE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음(Peredo et al. 2006).

○ CBE는 주민 참여에 크게 좌우되는데 풀뿌리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장기적

인 관점에서 CBE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을 받음(Word bank 1996). 반대

로 활발한 주민 참여는 내발적 요소로서 작용하여 CBE의 기능을 강화시킴. 

CBE의 협치 구조는 문화적 전통에 기초하고 있음. 공동체 단위로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전통은 초기 CBE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Peredo et al. 

2006).

○ CBE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CBE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용 가능한 기

술 또는 경험에 기반함. 이러한 것들은 전부터 개발된 것으로 공동체 경제 

활동을 특징지음. 예를 들면 축산, 치즈만들기, 광산, 무역, 수공예 등은 

CBE 창출 전에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기술과 경험임(Peredo 

et al. 2006). 또한 CBE는 다목적성을 가짐. CBE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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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E가 성장함에 따라 보다 공식적인 구조와 행정시스템이 필요함. 이 과정

에서 전통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협동과 시장지향적 과정과의 공존이 필요

함(Peredo et al. 2006). 이 과정에서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음.

유형 일반 기업 활동 농촌커뮤니티 기반 기업 활동

소유자 투자가, 이해관계자 제휴회원 또는 등록회원

법적형태 개인회사, 파트너십, 회사법인 협동조합, 회사법인(단 회원이 주식을 소유)

목적 이유 및 투자수익 추구 고용, 자본화, 배당, 공공재 및 서비스 공급, 지속가능 자원 관리 

경영구조 소유자 또는 전문경영자 이사회, 경영자, 위원회

의사결정 컨트롤 최고경영자, 주주, 회계감사관,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자본화 제약 제약 없음 농촌커뮤니티 활동의 상태에 따라 제약, 커뮤니티의 규율 내

손해액의 배분 투자액수에 비례 할당 회원의 이용고에 따라 배분, 혹은 회원 간 균등 배분

자료 : Donovan et al.(2008).

<표 2-4>  공동체 기반 기업 활동과 일반 기업 활동 비교

3.3. 커뮤니티 비즈니스

○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이름으로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일본적인 특징으로 정리됨.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업의 일환에 속함.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은 지

역사회의 과제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그 해결을 

위해 기업방식을 이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함

(후쿠오카현 2003, 지역 비즈니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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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역사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영역

자료: 라영재(2010)에서 재인용.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상호존중의 사업방식임.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비즈니스적인 감각이나 기업을 이용해 지역 내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윤추구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커뮤니

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이나 삶의 질 향상,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격의 종류에 상관없이 비 리성(비분배 제약, 정보공개)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체 혹은 사업 부문(伊佐 淳 외 2007)으로 기능”함(소진광 외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 공동체를 기점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 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잠

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며, 지역사회를 활

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소진광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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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해석

비즈니스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이 수입의 주요 원천이고 지속성을 기대한다.

지역성 비즈니스 행위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선 비즈니스 목적은 변화와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 시민 영역은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자본과 경영에서 주도권을 가진다.

지역 기여 지역사회의 의제를 해결하는 데 명백히 기여한다.

자료: Kobe Institute of Urban Research(2002); Kanda et al.(2006: 13); 김정원(2009: 82) 재인용.

<표 2-5>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

유형 내용

지역복원형 공동화된 구도심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침체된 지역 활기를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지역자원활용형 특산품 등 지역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지역에 숨어있는 매력적인 유휴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유형

개인자립형 개인의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취업교육, 창업교육 등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

환경개선형
도시․생활․자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발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유형

생활지원형
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민생활 복지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보건․의료․육아 등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중간지원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예비 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과 운영자를 위한 경영지원을 하는 

유형

자료: 이자성(2010: 1-2) 내용을 정리.

<표 2-6>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

○일본 관동경제산업국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분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13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령자‧장애자의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 지역환경 정비 및 자원 재활용, 육아지원, 지역정보 발신‧네트워

크 구축, 마을만들기, 지역자원 활용, 창업지원‧고용촉진, 생활 관련 물품판

매, 환경‧안전배려형 음식서비스, 지역교육‧생애활동‧정보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이자성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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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마을운동과 마을공동체

4.1. 전통적 마을공동체 기능 변화

○ 새마을운동은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정부는 농촌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자율과 자치의 전통적 조직

을 활용하여 농촌사회의 집합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음(하재훈, 2012: 248).

-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가꾸기 운

동’ 지시(指示: 지방장관회의 지시)에서 최초로 제창되어 그해 전국 행정

리‧동(行政里‧洞)에서 시작하 음. 당시 농촌에서 마을회의는 그 자체가 

생활공동체이고 최고의사결정기구 으며 공동체적 규범을 만드는 곳이

었음(하재훈, 2012: 248). 

- 마을회의 구성원은 마을 전 세대의 가구주 고 계와 회 등과 같이 마을

회의를 대신했던 전통적 조직들도 마을회의와 같이 주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만드는 기능을 하 음(하재훈, 2012: 248). 

○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우선적으로 조직 구축에 나서는 

등 국가 기구 중심의 ‘위로부터의 조직화’ 형태를 보 으나 당시 농촌사회

에 존재했던 자율적이며 자치적인 전통적 조직을 농촌새마을운동의 조직 

내로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하재훈 2012: 248). 

- 정부는 1972년 새마을운동의 본격화를 선언하면서 1972년 3월 7일 내무

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구성하 고 그 산

하에 시‧도, 읍‧면, 리‧동, 마을 등 위계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했음(내무

부 1980: 154-157). 효율적 조직을 위해 지방행정조직을 강화한 것임.

- 중앙통제기구의 설치와 지방행정조직의 강화에 이어 마을회의, 계, 회 등 

당시 농촌마을에 존재하던 다양한 형태의 자치조직들을 농촌 새마을운

동의 조직으로 편입시켜 조직 구축을 완성했음(하재훈 2012: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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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체계

조직명칭 조직구성

중앙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위원장: 내무부장관

위원: 각부 차관(22인)

실무협의회: 매월 운용(32인)

시‧도 시‧도 새마을운영협의회
위원장: 시장, 도지사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30인 내외)

시‧군 시‧군 새마을운영협의회
위원장: 시장, 군수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15인 내외)

읍‧면 읍‧면 새마을추진위원회
위원장: 읍‧면장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15인 내외)

리‧동
리‧동 개발위원회

새마을영농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청소년회

위원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위원: 주민대표(30인 내외)

자료: 김진윤(2013: 88).

<표 2-7>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조직

○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농촌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은 큰 변화를 맞이함.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전통적 기능은 약화되고, 새마을 사업비의 충당이라는 물질적 기능

이 중심적으로 부각됨으로써 전통적 조직들은 농촌 새마을운동의 물적 토

대로서 작동함. 농촌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전통적 조직의 기능 변화를 통해 

주민 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농촌사회의 집합적 참여를 이끌

어내고자 했던 것임(하재훈 201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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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새마을운동의 추진 형태

CB

-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 집행

- 자체적인 새마을운동 독려방안 마련

- 새마을사업지구의 선정과 지원

- 새마을지도자, 주민 애로사항 해결 및 중앙정부 건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 새마을운동 관련 법제의 마련

- 새마을운동 정책 수립

- 지방정부, 주민에 대한 교육과  물적 지원

마을공동체

새마을

지도자
주  민

신뢰와 참여, 협조

A

D

자료: 임경수(2013: 9).

○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추진된 사업은 환경개선, 소득 증대, 의식개혁 등에 목

표를 두고 마을공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궁

극적으로 공동이익 실현을 통해 농촌사회의 집합적 참여를 견인하려던 박

정희 체제의 의도가 담겨 있음(하재훈 2012). 당시까지 농촌마을에 존재했

던 공동노동과 공동분배, 그리고 공동체적 규범에 의한 자기통제의 협업적 

전통을 농촌 새마을운동의 마을공동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집합

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하재훈 2014: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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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통적 협동과 지시된 협동적 요소 결합(효율성과 경쟁원리 도입)

○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새마을지도자, 지방정부-주민, 새마을지도자-

주민 상호 연결망이 적절히 운용되면서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형태를 띠고 있음(임경수 2013). 이는 전통적 협

동과 지시된 협동적 요소의 결합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국가 주도의 농민 

동원 전략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이용기 2014).

○ 지시적 협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1972년 3월에 새마을운동의 추진조

직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조직했고, 1973년에는 전국의 마을을 주

민의 참여도와 사업실적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마을 간 경쟁을 유도했음. 이어 1974년부터는 환

경개선사업에 치중하던 기반조성 단계를 넘어 자조발전 단계에 돌입하면서 

소득 증대 사업을 중요한 목표로 강조하기 시작했음. 

○ 특히 마을의 경쟁은 마을 단위에서의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여 공동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는(소진

광‧김선희 2011) 요인으로 작용함. 마을을 차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을공

동체는 개인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다양한 소득사업과 생활환경개선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마을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의 일탈

을 방지할 수 있었음. 특히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라는 목표하에서 합리적인 

소득분배는 전체 구성원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임.

<그림 2-3>  새마을운동 단계별 마을 구성 목표

기반 조성
(1971~1973) ⇨

자조 발전
(1974~1976) ⇨

자립 완성
(1977~1981)

기초 마을: 30%
자조 마을: 60%
자립 마을: 10%

자조 마을: 60%
자립 마을: 40%

자립 마을: 100%
(오직 농민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소득 

증대)

자료: 오유석(2014: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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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자조마을

(Self-help Village)

자립마을(Self-reliant Village)

일반농촌마을 소재지마을

농촌도로
-간선안길의 완성

-마을진입로의 정비

-간선도로의 완성

-20m 미만 교량가설 완성

-간선도로정비 80% 이상

-지선도로정비 80% 이상

주거환경
-지붕개량 70% 이상

-간선 하수구의 정비

-지붕개량 80% 이상

-담장개량 80% 이상

-상점 및 간판정비 100% 이상

-시장 및 정류장 정비

영농기반
-수리답률 70% 이상

-마을 안 세천정비

-농경지 수리율 85% 이상

-마을 주변 세천정비

-지선 안길의 정비완료

-지붕개량 90% 이상

협동생활
-회관, 창고, 작업장 등 1건 이상

-마을기금 50만 원 이상

-회관, 창고, 작업장 등 2건 이상

-마을 기금 100만 원 이상

-회관, 창고, 작업장 등 2건 이상

-마을 기금 200만 원 이상

소득사업
-공동소득사업 1건 이상

-호당소득 80만 원 이상

-농외소득사업의 개발추진

-호당소득 140만 원 이상

-농외소득사업의 개발추진

-호당소득 140만 원 이상

자료: 내무부(1980). 

<표 2-8>  자조마을 및 자립마을의 승급요건

4.3. 새마을운동을 통한 소득향상

4.3.1. 가시적인 성과

○ 새마을운동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통계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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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농가소득

(명목소득)

도농비율

(명목소득)

농가소득

(실질소득)

도농비율

(실질소득)
농가부채 소득 대비 부채율

1962 68 570 5 7.1

1963 93 527 7 7.2

1964 126 570 8 6.0

1965 112 486 11 9.4

1966 133 545 10 7.5

1967 150 536 11 7.3

1968 179 546 14 7.8

1969 218 562 13 6.0

1970 256 67.1 580 74.7 16 6.3

1971 356 78.9 715 88.2 10 2.8

1972 429 83.0 761 91.6 14 3.3

1973 481 87.4 781 91.1 14 2.9

1974 674 104.6 833 103.3 26 3.9

1975 873 101.6 873 101.6 33 3.8

1976 1,156 100.4 926 92.7 37 3.2

1977 1,433 102.0 980 88.6 82 5.7

1978 1,884 98.3 991 75.1 111 5.9

1979 2,227 84.7 1,030 67.3 173 7.8

주: 도농비율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 실질소득은 농가의 경우 1975년 기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

레이트했고,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1975년 기준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했음.

자료: 농림부(각 연도); 경제기획원(각 연도); 도농비율은 황연수(2006: 38). 

<표 2-9>  1962~1979년 평균 호당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 원, %

○ 통계적으로는 1970년대에는 1960년대에 비하여 농가경제가 일정하게 호전된 

양상을 보임. <표 2-9>에서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물가를 반 한 실질액수로 

따지면 1963~1970년 사이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1971년에 전년 

대비 20% 이상 올라 700원대로 진입한 뒤에 1970년대 말까지 매년 평균 

4.7% 정도 상승하 음. 농가소득 대비 농가부채 비중도 1960년대에는 평균 

약 7.3%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에는 평균 약 4.6%로 낮아짐(이용기 2014: 

332). 농가와 도시가계의 소득 비율도 실질소득 기준으로 새마을운동 전인 

1970년에 70.7%에서 1974년에는 103.3%로 상승함. 1979년에는 다시 67.3%

로 하락하지만 농촌 새마을운동이 한참 진행 중인 1970년대 중반에는 도시가

계보다 높은 시기가 2년 동안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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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는 마을 가꾸기 사업만이 아닌 

녹색혁명, 기반시설 정비, 자본주의 정신과 같은 다음의 요소가 복합된 것

으로 판단됨.

□ 녹색 명을 통한 성과 창출

○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당시 한국은 식량자급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적으로나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식량자급이 중요한 과제 음. 새마을운

동과 별도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 개발로 대표되는 녹색혁명을 추진하

고, 개발된 신품종의 보급 확산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의 주민 동원체제 등

이 작동됨에 따라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 1971년부터 농가에 보급(3,000ha)되기 시작한 통일벼의 식부면적은 1972년

에는 18만 7,000ha(15.9%)로 늘어났고, 1976년에는 53만 3,000ha(44.5%)로 늘

어났음. 통일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은 1976년 479kg을 기록함으로써 

1964～1966년 수확량에 비하여 약 50% 증가하 고 1978년에는 452만 톤

(78.1%)이 생산되어 최고 수준에 달함. 통일벼의 보급으로 한국의 ha당 쌀 수

확량은 1972년 3.34톤에서 1977년 4.94톤으로 증가함. 이 과정에서 1975년 

쌀 자급을 달성함.

□ 기반시설의 정비

○ 새마을운동 당시의 마을공동체는 직접적으로 소득증가와 연결되는 생산성 

증대 이외에, 간접적으로 소득증가와 연결되는 생활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

비에도 기여하 음. 농로정비, 관개시설 정비, 퇴비증산, 화학비료의 사용, 

농업기계화, 협동노동을 통한 적시 파종과 수확 등은 간접적으로 농가소득

의 증대에 기여하 음.

○ 새마을운동 추진 사업에 포함된 경지정리, 농로정비, 퇴비증산, 신품종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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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모두 생산성 증가와 직결되는 사업이었음. 개별농가 수준으로는 추진

이 어렵고 협동이 필요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개량사업, 국토가꾸기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

업, 간이급수 시설 정비, 마을통신 시설정비, 메탄가스 시설 설치 등 생활환

경개선사업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 구성원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음.

□ 자본주의 정신의 확립

○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도록 하는 전근대적 

가치관에 대치되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기회로 작용함. 부의 추구에 대한 

정당화와 이윤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 성과주의의 도입 등은 농촌사회에 강

한 향력을 발휘함(최인이 2014: 79).

○ 마을 간의 경쟁과 그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은 시간과 효율성이란 개념을 마

을 주민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하 으며 가난한 농촌사회의 경제적 

열망을 수렴해 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효율성과 경쟁의 도입은 자본주

의적 ‘시간’ 개념을 통해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 음. 새마을운동에

서 경제적 유인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짐. 경제적 유인은 대체로 직접적인 물

질적 보상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당시 새마을사업에 참여했

던 많은 마을 사이에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할 

정도로(조선일보 1972. 7. 30.) 주민들의 경쟁심을 유발하 음.

○ 마을 단위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이들은 

새마을 중앙회 등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 효율과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농촌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 사용할 수 있

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었음. 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

고 있는 인식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수하고 실천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자본주

의 정신 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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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소득 증대 한계

○ 새마을운동 당시 농촌의 소득 증대는 새마을운동만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님. 

새마을운동과는 별도의 정책 내지는 그 이전의 소득 증대 기반에 기인하는 것

도 포함함. 새마을운동 이전인 1958년에 이미 주한미국원조사절단(USOM)의 

건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개발이 시작됨. 또한 1962년에 ‘제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추진함. 이러한 선행 정책들로 인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을 것이고, 이것이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공동체

에 의한 소득 증대 효과에도 반 되었을 것임.

○ 새마을운동 당시의 농가경제 지표 호전은 새마을운동보다는 이중곡가제와 통

일벼 보급의 향으로 보임. 두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1972년 무렵부터 농가경

제가 호전되다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는 1978년 무렵부터 실질 농가소득 증

가폭이 둔화되고 소득 대비 농가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농가경제가 

다시 악화되는 양상도 이를 방증함(이용기 2014: 334).

○ 공업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작용하 을 것으로 판단됨. 공업화 이후 농촌과 

도시 사이의 파급 효과는 농촌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을 것이

고,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에 의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송금

도 작용하 을 것임. 다만 마을공동체가 소득증가에 미친 향 가운데 이러

한 잔차효과를 구분해낼 방법은 마땅치 않음.

○ 새마을운동 시의 농가소득지표 호전에는 마을공동체의 구성 외에도 개별 

농업인 및 농가의 경 능력이 크게 작용하 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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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군 칠원마을 사례]

  칠원마을은 1976년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소득 증대 성공 사례이다.

  그런데 이 마을은 새마을운동 이전인 1948년 11월 15일 국토 대건설에 의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7세부터 15세 사이의 남녀 55명

으로 ‘원칠원소년단’이 조직되어 마을공동체의 초석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1946년 9월부터 ‘이삭줍기’를 실시했고, 보리이삭을 빻아 만든 

보리쌀 5말을 양식이 떨어진 농가에 대여하고, 추수 후 환곡받는 방식으로, 10여년 뒤인 1959년 백미 20가마니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1949년 

7월 ‘원칠원소년단’은 회원수가 154명으로 증가(칠원1리 55명, 2리 69명, 3리 30명)했고, 1960년대에는 청년회와 마을공동체가 재건되면서 

‘잘살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마을근대화를 추진하였다. 1962년에는 ‘소년단’을 ‘청년단’으로 개칭하였고, 야학을 만들어 문맹퇴치를 시작하

였다. 이후 청년회 기금으로 주변 야산에 대한 녹화(국유림 34만 평)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마을이, 1971년 새마을가꾸기 사업용으로 시멘

트 335포를 지원받은 뒤, 마을공동우물인 ‘옥관자정(玉冠子井)’을 보수하고, 산림녹화, 우물개수, 마을공동 경작지사업, 약초재배, 특용작물재

배, 농로개설 사업, 낙농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축산구조 사업비를 지원받아 4동의 축사 건립하고, 융자금 396만 원으로 평택목장에서 네덜란드

산 홀스타인 젖소 12두를 구입해, 우선적으로 4농가에 입식시켰고, 3년 후에는 낙농가 17호에 114두로 증가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지원금 

120만 원과 마을기금 155만 원에다, 주민 부담을 더해 전기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소년단과 청년단을 이어왔던 김기호 씨(1934년생)와 이충웅 씨(1936년생)는 각각 1976년과 1987년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을 수상하였다. 상금은 마을공동기금으로 기부되었고, 마을기금은 현재 마을소유의 380평의 대지

에 건평 160평 4층 규모의 ‘우리빌딩’으로 남아 있으며, 부동산을 제외한 마을기금은 4억여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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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마을운동 이후 마을공동체의 변화

5.1.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기능 약화

○ 새마을운동 이후 정부의 지시에 의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약화되고 마을공동체

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 마을의 과소화·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기능이 약화됨. 성주인 외(2012)에 의하면 

마을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는 공동 활동은 마을 총회나 공동 애경사, 친

목모임 등이며, 공동 농작업이나 도로‧농수로 관리 등의 활동들은 부진한 것

으로 나타남(성주인 외 2012).

<그림 2-6>  사례 마을의 공동체 활동

자료: 성주인 외(2012). 양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 439개 행정리 이장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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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체 활동의 공식화

○ 새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식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함.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지시와 새마을 리더라는 공식적인 리더 중심의 의사결정구

조를 농촌마을에 이식함. 이러한 경험은 새마을운동 이후 마을공동체 활동

이 보다 공식화된 활동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함. 새마을운동 이후 전통적으

로 가부장적이고 연장자에게 집중되었던 농촌 마을 의사결정 구조는 젊은 

구성원 및 전문역량을 가진 새로운 리더 그룹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옴.

○ 공동체 활동의 공식화는 농가의 농형태, 주민들의 사회적 이해의 다양화 

등에도 향을 받음. 개별 농가 단위의 농 형태로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

이 마을이 동질적인 농가들의 집성체를 직접 지원하는 공간으로부터 탈피

하여 마을과 농가 활동은 직접적인 향을 주고받지 않는, 단지 생산 및 주

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해짐(최양부 1985). 

○ 농가와 비농가 간의 사회조직 분화가 혈연성을 탈피하여 학연이나 관심사와 

같이 사회적 이해가 중시되는 조직으로 결성됨(성주인 외 2015). 따라서 과거

의 무조건적 공생적 협동에서 개별 농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적, 

기능적 협동으로 변하게 됨(김일철 1989). 전문화된 이익집단이 결성되기 시

작한 것은 농업이 상업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음(오내원 외 2001a: 130). 

“혈연집단과 지연집단은 외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상호부족적 기능은 

쇠퇴하고, 공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마을금고, 저축계, 쌀계 등 전통적 집단

들이 해체된 반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작목반과 같은 전문화된 이익집

단이 결성되기 시작”한 것임(오내원 외 2001a: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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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체 활동의 공간 범위 확대

○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활권이 확대되었음. 마을 단위 생활권이 

전국 단위로 넓어짐에 따라 공동체 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을 벗어난 광

역으로 확대된 것임(성주인 외 2015). “마을 단위에서 운 되는 사회집단이 

현저하게 감소하 고, 구성원의 공간적 분포가 인근 부락과 면, 군으로 확

대”되었음(오내원 외 2001a: ⅳ). 과거와 달리 마을 단위를 뛰어넘은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며 점차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고 있음(성주인 외 2015: 19). 

마을 단위의 생활편익적 기능은 쇠퇴하고 개별 주택 단위의 정주 기능이 강

화되는 동시에 과거 마을에서 담당했던 공동 정주기능이 상위 중심지로 이

전됨(성주인 외, 2015). 주민 개개인의 기동성 향상이 더해지면서 개별 가구

가 마을을 건너뛰어 상위 중심지로 직결되는 정주체계가 형성되고, 농어촌 

정주체계의 가장 기초 단위를 이루었던 마을은 점차 그 위상이 축소됨(윤원

근‧이상문 1995; 이상문 1998; 성주인 외 2013 재인용).

○ 최근에는 귀농·귀촌이 마을공동체의 성격에 향을 줌. 귀농인구는 원래의 

마을주민들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의 마을주민들보다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귀촌인구는 귀농인구와 

달리 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귀농인구보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참

여 유인(incentives)이 약함.

5.4. 공동체 유형 변화

○ 공동체 활동의 목표 및 공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유

형이 나타남. 성주인 외(2013)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리더, 활동공간 

단위, 활동 내용, 공동체활동 계기 측면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를 

<표 2-10>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성주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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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의 정주 공동체는 전통적인 농촌 마을공동체로 “구성원은 주로 토박이 

마을 주민이며 이장이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성주인 외 2013). 

공동체 활동 공간은 마을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마을의 대소사와 

마을 청소와 같은 활동을 주로 수행함(성주인 외 2013).

○ Ⅱ형의 발전된 형태의 정주 공동체는 Ⅰ형의 정주 공동체가 어떤 계기로 인

해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우로, 공동체의 기본 형태는 Ⅰ형이지만 

여기에 경제적인 목적의 공동 활동이 가미한 형태라 할 수 있음(성주인 외 

2013).  Ⅲ형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활동 공간단위 공동체 활동 내용 등에서 

마을공동체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임. 공동체의 구성원은 토박이와 외지

인, 농업인과 비농업인 등으로 다양함. 공동체의 활동 범위는 마을을 벗어난 

권역 혹은 읍·면으로 확대됨(성주인 외 2013).

