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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실천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공유가치창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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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발적 발전 측면에서 지역역량의 중요성과 역량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지만, 지
역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을 실천공동체에서 찾고자 하였다. 실천공동체의 개념은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한
것이며, 구체적인 이론과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배경에 따라 전남 함평 모평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체계를 실천공동체의 형성과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현장 관찰과
사업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사례지역 분석틀(frame)에 기준해 분석하였
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는 ‘주민참여 행태’ 관련 설문결과를 2차 자료로 활
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 및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 지역개발역량을 강화시
키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주요전략으로 ① 자신감을 상승시킬 동기부여를 한다. ② 새로
운 이슈(issue)를 제시한다. ③ 실무자들의 활동여건을 보장한다. ④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성, 성과 측면
에서 자원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실천공동체, 공유가치창출, 공공가치창출, 역량강화, 역량개발, 지역역량

Ⅰ. 서

론

외래형 지역개발이론은 지역개발의 목표를 낙후된 지역이 앞선 지역을 따라
잡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발의 동력을 지역 밖에서 찾는다(박진
도, 2011). 우리나라의 지역개발도 기본적으로 외생적 지역개발을 추진하며 괄
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장은 농업과 농촌지역의 희생이 전제된 것이었으며,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오히려 농촌문제를
심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적･종속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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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조가 지역역량을 더욱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반면 내발적 발전론 측면에서는 지역개발의 발전 동력을 지역 내에서 찾는데,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가 지역 내 순환되도록
한다. 외래자본이나 정부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그들에게 지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적인 계획에 따라 외부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또한 내발적 발전에서는 지역개발의 주체가 지역 자체이기 때문에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이 중시된다(박진도,
2011).
그리고 외생적 개발전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우리나
라에서도 내발적 발전전략에 대한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물량위주의 사업개발방식에 따라 지역주민은
참여자(주체)가 아니라 수혜자(객체)로 위치 지어졌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주민의 자율적 개발역량은 약화되었다(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6).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개발사업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역량이 뒷받침되
지 않는다면 사업추진과정은 일부 참여자에 집중되고, 사업성과 및 발전가능성
은 여전히 외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역역량의 중요성과 역량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다. 선언적･추상적 제언이 아니라 실제 농촌지역사회에서 이해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그 대안을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에서 찾고자 한다.
Wenger 등에 따르면 실천공동체란 동일한 관심사와 문제 등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해
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실천공동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우리들은
이미 의식･무의식으로 정도 및 방법의 차이를 갖고 여러 개의 실천공동체에 속
해 있다(Etienne Wenger et al, 2002; 황숙경, 2004). 따라서 낯설지 않게 이 개
념에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역량을 개발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을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이 실천공동체에 주목한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수용능력(capacity)을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
는 ‘지역커뮤니티’와 ‘주민’을 동일시하지 않는 확장된 사고(思考)에서 출발한
다. ‘우리’라는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범위 내 모든 조직, 예를 들어 지방정부
나 지역 내 기업, 다른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등을 실천공동체의 선순환과정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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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인해야 한다.
지역주민으로 한정됐던 구성원이 다양한 조직의 참여로 확대되면서 지식의
양이나 교류범위도 확대된다. 그로 인한 성과는 고스란히 공동체 내에 체적(體
積)된다.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이를 극복하
는 과정 역시 지역역량이 성숙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다른 주체의 참여로 내생적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키우
기 위한 방법의 다양화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주체가 되고, 따라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모
두에게 이로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유가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과정, 즉 농촌지역 주민공동체의 구성원 간 공동관심사
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개발역량이 강화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실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역량 강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했다.
첫째, 실천공동체의 형성과정 측면에서 사례지역의 사업 추진체계를 설명하
고,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공유가치를 확인한다.
둘째, 사례분석 과정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을
제시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사례지역은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됐던 전남 함평의 모평권역으로 하고, 해당 권역의 사
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운영관리 상태를 관찰한다. 또한 사업실무자인 권역사무장
을 만나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먼저 현장조사에 앞서 사례지역 분석을 위한 틀(frame)을 구성한다. 문헌조사
를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실천공동체 모델의 구성요소, 형성
단계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을 구체화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
고자 하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무엇을 통해 확인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한다.
사례지역 분석틀에 기준해 관찰 및 심층면담 결과를 분석한다. 사례지역의 사
업추진 과정에서 확인되는 실천공동체의 형성단계별 구성요소, 즉 도메인
(domain)･커뮤니티(community), 프랙티스(practice)를 확인한다. 그리고 사례지
역의 사업 참여주체 간 형성되는 공유가치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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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례지역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에 근거해 지역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 측면, 그리고 실천공동체 형성과
정 속에서 창출되는 공유가치 측면의 역