○ Ⅳ형은 지역공동체의 활동 범역이 보다 광역화된 것임. “공동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공동체에 속하지만 공동체의 목적 의

식과 관심 역이 기능적이고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관심공동체의 특성도 

공유”함(성주인 외 2013). 활동 공간이 시·군 단위에 걸쳐있거나 이를 넘어

선 경우도 있음. 중간지원조직과 같이 정책 및 제도적 지원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 공동체 활동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성주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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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Ⅰ형(전통적인 

마을공동체) 
Ⅱ형(발전된 마을공동체) Ⅲ형(지역 공동체)

Ⅳ형(광역화된 지역 

공동체)

구성원 토박이 주민 토박이+외지유입자 
토박이+외지유입자+

지원조직

지역주민

지원조직

리더십 이장 등 유대감
귀농·귀촌자 등 기술력과 

정보력

준공식적, 

조직적 리더십
행정과 연계  

활동 공간 마을 내 한정 마을 간 연계 읍·면 시·군

활동 내용 친목, 마을 청소 등 마을사업

기능적, 

목적 지향적. 

사업 내용 다양 

복지 및 경제 등 다양한 

지역사업 

활동 계기 자연발생 외부지원사업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자생적 혹은 지자체의 

지원 

정책 및 제도적 지원  

공동체 성격 정주공동체
정주공동체 기초하되 

목적의식 강화

목표가 분명한 지역 

공동체 

지역공동체와 

관심공동체의 영역 중첩

기타 기능 쇠퇴
갈등 표출

지속성 의문
-

외부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

사례 고령화 과소지 농촌마을 지원 사업 추진 마을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홍성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등

자료: 성주인 외(2013)를 재구성. 

<표 2-10>  공동체 활동 유형

6. 선행 연구 종합 및 쟁점

○ 지금까지 논한 공동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

을 도출할 수 있음.

○ 공동체는 신축적인 개념이지만 공동체 특징의 구성요소가 가장 잘 나타는 

곳이 농촌마을임. 마을은 ‘사람들’과 ‘공동체’까지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임.

○ 공동체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볼 때 농촌마을의 공동체는 참여활성화 단계

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공동체 기반이 되는 협동에서 농촌마을은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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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 자발적 협동의 특징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반면 보다 공식화된 형

태인 계약적 협동과 지시적 협동으로의 발달은 미흡한 편임. 

○ 한편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의 지시에 의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시적 협동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새마을운동 이후 농업과 농촌의 쇠퇴

로 마을공동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약화되었음.

○ 일부 지역에서 정부 사업 추진 또는 귀농·귀촌자 등의 외지 유입자 등과 결

합한 마을공동체의 기능 강화 움직임과 마을을 벗어난 광역단위의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나고 있음.

○ 공동체의 활동을 통한 개별 주민들의 소득과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논의가 

있는 반면에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는 풍부하지 못한 편임. 새

마을운동 당시의 농가 소득이 증대하 지만 이는 새마을 가꾸기라는 공동

체 활동보다는 통일벼 개발, 생산기반 정비와 같은 국가적인 정책이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으로 공동체에 기반 

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작 공동체 활동과 주민 소득과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4

○ 공동체 기반한 경제활동과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반

드시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적정 공간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줌.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사회적 자본과 주민 참여에 기초하는 점에

4  국내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듦.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이 두 개념을 연결하기보다 각각의 연

구주제로 분석하 음.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연구와(박선희 2013;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13; 김 택 외 2014; 이선우 외 2013; O’Brien et al. 1988), 마을단위의 경제

활동과 개인 소득 간의 연구(양원식 외 2013; 김제안 외 2011)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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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의 마을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 이용 

가능한 자원규모, 기술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며 또한 경제활동 규모가 커짐

에 따라 공식적인 구조와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논의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 소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마을

공동체 활동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선행 연구에서 일부 살펴보았지

만 주민 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과 가구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함.

○ 선행연구 등에서 파악한 내용과 실증 분석 결과 등을 조합할 때 경제 활동 

단위로서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 논점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공동체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

지를 모색해야 할 것임.



제3 장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정책 및 사례

○ 농촌지역의 공동체 관련 사업은 농촌 새마을운동 이후 농촌지역 개발정책

으로 실시되었음. 1980년대에는 농촌지역종합개발, 1990년대에는 정주생활

권개발로 변화하 음(석태문 2007). 새마을운동은 하향식 개발 방식이었으

나 1980년대 이후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음(석태문 

2007). 

- 소득증대 차원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에 대

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

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된 것은 1983년임(오내원 외 2001b). 

○ 2000년대 들어 농촌지역개발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우리나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에 힘입어 성장해 온 경향이 있음. 지방분권요구 점증

에 따라 포괄보조금에 의한 공모사업 형태의 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 

- 정광석(2016)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형성은 지역주민에 의한 기초 민주주

의의 실현이며, 현대사회가 직면한 현안문제의 대응체계로 인식이 확산”

되고 있으며 정부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실질적 지역발전정책의 일

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 

-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가운데 하나로 마을 주민, 마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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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관련 정책도 기존에는 정부 주도 또는 지역 단

위 계획의 지역개발 정책 위주 으나 최근에는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

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남.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이후의 마을공동체 관

련 정책을 검토하고 해당 정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살

펴보고자 함. 

1. 2000년대 이후 정부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마을이나 공동체 

이름을 달고 실시된 지원사업은 줄잡아 25개를 넘어섰음.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정책을 주도하는 주체(부처/기관)에 따라 사업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름. 정책 목적 또한 소득 증대에 집중된 것, 공동체 

형성 강화에 집중된 것, 복합적인 것 등 다양함.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넓은 의미에서는 마을만들기5 지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은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

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마을만들기로 볼 때 그

동안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이 있었

음. 행정안전부의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민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활동”

(여관현 201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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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이 실시되

었음.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체 자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소

득 증대 목적의 정책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음.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의 예로 마을자원 확충 측면에서의 주거환

경개선과 자원 발굴 지원 정책,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거나 주민 역량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정책 등이 있음. 

○ 관련 정책 유형을 사업의 주요 내용과 목적을 바탕으로 공동체, 소득, 주거·

환경 기반, 복합유형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책사업을 제시한 것이 <표 

3-1>임. 

<표 3-1> 2000년대 이후 마을공동체 관련 중앙부처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목적 지원 대상 유형1)

신규(전원)마을(농식품부) 농촌지역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주거기반 확충 농산어촌 주거기반

농어촌마을리모델링(농식품부)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마을공동 활용시설, 취약계층 복지시
설 설치

농산어촌 주거기반

안전마을만들기(안전처) 마을안전이 국가안전으로 발전되도록 주민의 안전한 삶 확보 전국 주거기반

희망마을(행자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국 공동체

공동체 정원사업(행자부)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정원문화 확산 전국 공동체

농촌체험휴양마을(농식품부)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 구축 농산어촌 소득

농촌공동체회사 육성(농식품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참여하여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
적 환경 개선

농산어촌 소득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6차산업화)(농식품부)
6차산업화 도모와 일자리 창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관광 및 도시민 유치 확대 지원

농산어촌 소득

마을기업(행자부)
(구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전국 소득

관광두레 사업(문체부) 지역주민주도형 지역관광사업 창출·경영활성화 전국 소득

사회적 기업(고용부) 사회적 사업가 중심의 취약계층 고용 전국 소득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지경부)
산업, 자연, 문화, 전통,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과제

를 해결하는 사업 지원
전국 소득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농식품부)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유도하고 성과를 평가·공유 농산어촌 복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농산어촌 인구유지·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농산어촌 복합

색깔 있는 마을(농식품부) 유·무형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활력 제고 농산어촌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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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요 내용·목적 지원 대상 유형1)

자연생태우수마을(환경부) 자연환경 및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지원 농산어촌 복합

정보화마을(행자부) 농산어촌 정보화를 통한 소득 증대·정보격차 해소 농산어촌 복합

산촌종합개발(산촌생태마을)(산림청) 산촌지역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마을개발 산촌 복합

어촌특화 발전역량강화(해수부) 마을경관개선, 마을자원 발굴, 자원지도 만들기 어촌 복합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체부)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전국 복합

문전성시 프로젝트(문체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전국 복합

협동조합(기재부)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 경제적 활동 전국 복합

문화재행복마을가꾸기(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문화향유 수준 제고 전국 복합

평화생태마을(행자부) 접경지역 생태·녹색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 발굴 접경지역 복합

주 1) 유형은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판단한 것임. 

    2) 도시를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예: 도시재생사업) 제외. 

    3) 사업 내용이 공동체 기반 강화, 경제·소득 사업, 주거기반 조성인 사업을 위주로 제시함. 

자료: 정광석(2016: 2) 표 발췌·재정리. 

(계속)

○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

을, 관광두레 등이 있음. 소득을 추구하는 사업 조직을 활성화하거나 일자

리를 만들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정책으로는 농촌공동체회사,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음. 신규(전원) 마을사업이나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안전마을만들기는 환경 개선과 주거 기반 마련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거나 마을공동 활용시설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마을공

동체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임. 다양한 부처에서 이러한 목적이 복

합된 정책사업을 실시하 음. 

1.1. 환경 개선, 주거기반 마련 차원의 사업

○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직접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정책으로 보기 어려

움.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 마을은 이러한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마을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경우가 많고 일부 마을에서는 이들 사업이 마을공동체 활

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도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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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개발 정책으로 지역에 자금을 투입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환경

개선, 주거기반 마련 외에도 소득사업 지원 등과 같이 복합적 성격을 지닌 

정책 중 하나임. 일부 마을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 하드웨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6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마을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사

례도 있음.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행복마을’로 선정될 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음.7 

1.2. 공동체성 활성화 목적의 사업

○ 마을 공동체성 회복 지원 정책 범주에는 조직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 교육

을 실시하는 많은 정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본격적으로 지역 공

동체나 주민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희망마

을 사업, 협동조합 등이 있음. 

○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봉사활동 지원, 로컬판매장 등 

수익 창출 공간 조성 등에 기여함(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8. 4.). 

6  그러나 사업 내용이나 운 ·추진 주체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하드

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사업은 이후 평가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함. 

7  전라남도는 2004년 한옥보급을 구상하면서 한옥보존 시범마을 지정 및 관리부터 한

옥보급 교육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음(전라남도 한옥마을 홈페이지, 2016. 12. 

20. 접속). 행복마을로 지정될 시 한옥 건축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실시하 으며, 기반

시설 설치나 경관 개선 명목으로도 지원함(중앙일보, 2013. 9. 23,  http://news.joins.

com/article/1265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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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은 자유롭게 조합원을 구성하여 새로운 법인격을 갖추고 민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음. 농촌에서 지역사회 협동조합을 매개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지역사회의 인적 자산과 사회 자본이 증진한다는 지적도 있음(김

정섭·김경덕·임지은 2015: 22에서 재인용). 

-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소득 사업 지원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음. 

- 조직 구성을 통한 마을사업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1990년 시행

된 농업법인 제도가 기여하 음. 많은 체험관광마을에서 농업법인의 한 

유형인 농조합법인 조직을 통한 마을사업을 운 함. 

○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

활성화지원센터(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

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 농촌재능

나눔활동지원,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3.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는 사업

1.3.1. 농촌관광 활성화 위주의 정책

○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는 농촌지역 대상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농촌관광 활

성화를 위한 정책임. 농촌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마을 단위로 이뤄

진 경우도 많았으므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관됨. 

- 이러한 정책은 2000년 전후로 많이 추진되었는데 마을 단위 농촌광광 정

책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2002년 시작), 

어촌체험마을(2001년 시작), 농촌마을종합개발(2004년 시작), 정보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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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업(2001년 시작), 아름마을사업(2001년 시작), 문화역사마을 사업

(2004년 시작),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2002년 시작), 산촌생태마을 

사업(1995년 시작) 등이 있음(김정섭 외 2011: 31).8 이외에도 가고 싶은 

섬, 휴양바다마을사업 등이 실시된 바 있음. 

- 초기의 마을사업은 생활환경정비 사업, 도농교류 등 농촌관광 사업이 주

로 추진되었으나 소득사업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 음.

1.3.2. 포괄적 소득사업 지원 정책

○ 이후에는 농촌관광에 집중하기보다 포괄적인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정책들

이 실시되었음. 대표적인 예로는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색깔 있는 마을, 커

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등이 있음. 

-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되 

기업경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임(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 7. 2.). 이

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 농식품부는 마을별로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를 촉진

하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2011년). 선정된 마을에는 농어

8  이들 사업 중 많은 부분이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됨.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의 유형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등 네 가지가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별 마을

개발 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내역사업으로 재

편하여(박시현 외 2016), 소도읍육성, 거점면소재지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

태마을조성, 어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주거환경개선, 녹색농촌체험마을, 어

촌체험마을,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함(농

림축산식품부 20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0년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 이후 

2015년까지 120개 시·군에 5조 4,992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0년에는 기초생활인프

라 중심으로 투자되었으나, 점차 농촌중심지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투자

가 전환되고 있음(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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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마을 관련 40개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향토산업육성,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등 마을관련사업과 교육·홍보·R&D 

등 지원사업, 2012년 사업비 약 2조 원)이 우선 지원되도록 하 음(농림수

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 1. 19.). 

- 행정자치부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

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마을기

업으로 보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행정자치부 2016). 

1.3.3. 공동체 기반 융복합산업화 지원 정책

○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과 함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어 6차산업화(융복합산

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마을사업과 6차산업화의 결합이 촉진되었음.9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마을사업의 6차산업화는 마을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 

조직에 정부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련자 교육, 경 컨설팅, 판로지원,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하는 형태임(박시현 외 2016). 

- 마을사업이 마을경관 가꾸기, 주민 일자리 창출, 수익의 공동체 환원, 마

을주민의 복지수요 충족 등 마을의 종합적 개발에 관한 사업이라면 6차

산업화의 목표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임. 따라서 마을사

업의 6차산업화는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고 6차산업

화의 공익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님.

- 앞서 언급된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커뮤니티 비

즈니스 시범사업,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산촌생태마을) 등은 마을사

9  마을사업과 6차산업화의 결합은 마을공동체가 경 체를 구성하면서도 사업형태는 1차

‧2차‧3차 산업의 요소와 기술을 융복합한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박

시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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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마을사업은 마을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

되는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사업 자체도 단절되

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이유로 6차산업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자립

구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한국정책분석평가원 2011).

○ 마을사업의 6차산업화는 수익성을 중시하지만 기존 마을사업이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유지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등의 목적을 아울러 가

지고 있음. 결국 마을사업의 6차산업화는 개별 경 체가 추진하는 6차산업

화와 지역개발 차원의 마을사업과의 중간 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음(박시현 외 2016).

-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한다는 기업성, 출자자 개

인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동체성,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공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 되어야 하며 지역 소재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역성을 추구함.

<그림 3-1>  마을단위 6차산업의 개념

마을단위 

6차산업

마을사업

(공익성)

6차산업

(수익성)

지역개발 

복지사업

개별경 체 

6차산업

자료: 박시현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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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소득사업 추진 평가

2.1.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문제점

2.1.1. 자발적 참여와 역량 고려 부족

○ 2000년대 들어 지역과 주민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 주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는 공모형 지원사업 실시가 활발해짐. 

○ 이들 정책 가운데 공동체 형성이나 소득 증대를 위한 자원 발굴을 지원하고 

공동체 형성을 통한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둔 정책들도 있었음. 그러나 모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소득 증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며 주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음. 또한 주민 참여 의지는 높았지만 사업 

실시를 위한 정보 수집이나 사업 실시 이전의 준비, 주민 간 합의 등의 과정

이 준비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 사업은 지역 주

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고자 계획

되었으며 생활인프라 시설 또는 소득원 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등의 하

드웨어 사업과 주민과 리더 교육, 프로그램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소프

트웨어 사업을 모두 포괄함(김정섭 외 2011). 

○ 사업 목적에는 소득원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웨어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고 시설 설립 이후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많이 나타났음. 

- 사업비의 90%가 하드웨어 사업에 비용의 투입되고(김정섭 외 201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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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역량 강화 또는 프로그램 개발과 소프트웨어적 사업에 투입되는 비중

은 낮았음. 사업 계획 수립 이전 단계와 사업 실시 단계에서 주민의 적극

적 참여와 역량 강화가 부족하 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음. 

- 이 사업의 운 관리 단계는 그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 역량이 사업 성과에 직접적 향을 미치게 됨(박수진 외 2013). 사업 

이후에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와 지역 역량을 바탕으로 소득 증

대를 위한 적극적인 공동체 기반 사업을 추진해야 했으나 하드웨어 사업 

지원이 종료된 이후 소득 증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의

도했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마을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음.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정

도와 수준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

분의 마을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현상임(박시현 외 2016). 사업 추진 시의 

갈등 조정은 사업 추진 주체, 마을주민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음. 

- 갈등으로 인해 심한 경우 마을공동체가 붕괴위험에 처하기도 함. 마을사

업에서의 갈등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됨.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주민 간 

상호의존성이 높고 주민 각자마다 사업의 목표나 운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은 경우, 의견 조율 시 의사소통이 미흡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2.1.2. 주민과 행정의 협력 거버넌스 고려 부족

○ 마을공동체 기반 소득사업 지원의 경우 그 특성상 행정의 민관 협력 거버넌

스 형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지역 주민의 필요에 바탕을 두어 계획을 수

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해 행정과 협력할 일이 특히 많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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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은 대부분의 정책 지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지역과 주민의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역 역량 강

화나 주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거버넌스 구축은 특정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로 판

단되며,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계획 수립과 집행, 사업 실시 등 단계마다 적

절한 수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사업 지원의 실효성이 커질 수 있음. 

2.1.3. 사업별 적합한 공동체 단위 고려 부족

○ 마을공동체의 구성 범위도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있음. 처

음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로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가 해당 사

업에 적합한지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음. 

대부분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후적으로 필요에 따라 조

정함. 

- 공동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적절한 규모에 이르지 못해 수익 

창출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함. 반대로, 사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공

동체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 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로 다수의 공동체가 조직되고 이들이 지역의 한 가지 

자원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간 경쟁이 되어 

사업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기도 함.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려면 사업별로 적

합한 공동체 단위를 고려하고 인근의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함. 공동체 조직 범위를 설정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지원 시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55

2.1.4. 비즈니스 모델 창출 단계로의 발전 미미

○ 마을공동체의 소득사업으로 실제 소득을 창출하고 이러한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함.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마을

공동체 사업의 경우 비즈니스 성격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비즈니스 모

델 창출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어 기업경 체로서의 마인드가 약한 상태이

고 비즈니스 모델 확립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임(박시현 외 2016). 

- 마을사업의 다각화가 진행되는 사업체에 간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

가 아니라 중앙주도적 직접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주어진 보조금 액

수에 맞추어 사업을 팽창시키는 관행이 많았음(나주몽 2012).

- 정책이슈에 따라 각종 마을소득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불거짐. 마을소득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 투자로 

이루어져 사업 종료 이후 시설 및 기계의 유휴화가 나타남.

- 이 경우, 사업 실시 이후 사업의 운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주체

가 되어야 할 마을공동체의 역량 또한 낮아서 지속적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지하는 형태로 운 되는 사례가 발생함. 

2.1.5.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 부재

○ 사업 계획을 마을이나 지역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상향식 방식을 

취하더라도 대부분의 마을공동체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상황임. 결국 인근 

지역이나 유명한 사례 지역의 모델을 참고할 수밖에 없음. 사업의 특성과 

해당 마을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고 운  방식이 달라져

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정광석 외(2016)는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 는데 그중 

한 가지가 부처별로 다수의 정책사업이 있으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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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체계, 리더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임. 단기적 일회성 사업추진으로 지속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정

착화에 실패했다는 점, 중앙정부 재원 비율이 높아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도 지적하 음. 

2.2. 관련 움직임

○ 마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관련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유사·중

복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음. 또한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 공동

체에 지원되는지에 따라 같은 지원사업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려짐. 

이러한 문제점 인식과 함께 관련 움직임이 나타남. 

○ 정책 지원 사업의 추진 부처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문

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사업10을 실시하며 마을 관련 사업 

통합을 위해 국민정책포럼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마을기업과 희망마을의 수익사업 추구 유형이 유사하고 평화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산촌생

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의 사업에서 체험숙박과 같은 유사한 사업

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됨(하현상 2015).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됨(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외 

2016). 이에 따라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이 발의되었음.11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홍성신문, 2016. 12. 22.).

10 2010년 당시에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었음.

11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일자는 2016년 12월 15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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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 마을계획의 시·군·구 계획에의 반

- 농촌 마을사업 추진 역량진단 지표 활용 맞춤형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등록

- 농촌개발전문 자격제도(농촌개발컨설턴트 및 농촌퍼실리테이터) 운

-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위원 임명

- 농촌마을만들기 진흥원 및 농촌활성화 광역/지역지원센터 설치

○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농촌주민 소득 증대 차원의 중앙정부 정책사업 효과

는 마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체성이 높은 

마을에 정책자금 투입 등의 지원이 이뤄질 때 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을공동체 역량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읍시와 진안군이 그 예임. 진안군은 마을 역량 단계에 따라 그린빌리

지, 참살기좋은마을, 으뜸마을, 소규모국비, 중대규모국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9. 16.).

3.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사례

3.1. 사례조사 개요

○ 마을공동체 활동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

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취지에 적합하도록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함.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체로서 마을 주민이 주

축이 되어 법인을 구성하고 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앞서 살펴보았듯 일부 정책사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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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부처의 정책사업이 마을공동체 활동과 소득사업을 지원함. 정책

사업별로 유형화하기도 어렵고 소득사업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므로 소득사

업별 분류도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을 유형화하고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농가소득의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한 사례마을 선정 시, 우선 농업생산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음. 또한 사례지역은 모두 한 가지 이

상의 정부 지원 정책사업의 수혜를 받은 곳이며 여기에서 운 하는 마을공

동체 활동을 살펴보고 특성을 찾고자 함. 

- 즉, 마을 사례를 농업 생산과 출하에 중점을 둔 경제조직과 농업 생산 

외에도 농외활동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제조직으로 구분하여 파악

함. 농외활동으로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에는 2000년대 초반에 농촌관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배경이 작

용함. 

○ 사례조사 마을은 총 네 곳임. 각각 전남 강진군, 전남 나주시, 경남 창녕군, 

충남 홍성군에 위치하고 있음. 마을 가구 수는 80호에서 200호 정도임. 각 

마을의 특징을 <표 3-2>에 요약하여 제시함.12 

- 농업 생산·출하 중심 마을로는 전남 강진군의 A마을을 선정함. 

- 농외소득 활동이 활성화된 마을로는 전남 나주시의 B마을을 선정함. 

- 농업 생산·가공 중심 마을로는 경남 창녕군의 C마을을 선정함. 

- 충남 홍성군의 D마을은 공동체 활동이 예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었으나, 

소득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소득사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단계의 사례임. 

12 마을 사업체의 정보가 노출되므로 마을 명칭은 밝히지 않음. 



59

○ 마을사례조사 인터뷰는 마을사업 관계자(조직의 대표, 사무장 등)를 중심으

로 하 고 일반 참여 농가도 대상으로 하여 질의응답을 한 경우가 있었음. 

○ 마을공동체 활동과 농가소득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 조사의 관점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함. 마을별 조사의 전체 내용은 부록에 수

록하 으며 본문에서는 사례를 통해 본 관점별 특이사항을 위주로 서술하

고자 함. 사례조사 시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작 

계기와 조직 운  형태, 공동체 활동 내용과 소득 증대 효과 평가, 사회적 

관계 형성 부분임. 

구분 사례 마을 A 사례 마을 B

지역 전남 강진군 전남 나주시

법인 설립 연도 1994년 2008년

가구 수 40여 가구 81가구

법인 참여 가구 수
33농가(타 마을에 거주하지만 해당 마을 인근에서 

재배하는 가구 포함)

조합원 79명

- 마을 밖 축산, 벼 농사 등

법인 사업 내용 개별 생산한 장미를 공동출하

식육점 운영

쌀과 유정란 등 직판(위탁판매)

체험 진행

구성원 재배 농가 마을 주민 대다수

활동 계기 생산농가 중심의 작목반 형태 친환경 배 테마마을 조성 시범사업 선정(2007년)

공동체 성격 경제활동 공동체 + 마을 지원 경제활동 공동체 + 마을 지원 + 마을사업 추진

소득 배분 출하 상품에 대한 소득
조합원 출자금 10% 배당(출자금 최대 180만 원 상한)

법인 매출 5%는 마을회로 이전

최근 중앙정부 지원 정책사업 

수혜

(농업생산 지원 외)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화훼 어메니티)

사회적 기업 인증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6차산업 인증(육포 가공)

권역사업

관광두레 심사 중

공동 경제활동의 효과

공동출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 

재배 기술 교육

장미 브랜드 육성

법인 연매출 23억 원

법인 소득으로 마을 복지사업 실시

법인비로 주민 8명 고용

<표 3-2>  마을소득사업 추진 사례



60

구분 사례 마을 C 사례 마을 D

지역 경남 창녕군 충남 홍성군

법인 설립 연도 2002년 1999년

가구 수 200여 가구 120여 가구

법인 참여 가구 수 95농가 53가구

법인 사업 내용 양파즙 가공, 전자상거래 판매
체험객, 방문객 대상 숙식 제공

쌀 빵 만들기 추진 중(협동조합)

구성원
기존 재배 농가(법인 신규회원 없음. 세 개 행정리 초기 

회원에서 확장하지 않음)
마을 환경농업인

활동 계기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2002년) 주민 자발적 환경농업 시작과 이후 다양한 사업

공동체 성격 경제활동 공동체 + 마을 지원 마을 지원 + 마을사업 추진 + 경제활동 공동체

소득 배분
수익의 약 10% 회원 배당

(인당 25만 원 수준)

2008년 처음 배당 시작

(2010년 배당 7% 수준)13

최근 중앙정부 지원 정책사업 수혜

(농업생산 지원 외)

2013년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양파즙 가공시설 개선·확장)

2005-2011년 권역 종합개발사업

(녹색체험마을사업)

공동 경제활동의 효과

작년 매출 3억 원가량

회원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 않지만 마을 조직 

공동체로서 기능

2015년 마을사업 매출 약 3억 원

(쌀 판매 수익, 지역 안내 수입, 임대 수익 등)

(계속)

3.2. 마을공동체 사업 시작과 조직의 형태

○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이유는 주민의 필요임. 정책사업이나 

제도는 주민의 필요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경우가 많

음. 주민들이 생각하던 막연한 필요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사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체 사업의 기반이 만들어짐. 

- 지원자금으로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 사업을 계획하

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논의하거나, 반대로 소득 증대와 같은 특정한 목

13 e-청양신문. 2011. 8. 22. “일자리만 있으면 취약계층도 행복하다 ④.” 

<http://www.c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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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려 활동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중에 정책 지원을 활용

하는 경우도 있음. 

○ A마을의 농조합법인은 생산자 단체로 시작하여 비용절감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 하고 있는 사례임. 화훼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역특화사업이 추진되었음. 농업법인 제도가 

활성화된 1990년대 중반에 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음. 

○ D마을에서는 일부 사람들을 시작으로 점차 환경농업 참여자들이 확산되었

음. 주민들이 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음. 환

경농업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자체 기금을 적립하 는데 이는 공동체 활

동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음. 이후 자체 기금과 공공 지원금으로 

목적을 구체화하 음. 1999년 농조합법인을 구성하 는데, 최근 본격적

인 소득사업으로 쌀 빵 생산·판매를 시작하면서 사업 운 에 적합한 의사결

정 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별도 조직 구성에 대해 고민 중임. 

○ 반면, 농외소득 증대 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사업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이나 소득사업에 대해 인식하게 되어 본격적으

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있음. 마을을 관광체험을 위한 공간으

로 인식하면서 지자체 사업으로 실시된 친환경 배 테마마을 조성 시범사업

에 선정되어 비교적 늦게(2007년) 마을사업을 시작한 B마을이 그 예임. 지

원자금을 받아 설립한 배 테마 체험관을 설립하게 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에서 고민한 결과 정육식당을 운 하여 매출을 높일 수 있었음. 

사업 운  첫해를 지낸 후 세금 문제로 시행착오를 겪고 2008년에 농조

합법인을 설립함. 

○ 또한 마을 대상 정책사업의 초기 모델 중 하나인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사업을 본격화한 C마을의 사례도 있음. 정보화 시설을 갖추고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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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공품 전자상거래를 실시하여 꾸준히 운  중인데, 그 과정에서 다른 

정부 정책사업(마을기업 자금,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자금) 지원을 활용하

여 시설을 확장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 음. 비 리단체이지만 

수익사업을 신청하여 납세하는 방식으로 운 함. 

3.3. 마을공동체 활동과 소득 증대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식은 농업 관련 활

동과 농업 외 소득 관련 활동이 있음. 농업 관련 활동의 예로 공동 작업·경

을 통한 비용 절감, 가공 원료용 또는 판매용 농산물 수매가 있음. 농업 외 활

동으로는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활동, 예를 들어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나 

마을 방문자를 안내하는 수익으로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경우가 있음. 마을사업

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로 인해 마을주민이 소득을 얻게 됨. 일부 수익은 마을 

또는 법인의 공동 활동을 위해 갖추어 놓은 시설이나 공간을 통해 창출됨.

○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기여하고 있는 사례로는 A마을 법인

이 있음. 회원 개별 생산, 공동 출하 시스템을 갖추어 법인 공동 집하장에서 

서울 등지로 납품하여 참여 농가의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대표적 사례임.

 

○ C마을은 회원 농가로부터 가공용 원료를 납품받아서 사업조직이 소유한 가공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사업조직이 농

가에서 농산물을 구매(수매)하는 비용은 농가 입장에서는 매출임. B마을에서 

마을 주민에게 쌀을 사거나 고기를 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농가

의 매출임.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는 B마을이나 D마을임. 

○ 이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농가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외에도 

법인의 매출은 일정 부분 연말 배당의 형태로 참여자에게 돌아감. 다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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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등의 장치를 가지고 있

고, 마을사업의 경우 비용을 제한 순수익이 아주 큰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님. 앞서 언급한 농산물 가공 판매,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마을 안내비용 등이 사업조직의 매출을 구성하며 그 외에 농산물 

위탁 판매, 가공 시설 이용료, 임대료 등도 있음. 

○ 그러나 사례마을의 현 상황에서 공동체 사업을 통해 농가나 주민의 소득 증

대 금액 자체는 크게 증가하 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C마을의 예를 들어 보

면, 기존에 농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던 농

가에는 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료 납품이 부수적인 차원임. B마을의 경우에

도 식육식당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쌀)의 양이 일정한 수준을 넘기 어려우므

로 몇몇 주민이 돌아가면서 납품을 하는데, 그 물량이 개별 농가 생산량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음. 다만, 창출된 일자리(예: 조직 행정관리, 판매, 제품 

생산, 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주민의 경우 소득 증대 효과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었음. 

○ 직접적 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농가가 필요할 시 물품을 위탁 판

매하여 준다거나, 가공시설이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에게 낮은 비용

으로 이용하게 하는 점, 사업으로 번 수입을 일부 마을 기금화하여 주민 복

지를 위한 축제나 관광 활동에 사용하는 점 등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장점으

로 파악됨. 소득 증대 차원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해 공동체가 

공고해지고, 이 결과 공동체 사업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경로를 기대할 수 있음.

- B마을은 사업조직인 마을 농조합법인의 사무장과 체험마을이 사무장이 

협업하여 마을의 축제 개최, 마을 주민 목욕(온천), 식사 대접, 조합원 명절 

선물 증정, 관광, 한글 공부, 풍물교실 등과 같은 마을 일을 진행하기도 함. 

- 마을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을 주민이 먼저 체험해보면서 즐

거움을 느끼게 되는 효과, 외부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마을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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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생기는 효과도 있음. 

3.4. 사회적 관계 형성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사례에서 좁거나 넓은 수준의 사회적 관

계 형성의 모습이 나타남. 다른 조직(마을이나 기타 단체)과 교류하거나 정

보를 교환하기도 하 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조직의 도움(컨설

팅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 음. 사업 참여 주민, 주요 사업 추진 

책임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원칙을 만들기도 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음. 

○ 사업 조직 구성원 간 관계, 다른 유사 사업 조직 간 관계, 외부 전문가와 관계

는 공동체 추진 시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마을사업 조직

이 공공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 는데, 이 단계에서 행정조직과의 

협업이 불가피함. C마을의 경우 가공품 개발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성공하 으며, B마을은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부 강

사의 도움을 받았음. 해당 지역의 다른 체험마을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류

하기도 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나타남. B마을

에서 출자금에 상한을 두어 배당 소득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장치하는 것이 

그 예임. C마을과 같이 매월 사업 결과를 정산하여 월례회의에서 공유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신뢰 구축을 위한 방편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도 어우르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조직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마을회로 이

전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하기도 함(B마을). 기존의 공동체 기반이 있었던 마

을에서도 사업 초기에는 경험 부족과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 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율을 구체화하면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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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음.

○ 마을사업 조직이 다른 조직과 협업하는 사례도 있었음. D마을은 지역 내 다

양한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중간단체 역할을 하는 ‘지역센터마을활력소’14

와 교류하고 있었음. 지역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문 목적에 맞게 

서로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함.15

○ 반면, 사례마을로 선정하지 않은 한 마을에서는 공공부문과 마을부문의 교

류가 활발하지 않아 문제가 악화되기도 하 음. 마을에서 숙박 시설을 갖추

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군에서 저렴한 숙소를 지어서 공급하여 마

을사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 체험을 진행하고 있

는데 근방에 유사한 체험관이 개장하는 등 유사 사업 주체 간, 행정과 마을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모습도 나타났음. 

3.5. 사례조사 요약 및 시사점

○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필요성에 기초하지만 

실제 사업의 착수는 정부의 지원이 적지 않은 향을 미침. 다만 정부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을사업의 필요가 구체화되는 효과가 있

었음.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법, 마을의 상황에 맞도록 사전 실시 전후에 사

14 이 조직은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방문객 안내, 소식지 발행, 주민 사람

들의 소소한 활동 지원, 지역 공동체 활동 단체의 실무자 모임인 ‘달모임’(매월 1회) 

진행 등의 업무를 함.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홈페이지(http://hongseongcb.net/)를 참고. 

15 D마을이 위치한 지역은 과거부터 환경농업으로 유명하 고 면 단위에서 다양한 형

태의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체험객 외에도 선진지 견학 차

원의 방문객이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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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조직을 구성함. 

○ 사례 마을에서는 마을 소득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증가 효과가 일부 있음. 

그러나 공동 경 으로 인한 경 비 절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효과이

며,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음. 

 

○ 반면, 법인의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 주민 복지, 마을 활력, 마을 주민의 공동 

활동 증가, 마을의 전통적 공동체 활동 유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례 마을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 외에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마을 애경

사 참석, 마을 회의 등의 공동체 활동이 비교적 잘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

이 있음. 이러한 특징이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 는

지, 반대로 소득사업 활성화의 결과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어

지는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두 방향 모두 작용하 을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고 있음. 사업 수행 전후에 부족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외부와의 교류가 불가피하며, 내부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규율 정립과 활발한 의사소

통이 필요함.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는 기본적으로 사업 운 을 통한 수익 창출

을 전제로 하고 있음. 단, 사업 운 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 함으로써 농가와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이나 약간의 매출 증대를 통한 이득을 줄 수 있으며, 공동체성을 회복함에 

따라 마을이 함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면 마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적어지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서 또 다른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

을 더욱 크게 얻게 됨. 



제4 장 

마을공동체 활동과 농가소득 관계 분석

1. 분석 개요

○ 이 장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농가소득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함. 이를 위해 선행연구, 농촌 마을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

화와 농가소득의 잠정적 경로를 설정함. 설정된 경로를 토대로 설문조사 질

문 항목을 설계한 후, 필요한 자료를 취득함. 취득한 자료로 마을공동체 활

성화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일반적으로 개별 농가소득은 재배품목, 재배면적, 농외소득 등에 향을 받

음. 또한, 개별 농가소득은 각 농가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을)의 활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작목반, 조합 활동과 같은 마을단위 경제적 조직 

활동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개별 농가소득에 긍정적 향을 줄 수 있음. 또

한,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농가소득에 직접적 향을 주기도 함. 

○ 공동체(마을) 활동과 개별 농가소득의 연관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마을) 활동은 마을사업16

과 공동체(마을)단위의 경제적 조직 활동17으로 분류할 수 있음. 마을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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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조직 활동은 농가소득 변화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기보다는 경

제 활동18을 매개로 농가소득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즉, 공동의 경

제활동(예를 들면 공동출하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해, 또는 개개인의 경제활

동(예를 들면 농산물 직거래 등)을 매개로 농가소득에 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음.

16 여기서 마을사업은 정부마을사업, 개별 마을 자체 사업을 포함한 개념임. 정부마을사

업은 농가소득과 연관된, 현행 정부마을사업을 일컫는데, 구체적으로 마을기업, 정보

화마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

비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마을사업임. 마을기업 사업의 경우 발굴 대상 

사업에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을 포함함.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 등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

원을 담고 있음.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 특산물, 문화, 자연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고 온라인화 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공동체’

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용에는 ‘지역소득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공동체 소득 증대를 위해 6차산업화 기반시설을 투자하

는 내용이 있음. 마을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사업목적에 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

기반 확충을 담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동 가공시설, 공동 판매장 등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과 농촌체험시설, 폐교활용, 생태학습장 등을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 등의 세부사

업을 담고 있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능별 사업 중 지역소득 증대 사업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향토(5일) 시장정비 등을 통해 개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인하

고 소득을 확충하는 목적을 담고 있음. 정리하면, 정부 마을사업은 직접적인 소득보

전 또는 소득보조정책이 아닌,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거나 원활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마을 또는 개인소득이 향상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7 경제적 조직 활동은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공동체(마을)단위로 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면, 작목반, 조합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함. 

18 경제 활동은 공동경제활동, 개인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함. 여기서 의미하는 경제활동

은 농가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경제 활동―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특산물 

직거래, 농가 민박 운 , 농가 음식점 운 ,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 ―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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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제활동, 농가소득 관계 

○ <그림 4-1>은  개별농가소득 변동은 마을사업과 공동체 단위의 경제적 조

직 활동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냄. 하지만 마을사업과 경제적 조직 

여부에 따라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

해서 향을 미침.

 

○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는 외생 변수로 가정

함.19 내생 변수로 검증하려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가능함.  

 

○ 이 연구는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간 관계에 대한 이론 구

축과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관계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점에

19 원칙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는 외생성(exogenous) 변수이면서 동시에 내생

성(endogenous)을 지닌 변수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는 과거

에 구축되고 쌓여 왔던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이

미 외생적으로 주어진 변수라고 여길 수 있음. 이와 반대로 경제적 조직, 마을사업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변화하고, 변화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

가 다시 경제적 조직과 마을사업 활동에 향을 주고, 결국 농가소득에 향을 미

치는 내생적인 구조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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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즉,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개별 농가소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되 소득 측면에서 이를 살펴

본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마을공동체 내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

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마을공동체 내의 활동을 마을 공동 애경사 참여 여

부, 청소·쓰레기 수거 등 마을공동작업 참여 여부,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

모임 참여 여부,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참여 여부, 마을총회, 부

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회의 참여 여부,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 여부로 한정하 음.20

○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지금까지 설명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제활동, 

농가소득 간의 경로를 고려하여 설문조사하 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

서 논함.

20 성주인 외(2016)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마을 공동 애경사 

참여 여부, 청소·쓰레기 수거 등 마을 공동 작업 참여 여부, 도로·농수로의 공동 관

리 여부, 두레·품앗이 등 농작업 활동 여부,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 모임 여부, 마

을 단위 도·농 교류 및 농촌체험활동 참여 여부, 정부지원 마을사업 참여 여부, 마

을총회 등 정기적 주민회의 참여 여부, 독서·풍물·스포츠 등 여가문화 활동 참여 여

부, 취약계층 지원, 돌봄 등 봉사활동 참여 여부, 기타활동 등으로 조사하 음. 이 

연구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측정 변수로 도로·농수로 공동 관리 여부, 두레·품앗이 

등 농작업 활동 여부, 취약계층 지원, 돌봄 등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농업총조사의 마을단위 조사를 참조하여 제하 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그 

항목을 선정하 기 때문임. 도로·농수로 공동 관리 여부, 두레·품앗이 등 농작업 활

동 여부는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활동방식으로, 다른 변수들, 마을 공동 애경사 참여 

여부, 마을총회 등 정기적 주민회의 참여 여부 등으로 측정이 가능한 역이며, 취

약계층 지원, 돌봄 등 봉사활동 참여 여부는 그 범위가 본 연구 주제와 벗어나 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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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개요

2.1. 조사 목적 및 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제활동, 농가소득 간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이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임. 설

문조사 내용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마을/가구단위의 마을사업 참여 

정도, 개인의 경제활동 조직 참여 여부, 개인의 경제활동 현황, 가구 소득 

현황 및 소득 변화 여부임. 

2.2. 조사 대상

○ 조사대상은 먼저 설문조사 대상 마을을 선정한 후, 선정된 마을 안에 거주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대상 마을은 다음

의 단계와 기준에 따라 설정함.

 

○ 1단계로,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속한 

마을로 제한하 음.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 중,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지역 조사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마을 후보군을 선정함.21 마을 후

보군은 마을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 외적 특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마을규모, 

농가비율, 읍·면 사무소거리, 농업 성격에 따라 마을을 분류한 후, 아래 <표 

4-1>에 언급된 기준으로 마을을 선정하 음. 각 기준별 통계상의 평균(중위

21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 조사표의 원자료는 설문조사 당시(2016년 9월) 공개되

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정리된 자료만 공개하고 있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마을을 선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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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마을을 선정하 음. 기준점으로부터 양 극단으로 

편향된 마을의 경우 통계상의 수치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

외함. 그리고 농업 성격이 약한 마을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으므로, 농가에 초점을 

두고자 했기 때문임.

 

○ 이러한 기준과 근거를 정리한 것이 <표 4-1>임. 

판단 항목 기준 근거

마을규모 40~59가구  지역조사에 마을별 평균(중위 가구수) 48.9가구

농가비율 40% 이상
농가비율 40% 이상이 전체의 70%에 해당함. 

그 다음으로 50%~60% 미만인 마을이 19.4%로 가장 많음 

읍·면 사무소 거리 2km~6km 읍·면 사무소 거리 평균 4km, 1σ=∓2km

농업 성격 중 강 마을 약한 마을 제외

<표 4-1>  설문조사 대상 마을 1단계 선정 기준과 근거

○ 1단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마을은 다시 2단계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 

2단계의 기준은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지역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성을 파악함. 마을 공동체성은 쓰레기 처리 관련 부문, 도농교류 부

문, 정보화수준 부문, 조직 활동 부문22으로 파악함. 각 부문은 세부항목으

로 나누고, 각 세부항목 응답은 점수화함. 즉, 해당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마

22 마을공동체성은 물론 여기서 언급된 4가지 부문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 마을공동

체성은 다양한 특성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지역 조사 자료

에서 최대한 활용가능한 마을 내의 공동체성과 연관된 설문항목이 언급된 4가지 부

문임. 그러나 이 부문만으로 마을공동체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자료 조

사 시점도 2010년으로 현재의 상황을 반 하지 못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조사 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는 이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되,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마을공동체성과 관련된 항목을 보완하여 질문하 음.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 대상 마을의 공동체성을 파악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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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항목 기준

쓰레기 처리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 
분리수거 1 

그 외 0

일반생활쓰레기
분리수거 1 

그 외 0

농림어업 관련 쓰레기
분리수거 1 

그 외 0

하수도 이용
이용함 1

이용하지 않음 0

도농교류

도농교류 자매결연
결연 1

아님 0

도농교류-농어촌체험관광

(영농, 어장, 문화, 생태 등 체험)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도농교류-농림수산물 직거래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도농교류-농림수산물 직판장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0

도농교류-음식물 판매 및 숙박 제공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0

도농교류-주말농원 임대 및 분양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0

도농교류-기타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0

도농교류-도농교류 하지 않음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0

정보화수준 홈페이지 개설 여부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0

조직 활동 농림어업법인여부
하고 있음 1

하지 않음 0

<표 4-2>  설문조사 대상 마을 2단계 선정 기준과 근거

을은 1점을 부여하 고, 이의 점수를 부문 가중치23를 고려하여 계산하 음. 

최종 계산된 점수를 이용하여 마을 공동체성이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로 구

분함. 자세한 사항은 <표 4-2>와 같음.    

23  부문 가중치는 각 부문의 균형을 맞추고자 가중치를 각각 0.25로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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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군 마을 총가구수 지역적 여건 농가수
읍·면 사무소 

거리
가중치합 순위 비고　

경기도

가

A 100~149 평야 54 1 - 52 체험마을

B 40~59 평야 - - - - 체험마을

C 40~59 산간 24 5 100 1 -

D 40~59 평야 31 5 100 1 -

E 20~39 평야 18 3 37.5 96 기타권역사업

나

F 60~79 평야 42 3 18.75 234 -

G 40~59 산간 23 4 18.75 234 -

H - 평야 - - - - 집락영농

I 60~79 산간 42 4 - 270 마을기업

<표 4-4>  설문조사 대상 최종 선정 마을

사업 경기도 전남도 경남도

집락영농 왕대리 최적경영체: 여주군 능서면

농업회사법인 대농소재마을: 담양군 

무정면

고흥 포두 봉덕마을

밀양 제일영농법인소재 마을: 밀양시 

초동면곡강마을

체험마을
양평 여물리마을

양평 뚱딴지 마을

담양대덕달빛무월마을

강진 성전 달마지 마을

창녕 대합면 우포 생태관광체험마을

합천조계 양떡메마을

6차산업 등 마을기업

양평EM 지평 유기영농조합

여주 금사 하호영농조합법인

여주 북내 주암1리새마을회

강진 군동 신기마을(전통된장마을)

영암 미암 대초마을공동사업단
창녕모사양파정보화마을

기타 권역 사업 양평군 양서면 수양리  함평해보면상곡리 하동 악양 평사리

<표 4-3>  정부 지원 마을사업 관련 마을

○ 1단계와 2단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종 마을은 아래 <표 4-4>와 같음. 

1단계와 2단계의 선정과정을 거친 마을 중, 각 도별로 마을공동체성이 가장 

높은 순위의 마을과 가장 낮은 순위의 마을을 선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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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군 마을 총가구수 지역적 여건 농가수
읍·면 사무소 

거리
가중치합 순위 비고　

전라남도

다
J 40~59 평야 40 5 87.5 1 -

K - 산간 - - - - 체험마을

라 L 150~199 산간 63 2 - 305 집락영농

마
M 40~59 산간 37 4 87.5 1 -

N 40~59 평야 28 3 3.125 960 -

바
O - 산간 - - - - 체험마을

P 40~59 산간 29 4 - 502 마을기업

사 Q 40~59 산간 24 4 - 45 마을기업

경상남도

아 R 20~39 산간 17 6 81.25 1 -

자
S 60~79 산간 17 6 78.125 2 -

T 40~59 산간 32 6 3.125 591 -

차

U 40~59 산간 35 8 3.125 591 -

V 20~39 산간 22 4 - 366 체험마을

W - 산간 - - - - 마을기업

카 X 40~59 산간 42 4 - 366 집락영농

타 Y - 산간 - - 0 - 체험마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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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

787 100.0%

응답자의 현 거주지

A 31 3.9%

B 30 3.8%

C 30 3.8%

D 34 4.3%

E 35 4.4%

F 44 5.6%

G 48 6.1%

H 41 5.2%

I 30 3.8%

J 29 3.7%

K 27 3.4%

L 27 3.4%

M 27 3.4%

N 30 3.8%

O 25 3.2%

<표 4-5>  응답자 거주지와 기본 통계

3. 조사 결과 및 분석

3.1. 응답지역 및 응답자의 기본통계 

○ 총 25개 마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농가는 전체 

787농가임. 참고로 농가에서 응답자는 방문설문조사 당시 집에 머무르고 있

었던 농업경 주 또는 가족구성원이었음. 각 마을에서 조사된 평균 농가 수

는 31농가임. 

○ 농가의 연령구조를 보면, 70%가 넘는 농가가 60대, 70대 이상으로, 선정 지

역에서 무작위로 농가를 선택한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를 확인할 수 

있음. 학력은 26%만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대부분 중학교 졸업 이

하의 학력이었음. 전체 응답자의 70.6%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가구 구조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23.4%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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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

787 100.0%

P 30 3.8%

Q 32 4.1%

R 30 3.8%

S 30 3.8%

T 31 3.9%

U 31 3.9%

V 30 3.8%

W 30 3.8%

X 35 4.4%

Y 20 2.5%

응답자의 연령대

30~40대 61 7.8%

50대 139 17.7%

60대 239 30.4%

70대 이상 348 44.2%

응답자의 성별
남          성 391 49.7%

여          성 396 50.3%

응답자의 학력

무          학 146 18.6%

초          졸 272 34.6%

중          졸 162 20.6%

고          졸 175 22.2%

대          졸 32 4.1%

응답자의 동거가족 여부

혼          자 184 23.4%

배     우   자 556 70.6%

자          녀 158 20.1%

부 모/시부모 56 7.1%

친          척 5 0.6%

(계속)

3.2. 마을공동체 활동 및 활성화 정도 

○ 마을공동체 활동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각 마을별로 거주하고 있는 농가가 

마을공동 애경사, 청소·쓰레기 수거 등 마을공동작업, 단체 관광 등 마을 친

목모임,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마을총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

회 등 마을회의,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

는지 조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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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각 마을별로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는 마을 애경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낮게 나온 마을에서의 개인 참여율은 

56.7% 고, 7개의 마을에서는 참여율이 100%로 나타남.  

 

○ 청소·쓰레기 수거 등 마을공동작업도 대부분의 마을에서 참여율이 높은 것

으로 보이나 마을 애경사 참여에 비해 다소 편차가 나타남. 참여율이 가장 

낮은 마을은 36.7%로 나타남. 참여율이 가장 높은 마을은 설문조사된 100%

의 농가가 관련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모임 참여는 47.1%가 가장 낮고, 가장 높은 비율은 

100%로 나타남. 

○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

남. 대부분의 마을에서 조사된 농가 중 20~30% 농가만이 정부지원 마을사

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함.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마을은 조사된 농가 중 

96.3%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하는 마을에서의 개별농가의 정부마을

사업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실제 설문조사 결과

에서는 한 마을에서만 대부분의 농가가 정부지원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에 그 지역의 모든 

농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부 농가만 정부지

원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마을 두 곳은 사전적으로 정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

겨졌지만, 실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농가 중 정부지원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0%로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음. 이 지역의 경

우,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된 소수 농가만 정부지

원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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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리)

전체

응답

농가수

마을 애경사 쓰레기 친목 정부 마을사업 마을회의 동호인모임

A 31 93.6 83.9 77.4 25.8 87.1 3.2

B 30 83.3 76.7 56.7 43.3 70.0 13.3

C 30 90.0 70.0 80.0 16.7 76.7 16.7

D 34 82.4 85.3 47.1 17.7 64.7 11.8

E 35 88.6 85.7 65.7 11.4 91.4 17.1

F 44 90.9 68.2 70.5 0 52.3 0

G 48 91.7 83.3 75.0 2.1 79.0 2.1

H 41 90.2 65.9 65.9 0 70.7 2.4

I 30 100.0 80.0 73.3 36.7 96.7 6.7

J 29 93.1 82.8 82.8 20.7 62.1 10.3

K 27 100.0 96.3 100.0 96.3 85.2 37.0

L 27 100.0 96.3 92.6 29.6 48.2 3.7

M 27 100.0 96.3 96.3 0 77.8 0

N 30 93.3 90.0 93.3 33.3 100.0 3.3

O 25 100.0 96.0 80.0 52.0 56.0 16.0

P 30 100.0 100.0 100.0 0 100.0 0

Q 32 96.9 100.0 87.5 9.4 87.5 34.4

R 30 83.3 36.7 73.3 26.7 66.7 23.3

S 30 56.7 53.3 70.0 46.7 76.7 43.3

T 31 93.6 87.1 77.4 6.5 83.9 12.9

U 31 96.8 100.0 80.7 29.0 80.7 25.8

V 30 100.0 93.3 90.0 16.7 83.3 26.7

W 30 86.7 80.0 86.7 50.0 83.3 26.7

X 35 94.3 94.3 88.6 48.6 88.6 34.3

Y 20 75.0 65.0 70.0 5.0 60.0 10.0

주: 회색 음영으로 구별한 곳은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한 마을임.

<표 4-6>  마을별 개개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단위: %

○ 설문지역의 농가 대부분은 마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곳

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농가가 마을총회, 부녀회, 청년

회, 노인회 등 마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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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비율은 다른 공동체 활동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마을은 설문조사한 

농가의 43.4%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가정한 것처럼 개개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체가 

활성화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다음의 기준으로 분류함. 먼

저 상대적으로 전통적 공동체 활동에 속하는 마을공동 애경사, 청소·쓰레기 

수거 등 마을공동작업,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모임, 마을총회, 부녀회, 청년

회, 노인회 등 마을회의 참여율을 평균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듦. 그리고 상

대적으로 전통적 공동체 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로의 변화로 볼 수 

있는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율을 따로 분류함. 마지막으로 

전통적 공동체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와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율을 가중 평균24하여 각 마을별 최종 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나타냄. 

○ 마을별 최종 공동체 활성화 정도 결과는 <표 4-7>과 같음. 

○ <표 4-7>에서는 최종 공동체 활성화 정도 수치(가중 평균)에 따라 마을을 분리

하 음.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가중평균값이 0.6 미만인 마을, 

0.6 이상~0.7 미만 마을, 0.7 이상~0.8 미만 마을, 0.8 이상 마을로 구분하 음.25 

24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름. (각 마을별 최종 공동체 활동 정도 = 0.8 × 전

통적 공동체 활동 지표 + 0.2 × 동호인 모임 참여율) 그러나 가중치를 둔 부분에 있

어서는 한계를 따름. 등가중이 아닌 각 항목의 경중으로 고려한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설문 등을 이용하여 AHP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설정하거나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설정해야 함. 이는 차후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임.    

25 네 그룹으로 구분한 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극명하게 보일 수 있는 집단

을 선정하기 위함임. 각 그룹을 구분하는 임계치는 조사된 통계 값을 근거로 나누었

음. 기준으로 삼은 0.5, 0.6, 0.7, 0.8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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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에서 마을을 공동체 활성화 정도에 따라 구분한 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에 따른 개별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임. 즉, 마을공

동체 활성화가 낮은 마을과, 활성화가 높은 마을 간 개별 농가소득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규명하기 위해 마을을 구분함.  

  

○ 마을별 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가중평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그

룹인 0.8 이상인 마을의 경우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은 설문지역 선

정 당시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었음. 반대로 마을공동체 활

성화 정도가 낮은 0.6 미만인 마을을 살펴보면, 두 곳은 설문지역 선정 당시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었고, 나머지 세 마을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었음. 본 연구의 설문지역에 한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에서 정

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한 마을이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 마을사업 실시 유무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보면, 다음

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하는 곳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율 모두 높

게 나타남.  

- 그러나 마을 공동 애경사, 독서, 풍물, 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에서의 참여

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음. 

지역,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고자 4개의 점수를 기준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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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리)
마을 

애경사
쓰레기 친목

정부마을

사업
마을회의 동호인모임

전통적 

공동체 

활동

가중

평균

Y 0.75 0.65 0.70 0.05 0.60 0.10 0.68 0.56 

F 0.91 0.68 0.70 0.00 0.52 0.00 0.70 0.56 

R 0.83 0.37 0.73 0.27 0.67 0.23 0.65 0.57 

D 0.82 0.85 0.47 0.18 0.65 0.12 0.70 0.58 

H 0.90 0.66 0.66 0.00 0.71 0.02 0.73 0.59 

B 0.83 0.77 0.57 0.43 0.70 0.13 0.72 0.60 

S 0.57 0.53 0.70 0.47 0.77 0.43 0.64 0.60 

J 0.93 0.83 0.83 0.21 0.62 0.10 0.80 0.66 

G 0.92 0.83 0.75 0.02 0.79 0.02 0.82 0.66 

C 0.90 0.70 0.80 0.17 0.77 0.17 0.79 0.67 

L 1.00 0.96 0.93 0.30 0.48 0.04 0.84 0.68 

A 0.94 0.84 0.77 0.26 0.87 0.03 0.85 0.69 

O 1.00 0.96 0.80 0.52 0.56 0.16 0.83 0.70 

E 0.89 0.86 0.66 0.11 0.91 0.17 0.83 0.70 

T 0.94 0.87 0.77 0.06 0.84 0.13 0.85 0.71 

I 1.00 0.80 0.73 0.37 0.97 0.07 0.88 0.71 

W 0.87 0.80 0.87 0.50 0.83 0.27 0.84 0.73 

M 1.00 0.96 0.96 0.00 0.78 0.00 0.93 0.74 

N 0.93 0.90 0.93 0.33 1.00 0.03 0.94 0.76 

U 0.97 1.00 0.81 0.29 0.81 0.26 0.90 0.77 

V 1.00 0.93 0.90 0.17 0.83 0.27 0.92 0.79 

P 1.00 1.00 1.00 0.00 1.00 0.00 1.00 0.80 

X 0.94 0.94 0.89 0.49 0.89 0.34 0.91 0.80 

Q 0.97 1.00 0.88 0.09 0.88 0.34 0.93 0.81 

K 1.00 0.96 1.00 0.96 0.85 0.37 0.95 0.84 

<표 4-7>  마을별 공동체 활성화 정도

단위: %

주: 회색 음영으로 구별한 곳은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한 마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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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율 사례수(명)

일반마을

마을 애경사 89.5

363

쓰레기 77.7

친목 75.8

정부마을사업 16.0

마을회의 73.3

동호인모임 13.2

정부지원마을

마을 애경사 92.6

424

쓰레기 86.3

친목 80.9

정부마을사업 30.0

마을회의 80.7

동호인모임 16.0

<표 4-8>  정부지원 마을사업 실시 유무에 따른 마을별 공동체 활성화 정도 비교

3.3.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관계

3.3.1. 마을층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류 유형에 따른 농가소득 비교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에 따라 4개의 마을 집단으로 분류하 음. 각 분류

별 개별 농가의 기초통계를 구하면 <표 4-9>와 같음. 기초통계는 평균, 표

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으로 구하 음. 평균값을 비교하면, 마을유형 1과 마

을유형 2의 개별농가소득 평균값을 제외하고, 마을유형 3과 4지역에서 개

별농가소득 평균값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즉, 마을유형 2와 3을 비교하면, 평균 농가소득은 높았고, 마찬가지

로 마을유형 3과 4를 비교해서 평균 농가소득이 높았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가장 낮은 마을유형 1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가장 높은 마을

유형 4를 비교해 볼 때, 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농가 평균소득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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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석상에서 주의할 점은 표준편차가 매우 높다는 점임. 따라서 개별 

농가소득은 특정구간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

다는 것을 암시함. 또한 평균 농가소득은 기초통계량으로서 마을 유형에 따

라 농가소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마을유형에 따른 농가소득 평균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통계적으로 검정함. 구체적으로 T검정을 이용하여 마을유형 1의 농가소득 

평균과 마을유형 4의 농가소득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살핌. 마

을유형 1과 마을유형 4의 농가소득 평균만을 비교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마을유형1 169 1861.9 1783.4 -98 9970

마을유형2 285 1594.1 1384.8 -600 7990

마을유형3 209 1753.2 1427.2 200 8150

마을유형4 124 2363.3 2179.2 -126 13100

<표 4-9>  마을별 공동체 활성화 분류 유형에 따른 농가소득 기초통계

○ 마을유형 1과 마을유형 4의 평균 농가소득 검정결과는 <표 4-10>에 나타남. 

표에서 차이라고 함은 마을유형 1의 평균 농가소득인 1861.9만 원에서 마을

유형 4의 평균 농가소득인 2363.3만 원을 뺀, -501.3만 원을 의미함. 이 평균 

농가소득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나타낸 것이 <표 4-10>의 p값

이라고 할 수 있음. 첫 번째 p값을 보면, 0.0157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마을유형 4의 평균 농가소득이 마을유형 1의 

평균 농가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두 번째 p값을 분석하면, 0.0314로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마을유형 1

과 마을유형 4의 평균 농가소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마을

유형 1의 평균 농가소득이 마을유형 4의 평균 농가소득보다 크다는 귀무가

설은 p값이 유의수준 확률보다 큰 값을 가져 기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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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정리하면, 마을유형 1과 마을유형 4의 평균 농가소득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마을유형 4의 평균 농가소득이 마을유형 1의 평균 

농가소득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즉, 마을 전체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

할수록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개별 농가소득은 높다고 유추할 수 있음. 

하지만 여기서 해석상 주의할 것은, 평균 농가소득이라는 점과 T검정이 마

을공동체 활성화와 평균 농가소득 증감 여부의 인과관계(causality)를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차이 < 0 차이 ≠ 0  차이 > 0

P-value 0.0157 0.0314 0.9843

자유도=291 T-검정값 = -2.16

<표 4-10>  마을유형 1, 마을유형 4 평균 농가소득 차이 검정 결과 

3.3.2.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가소득 상관관계: 개인농가 층위, 

마을유형별 개인농가 층위  

□ 개요

○ 앞의 마을유형 1과 4의 평균 농가소득 차이 검정 결과를 한 단계 더 들어가, 

개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평균 농가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마을유형을 나누지 않고, 개별 농가 자료 층위에서 개별 농

가의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살핌. 이후, 이의 결과

를 마을유형으로 확대하여 개별 농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개별 농가

소득26 상관관계가 각 마을유형별로 같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함. 

26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개별농가소득의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outlier가 존

재하는지, 분포는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고 상관관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

에서 사용된 25개 마을별 개별 농가의 소득의 분산도를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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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농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상 계 분석

① 마을유형 구분 없이 개별 농가 층 에서의 분석

○ 전체 표본인 787농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1>과 같음. 분석결과, 농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

여 여부와 소득은 상관관계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0.08에서 0.21로 나타나, 그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개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면 다음과 같음. 

- 마을공동 애경사 참여와 소득 간 상관관계는 0.18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

으나 그 상관도는 매우 미미함.

- 청소·쓰레기 수거 등 개별 농가의 마을공동작업 참여와 소득 간 상관관

계는 0.19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상관도는 매우 미미함.

-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모임에 참여와 소득 간의 상관도는 0.08로 매우 

미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농가소득 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즉, 모든 마을에서 농가소득에 outlier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남. outlier가 존재하는 경우 분석결과가 outlier에 많은 향을 받아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농가소득에 로그를 취함.  

              < 각 마을의 개인 소득 분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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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참여와 농가소득 간의 상관도는 0.21

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역시 미미한 수준임.

- 마을총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회의 참여 여부와 농가소득의 

상관관계는 0.12로 매우 미미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는 0.18로 

마찬가지로 매우 미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 개별 농가단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농가소득 간에는 양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개별 농가단위에서 각자가 속한 마

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농가소득이 증가

함.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가 농가소

득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됨. 이는 마을공동체 활

동 참여 이외의 변수가 농가소득에 더 큰 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함.  

 

로그-소득 마을 애경사 쓰레기 친목 정부 마을사업 마을회의 동호인 모임

로그-소득 1.00 - - - - - -

마을 애경사 0.18* 1.00 - - - - -

쓰레기 0.19* 0.52* 1.00 - - - -

친목 0.08* 0.45* 0.39* 1.00 - - -

정부마을사업 0.21* 0.14* 0.19* 0.25* 1.00 - -

마을회의 0.12* 0.29* 0.21* 0.35* 0.22* 1.00 -

동호인 모임 0.18* 0.09* 0.14* 0.14* 0.38* 0.19* 1.0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4-1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② 마을유형별·개별 농가 층 에서의 분석

○ 위의 결과를 앞서 언급했던 마을유형별로 농가를 나누어 개별농가의 마을공

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표 4-1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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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낮은 마을유형 1에서 개별농가의 마

을공동체 활동 중, 마을 공동 애경사 참여, 청소·쓰레기 수거 등 개별 농가

의 마을공동작업 참여,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참여, 마을총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회의 참여와 농가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각

각 0.19, 0.16, 0.20, 0.16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농가소득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

미함. 그러나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워 상관도는 미미함. 

○ 마을유형 2에서는 마을 공동 애경사 참여, 청소·쓰레기 수거 등 개별 농가의 

마을공동작업 참여,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에 참여하는 개별농가

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양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깝게 나타나, 해당되는 공동체 활동 참여와 소득 간의 관계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분석됨.  

○ 마을유형 3에서는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모임,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

사업 참여, 마을총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회의에 참여하는 농가

일수록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하는 양의 상관관

계는 각각 0.16, 0.20, 0.16, 0.15 음. 마찬가지로 상관계수가 0에 가까워 비

록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그 관계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마을유형 4에서는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참여, 독서·풍물·스포

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와 농가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22, 0.33으로 

나타남.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상관관계 정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됨. 다

만, 마을유형 1, 2, 3의 결과와 비교하면 상관관계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와 농가소득 간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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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마을을 유형화해서 개별농가 단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마을 유형별

로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각각 다르

게 나타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가장 낮은 마을유형 1과 가장 높은 마을유형 4만 

비교해 보면, 흥미 있는 결과를 얻음. 마을유형 1에서는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모임,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참여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

동체 활동 참여와 농가 소득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그러나 마을유형 

4의 경우는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참여,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

호인 모임 참여만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을유형 1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러한 마을에서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고수해 

오던 공동체 활동이 주를 이룸.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인 

마을유형 4의 경우는 전통적 공동체 활동보다는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마을은 활동

이 낮은 마을에 비해, 전통적 공동체 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축

적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이 그 지역의 농가소득에 

이미 내재되어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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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소득 마을 애경사 쓰레기 친목 정부 마을사업 마을회의 동호인 모임

로그-소득 1.00 - - - - - -

마을 애경사 0.19* 1.00 - - - - -

쓰레기 0.16* 0.41* 1.00 - - - -

친목 -0.03 0.41* 0.37* 1.00 - - -

정부마을사업 0.20* 0.12* 0.18* 0.18* 1.00 - -

마을회의 0.16* 0.24* 0.17* 0.35* 0.24* 1.00 -

동호인 모임 0.15 0.06 0.17* 0.17* 0.51* 0.18* 1.0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4-12>  마을유형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

마을유형 1

로그-소득 마을 애경사 쓰레기 친목 정부 마을사업 마을회의 동호인 모임

로그-소득 1.00 - - - - - -

마을 애경사 0.19* 1.00 - - - - -

쓰레기 0.22* 0.57* 1.00 - - - -

친목 0.06 0.50* 0.37* 1.00 - - -

정부마을사업 0.09 0.15* 0.18* 0.27* 1.00 - -

마을회의 0.04 0.25* 0.16* 0.33* 0.22* 1.00 -

동호인 모임 0.13* 0.10 0.13* 0.08 0.36* 0.18* 1.0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마을유형 2

로그-소득 마을 애경사 쓰레기 친목 정부 마을사업 마을회의 동호인 모임

로그-소득 1.00 - - - - - -

마을 애경사 0.12 1.00 - - - - -

쓰레기 0.12 0.46* 1.00 - - - -

친목 0.14* 0.30* 0.25* 1.00 - - -

정부마을사업 0.36* 0.06 0.16* 0.24* 1.00 - -

마을회의 0.13* 0.26* 0.09 0.23* 0.19* 1.00 -

동호인 모임 0.11 0.02 0.05 0.13* 0.22* 0.16* 1.0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마을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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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소득 마을 애경사 쓰레기 친목 정부 마을사업 마을회의 동호인 모임

로그-소득 1.00 - - - - - -

마을 애경사 0.07 1.00 - - - - -

쓰레기 0.04 0.65* 1.00 - - - -

친목 0.02 0.38* 0.38* 1.00 - - -

정부마을사업 0.22* 0.12 0.01 0.13 1.00 - -

마을회의 0.07 0.48* 0.30* 0.24* 0.08 1.00 -

동호인 모임 0.33* 0.09 0.09 0.15 0.48* 0.19* 1.0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마을유형 4

3.4. 경제적 활동과 농가소득 

3.4.1. 경제적 활동 조직 참여 현황  

○ 설문조사한 대부분의 농가는 경제 활동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남. 경제 활동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787농가 중 15.4%에 해당

하는 121농가뿐이었음.

- 구체적으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이 9.5%

로 마을범위를 넘어서는 조직 참여율 5.9%보다 높게 나타남.

- 마을 내 조직 활동 참여 응답 농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조직형태는 마

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사업조직(5.0%)임. 

- 마을 범위를 넘어서는 조직 형태는 작목반과 농조합법인임. 작목반 참

여율은 미미하지만, 농조합법인은 농가가 참여하는 경제조직 형태 중 

가장 높게 나타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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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조직 퍼센트(%) 총 명수

마을 내

작목반 2.0

787

영농조합법인 2.5

마을사업조직 5.0

마을 밖
작목반 0.8

영농조합법인 5.1

<표 4-13>  경제활동 조직 참여율 

○ 정부지원 마을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농가들의 경제활동 조직 참여율은 전

체적으로 낮음. 그러나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농가들이 경제활동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표 4-14>. 하지만 농

가의 마을 내 농조합법인 참여율, 마을 범위를 넘어선 작목반 참여율은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마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 마을사업 실시 지역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 조직 참여율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 항목은 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사업조직 참여율과 여러 마

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농조합법인 참여율이었음. 

- 상대적으로 마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속한 농가들의 경제활동 

조직 참여율 중, 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사업 조직과 농조합법인의 참

여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지원 마을사업이 권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 

그에 따른 경제활동 조직 범위가 마을범위를 넘어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임. 또한 마을사업과 관련한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 관련 이슈들을 해결할 때,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을 형성하여 조정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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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조직 퍼센트(%) 사례수(명)

일반마을

마을 내

작목반 1.4

363

영농조합법인 2.8

마을사업조직 2.2

마을 밖
작목반 1.4

영농조합법인 2.2

정부지원마을

마을 내

작목반 2.6

424

영농조합법인 2.4

마을사업조직 7.3

마을 밖
작목반 0.2

영농조합법인 7.6

<표 4-14>  정부지원 마을사업 실시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 조직 참여율

○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마을유형 4)과 그렇지 않은 마을(마을유형

1) 농가들의 경제활동 조직 참여율에는 차이가 남<표 4-15>. 특히 마을공동

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에서 여러 마을 사람이 참여하는 농조합법인에 참

여하는 농가비율이 20.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구분 위치 조직 퍼센트(%) 총 명수

유형 1

마을 내

작목반 0.6

169

영농조합법인 1.2

마을사업조직 -

마을 밖
작목반 1.8

영농조합법인 5.3

유형 4

마을 내

작목반 1.6

124

영농조합법인 -

마을사업조직 0.8

마을 밖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 20.2

<표 4-15>  마을공동체 활동 정도에 따른 경제활동 조직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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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경제적 활동 참여형태와 방식   

○ 개별 농가의 경제적 활동은 크게 4가지 활동―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

특산물 직거래, 농가 민박 운 , 농가 음식점 운 ,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

―으로 분류함. 

○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은 농·특

산물 직거래(56.4%) 고,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18.2%), 농촌 체험 프로그

램 운 (8.5%), 농가 민박 운 (1.3%), 농가 음식점 운 (1.2%) 순이었음.

○ 각각의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개별적으로 참여, 정부지원마을사업

으로 공동으로 참여,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참여, 농협· 농조합법

인·작목반조직을 통한 참여로 구분하여 조사함.

○ 경제적 활동에 농가가 참여하는 방식은 각각의 경제적 활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과 농·특산물 직거래는 농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비중이 높음. 더불어 농·특산물 직거래 활동은 농협· 농조합법인·작목

반조직을 통해 하는 경우도 많았음.

-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  활동을 하는 농가 중 대부분의 농가는 정부지

원 마을사업으로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가 음식점 운 도 정

부지원 마을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가 민박 운 을 한다고 응답한 농가 수는 미미하지만, 대다수의 참여 

농가는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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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명수 전체(명)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개별적으로 한다 14.2 112

787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1.8 14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8 6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1.4 11

농특산물 직거래

개별적으로 한다 39.1 308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5 4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8 6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16.0 126

농가민박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0.1 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1 1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1.1 9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 -

농가음식점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0.1 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6 5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4 3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0.1 1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0.1 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4.0 31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1.0 8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3.4 27

<표 4-16>  개인의 경제적 활동 참여형태와 방식

주: 전체 인원은 무응답을 포함. 

○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과 직거래는 농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상당

히 높았으나, 농촌관광과 연계된 농촌 체험 프로그램, 농가 음식점 운 , 농

가 민박 운  등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

과 같음. 

 - 일반마을의 경우 전체적인 결과와 큰 차이는 없음.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과 

직거래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른 경제활동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매우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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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마을사업 실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결과와 큰 차이는 없

으나, 일반마을(0.6%)과 비교하면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에서 정부지원 마

을사업으로 한다는 응답이 2.8%로 높음. 농촌체험프로그램 운 은 일반마

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참여 방식에 있어서, 농

협· 농조합법인·작목반조직 또는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통해 많이 수행함. 

퍼센트 명수 전체(명)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개별적으로 한다 14.3 52

363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6 2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1.7 6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2.2 8

농특산물 직거래

개별적으로 한다 39.7 144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 -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8 3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14.0 51

농가민박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0.3 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3 1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3 1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 -

농가음식점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 -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6 2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8 3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0.3 1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0.3 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2.5 9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6 2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0.3 1

<표 4-17>  일반마을: 개인의 경제적 활동 참여형태와 방식

주: 전체 인원은 무응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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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명수 전체(명)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개별적으로 한다 14.2 60

424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2.8 12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 -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0.7 3

농특산물 직거래

개별적으로 한다 38.7 164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9 4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0.7 3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17.7 75

농가민박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 -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 -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1.9 8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 -

농가음식점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0.2 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0.7 3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 -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 -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 -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5.2 22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1.4 6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6.1 26

<표 4-18>  정부지원 마을: 개인의 경제적 활동 참여형태와 방식

주: 전체 인원은 무응답을 포함. 

3.4.3. 경제적 활동과 농가소득 관계 

□ 경제  활동과 개별 농가의 소득변화 인식  

○ 개별 농가의 특정 경제 활동 참여로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피려면 

특정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전 농가의 소득과 참여한 후의 소득을 비교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여 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설문조사

를 통해 참여 전후의 소득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얻음.27 

27 특정 경제 활동 참여 전후의 소득 변화 조사는 총수입이 증가, 동일, 또는 감소했는

지, 그리고 총비용이 증가, 동일, 또는 감소하 는지 조사함. 소득은 총수입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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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대부분의 소득 변동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총수입과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인식한 농가는 각각 104농

가, 129농가 음. 

- 소득이 증가하는 경로는 총수입이 증가하거나 총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임. 총수입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21농가, 총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18농가 음. 

-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는 총수입이 감소하거나 총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임. 총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18농가, 총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11농가 음.  

○ 농·특산물 직거래 참여도 대부분의 농가 소득 변동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총수입과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농가는 각각 290, 

337농가 음.    

- 소득이 증가한 농가는 일부에 그침. 구체적으로 참여 이전에 비해 총수입

이 증가, 총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각각 59농가, 15농가 음.

- 소득 감소 농가를 보면, 총비용이 증가한 농가는 92농가, 총수입이 감소

한 농가는 94농가로 나타남. 

○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 도 참여 전후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동일하다고 응

답한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함. 

-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미미하게 나타남. 참여 후로 소

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농가는 8농가(총수입 증가)-1농가(총비용 감소) 고, 

소득이 감소한 농가는 1농가(총수입 감소)-4농가(총비용 증가) 음.

비용을 뺀 금액인데, 경제 활동 참여로 인한 소득 변화가 총수입과 총비용 측면에서 

각각 또는 모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조사함. 참고로 참여 전후의 구

체적인 소득금액 액수를 질문하 으나,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고 기억에 의존한 수

치여서 분석에서는 이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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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민박 운 , 농가 음식점 운 에 참여한 농가는 다른 경제 활동과 달리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농가가 동일하다고 응답한 농가보다 높게 나타

남. 그러나 해석에 주의할 것은 응답한 농가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농가들은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높은 마을과 낮은 마을로 재분류하여 결과를 살피면, 

동일하게 위의 경제적 활동이 개별 농가 소득변화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4가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인식하기보다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함. 

활동 구분 활동 방법 수입/비용 변화 응답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개별적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18

동일 79

감소 15

총비용

증가 10

동일 99

감소 3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2

동일 11

감소 1

총비용

증가 1

동일 13

감소 -

<표 4-19>  개인의 경제적 활동과 소득 변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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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활동 구분 활동 방법 수입/비용 변화 응답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

동일 6

감소 -

총비용

증가 -

동일 6

감소 -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총수입

증가 1

동일 8

감소 2

총비용

증가 -

동일 11

감소 -

농특산물 직거래

개별적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38

동일 198

감소 72

총비용

증가 72

동일 225

감소 1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1

동일 3

감소 -

총비용

증가 1

동일 3

감소 -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2

동일 3

감소 1

총비용

증가 1

동일 5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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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활동 구분 활동 방법 수입/비용 변화 응답

농특산물 직거래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총수입

증가 18

동일 87

감소 21

총비용

증가 18

동일 104

감소 4

농가민박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

동일 -

감소 1

총비용

증가 -

동일 -

감소 1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1

동일 -

감소 -

총비용

증가 1

동일 -

감소 -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7

동일 2

감소 -

총비용

증가 3

동일 6

감소 -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총수입

증가 -

동일 -

감소 -

총비용

증가 -

동일 -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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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활동 구분 활동 방법 수입/비용 변화 응답

농가음식점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

동일 1

감소 -

총비용

증가 -

동일 1

감소 -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3

동일 1

감소 1

총비용

증가 3

동일 2

감소 -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2

동일 1

감소 -

총비용

증가 2

동일 1

감소 -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총수입

증가 1

동일 -

감소 -

총비용

증가 1

동일 -

감소 -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별적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

동일 -

감소 1

총비용

증가 -

동일 1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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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활동 구분 활동 방법 수입/비용 변화 응답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부지원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7

동일 18

감소 6

총비용

증가 5

동일 25

감소 1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총수입

증가 5

동일 3

감소 -

총비용

증가 5

동일 3

감소 -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조직과 함께한다

총수입

증가 2

동일 25

감소 -

총비용

증가 1

동일 26

감소 -

□ 경제  활동과 농가소득 계 

○ 그러나 앞서 살핀 내용은 경제활동 참여 전후로 농가가 느끼는 소득의 변화

를 나타냄. 이를 보완하고자 경제적 활동과 농가소득 관계를 상관계수를 통

해 분석함.28  

28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농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전후로 인한 소득의 변화를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임. 즉, 경제적 활동 참여가 소득에 이미 반 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여기서 분석하는 것은 각각의 경제 활동 참여 여부와 현재 소득 간의 상관

관계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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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마을 운  참

여는 농가소득과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상

관계수는 각각 0.08, 0.19, 0.12로 나타나, 상관도는 매우 낮음.   

○ 이는 농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소득 증가와 연관되지만, 상관도가 매우 낮

아 농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소득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로그-소득
농특산물 

가공품생산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프로그램 농가민박 농가음식점

로그-소득 1.00 - - - - -

농특산물 가공품생산 0.08* 1.00 - - - -

농특산물 직거래 0.19* 0.15* 1.00 - - -

농촌체험프로그램 0.03 0.05 -0.01 1.00 - -

농가민박 0.02 0.06 0.03 0.08* 1.00 -

농가음식점 0.12* 0.16* 0.05 0.08* 0.12* 1.0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4-20>  경제적 활동과 농가소득 간 상관관계 

○ 농규모, 나이, 축산두수(축산농가일 경우)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농가

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보다 농가소득과 더 큰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개별적·마을공동·마을 내 조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소득에는 농규모(또는 축산두수), 나이 등이 상

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함. 

- 농규모와 농가소득 상관계수는 0.42로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짐. 즉 

농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농가소득 상관계수는 –0.43으로 음(negative)의 관계를 가짐. 나

이가 들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축산두수는 농가소득과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관계수는 0.4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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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소득 영농규모(평) 나이 축산두수(마리)

로그-소득 1.00 - - -

영농규모(평) 0.42* 1.00 - -

나이 -0.43* -0.23 1.00 -

축산두수(마리) 0.43* 0.16 -0.28* 1.0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4-21>  영농규모, 나이, 축산두수와 농가소득 간 상관관계 

3.5. 마을공동 경제적 활동의 부가적 기능

○ 마을공동 경제적 활동은 소득 이외에 공동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 이러한 부가적 기능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응답자 대부분은 마을공동 경제활동으로 마을공동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

지 않음. 이전과 동일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69.3%,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응

답자는 28.7%, 나빠졌다고 인식한 사람은 1.6% 음. 

- 좋아졌다고 느낀 응답자 중, 소득을 제외하고 마을공동사업으로 마을분

위기가 활기차진 점에서(38.9%), 그리고 마을 관광, 목욕 등 주민들의 복

지수준 향상(6.6%)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느낌. 

- 나빠졌다고 느낀 응답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불화가 발생했다

는 점(41.6%)과 마을 일부 사람만 소득이 늘었다는 점(25%)에서 마을공

동체가 나빠졌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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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인식 좋아졌음 동일함 나빠졌음

총

명수
 226(28.7%)

548

(69.6%)

13(1.7%)

세부항목 가구소득 증가
마을이 

활기차짐

마을 주민

복지 향상

마을 공동

재산 증가

가구소득

늘지 않음

일부 소득만 

증가
주민 간 불화 소란스러움

명수 122 88 15 1 2 3 5 0

퍼센트 53.9 38.9 6.6 0.4 16.6 25.0 41.6 0

<표 4-22>  마을공동사업 실시 후 마을공동체 변화 인식

○ 위의 결과를 정부지원 마을사업 여부에 따라 지역을 나누면 <표 4-23>, <표 

4-24>와 같음. 

- 정부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은 마을공동사업 이후 마을공동체가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장 많이 느낌(일반마을은 81.3%, 정부지원 마을은 

59.3%로 나타남). 

- 그러나 정부지원 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은 일반마을 구성원들

에 비해 마을사업 이후 공동체가 좋아졌다고 느낀 응답비율이 38.4%에 

달함. 

- 정부지원 마을 지역 구성원들이 마을공동체가 좋아졌다고 느낀 이유로

는 마을 가구 소득이 증가29한 것(52.1%)과 마을이 활기차진 점(41.7%)

을 들음. 

○ 결론적으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경제활동은 부가적인 기능을 갖기는 하지

만,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은 전반적으로 공동사업 실시 전·후 개선

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29 그러나 해석에서 주의할 것은 본인 가구 소득이 아닌 마을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느낀 점임. 즉, 이를 통해 정부지원 마을사업이 개별 가구 소득을 증가시켰다고 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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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인식 좋아졌음 동일함 나빠졌음

총

명수
63(17.3%) 

295

(81.3%)

5(1.3%)

세부항목 가구소득 증가
마을이 

활기차짐

마을 주민 

복지 향상

마을 공동 

재산 증가

가구소득 

늘지 않음

일부 소득만 

증가
주민 간 불화 소란스러움

명수 37 20 5 1 2 0 1 1

퍼센트 58.7 31.7 7.9 1.6 40 0 20 20

<표 4-23>  일반마을: 마을공동사업 실시 후 마을공동체 변화 인식

변화 인식 좋아졌음 동일함 나빠졌음

총

명수
163(38.4%)

253

(59.7%)

8(1.9%)

세부항목 가구소득 증가
마을이 

활기차짐

마을 주민 

복지 향상

마을 공동 

재산 증가

가구소득 

늘지 않음

일부 소득만 

증가
주민 간 불화 소란스러움

명수 85 68 10 0 1 3 4 0

퍼센트 52.1 41.7 6.1 0 12.5 37.5 50 0

<표 4-24>  정부지원 마을: 마을공동사업 실시 후 마을공동체 변화 인식

4. 소결 및 분석 결과 시사점

○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마을(마을유형1)과 활성화 정도가 낮은 마을

(마을유형 4)의 개별 농가의 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정부지원 마을사업 실시 여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의 관계성을 살피

긴 어려움.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높은 마을에서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는 마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분석결과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마을의 평균 농가소득은 활성화 정도

가 낮은 마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일정 부분 마을공동체 활성

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지만, 지역적 특성, 개별 농가의 인구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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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이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명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힘듦. 

○ 이러한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분석을 마을유형별에 속한 개별 농

가 층위에서 분석하 음. 마을유형을 분류하기에 앞서 먼저 개별 농가의 마

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소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짐. 그러나 상관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 가구가 속한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회적 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마을공동체 활성화

가 외생적 변수로 농가소득에 직접적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경우라고 생각

할 수 있음. 

- 그러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농가의 평균소득은 다른 사회

적·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향을 많이 받을 것을 암시함. 

- 마을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활발하게 유지되도록 지역사회 스스로 또

는 정부가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라는 목

표만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우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평가를 농가소득 증대라는 잣대만을 갖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인해 지역사회에 양(positive)

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더불어 살펴, 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에 따라 마을을 4개의 그룹 군으로 분류한 뒤, 개별 

농가의 공동체 활동 참여와 소득을 비교한 결과, 각 마을 유형별로 평균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마을유형 1에서 평균 농가소

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고수

해 오던 공동체 활동이 주를 이룸.

- 이에 반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인 유형 4에서는 전통적 공동체 

활동보다는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평균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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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현상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일수록 전통적 공동체 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미 그 지역의 농가소득에 내재되어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

다고 나왔을 것으로 유추됨.

○ 농가의 경제적 활동을 정부지원 마을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됨. 

-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활동에서 두 지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과 직거래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다만 정부지원 마을지역에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 은 일반마을과 비교

하여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참여 방식에 있어서, 농협· 농

조합법인·작목반조직을 통해 또는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통해 많이 수행함. 

-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개별 농가가 인식하는 소득의 변화는 두 지

역 모두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함.   

○ 농가의 경제적 활동과 소득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농특산물 가공품 판매,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프로그램 운 , 농가 

민박 운 , 또는 농가 음식점 운  등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소득

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인식하기보다 동일하다고 인식하 음. 이러한 

경제적 활동이 개별적, 정부지원, 마을공동, 또는 작목반·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져도 결과는 동일함.  

- 농가가 인식하는 것과 별개로 농가소득과 각 경제활동은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그 상관도는 매우 작아 미미한 수준이었음. 이는 

경제적 활동 참여 여부보다 재배면적과 같은 소득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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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농규모, 나이, 축산두수(축산농가일 경우)가 마을공동체 활동 참

여와 농가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보다 농가소득과 더 큰 연관성을 가짐. 이

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개별적·마을공동·마을 내 조직으로 경제활동을 수

행하더라도 소득에는 농규모(또는 축산두수), 나이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 내재화되어 그 

공동체에 속한 개별 농가 소득과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과, 

농가 소득은 사회적 자본보다는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들― 농규

모, 나이 등의 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상관도는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적 목표만을 가

지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단순히 소득증대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유무형의 가치를 쌓아

가고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임.   



제5 장 

외국의 공동체 기반 소득 증대 정책

1. 일본 사례

1.1. 일본의 집락영농정책30

1.1.1. 집락 농의 개념

○ 집락 농의 목적은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농기계와 시설 등의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집락 단위의 농지이용 합리화나 농기계·시설의 공동이용, 공동작

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비의 절감,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사업 등의 6차산

업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임. 또한 지역 단위로는 전업농

30 2010년 현재 일본의 집락 수는 139,176개임. 전국 평균으로 1개 집락당 호수는 175

호임. 하지만 중산간 지역은 집락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 2010년 중간농업지

역의 평균호수는 39호(그중 농가 14호), 산간농업지역은 26호(그중 농가 11호)임.

  - 소규모 집락은 집락활동, 특히 공동농업생산활동, 농업생산 및 농업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기능이 감소함. 일본의 농림수산성, 국토성, 총무성 등에서 집락기능저

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방안을 실시하거나 강구하고 있는데 집락과 경제활

동과 연계지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집락 농정책임(자료: 박시현 외(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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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겸업농가·여성·고령자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집락 전체의 농 의욕을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규모가 세하고 후계자가 

부족한 중산간 지역에서 농업생산 활동의 유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나 겸업

농가를 포함한 집락 농 조직을 특정농업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가족농 및 

농업법인과 함께 농업경 체로 육성함. 

<그림 5-1>  일본 집락영농 개념도

농지임대

임대료

노동력

노임

(농지, 노동력, 농기계)

생산비 절감
고용 창출
자원 보전

농업소득 증대
지역 활성화

마을

출자

배당
작업수탁

농업생산

농산물가공

직판ㆍ교류

주요활동

효 과

마을단위 영농조합

리 더

오퍼레이터

보조작업자

 자료: 김태곤 외(2007: 41). 

○ 집락 농은 발전 단계에 따라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작업 수위탁에 한정

한 단순한 형태부터 협업경 (協業經營), ‘1마을 1농장’ 형태 등으로 진화

하고 있음(김정호·박문호 2010). 사업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 농작업 수위

탁,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소비자와의 교류, 직거래 등과 같이 1차 산

업 역에서 2차·3차 산업적인 역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김정

호·박문호 2010).

- 마을 주민들의 합의로 농조합을 설립한 후 마을 내 참가자는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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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조합에 임대하며 이로써 발생한 여유 노동력은 농조합에 취업하

고 마을의 농업경 에 필요하여 농조합이 소유한 것 외의 농기계는 처

분하는 것이 조직화의 일반적인 형태임(김정호·박문호 2010)

1.1.2. 집락 농의 요건

○ 일본은 집락 농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통계부에서 2005

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3월 말에 공표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춘 조직을 집락 농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음(박문호 외. 2015: 65). 

구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집락에서 실시하고 있을 것

(1)호 농업용 기계를 공동소유하고, 참가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함.

(2)호 농업용 기계를 공동소유하고, 오퍼레이터조직이 기간작업을 수탁하여 기계를 이용함.

(3)호 집락의 농지를 1개의 농장으로 하여, 집락 내 영농을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함.

(4)호 영농주체에 농지집적, 농작업 위탁을 실시하여 집락 단위로 토지 이용과 영농을 추진함.

(5)호 농가의 노동력 제공에 의해 기계화 작업 이외의 공동 농작업을 실시함.

(6)호 전작지의 단지화 등 집락 내의 토지 이용 조정을 실시함.

<표 5-1>  집락영농 조직의 통계적 요건

자료: 박문호 외(2015: 66). 

1.1.3. 집락 농 조직의 설립 동향

○ 집락 농의 수는 본격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5년 1만 63개

소에서 2015년 1만 4,852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하 고 특히 제도 도입기인 

2007~2008년과 2010~2011년에 크게 증가함(박문호 외 2015).

- 이는 2007년의 논 농업 경 소득안정대책, 2011년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박문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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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집락영농 조직의 설립 동향 

주: 2015년 자료는 3월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성(2015). 

 

○ 법인화된 집락 농 경 체는 2005년 646개소에서 2015년 3,622개소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집락 농의 2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농정 

변화로 인해 법인화에 따른 장점이 부각되어 법인 설립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박문호 외 2015).

<그림 5-3>  집락영농의 법인화 비율

자료 : 농림수산성(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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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집락 농의 유형

○ 박문호 외(2015)는 집락 농의 형태를 농작업 실시 상황과 농기계 이용 상

황에 따라 A~G의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함(박문호 외 2015).

- A∼E 유형은 경 소득안정대책에 가입해 생산물을 판매하는 조직임.

- A∼C 유형은 농기계를 조직에서 소유하고, 조직에서 농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으로 다수를 차지함. 

- D∼E 유형은 지번(枝番)관리조직으로 칭하는 조직임. 즉, 조직에서 판매

를 하되 농지소유자의 필지별로 개별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직임. 

- F∼G 유형은 농기계 공동이용만 실시하고 판매는 개별농가가 담당하는 

유형으로 경 체로서 미성숙된 유형이며, 인정농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조직임<표 5-2>.

○ 초기에는 마을 전체 가구가 집락 농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형태가 일

반적이었지만 노령화, 농업기계 대형화로 인해 소수의 오퍼레이터 조직과 

다수의 관리작업조직으로 이원화된 2단 형태의 취락 농이 보편화되는 추

세임(박문호 외 2015).

경영소득

안정대책

가입

조직이 

생산물 판매

농작업의 실시상황 기계의 이용상황

비고
조직이 실시

농가개별작업
조직소유의 

기계를 이용

개별농가의 

기계를 이용특정 오퍼레이터
전농가 

공동작업

조직A

조직B

조직C

조직D

조직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

농업자

조직F

조직G

×

×

×

×

×

×

○

×

○

◎

○

◎

○

○
임의조직

<표 5-2>  일본 집락영농조직의 유형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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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집락 농의 경제적 효과: 개별경 과 농업소득 비교

○ 집락 농의 경제적 효과는 임의조직 집락 농에 비해 법인화된 집락 농의 

경우 연간 총수입액이 높음(박문호 외 2015: 75). 연간 총수입이 3,000만 엔 

이상인 집락 농은 전체의 25.4%이며 이를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집락

농법인은 34.9%, 집락 농임의조직은 20.7%를 나타냄(박문호 외 2015: 

75). 전체 집락 농의 25.5%는 연간 총수입이 500만 엔 미만이며 조직형태

별로 구분해 보면 집락 농법인은 7.8%, 집락 농임의조직은 34.0%임(박문

호 외 2015: 75). 

○ 집락 농과 개별 농의 호당 평균 조수익은 거의 일치하지만 비용 측면에

서 차이가 큼(박문호 외 2015: 79). 집락 농이 개별경 에 비하여 호당 농

업경 비의 24% 수준, 농업노동시간은 74% 수준으로 절감 효과를 거두고 

농업투하노동시간당 농업소득 측면에서는 233배의 소득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 농가는 개별 농에 비하여 집락 농의 경제적 이

익이 큰 것으로 나타남(박문호 외 2015).

구분 단위
집락영농

(A)

개별경영

(B)
(A)/(B)

호당 평균 조수익 천 엔 1,113 1,114 1

호당 평균 농업경영비 천 엔 819 1,109 0.74

호당 평균 농업소득 천 엔 294 5 58.8

호당 평균 경영경지면적 ha 0.9 1.2 0.75

호당 농업노동시간 시간 159 662 0.24

농업투하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 천 엔 1,868 8 233.5

 주: 개별경영 표본은 개별 경영규모 0.5∼1ha 농가표본임.

 자료: 농림수산성(2013). ｢일본 농업경영통계조사｣. 

<표 5-3>  집락영농 대비 개별영농 농업경영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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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집락 농 사례

□ 농사조합법인 하라타이(原體) 팜: 1마을 1농장형31

○ 이와테현(岩手縣)에 위치해 있는 농사조합법인(특정농업법인)임. 74호의 농

가로 구성되고 수도작 22.7ha, 대두 14.5ha, 채소 약간(노지 260a, 하우스 

60a), 블루베리 50a, 수도육묘 5,300상자 등의 경 규모를 갖고 있음.

○ 법인 설립을 시작한 계기는 2002년 경지정리사업임. 마을 내 대부분의 농가

가 참가하여 1마을 1농장을 목표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농작업 수탁으로 

농지의 이용집적과 농기계 공동이용을 추진함. 수도와 대두의 구획별 순환

(Block Rotation) 경작을 확립하여 작물 생산의 안정화와 효율성 높은 농업

을 전개하는 한편,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여 재배하는 특별재배미에 도전하

여 팔리는 쌀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음. 또한 농기계 공동이용 등에 의해 확

보된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신규작물(피망,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등)을 

도입하여 경 을 복합화하 으며, 쌀을 자가 제분하여 쌀빵을 제조·판매하

는 등 경 의 다각화와 지산지소에도 나서고 있음. 

□ 농사조합법인 팜 오다(大田): 집락농가 원참여형32

○ 히로시마현(広島県) 동히로시마시 오다지구에 위치함. 이 지구는 하내정(河

内町)의 동북부에 있고 마을의 중앙부에 강이 흐르는 분지로서 공업단지, 

철도, 고속도로, 히로시마 공항과 인접하여 취업기회가 높은 전형적인 겸업

농업지역임. 13집락, 257세대가 형성되어 있음. 

- 오다지구는 고령화 비율이 76%에 이르며 농가는 159호임. 지구 내 경

면적은 110ha,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70a 정도인 소농구조임. 주요작

목은 쌀이고 기계화가 가능한 콩을 전작으로 재배함. 채소 재배와 판매

31 박석두 외(2011: 100-101)에서 정리함. 

32 박문호 외(2015: 81-85)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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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한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보임. 

○ 법인은 2005년에 128농가 84ha의 참여면적으로 시작됨. 대규모 경 을 목

표로 하여 13개 집락을 하나의 농장으로 조직하고자 하 으며 젊은 세대에

게 지역의 농업을 계승하고자 함. 쌀을 중심으로 경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

며 조합원과 종업원의 의견을 중시하는 보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운

함. 총무부, 경리부, 생산부, 기계·시설부, 자제·노무부, 가공·판매부 등 6개

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 월 2회 전체 회의를 실시하여 각 부의 계획과 실천 

사항을 상호 검증하고 부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경  전략을 수립함. 

○ 주민자치와 지역조직의 연계 측면에서 집락 농의 성공모델로 주목을 받음. 

운  시 주민의 의견을 반 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 활성화와 안전 먹거리 

제공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단체와 연계성 높이는 데 기여하

음. 또한 이 법인을 중심으로 하여 100ha 이상의 농지가 집적되어 재배 품

목 단지화가 가능해졌음. 이로 인해 농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참여농가

의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남. 

□ 농사조합법인 다네가(種子): 역형 집락 농33

○ 아키타현(秋田県) 내륙 남부의 대선시에 위치함. 대선시의 동쪽과 서쪽으로

는 산맥이 있고 시의 중앙부에는 강이 흐르는 수전농업 중심의 평야지역임. 

경작지는 논농업 지대(286ha)와 밭작물 경작지(110ha)로 구성되며 다섯 개

의 집락(농가호수 161호)으로 형성된 집락 농 지구임. 

- 대선시의 농가호수는 2013년에 7,829호 고 전업농가의 비율은 16.0%

음. 경작지 면적은 20,200ha로 그중 90% 이상이 쌀 농업지역임.  

○ 이 지역은 정책사업 지원 이후 지역의 농민의 의식이 움직이면서 집락 농

33 박문호 외(2015: 81-85)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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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었다 볼 수 있음. 농후계자육성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대구획 포

장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상환금 대책과 농 수익성 향상을 위한 의식이 높

아졌음. 

○ 처음에는 소규모 개별 집락 농을 시작할 계획으로 5개의 집락이 각각 생산

법인과 소형 RPC를 설치하려고 하 으나 소규모 경 체로는 구성원의 소

득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역형 집락 농을 추진하 음. 기

간농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 체로서 집락 농

을 추진하되 집락보다 넓은 광역의 조직경 체로 발전시켜 수익성의 향상

과 농후계자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한 것임. 

- 5개 집락대표회에서 회의를 거듭하고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농지집적 및 대규모 농의 이점이 큰 “다네가 농사조합법

인”의 설립을 결정함.

○ 통합 집락 농 법인체에 대해 불안감이나 저항감이 높은 농업인도 다수

으나 민관의 협력 체제를 통하여 농가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높 음. 결과적

으로 아키타현 최대의 농사조합법인인 다네가가 설립됨. 설립 당시의 구성

원은 총 119명, 경 면적은 238ha임. 

- 자신의 땅을 뺏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일부 리더에게만 이익이 

되는 조직을 만드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 

- 각 집락의 대표와 농주체부회의 회원들이 개별 농가 방문을 통해 법인 

설립 필요성과 운 방식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함. 

- 집락 대표뿐 아니라 현과 시의 행정부문, JA의 담당자도 함께 30회 이상

의 설명회를 개최하 음. 

1.1.7. 일본 집락 농의 시사점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집락 농으로 인해 경 ·경제적 측면과 집락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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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효과가 발생하 다고 평가함.

- 경  경제 효과 

 ․대형기계 도입으로 기계작업이 성력화됨에 따라 작업능률이 향상

 ․기계 시설의 공동이용에 의한 농업생산 비용 절감 및 소득향상

 ․재배기술 통일과 기술의 개인차 해소에 따른 단수 및 품질 향상

 ․농지의 임차 및 농작업 위탁 시 안심

 ․벼 재배의 성력화에 의해 원예 및 농산물가공 등의 복합경 이 가능

 ․경작포기지의 해소 및 벼 이외 작물의 도입에 의한 경지이용률 향상

- 집락생활환경 효과

 ․생산성이 높은 매력 있는 농업경 에 의해 농업경 자의 육성 확보가 

가능

 ․집락 내의 친목활동이 활발

 ․농작업의 성력화에 의한 여유 있는 생활시간 확보

 ․농업생산활동 이외에 집락의 전통행사 및 개인의 취미활동 촉진

○ 일본의 집락 농은 일본의 직접지불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측면이 있지만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사례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판단됨. 특히 한국은 이제 마을공동체 단위

의 농 조직이 형성되는 단계이므로, 1995년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던 농사

조합법인에 편입된 일본의 집락 농 형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음.

- 기존 개별농가 중심의 농업생산 체계를 공동체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개별소유·개별 농을 마을단위 공동경 으로 전환하여 농지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함께 이용하고, 노동력은 한 곳으로 집중하여 생

산효율을 높이는 방식임.

- 마을 농조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도록 장려함. 마을 

주민들이 합의하여 마을 농이 정착될 수 있음. 한국의 ‘경북형(慶北型) 

마을 농육성사업’은 아직 법인화를 유도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역공

동체 형성이라는 법인화 초기 단계를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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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농의 조직 형태나 사업 운 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즉, 마을 농은 “마을을 단위로 하여 이

루어지는 농지이용 또는 농업경  형태이며,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공동 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초보적인 조직에서부

터 마을 전체의 농업을 하나의 농장형태로 경 하는 ‘마을농장’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 될 수 있음(김정호·정 환·최은아 2015).

1.2. 일본의 광역지역조직 동향

○ 일본에서는 소규모 집락이 증가함에 따라 집락단위를 넘어서 광역단위로 

공동체 활동을 조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총무성에서 조사하

는 과소지역의 집락활동에 관한 조사 결과(총무성 2012)에서는 집락 단독

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체 활동으로 “축제 전통행사 등 지역문화의 보

전 계승, 도로 보수 및 도로변 풀베기, 용배수시설 및 도로 옆 수로의 유지 

관리, 공동 농작업” 등을 언급함. 

- 2013년 일본 전국 시정촌 조사결과에 의하면(坂本誠· 林元·筒井一伸 

2013) 일본 자치단체 중 27.4%는 광역지역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답함.

- 광역지역조직은 초등학교 학구 단위로 설치되는 경우가 60% 정도이며, 

광역지역조직의 주요 활동은 전통문화의 보전, 주민생활지원, 경제활성

화, 농림업지원, 도시농촌교류활동 등임.

- 광역지역 조직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은 보조금 및 교부금 지원, 공공

시설의 위탁관리, 광역지역조직에 대한 행정직원 파견 등임(福田 2016).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역지역조직 형성 사례

○ 교토부, 아키타현, 야마구치현에서 설치한 6개의 광역지역조직 조사결과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福田 2016).

- 조직형태는 모든 사례에서 부회제, 위원회제 형태임. 기존 집락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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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남겨 놓고 기능적으로 재편되는 경우가 많음.

- 활동내용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광역적 이벤트 개최,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가 중심임. 

- 인재 확보면에서는 지역 주민이 내부 인재가 되고 이를 지원하는 외부

인재는 자치단체 직원이 되는 경우가 많음. 단 교토부의 경우 외부인재

의 확보를 위해 ‘마을도우미’ 제도를 운 하고 있음.

사례지구 조직형태 활동내용
인재확보 및 육성

(지방자치단체 지원)

아키타

현 

AA지구 총회+2부회
이벤트 개최

지역자원 정비 및 관리
시청직원 지원

AB지구
집락대표자회의+

3위원회

이벤트 개최

지역자원 정비 및 관리

사설직매소와 연계

시청직원 지원

현역들의 참가를 위해 야간에 회의 개최

교토부

KA지구 4위원회
지역시설 관리 및 운영

경제사업
부청직원으로 구성된 마을지기, 부청 지원을 

받은  마을 도우미 파견
KB지구

5통상위원회+

2특별위원회

이벤트 개최

정주지원

지역자원 정비 및 관리

야마구

치현

YA지구 사무국+3부회
이벤트 개최

지역자원 정비 및 관리

시청직원

집락도움미 지원

타 사업과 관련한 대학과 협조

YB지구 사무국+4부회
이벤트 개최

지역자원 정비 및 관리

정부사업인 지역만들기 협력대원의 지원

현청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표 5-4>  일본의 지방자치주도형 광역지역조직 사례

자료: 福田(2016).

□ 민간주도형 역지역조직 형성 사례

○ 민간조직이 주도하여 형성된 두 개 사례에서 다음 특징을 엿볼 수 있음. 두 

개의 조직 모두 광역조직 설립 전의 위기위식을 느낀 측면에서는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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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조직설립을 주도한 주체가 서로 다름. 이 차이는 조직 후의 활동 등에 

향을 미침. 조직의 성격은 주민 모두가 참가하는 자치조직과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인만이 참가하는 기능조직으로 나뉨.

명칭 R지역 R협의회 S지구 S지역숙

지역

개황

인구 1,875세대, 7,150명 9집락, 127세대, 500인

고령화율 32.8% 31%

총농가수 및 

경지면적
1,171호, 700ha 96gh, 208ha

조직

속성 

조직형태 NPO 법인 임의조직

조직범위 구 정(소와 행정구역 전) 구 촌

거점시설 미찌노에키(길위의 역), 지역활성화센터 교류시설, D농협 S지소

설립경위 시정촌 합병
D농협이 주도. 인근 시로 합병됨에 따라 

지역농업검토위원회가 지역숙으로 변신

조직

구성

조직구성 구 정에 있었던 각종 목적별 단체가 결집 기존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

회원수 270명 -

조직

활동

활동내용
집락영농 및 농지·물보전관리직불금의 활동조직과 

연계

대학, 민간회사의 조사협력의 의한 재해부흥 

실시

사업수지 수입 약 1억 엔. 수입 초과 약 670만 엔

사업활동 등 현과 시의 보조사업 활용
시 및 농업의 보조금. 중산간직불금제도의 

공동수취 활동

사업 

효과

사람 외부인재의 정주(19조 31명)를 사업베이스로 고용 잠자고 있던 지역인재 활용

농지 및 

시설

특산품 개발과 신규취농자에 대한 농지임차에 의한 

유휴농지보전
교류시설의 건설

관계단체와

의 연계
농촌관광으로 중산간지역직불금조직과 연계

D농협 S지소가 사무국. 이벤트 참가로 시와 

협력. 지역상표등록으로 지구 내 차농협과 연계

자료: 福田(2016).

<표 5-5>  일본의 민간주도형 광역지역조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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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사례

2.1. 영국 농촌의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community based rural enterprise)

2.1.1. 정책 배경

○ 많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도 농업에만 의지해서 농촌경제를 지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음. 특히 국의 농촌 지역경제에 심각한 향을 미친 광우

병 파동 이후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유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고심함.

- 2003년 국 전원청(Countryside agency)의  농촌경제 보다 건강한 미래

를 향한 디딤돌이란 보고서는 농촌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안, 훈

련, 자금 지원 등을 강조함.

○ 특히 농촌지역의 과소화 진행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 악화로 대안적

인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함. 사회적 기업은 강한 공동체에 기반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농촌 공동체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식은 2012년 10월 국의 중앙정부가 발

표한 “풍요로운 커뮤니티” 정책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즉, 현대사회

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대처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지역단위의 커뮤니티에 내재된 역량

을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지역 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더 많은 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NPO 등에도 많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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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의 힘을 빌리

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2.1.2.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의 지원

□ 특징

○ 역에 기반하고 주민에 의해 통제를 받은 경제활동임. 한 개 마을 혹은 이

웃하는 여러 마을 거주자 그룹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라진 공공 및 민간 서

비스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일정 역 내의 도시와 농촌을 포함함.

○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임.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공

급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

는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다른 사업체 또는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임. 예를 들어 축산

과 육류 가공업의 연계가 대표적임.

○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동체와 연계하여 상용 비즈니스를 제공함. 공동

체 기반 사업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거래

가 필요함.

□ 지원기  

○ 농촌지역협의회(Rural Community Councils: RCCs)

-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입안 기관과 금융 기관, 

농촌 공동체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임.

- 국 전역에 38개의 농촌지역협의회가 존재함. 카운티에 기반한 민간 단

체로서 풀뿌리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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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베이스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농촌 주택개선사업, 교통 서비

스 개선, 건강 관련 서비스, 마을 회관 서비스 사업에 관여하고 실질적으

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그룹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함.

- 지역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협회(The Councils Association)의 지부로서 활동함.

○ 전원청(Countryside Agency)

- 전원위원회와 농촌개발위원회의 합병에 의해 탄생한 행정 기관임. 

○ 상공회의소(Chambers of Trade)

- 특정 부분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함. 예로서 관광사업 및 농산물 판

매점 운  사업 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 공동체 포럼(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forums)

-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자발적 지역개발 포럼임. 도시와 농촌을 구

분하지 않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전문가 지원 그룹(Specialist Support Groups)

- 국가 기관 내지는 정책과 관련하여 활동함. 지역 안배 등을 통해 농촌지

역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지방 농촌개발 당국(Local Authority Rural Development support)

- 해당 지역의 농촌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 수립된 농촌개발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반 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사회 기관

을 지원함.

○ 기금조성활동(Grant Funded Initiatives)

-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은 구조기금, 국 농촌개발 프로그램, 기타지역 프

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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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사례(YORKSHIRE AND THE HUMBER)

□ Midgley 마을 가게

○ 약 6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인 Midgley는 West Yorkshire에 있는 

Mytholmroyd 마을에서 1마일(약 1.6㎞) 떨어져 있음. 가게에 대한 아이디

어는 Midgley 커뮤니티 포럼의 활동에서 유래함. 포럼은 25명의 활동 중인 

회원 또는 마을의 가구 중 약 10%의 대표로 구성됨.

○ 2001년 8월에 가게와 우체국이 폐쇄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 10월에 사

업을 시작함. 포럼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역 내의 기관과 

우체국의 현지 기금 모금 및 지원을 통해 64,000파운드를 조성함. 주민 대상 

120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2명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게를 이용할 것이라 응답했고, 그들이 지출할 금액을 알려줌.

○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고 구좌를 발행함. 경 진은 선출된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됨. 56명의 회원은 10파운드 구좌를 구매함. Midgley 마을 가게와 우체

국은 활동적인 주민 자원봉사에 의해 운 됨.

- 지역 내 끊겨진 서비스 공급을 재개하는 대안 모델을 제공함. 

- 매주 몇 시간씩 봉사하는 20명의 회원들에 의해 가게가 운 됨. 

- 활동적인 자원 봉사자는 사업 개발에 상당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으며 다

른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적정 기술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운  방식

을 보여줌.

□ Dales의 신선육 사업

○ Dales 신선육 사업은 Hawes Auction Mart Ltd (HAM)의 자회사로 설립된 

마케팅 중도매 회사임. 이 회사는 Hawes에서 3마일(약 4.8㎞) 떨어진 새로

운 도축장과 지역 농민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함. 농가들의 양과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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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 보내고 도축한 고기를 다시 소매업자에 공급함. 소매업자와 소비

자에게 ‘목장에서 접시로’ 식품 경로를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시장요

구에 대응하는 공급을 지향함.

○ 농가들이 참여한 타당성 조사 및 시장 조사와 관련된 아이디어의 개발 단계

에서 Rural Enterprise Scheme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함. 이 보조금은 3

년 동안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도록 설계됨. 2004년 중도매 

시장 확장과 가공 및 포장 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적 자금인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과 은행에서 대출 지원이 확정됨. 

  

○ 비록 개별경 체가 사업을 주도하지만 사업 과정에 축산농가와 기타 관련

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가치사슬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

고, 신선 음식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높아짐. 또한 사업 확

장을 통해 지역 내의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함.

2.2. 공동체 주도 농촌개발과 지역매니저 육성: EU의 LEADER 프로그램

2.2.1. LEADER의 변화

○ EU의 LEADER 프로젝트는 1992～1994년의 LEADERⅠ, 1994～1999년의 

LEADERⅡ, 2000～2006년의 LEADER+, 그리고 2007～2013년의 LEADER 

axis, CLLD LEADER 2014-2020까지 계속되어 유럽 농촌 활성화 정책의 골

격을 형성하고 있음.

- 처음에 LEADER 사업(이하 리더 또는 리더 사업)은 시범사업이었지만 

실적 및 효과가 좋아 점차 확대됨. 현재는 중부 유럽 및 동유럽 회원국가

를 포함하여 2,900개 이상의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음<표 5-6>.



129

프로그램 시행기간 재원
EU 예산

(유로) 
LAG 수(가맹국수)

LEADER Ⅰ 1991~1993

유럽농업보증지도기금(EAGGF)  지도부문,

유럽사회기금(ESF)

유럽지역진흥기금(ERDF)

4억 5,000만 217(12) 

LEADER Ⅱ 1994~1999 상동  17억 906(15)

LEADER+ 2000~2006 EAGGF  지도 부문 21억
893(15)+250(2004년 신규 

가맹국)

LEADER axis 2007~2013 유럽농업농촌진흥기금(EAFRD) 55억(EAFRD의 6%) 2,308(27)

CLLD LEADER 

2014-2020
2014~2020

EAFRD, ESF, ERDP, 

유럽해양어업기금(EMFF) 
- 578(28)

자료: ENRD 홈페이지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표 5-6>  LEADER의 재원, 예산규모, LAG 변화

○ 리더 사업의 장점은 기존의 농촌 정책과 달리 로컬액션플랜(LAG)에 기초한 

상향식접근방법, 섹터의 경계를 뛰어넘고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성, 복수의 행정과 관련단체 지역주민이 긴밀히 연계하는 네트워킹,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뜻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등임.

<그림 5-4>  LEADER의 7개의 원칙

지역단위 공공-민간파트너십
(Local Ac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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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LD LEADER

○ 리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U는 종래의 리더 사업을 2014

년부터 공동체 주도 지역활성화 전략(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이

하 CLLD)으로 변환함. 

- CLLD는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주

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함.

- 통합적인 개발로 리더 사업에 의해 육성된 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농촌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리더 방식이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아래로부터의 개발방식에 의해 대상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업체, 기업

가, 자원봉사자, 공동체 그룹 등이 지역의 재생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음.

○ CLLD 리더는 기존 방식에 비해 자금의 통합과 배분이 매우 혁신적이어서 지

역 수준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존의 LEADER axis(2007-2013)는 LAG 사업비로 EAFRD(유럽농촌진

흥기금)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반해 CLLD 리더는 유럽농업농촌진흥기

금(EAFRD)뿐만 아니라, 유럽사회기금(ESF),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해안지역에는 해양수산기금(EMFF）등 복수의 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ERDF 자금에 의해서 실시되는 인프라 정비 사업에 LAG가 

관여할 수 있고, ESF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에도 

LAG가 관여할 수 있음.

○ 복수의 재원을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구 감소지역의 지역존속 문제, 인

재육성, 취업 등의 문제 해결이 쉬워짐. 또한 도시와 농촌의 연계 개발, 복

수 국가 간의 공동개발도 가능함. 특히 도시 농촌에 상관없이 자금을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도시 농촌을 통합한 지역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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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LD는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도 강구함. 과거 리더 사업은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이 복잡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음. 이

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U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아닌 개

략적인 비용도 인정함.

- 이전에는 LAG의 활동내용을 허가하거나 지원금을 지불하는 업무는 각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 는데 EU는 이 업무의 일부분을 LAG

에 이관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표준을 벗어난 복잡하고 혁신적인 프

로젝트 추진도 가능함.

2.2.2. 독일 헤센주의 사례

□ 헤센주의 리더 사업

○ 리더 사업의 장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발휘되려면 파트너십 내지는 거버넌

스의 작동이 전제되어야 함. 많은 국가들이 리더 사업 추진 시 지역 단위 

행동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EU 차원에서는 지역단위 애니메이터 육성사

업을 추진함.

○ 독일의 헤센주는 EU 리더 사업을 추진하여 1991년 6개 지역의 LAG를 시

작으로 1999년 8개 지역 LAG, 2007-2013년에 20개 지역의 LAG가 실시됨

으로써 주 전체의 농촌지역을 커버하게 됨. CLLD LEADER 2014-2020에는 

24개 지역에서 LAG가 실시될 예정

○ 헤센주의 LAG는 내발형, 자연공원·국립공원형, 보조금획득형으로 구분함. 

내발형 LAG는 지역의 지명도는 낮지만 주민의 지역 가꾸기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 정체성(identity)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전원박물관 사업이나 지역문화제 개최 등임. 또한 재생가

능 에너지사업 등 혁신적인 사업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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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부룩 시 교외에 위치하는 부룩발트 에다페르그란트 LAG의 경우 CO2

배출량 삭감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카 셰어링 사업

을 추진함. 주민 공동출자와 기부금, 그리고 리더 사업비 지원금으로 전

기자동차 다섯 대와 충전기기를 구입하고 전자예약시스템을 구축함. 자

원봉사자가 사무국을 운 함으로써 청소년이나 고령자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LAG는 에너지 저감활동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내 기업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충전하면 시속 85km로 500km를 달리는 전기자

전자동차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함. 이 과정에서 지역매니저가 활

동을 함. 또한 위아래 2가지 연소로를 설치하여 연비를 향상시키는 스토

브 개발업자에게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 이 스토브의 개발로 지역 

내 가정용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 

○ 자연공원·국립공원형 LAG는 자연공원·국립공원에서 활동하는 LAG로서 

지역의 풍광 및 토지자원, 자연·농촌경관, 관광자원을 지역진흥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유형임. 자연공원·국립공원 등은 지역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양호한 편임. 이러한 지역은 리더 사

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시됨. 1991년 LEADER I에서 설립된 LAG가 지

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이 유형 사례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MAB)으로 지정된 로엔지역

의 LAG가 있음.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로 분단된 지역으로 

3개의 주에 걸쳐 있음. 구릉지에 육우와 우유 양을 방목하는 곳으로 중

앙 유럽 구릉지역의 농업의 쇠퇴 및 삼림화가 진행되는 지역임. 로엔 

LAG에서는 풍요로운 생태계와 풍광이 그 어느 곳에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우수한 것에 착안하여 ‘먹고 보전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농업과 농

업이 위되는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함. 

○ 보조금 획득형 LAG는 LAG가 없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기투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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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경우가 많음.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축소문제가 있음. 주

로 2007~2013년 기간에 설립된 것으로 지방 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역의 응

집력이나 정체성은 부족한 편임. 

- 이들 지역은 취업 기회가 많아 주민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 자

치단체장이 이사회의 장을 역임하는 경우가 많음. 리더가 표방하는 상향

식 개발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임. 행정 측의 요청으로 동업자 조

합이나 NPO 등이 LAG에 필요한 민간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 

시동 때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예산을 다 사용하고 나면 LAG가 형

해화되는 경우가 많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으로 지역매니저의 고

용이 단속적인 경우가 많음.

□ 헤센주의 지역매니  육성

○ 리더사업이 표방하는 부문 간의 경계를 초월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간의 조정을 행하고 민과 관을 연결하는 코디네

이터의 존재가 불가피함. 이러한 필요성에서 EU는 리더 사업 진행 지역의 

지역매니저 고용을 권장함. 지역매니저의 고용은 재량이지만 지역매니저의 

고용이 리더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역매니저는 리더사업이 표방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상향식 개발이란 주민의 개발수요에 기초한 것인데 보통 일

반 주민들은 자기들의 개발수요를 정리된 형태로 표출하기가 쉽지 않음. 이

런 저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맡기지 않음. 지역

매니저는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위치하여 LAG의 아이디어를 종합 정리

함(성주인 외 2013: 129). 또 지역매니저는 LAG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 평가

하는 업무를 담당함.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대내외적인 업무와 관련 기관과

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PR활동 등 대외적인 업무도 담당함.

 

○ 헤센주의 경우 지역매니저는 대학 등에서 경 학, 농학, 임학, 지리학,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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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공학, 사회학 등을 수료한 학사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임. 경력은 기

업, 행정기관, 정치단체, 관광협회, 연구기관, 환경평가업무, 경 컨설팅, 계

획 및 설계사무소 등의 직업 경험을 가진 자들이 많음. 새로 학교를 졸업한 

자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 오래된 LAG의 지역매니저는 CCLD LEADER(2014～2020년) 기간에 정

년 예정인 베테랑도 존재함. 1991년 LAG 설립 시에 30대에 취업하여 지

금까지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LAG

의 지역매니저는 20대에서 50대 중반까지 다양하며 남녀는 반반임.

○ 헤센주 지역매니저 포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2014년 1월 13일 개최). 이 

럼에는 지역매니저 21명, 주민 등 프로젝트 리더 7명이 참가하 음. 

- 연수 및 정보 교환 내용: 지역진흥 전략 노하우, 지역진흥 전략 계획수

립 노하우, 리더 프로젝트 설계 노하우, 각 종보조금에 관한 정보

- 주제(3개 분야, 9프로젝트).

  ․에너지: 전기자동차 카 셰어링, 풍력발전 공원 합의 형성

  ․소가족, 고령화 대책: 식료품 구입 억세스, 의사 확보, 빈집 부동산 활

용, 차세대 셰어 하우스, 주민 이니셔티브에 의한 상호 부조

  ․청소년 육성: 젊은의 집.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이민 청소년 육성

○ 카셀대학교에 설치된 헤센주의 지역매니저 육성 프로그램의 개요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카셀대학 대학원의 ‘지속적 지역발전 코스’가 1998년 개설되었음. 2015

년 현재는 코스가 폐쇄된 상태임. 유사 코스가 바이에른주의 바이벤슈테

판 트리스톨 대학교에 설치되었음. 

- 2개의 강좌가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있음. 그 한 가지는 건축·도

시·조경 계획학부의 도시·지역사회 강좌이며, 다른 한 가지는 유기농학

부의 농학강좌임. 

- 교원은 15명 내외, 학생은 7명 내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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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의무: 강의 4분야, 연습 현장실습 2분야를 이수 후 강좌에 소속하

여 주 정부 등에서 발주하는 수탁연구에 참가하면서 석사논문을 집필

- 헤센주 내의 LAG 지역매니저가 현장 실습 등의 실시에 협조함.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3.1. 자연발생적인 공동체 활동 한계

○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고 

있지만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 공간이용의 광역화 등은 사회적 자본의 약

화를 초래함. 따라서 자연발생적인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6차산업화 등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인 마을공동체 역량과 자연발생적인 공동체 조직만으로 이를 담당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새마을운동 이후 농촌의 사회적 자본이 지속적으

로 약화되었고 공동체 단위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움직임은 매우 미약한 

편임. 자연발생적인 공동체 활동에 기반할 때 외부의 지원이 주어지더라

도 공동체의 경제활동 효과와 그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음.

○ 일본의 집락 농은 공동체 경제 활동으로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집락 농 조직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집락 공동체에 기

반하고 있지만 조직이나 사업 내용에서는 공식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 

- 임의조직 형태의 집락 농도 정부가 규정하는 집락 농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중산간 직불금 제도와 연계하여 집락 농활동을 수행

하는 곳이 많음. 이는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에 기초해서 공동의 경제활동



136

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최근에는 집락 농 조직이 

점차 법인화, 광역화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공식성이 가미되고 있음.

○ EU의 리더 사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내지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며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함.

- 리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CLLD 리더의 복수재원의 사용과 도시 농촌

의 통합적 개발 방식, 그리고 행정 기능 일부를 중간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 LAG에 위임하는 조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공식적인 

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가됨. 

- 특히 복수 재원을 사용하여 LAG에 속한 지역매니저를 안정적으로 고용

할 수 있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리더 사업이 커뮤니티에 기반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같은 공

식화된 조직원리를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2. 공동체의 공간 범위 확대 및 광역조직 설립

○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라는 공통적인 특징 속에서 공동체 활동은 점차 광

역화 추세에 있음.

○ 일본의 경우 효율적인 경제활동과 생활 지원 및 기타 자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개 집락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함.

- 집락 농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집락이 모여서 조직되는 경우가 2005년 

1,936조에서 2010년 3,261조로 67.6%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같은 

기간 20.1%에서 24.5%로 높아지고 있음(성주인 외 2013).

- 2013년 일본 전국 시정촌 조사결과에 의하면(坂本誠· 林元·筒井一伸 

2013) 일본 자치단체 중 27.4%는 광역지역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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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면적, 인구밀도, 정주 패턴에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럽

의 경우 공동체 활동의 공간적 범역은 우리의 마을 범위를 초과함. 

- 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 개발활동이라 할 수 있는 근린생활권계

획(Neighbourhood Plan)의 커뮤니티는 중심도시와 배후 농어촌을 포함함.

- 프랑스의 경우 코뮌의 인구가 100명 이하인 경우 코뮌을 통합하는 것보

다는 코뮌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성주인 외 2013). 

- EU의 리더 프로젝트의 공간단위는 인구 15,000명 정도의 커뮤니티인 경

우가 많음. 

○ 광역 공동체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음. 

- 광역 공동체 조직이 지역개발사업과 인재 활용의 거점기능을 담당함.

- 광역 공동체 조직이 다른 조직 단체와 연계·협동이 가능함.

3.3.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기반 강화 

○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공동체 활동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도적인 기반과 이에 기초한 정책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의 대표적인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인 집락 농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

본 농림성은 집락 농의 법인화와 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 안정, 경 규모 확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인재 확보, 농기계 지원, 

환경보전 활동, 자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집락 농의 법인화 및 조직설립을 위한 합의형성 활동이나 경리사무 담

당자 육성을 위한 연수회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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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간지역에서 중산간지역 직불금을 집락 농의 법인화에 필요한 계

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EU의 리더 사업은 공동체 기반 상향식 개발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층적 

거버넌스, 지역매니저, 농촌 애니메이터 육성 석사과정(EMRA) 등 다방면에서

의 세부적인 제도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3.4. 공동체 활동의 다양화

○ 공동체 활동은 소득 측면 외에 문화 보전, 생활여건 지원, 자연환경보전활

동, 복지 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활동 역을 확대함.

○ 일본의 집락 농은 농이 기본이지만 점차 6차 산업으로 경제적인 활동

역을 다양화함. 또한 경작포기지 관리, 집락 환경정비, 노후 주택의 관리, 독

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도 수행하는 광역조직으로 기능함. 

 

○ 일본 광역조직은 행정과 지역 단체와의 연계, 농지, 임지, 수자원 등의 관리 

보전, 도로나 수로 등의 청소 미화,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 판매 등의 6차 

산업 활동, 관혼상제, 고령자 지원 등의 상조활동, 자연재해 시의 주민 안전 

확보, 지역의 전통문화 유지 활동 등을 수행함. 

○ 리더 사업의 업무 역은 더욱 다양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역개발 

업무가 대상임. 예를 들면 독일 헤센주의 사례에서 LAG 사업은 전기자동차 

카 셰어링, 풍력발전시설 설치, 고령가족의 식료품 구입, 지역 의료인력 확

보, 빈집 부동산 활용, 차세대 셰어 하우스, 주민 이니셔티브에 의한 상호 부

조, 청소년 육성,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이민청소년 육성 사업 등이 있었음. 



제6 장 

정책 과제 도출 및 결론

1. 분석 결과 요약

□ 마을공동체의 변화

○ 공동체는 신축적인 개념이지만 공동체 특징의 구성요소가 가장 잘 나타는 

곳이 농촌마을임. 마을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물리적 공간과 함께 포괄하

는 용어임.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남. 과소화 고령화의 진행, 마을 주민 구성의 다양화와 생활권의 확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 저하와 기능 변화

가 나타남.

○ 새마을운동은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작동원리에 변화를 주는 계기로 작

용함. 즉, 새마을운동은 자율과 자치의 전통적 마을공동체에 기초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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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부의 지시에 의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자

발적인 상부상조 기능보다는 계약적 협동에 의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기

능 변화를 가져옴.

○ 새마을운동 이후 1980년대부터 농촌 마을공동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

타남. 마을총회나 공동 애경사, 친목모임 등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경제적 활

동인 공동 농작업이나 마을의 자원 관리 활동은 부진함. 공동체의 기본 속성

인 협동은 계약적, 기능적 협동으로 변화함. 경제적 활동은 작목반과 같은 전

문화된 이익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공동체 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을 벗어난 광역으로 확대됨.

□ 마을사업의 추진

○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로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함. 정부 주도 마을사업의 

추진 근거는 마을공동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음. 이는 1980년대 이후 마을공동체의 기능 변화와 역량 저하

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로 마을공동체 기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선행연구 등에서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문제점으로 자발적 참여와 역량 

고려 부족, 주민과 행정의 협력 거버넌스 고려, 사업별 적합한 공동체 단위 

고려 부족, 비즈니스 모델 창출 단계로의 발전 미미, 마을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 부재 등을 제기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받은 마을로서 농업생산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과 그

렇지 못한 지역 네 곳을 조사하 음. 사례 조사 결과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소득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공동 경 으로 인한 경



141

비 절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효과이며,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음. 다만, 정부 지원에 의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복지, 마을 활력, 마을 주민의 공동 활동 증가, 

마을의 전통적 공동체 활동 유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과 주민 소득 계 분석

○ 우리나라에서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과 개별 주민들의 소득과의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는 풍부하지 못한 편임. 공동체 기반한 

경제활동 관련 이론 및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 주

민 소득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용가능 자원, 주민 역량 면에서 

공동체의 공간단위가 우리의 마을에 적합하다고는 말할 수 없음. 

 

○ 이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와 농가소득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 음. 이를 위해 선행연구, 농촌 마을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을공동

체 활성화와 농가소득의 잠정적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25개 마을 787개 가구 조사를 실시하 음. 조사 자료를 바탕으

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농가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저조한 편이

며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 활동이 개별가구 소득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부 지원에 의해 마을사업을 하는 경우도 주민들의 

마을 공동 사업의 참여율이 낮고 이를 통한 소득 증대도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와 농가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만 그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가 농가소득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의 농가는 경제 활동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작목

반, 농조합, 마을사업조직 등의 조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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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5.4%로 낮은 편임.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마을에서 마을사업조

직 참여율이 약간 높지만 이마저도 7.3%에 불과함.

- 농가의 경제활동은 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53.6%). 특히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직거래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

음.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4.0%)을 포함하여 7.0%에 불과함. 정부 지원 없이 마을 공동사업에 참

여하는 경우는 4.1%로 매우 낮음. 

-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든 외부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이든 농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소득 증가와 연관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농가의 소

득은 농규모, 나이, 축산두수 등 개별적인 요인에 크게 향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 경제활동으로 마을분위기가 활기차진 점에서(38.9%), 그리고 

마을 관광, 목욕 등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6.6%) 측면에서 좋아진 측

면도 있지만,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불화가 발생했다는 점

(41.6%)과 마을 일부 사람만 소득이 늘었다는 점(25%)도 무시 못 할 정도임.

○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정부 지

원 마을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잘 기능한다는 전제 아래 수행되어온 측면이 

있지만 마을공동체의 기능은 계속 약화되어 왔음. 일부 마을에서 마을 소득

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증가 효과가 다소 있었지만 공동 경 으로 인한 경

비 절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효과이며,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 소득

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음. 이러한 사실은 주민 조사 결과에

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조사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은 개별

적으로 하거나 농협이나 농조합, 작목반과 같이 마을을 벗어난 광역 경제 

조직 속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동체에 기반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마을사업 추진 기반을 다시 정비하거나 경제활

동 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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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도출

2.1. 정책 방향

2.1.1. 마을사업 추진 기반 정비  

○ 마을사업을 통해서 일부 마을의 주민들은 소득 증대의 효과가 있었지만 많

은 마을의 경우 마을사업과 주민소득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 제4장의 주민 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는 30% 정도에 그치고 있

으며 마을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도 높지 않음. 이는 정부지원 마을사업

이 추진되고 있는 2,000개 마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추측할 수 있음.

○ 하지만 제3장의 사례마을 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사

업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요인은 두 가지로 파악

할 수 있음. 하나는 마을 내 구성원 간의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을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건전하게 작동하는 것임.

- B마을의 경우 비록 일부이지만 마을 내 축산 농가의 한우와 경종 농가의 

농산물이 축산품과 식자재로 가공되어 마을 내 판매장과 식당에서 소비

되는 밸류체인이 형성됨. C마을의 경우 조합원이 생산한 양파가 양파즙

으로 가공되는 밸류체인이 작동함.

- 조직면에서 B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농

조합이, C마을의 경우 정보화마을 법인이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경제 활

동을 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조직의 경 진이 전통적인 마을 리

더와의 협조를 통해 조직 운 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특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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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지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사업을 

통한 개별 주민의 경제적인 이득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마을사업 조직의 투명한 운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일본의 집락 농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사업의 법인화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함.

-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마을에서 회계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요구됨.  

2.1.2. 목적 중시형 광역화된 경제 공동체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종 마을사업,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 기타 중앙부처

의 마을 단위 사업은 개별 경 체 지원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과 윤리성의 

문제도 있지만, 마을공동체가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하지만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공동체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

으며 향후 더욱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상부상조의 전통과 구성원들의 강

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운명체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으며, 마을공

동체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필요성이 달라지고 있음. 반면에  

경제적 이익에 기초하여 계약적인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이 확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활동 역도 마을을 벗어나 광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에 기초하는 각종 정책은 공동체의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공

식화된 조직의 문제로 인해 책임의 주체 및 범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향후 공동체에 기반하여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마을공동체

에서 탈피한 다른 형태의 농촌 공동체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신뢰와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하되 개개인의 이해에 기초한 계약적인 협

동에 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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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 공간 범위를 마을에서 벗어나 읍·면, 시·군 단위로 확장함.

- 공간적인 범역에 기초한 지연형 공동체보다는 목적에 기초한 테마형 공

동체로 다양화함.

- 공동체의 구성원도 자유롭게 설정하여 지역주민, 외지인, 이해 관계자, 

정책 담당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체의 조직은 마을총회, 주민자치회 등과 같이 지연에 기초한 자치조

직에서 벗어나 법인과 같이 이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

직으로 전환함.

2.1.3.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지원 방식 개선

○ 마을사업은 중앙정부 사업계획 작성 ￫ 공모 ￫ 지자체 응모 ￫ 선정 ￫ 사업시

행 순서를 받음. 이 과정에서 공모에서 사업시행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수의 마을 리더와 행정담당자, 컨설팅 업체의 손에 의해 사업계획이 작성

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주체들의 역량 부족 등으

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사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

업비의 90%가 하드웨어 사업에 투입되고(김정섭 외 2011) 그 결과 마을사

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마을에는 정부지원 공동시설이 입지함. 사업이 부

진할 경우 정부 지원 공동시설은 유휴화되어 유지 관리가 마을 주민의 부담

으로 남은 경우도 많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높고 경 능력

이 우수한 경제활동 주체를 선정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단 선정된 경제 활동 주체가 일정 기간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에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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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경  단계에도 도움이 되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2.2. 주요 정책 과제

2.2.1. 기존 마을사업 지원 방식 개선

○ 지금의 마을단위 사업은 2004년에 기획되어 지금까지 매년 약 2,00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총 약 2조 원 이상의 공공자금이 투입됨. 이 연구의 실증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개별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편임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소득 목적의 마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주체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되 느

슨한 공동체 조직에서 탈피하여 공식적인 법인 조직으로 유도해야 함.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정부 지원이 투입될 수 있도

록 공모 기간을 연장하고 선정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 수립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의 사업관리와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

록 관리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함.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체험휴양마

을 사업 관리 시스템인 RUCOS 기능을 보완하고, 특히 사업회계가 투명하

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회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

2.2.2. 농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경 체 육성

○ 농업에 기반을 두어 농가가 쉽게 활동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올릴 수 있는 

마을단위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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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농과 같은 마을단위 농 경 체 육성이 필요함.

- 일본의 집락 농과 유사한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들녘 경 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들녘을 단위로 소수의 수도작 농가가 개별

적으로 연합한 농조합 형태라 할 수 있음. 마을 단독 또는 마을 간 연

합 형태의 경 체 육성 관점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집락 농을 수정·도입한 농시스템으로 경북형 마을

농이 있음. 이는 2013년 도입 후 2015년까지 8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이 개별로 하던 벼 육모 준비, 수확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짐

에 따라 노동의 효율성이 상승함. 

- 마을 농을 통하여 공동취사, 공동작업 등이 상시화되면서 쇠퇴해 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주민들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져 문경 신전마을의 경우, 첫 해에는 벼 

70ha로 시작했으나, 작년에는 92ha로 늘어났고, 나머지 2개 마을에서도 

주민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 마을 농 경 체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함. 

- 1단계로 현재 조직된 작목반과 같은 농 조직에 정책 지원 사업을 강화

해야 함. 개별소유·개별 농을 마을단위 공동경 으로 전환하고, 농지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함께 이용하며, 노동력은 한 곳으로 집중하여 생

산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단계로 마을 농조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장려해야 함. 이때 마을 농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하여 한 개 또는 몇 개 마을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함(김정호·박문호 2010). 

- 3단계로 마을 농의 조직 형태나 사업 운 을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함. 예를 들면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공동 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초보적인 조직에서부



148

터 마을 전체의 농업을 하나의 농장형태로 경 하는 ‘마을농장’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 하는 방안 등으로 발전시켜 나감.

2.2.3. 광역화된 경제 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 조직의 활용

○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 단위로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된 공동체 조직이 필요함. 마을 단위를 벗어난 광역 공동체

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규모는 경제활동에 따라 읍·면 또는 

시·군 단위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다면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010년 10월에 제정·시행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동안 31개 읍·면·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15년부터 주민자치회

를 공식적으로 출범함.

○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는 지역 유지 및 직능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친목모

임처럼 운 되거나, 문화복지 프로그램 작성과 같이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옥천군 안남면의 경우34와 

같이 면단위 공동체 활동의 핵심 주체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34 “안남면은 12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인구가 1천 5백 명에 불과”하나 

면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성주인 외. 2013: 

143). 2007년 마을 대표를 포함하여 36명으로 구성되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직되어 각종 지역발전의 의사결정을 위한 대의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은 안남

면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과 권역사업 추진 과정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성주인 외. 201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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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조직이 읍·면 단위 공동체 활동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가

와 활동가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입해야 함.

- 읍·면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그룹과 중간지원 조직원을 주민자

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활동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물리적

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사랑방과 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물

의 외양 등에서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요소를 가미해야 함.

- 특히 귀농·귀촌자, 기존 주민, 고령자와 젊은층 등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함. 

2.2.4. 지역 활동가 육성

○ 농촌 지역 공동체 역량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상화에서 외부로부터의 인

재 유입이 필요함.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사업은 물리적인 시설정비보다는 

연성적인 사업 추진 노하우가 중요함. 농업인보다는 도시 생활 경험자 등이 

연성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있음. 외부에서 유입된 활동가 

그룹을 공동체 기반 사업의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지역활동가 육성을 위해서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

록 인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함(EU의 지역매니저 및 애니메이터, 일본의 

지역만들기 협력대원, 교토부의 집락도우미 제도 참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농촌에 귀농·귀촌하 거나 귀농·귀촌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자문가를 일정 기간 고용하여 이들이 

농촌개발의 코디네이터 내지는 애니메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들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공동체 기반 경제할동의 기획, 집행, 지역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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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타 주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함. 

- 현재 단위 사업별로 채용되고 있는 사무장 제도를 보다 일반화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읍·면별로 1인 정도를 채용하여 이들이 

주민자치회 등에 소속되어 공동체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임. 이들을 채

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활동가 그룹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 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 활동가 그룹이 정부 시·군 등

의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정부의 정책사업에 직접 응모할 

수 있도록 함.

- EU 리더 사업의 LAG, 일본 NPO 지원35, 한국 문환관광부의 관광두레 

사업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5 “일본은 1998년 복지, 환경, 지역활성화 분야에 민간 비 리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특정비 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을 제정”하 음(성주인 외. 2013: 

155). 특정비 리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면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계약, 세무 관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기초하여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 NPO가 기초 지방자

치단체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추진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성주인 

외 2013: 155). 일본 전국에 약 1만개의 NPO 법인이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을 만들

어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여(농상공연대 중간지원조직, 경작포기지 이용, 도농교류사

업, 자연환경보전사업, 삼림가꾸기 사업, 지산지소 사업 등)하고 있음(성주인 외 

201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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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마을공동체의 기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 고

령화 등으로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마을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었음. 공

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은 일부 마을에서 주민들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전반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 주민 소

득 증가분은 높지 않았음. 이는 이 연구의 중요한 분석 결과임. 

 

○ 이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농촌 주민의 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하거나 경제활동의 내용과 목적에 알맞은 공식화된 형태의 경제 

조직 속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런 측면에서 현행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소득사업의 추진 방식은 많은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음. 

○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개별 농가의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에 기

반한 경제활동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판단됨. 따라서 마을 단위 공

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 장점을 살

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함.

○ 선·후진국에서 농촌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은 향후 농촌 발전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공동체

의 특성과 공간 범위가 나라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 공동체

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에서는 기존 마을사업 지원 방식의 개선과, 농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경 체 육성, 광역화된 경제 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 

조직의 활용, 지역 활동가 육성 등의 정책 제안을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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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 등에서 그동안 마을단위 경제사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이 많이 제시되었음. 하지만 많은 연구 등은 일부 마을 주민의견과 평가자

의 현장 조사 등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연구에서는 보통 사례조

사에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대다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마을사업과 주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는데 이는 

이 분야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공동체 활동에 기초한 농가소득 증대는 어떤 정해진 원칙과 모델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 또한 이 

연구의 주요 키워드인 농가소득의 증대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외의 다양

한 측면이 작용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는 제시하는 정책 대안

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일부 한정된 대안이라 할 수 있음. 농가 공동체 

활동과 농가소득을 키워드로 하는 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

며 이는 향후 이 연구의 후속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임.



153

부  록 1

마을 조사 설문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

을 개발하는 국책연구소로서,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

대 방안을 연구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마을공동

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

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

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6. 9.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

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__________

S/V 확인 

___________

검증원 확인 

___________

에디터확인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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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주소 (       )  시/도  (        ) 시/군/구    (       ) 읍/면   (       ) 리

면접 일시    ________월  ________일  _________시

SQ1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세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7) 80대 

SQ2 거주지 1) 경기도 여주군 2) 경기도 양평군

SQ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4.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 포함)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SQ5 현재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1) 혼자 산다 2) 배우자           3) 자녀

4) 형제/자매 5) 부모/시부모         6) 친척

Q01. 작년(2015년) 한 해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의 마을 내 활동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셨다면, 작년(2015년) 한 해 동안 해당 마을 활동에 몇 번 참여하셨

습니까? 

현재 마을 내 활동 
적극적

참여

가끔 

참여

참여

않음

연간참여

횟수

(1) 마을 공동 애경사 1 2 3 (        회)

(2) 청소·쓰레기 수거 등 마을공동작업 1 2 3 (        회)

(3) 단체 관광 등 마을 친목 모임 1 2 3 (        회)

(4) 도·농 교류 등 정부지원 마을사업 1 2 3 (        회)

(5)
마을 총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회의 참여
1 2 3 (        회)

(6) 독서·풍물·스포츠 등 동호인 모임 1 2 3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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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 현재 귀하께서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중복

응답)

1) 협동조합(농협, 축협, 기타협동조합 등)

2) 마을사람으로만 구성된 지역 작목반

3) 여러 마을 사람이 참여하는 작목반

4) 마을사람으로만 구성된 지역 농조합법인 

5) 여러 마을 사람이 참여하는 농조합법인

6) 사회적기업

7) 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사업조직

8) 기타(무엇:                 )

9) 별도의 경제활동 조직이 없다

Q03. 귀댁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과 농규모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종류 세부 품목 규모

1. 논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2. 밭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3. 과수원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4. 하우스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5. 기타

  (      )
십만 만 천 백 십 일  평

6. 축산 (판매용) 
1) 한우    2) 젖소    3) 돼지  

4) 닭      5) 양봉    6) 기타(   )

(                 ) 마리 또는

(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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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1. 귀댁에서 주로 재배/사육하시는 품목은 귀하의 지역에서 주로 재배/사

육하시는 품목입니까?

1) 그렇다. 주로 재배하는 품목이다

2) 일부 농가만 재배한다

3) 아니다. 거의 재배하지 않는다 (나만 재배)

Q04. 다음을 읽고 해당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항목이 없으시면 “0”원으

로 적어주세요. 

작년(2015년) 한 해 동안 소득 규모

Q04-1

귀댁의 총수입, 총비용(지출 금액)

 (본인 소득 및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소득/비용도 포함합니다)

총수입 만원

총비용 만원

(1)  Q04-1 금액 중, 농업활동으로 얻은 

총수입 만원

총비용 만원

(2)  Q04-1 금액 중, 겸업활동으로 얻은

총수입 만원

총비용 만원

(3)
 Q04-1 금액 중, 농사일 이외에 귀하와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또는 급료
만원

(4)
 Q04-1 금액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직불금, 연금 등

현금보조금
만원

 

(5)
 Q04-1 금액 중, 자녀, 친척, 친구 또는 이웃으로부터

받으셨던 용돈
만원

 

※ 겸업활동은 농업이외의 활동으로,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거래, 음식 숙박

업, 체험프로그램 운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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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 아래의 활동 중, 작년(2015년) 한 해 동안, 귀하께서 참여하고 있는 경제

활동에 대해, 해당하는 참여방식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는 경우, 참여방식 

개별적으로

한다 

정부지원 

마을사업으로 

공동으로 한다

정부지원

없이 마을공동으로 

한다

농협, 영농조합

법인, 작목반

조직과 함께한다

(1)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0 1 2 3 4

(2) 농특산물 직거래 0 1 2 3 4

(3) 농가 민박 운영 0 1 2 3 4

(4) 농가 음식점 운영 0 1 2 3 4

(5)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0 1 2 3 4

(6) 기타(직접기입:    ) 0 1 2 3 4

Q06. (Q05번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체크한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귀댁의 소득은 어떻게 변

했습니까? 

① 총수입과 총비용 증감여부에 해당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② 총수입과 총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금액이 얼

마만큼 증가/감소했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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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을 내 활동 
① 금액 변화

② 금액 증가/감소 금액
증가 동일 감소

(1) 농특산물 가공품 생산

총 수입 1 2 3 만원

총 비용 1 2 3 만원

(2) 농특산물 직거래

총 수입 1 2 3 만원

총 비용 1 2 3 만원

(3) 농가 민박 운영

총 수입 1 2 3 만원

총 비용 1 2 3 만원

(4) 농가 음식점 운영

총 수입 1 2 3 만원

총 비용 1 2 3 만원

(5)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총 수입 1 2 3 만원

총 비용 1 2 3 만원

(6)
기타
(            ) 

총 수입 1 2 3 만원

총 비용 1 2 3 만원

Q07. 귀하는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졌다

고 생각합니까? 

1) 좋아졌다 ☞ Q07-1번으로

2) 달라진 게 없다☞ Q08번으로

3) 나빠졌다 ☞ Q07-2번으로

Q07-1. 어떤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십시

오. (중복응답)

1) 개별 가구의 소득이 늘었다.  

2) 마을 분위기가 활기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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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 관광, 목욕 등 주민들의 복지수준이 좋아졌다. 

4) 마을 공동 재산이 늘었다.

5) 기타(직접기입:                 )

Q07-2. 어떤 측면에서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주십시

오. (중복응답)

1) 개별 가구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 

2) 일부 사람 소득만 늘었다. 

3)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불화가 생겼다.

4) 외부사람의 잦은 왕래로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5) 기타(직접기입:                                     )

Q08.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사업이 귀댁의 소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도움이 되었다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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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사례 마을 조사 결과(마을별 정리)

1. 농업 생산 활동과 출하 중심 법인: A마을 △△화훼 농조합법인

□ 치, 범

○ A마을은 절화 장미의 주산지인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 위치하고 있음. 

- 칠량면 장미재배단지는 강진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됨. 

- 전남지역 장미 생산량의 44%를 점유하 으며, 37개 농가가 15.1ha에서 

연간 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 음(청자골 장미 브랜드, 2013년 기준).36

□ 시작 계기, 조직 운  형태

○ △△화훼 농조합법인은 1995년 칠량면 중흥·치산·명주리·월송마을 등에

서 7명이 장미를 재배하면서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됨.37 인근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주민 33명이 법인에 가입되어 있음. 

- A마을에는 40여 농가가 있는데, 법인 참여자 중에는 A마을 농가가 가장 

많지만 타 마을에 거주하며 A마을 인근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도 포함되어 있음.

36 아시아경제. 2013. 4. 16. 신문기사 참고. 

37 강진신문. 2014. 3. 28. 신문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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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 기능

○ 각 농가가 생산한 장미를 법인 공동 집하장에 모으고 서울 등지에 납품하는 

개별 생산, 공동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2012년에는 기존 장미 품목에 수국 등의 품목을 추가한 형태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 음.  

- 2014년에는 농촌진흥청의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화훼산업을 

이용한 어메니티’ 사업에 선정됨. 이 지원사업으로 농가들이 프리저브드 

플라워, 꽃비누 제품 생산 교육을 받았으며 팜파티(Farm Party, 2015년 

11월 개최)에서 소품을 전시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인 차원에서 정

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 하지 않음.38 다만, 개별 농가 차원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계획은 있음. 

○ A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 두 개 부락이 합쳐진 마을임. 윗마을에는 고령 

가구가 많고 아랫마을에는 화훼를 재배하는 젊은 가구가 많음. 평균 연령대 

차이로 인해 마을 위쪽과 아래쪽 농가의 소득 격차는 존재하지만, 상조회, 

마을 회의(연 3회 정도), 연말 총회 등에 주민 참석률이 높은 편임.39 

○ 법인에서는 경제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재배기술 교육, 품질관리 컨설팅을 추

진하 음. 농가의 친목 도모를 위해 주 1회 회원 체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 사업으로 회관 앞에 나무를 심기도 하 음. 마을사업 추진회를 

38 이외에도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품종 도입과 화훼 생산 기술 

향상,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팜파티 운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세계 모란공원(조성 중)과 연계한 체험 및 판매(모란공원에 유리온실 전시장 

설립) 등 유통 및 홍보체계 확립 등의 6차산업화를 시도하고 있음(이창한·전효정·조

준형·정 훈 2015).

39 법인 참여 농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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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2015년)하여 정책 지원 사업에 응모한 바도 있음. 

- 마을사업추진회는 윗마을 10명과 아랫마을 10명의 개발위원을 위촉하

으나 응모한 지원사업(경관조경 마을, ICT기반 창조마을)에 선정되지 않

아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음. 

□ 소득 증  효과 평가

○ 법인 회원 농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공동출하로 

인해 물량이 증가하여 교섭력이 생기고 출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없을 경우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40

- 공동 집하한 장미는 공동 차량을 이용하여 경매시장 등으로 출하함. 

□ 특징, 갈등· 기

○ 요약하면, △△법인은 20여 년간 법인의 주요 활동인 장미 공동출하를 지속

적으로 이어 왔음. 회원 농가 수 변화는 있으나 공동출하를 통해 참여 농가

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단합 및 교육으로 법인을 계속 운 하 음. 법

인이 정책 지원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음. 기존 활동

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원의 다변화를 이루고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을 

시도하는 단계임.

40 법인 참여 농가는 인터뷰에서 개별 출하에 비해 소득이 30% 정도 증대한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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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인: B마을 □□ 농조합법인

□ 치, 범

○ B마을은 전남 나주시 남부에 있는 세지면에 위치함. 이 지역에는 기존에 벼 

농가와 배 농가가 있었으나 2007년 친환경 나주 배 테마마을 조성 시범사

업에 선정된 이후 배 테마 체험관을 설립하고, 암소 한우 정육점 및 식당도 

함께 운 하기 시작하 음. 

- 법인 연 매출은 23억 원 정도임. 

- 한우 식육점 운  시 마을 쌀을 활용하고 마을 및 인근의 고품질 한우를 

납품받고 있음. 모든 농가의 쌀을 매입하기는 어려우므로 번갈아서 기회

를 얻도록 함. 

□ 시작 계기, 조직 운  형태

○ 사업 운  중 농조합법인을 설립하 음(2008년). 세금 문제를 겪은 후 주변

의 조언을 얻어 마을 법인을 만들었음. 현재 81가구 가운데 79가구가 조합원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활동이 어려운 고령농 미참여), 출자금액은 10만 원에

서 180만 원까지 있음. 

□ 신뢰, 사회  계 형성

○ 출자금의 10%를 조합원에게 배당하므로 출자금에 상한을 두어 배당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함. 대신, 법인 매출의 5%를 마을회(마을운

위원회)로 이전함. 이 자금을 통해 다양한 마을 복지 사업을 실시함. 

□ 공동체의 기능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2010년)된 B마을은 허브 비누·향초, 과학·마술 체

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체험 내용은 주민들이 먼저 경험해

보도록 함. 이는 마을 주민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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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원이기도 함. 

○ 이외에도 2014년에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정받았음. 마을 

법인은 정책 지원 사업 실행을 주도하며 경제사업뿐 아니라 마을 주민의 전

반적인 복지를 위해 마을회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고아원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적 활동도 수행함. 

- 체험마을 사무장과 법인 사무장이 별도로 존재하나 사실상 마을 축제 개

최, 마을 주민 목욕(온천), 식사 대접, 조합원 명절 선물 증정, 관광, 한글 

공부, 풍물교실 등과 같은 마을 일은 모두 협업하여 진행함. 

○ 최근에는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육포 가공사업으로 6차 산업 인증을 

받아 준비 단계에 있음. 기존에는 체험의 일환으로 이뤄진 허브 비누 제작

도 상품이 KS마크를 획득하여 납품을 시작하 음. 진행 중인 권역사업으로 

문화공간과 커피숍, 숙박시설 조성도 계획하고 있음. 

○ 기존에 있던 마을공동체 조직인 배 작목반,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마을총

회 등도 활동 중이며, 연 2~3회 정도 풀베기나 마을 대청소가 열리며 참여

도가 높음.41 

□ 소득 증  효과 평가

○ 마을 소득사업으로 인해 주민 소득이 높아진 측면이 있음. 식육점에서 소비

되는 한우나 쌀은 지역의 생산품을 이용하며, 주민 요청에 따라 법인이 농

산물을 위탁 판매함(금액이 1천만 원 미만 수준일 경우 수수료 무료). 또한 

마을 주민이 상근으로 고용되어 고정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남. 

41 법인 참여 농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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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근으로 고용된 주민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벼 혹은 배 

농사를 짓는 주민의 경우 소득 증대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음. 농업인들이 대부분 농협과 배원예조합에 출하하고 □□ 농조합법인

을 통해 소비되는 양은 크지 않기 때문임.42

□ 특징, 갈등· 기

○ 기회 균등, 운  투명성 등 마을 주민 간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드

러나는 갈등 없이 운  중인 사례임. 소득사업도 체계를 갖추어 진행 중이

지만, 그 외에도 주민 복지 사업이나 주민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주민들이 농업 등 본업이 있으므로 법인 소득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기회 

편중으로 인한 분란이 크지 않았음.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번갈아 가며 

기회를 갖는 방식을 취함.

- 인터뷰에 참여한 법인 참여 주민은 법인의 소득사업으로 인해 금전적 이

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효과가 큰 것으로 인지하

음. 마을 법인으로 인해 외부 사람들이 지역에 유입되고 공동체가 유

지되며, 마을 복지사업으로 주민의 삶이 보다 활력이 있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임. 이러한 점 때문에 주민의 80%가량은 법인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20% 정도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하 음.

42 법인 참여 농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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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생산과 가공 판매 중심 조직: C마을

□ 치, 범

○ C마을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에 위치하며, 세 개 행정리의 약 200가구 

가운데 95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회원은 60대가 많고 위원장 및 운

위원은 14명임. 

○ 벼,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농업 지역으로, 현재 회원 농가가 재배하는 마을

과 양파 비율은 8:2 정도임. 양파 시배지가 있어서 해당 지역 근방에서는 

의무 재배를 함. 

- 마늘 소득이 양파보다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품목이 변경되었음. 

□ 시작 계기, 재까지의 주요 지원사업, 조직 운  형태

○ 2002년 제2차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았고(2

억 원),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마을의 정보화 시설을 갖추었음. 

○ 2011년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원자금(8천만 원)으로 방앗간을 만들

었고, 2013년에는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총 5억 원, 자부담 1억 원, 일반농

산어촌사업)으로 양파즙 가공시설을 개선·확장함. 

○ 사업조직은 비 리단체로 운 되고 있음. 수익사업을 신청하여 비 리단체 

고유번호로 납세 처리함. 협동조합으로 정식 인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협동

조합 방식으로 운 하려 하고 있음. 

- 인당 출자금을 200만 원으로 하고, 주식 형태로 20구좌씩 보유하도록 함.

- 올해 협동조합 구성 계획이 있었지만 변화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어 추진

하지 않음(조합장 일당 지급이 필요하고 이사 위주로 운 해야 하는 등

의 변화가 예상됨. 현재는 위원장 무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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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마을 사업 당시 지원사업비로 컴퓨터 100대를 구비하 고, 현재 

회원 수는 95명으로, 그동안 5명 정도만 줄어든 상태임. 추가 출자금, 신

규 회원은 받지 않았음. 

□ 공동체의 기능

○ 현재 정보화시설을 기반으로 소득 창출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함(정보화마

을 인빌쇼핑, 이마트와 우체국 전자상거래 이용). 참기름, 가래떡, 양파즙, 

마늘 등 국산품을 가공·판매함.  

- 제1사업장에서는 참기름, 떡국을 가공·판매하며, 제2사업장: 쌀, 마늘을 

가공·판매함. 

○ 가공품 판매로 인한 매출은 사업 개시 이래로 꾸준히 오르고 있음. 연말에 

수익의 10% 정도 회원에게 환원함. 작년 매출 3억 원, 잉여금 3,500만 원, 

배당은 2,000만 원 정도 음(인당 25만 원). 

- 매출 구성은 가공판매 80%, 위탁 20% 정도임. 

- 수매에는 약 9,000만 원이 소요되고, 포장·유통(택배비) 등 지출이 큼. 

○ 회원이 생산한 양파, 깨, 가래떡용 쌀을 조금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며, 회원 

요청이 있을 시 농산물 수탁 가공을 하고 있음. 회원들 입장에서는 가공 시

설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함. 자재 공동구입도 진행하며, 지역 행사 시 찬조

하기도 함. 

- 타 기관 시설 이용 시 양파즙 200개당 4만 원이라면, 정보화마을 시설 

이용 시 200개당 3만 5,000원 수준임. 

○ 세 개 행정리 마을 공동으로 정보화마을 사업 외에 하는 사업은 없고, 마을 

이장이 정보화마을사업에 간섭하는 바는 없음.

○ 상시고용은 총 다섯 명이며, 일손이 바쁠 때(가래떡 생산 시기) 위원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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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을 임시로 고용함. 

- 관리자 및 보조 관리자 두 명(월급제)

- 제1사업장 두 명, 제2사업장 한 명(운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 신뢰, 사회  계 형성

○ 판매 제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사후관리(클레임 처리 등)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매달 정산한 결과를 월례회의(운 위

원회)에서 결산 보고하고,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 후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운 되고 있는 사례임.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적극적

으로 사업에 협조함. 

- 전국에 C마을 양파즙 소비자는 1,200명 정도

○ 제품 개발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았음. 경남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 경남

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강대학교 교수 등을 통하여 기술 자문을 받았고, 디

자인 또한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음. 

○ 이외에 마을 소득활동을 위해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외부 조직이 

있지는 않음. 다만, 마을에서 본격적으로 체험활동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체험 

문의가 있을 시에는 인근 체험 마을을 소개해 주고 있음. 

□ 소득 증  효과 평가

○ 이 조직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 음. 

이 마을의 경우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마을로 기존에도 대부분의 회원

들이 농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임. 또한 즙을 

내는 데 유리한 작은 양파(2등급)를 수매하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보조적인 

소득수단에 불과함. 

- 작은 양파가 천 평당 50~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임. 회원 모두에

게서 즙용 양파를 구매하더라도 부족한 경우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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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소득 증대 측면보다는 정보화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유기체로서 기

능하는 부분은 큰 장점임. 행사가 있을 시 회원 모두가 함께 움직이고 회원

들이 우리 공장, 우리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음. 

□ 특징, 갈등· 기

○ 정보화마을 사업 초창기 5년 동안은 갈등도 있고 추진 방법도 잘 알지 못하

여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이후 안정적으로 운 되고 있음. 

○ 다른 정보화마을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적으로 운 되고 있으나, 현재 정보

화마을 지원으로 관리자 인건비를 받고 있고 이 지원이 종료될 경우 다소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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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성화된 공동체와 소득 사업 발굴 단계 마을: D마을43

□ 치, 범

○ D마을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하며, 일찍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된 곳

임. 네 개 자연부락으로 이뤄짐. 

○ 이전에는 작목반 형태로만 존재하다가 1999년에 D마을 농조합법인이 시

작되었음(출범 시 조합원 51명).

- 과거 흑향미 재배 추진 시 다른 마을에서 소수가 참여한 바 있으나 점차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만두어 인근 주민만 참여함. 

□ 시작 계기, 조직 운  형태, 재까지의 주요 지원사업

○ 일찍부터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던 선도자들의 향으로 환경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과 정부 지원을 통해 환경농업교육관을 만들었음. 법인이 

환경농업교육관, 숙소, 황토찜질방을 운 하고 있음. 법인 조합원은 53명임. 

2000년에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해 D마을은 100년 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2002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되고 2003년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었음. 

2005년 착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우수권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농업연구정보센터, 오리쌀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포장센터, 생태체험

학습센터, 환경농업역사관, 전통가옥그린투어센터 시설을 완료하 음.44 지

금은 해당 마을사업만 진행하며,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보

다는 기존 주민 활동이 중심이 되는 편임. 

- 지역활력소는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 중심으로 활동함.45

43 인터뷰 내용과 D마을 홈페이지 설명을 함께 참고함.

44 홍주일보. 2010. 7. 16.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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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변 정리, 공동 나무심기, 자연보호 운동 등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활

성화되어 있는 마을임. 

○ 마을의 찜질방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함. 주로 인근마을 주민(60가구)

이 많이 이용함. 다소 거리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해당 마을회관을 이용하

하며 마을회관 난방비 일부를 법인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마을의 주요 사안을 총회를 통해 결정을 하는 구조임. 외지에서 이사 온 사

람도 대부분 총회에 참석하며, 환경농업인일 경우 출자금 10만 원을 내면 

법인에 가입됨. 

□ 공동체의 기능

○ 1995년부터 흑향미를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이 높아졌고 논 농사 오리농법 

참여 농가들도 점차 늘게 되었음. D마을 유기농업 초창기에 마을 도정공장

을 이용하 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농협 운  RPC를 이용함. 생산자는 생산

에 전념하고 유통·판매는 농협을 통하도록 함. 

○ 환경농업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마을 발전을 위한 100년 계획을 세우는 등 

발전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소득사업 추

진에는 큰 중점을 두지 않았음. 2003년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았으나 소득원 

개발보다는 생태, 환경농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실제로 체험 

방문객보다는 선진지 견학 방문객이 더 많음. 마을에 오는 연 방문객은 

15,000～20,000명 정도임. 

45 2010년도 이후, 지역에 많은 단체가 만들어졌음. 정식 협동조합은 아니라도 작은 단

체들이 많이 활동 중임. 홍동면이 포화 상태라 귀농·귀촌인이 장곡면으로도 많이 유

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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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6차산업화 현장코칭을 받았고 최근에는 소득원으로 쌀 빵 만들

기를 추진함. 초기에 논의되었던 한과나 엿기름 등과 비교해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친환경 쌀로 만든 찐빵 등을 주력 상품으로 결정한 것임.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유기농 채소 생산 농가임. 현재 빵 만들기 조

직은 협동조합임. 

- 상대적으로 한가한 겨울에 빵을 제조하고 바쁜 시기에는 다른 사람을 구

해서 운 함. 

- 떡방아 기계에서 직접 빻아서 하므로, 쌀가루 함량이 낮거나 건식 가루

를 사서 만드는 쌀빵과는 차별화됨. 

- 보존료 등 첨가물이 없어 상하기 쉬우므로 냉동하여 유통함. 아직 규모

가 작다보니 방문하는 분들에게 마을을 안내하며 사가도록 함. 아니면 

모임 있는 곳에서 한 번에 주문함. 

○ 찜질방은 평소에 주민 복지 시설로 기능하며, 방문객 숙소로 사용함. 

- 찜질방은 동절기에 두세 달 정도 24시간 계속 불을 땜. 

○ 마을 ‘백년계획서’대로 외형은 많이 갖춘 상태이나, 에너지나 환경 문제(세

제사용 등)에 대한 문제는 계획에 미치지 못해 향후 과제로 남음. 

□ 소득 증  효과 평가

○ 최근 마을의 주된 수입은 체험 수입, 지역안내 수입, 임대 수입임. 입대 수입

은 과거 도정공장으로 사용하던 쌀 막걸리 공장을 임대하여 얻음. 작년 마

을사업 매출은 3억 원 정도임. 농산물(쌀) 매출은 5천만 원임(하향 추세). 빵 

사업으로 매출 축소 분을 메우려고 함. 매달 2천만 원 이상이 비용으로 소

요되는 등 실제로 순소득이 크지는 않지만, 사업을 유지하면서 마을 주민의 

농산물(쌀)을 사기도 하고, 인건비를 주민에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주민 

소득 증가에 일부 기여함. 

- 마을의 교육관, 황토집 등의 시설 유지비가 많이 소요됨. 1년에 시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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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칠하기, 보수 등) 예산이 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 소요됨. 전기

세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임. 

- 빵 사업의 경우 사무실에 3명, 조리사 1명이 상근함. 이외에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달함. 

- 향후 체험장에서 쌀빵(주 재료: 쌀, 고구마, 팥) 외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잡곡을 주민들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음. 

○ 현재 협동조합으로 운 되고 있는 빵 만들기 사업을 향후 마을기업으로 운

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신뢰, 사회  계 형성, 갈등과 기

○ 최근 다른 농촌마을의 경우 귀농·귀촌인을 주축으로 6차산업,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D마을은 이와 다르게 기존 주민 공동체가 견

고하게 유지되며 활동한 사례임. 그간 큰 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음.

- 면담자는 귀농·귀촌 관련 의견을 피력하 는데, 지원사업으로 귀농자에

게 유인책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었음. 정책지원을 

보고 귀농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이 좋아서 귀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귀농교육센터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귀농인을 많

이 받은 마을에는 포상을 주면, 마을에서 귀농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 음. 대표로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추진한 

것이 큰 갈등이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하 다고 판단됨. 

- 마을총회 등 마을 행사에 귀농·귀촌인도 많이 참석하지만 아직 완벽히 

융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님. D마을이 위치한 지역에는 귀농·귀촌인이 많

아 마을에 빈집이 없을 정도임. 

○ 마을 대표직을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사람도 대표로

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 음. 현재 조합 대표는 4대째로, 대표직 임기

는 2년임. 대표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백년계획서’라는 기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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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서 대표가 바뀌더라도 전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음. 마을

의 전 대표나 노인회장 등이 포함된 이사회를 구성함. 

- 대부분 가구당 조합원이 한 명이고(부부 모두 조합원인 경우는 별로 없

음), 법인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자는 주로 남성이다 보니 부녀회장은 없

음. 여성들은 대부분 개발위원임(이장 주관 사업 참여). 

○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연계하기 위한 중간단체 역할을 수행

하는 단체(지역활력소)와 협업하기도 함. 가령, D마을이 지역활력소와 연계

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숙박, 식사는 마을에서 담당하고 마을

활력소를 둘러보는 하루 코스도 있음. 또한 해당 지역 방문 희망자들을 대

상으로 목적에 맞는 곳을 소개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도 함.  



175

부  록 3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부가자료)

담당부처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현황

행정

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병행 

추진 (지역특화자원 활용형/인프라 개선형/취업 및 생활

안정 지원형 등 3개 유형)

- 1개 시‧군에 1개 사업 선정‧육성(2011년 마을기업으로 

개칭), 2년 간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

- 2011년 550개, 2012년 787개, 

2013년 현재 전국 1,200여개 마

을기업 운영 중

- 2012년 말 기준, 총 연 매출액 

492억 원으로 마을기업 당 6,252

만 원의 연매출액 기록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 지역주민과 귀촌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경영방식

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소득 창출에 기여

- 소득사업 유형과 사회서비스사업 유형

- 우수 사업지원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창업 보육센터 운영

-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법 제정

- 2013년 현재 122개 시‧군 내 

867개소 소재

- ’09년 219개소, ’10년 443개소, 

’11년 650개소, ’12년 725개소로 

증가세

- ’13년 812개소의 총 매출액은 

11,392억 원(전년 대비 13.5% 

증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 2010년 지자체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에서 

지정한 마을을 지원

-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 구축

-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

- 2010년부터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연간 230,588백 

만 원 지원, 보조율 50%)

지식

경제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를 설립하고 시범사업 추진

- 산업, 자연, 문화, 전통, 경관 등 지역자원 활용해 지역과

제를 해결하는 사업 선정

- ’09~’10년 제조‧가공, 디자인, IT, 

기계 등 전국 10개 시범사업 선정‧
지원

- 이후 총 57개 사업이 지정되었으

나 2011년 3월에 시범사업 종료

국토

해양부
어촌체험마을사업

- 어촌마을 체험관광 및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 제공

-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총 사업비 973억 원 (’01~’12년 

누적금액 747억 원)

- ’13년까지 104개소 조성 완료, 총 

134개소 조성 목표

<부표 1>  중앙정부의 마을사업 지원 현황 부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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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담당부처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현황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 마을의 문화 및 역사적 소재 발굴

- 관광자원화를 통한 문화‧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가꾸기 및 소득 증대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239

억 원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 2009년 사업 완료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 산촌 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해 살기 좋은 

산촌마을 가꾸기

- 산촌을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소득 증대

- 마을 단위로 2년 동안 14억 지원, 

총 2,500억 원 지원 (광‧특 회계)

- 2010년 이후 예산편성 없음

자료: 박시현 외(2016)에서 재인용(원자료: 박은진‧남미아(2010: 6-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11); 부처‧청 공식 보도자료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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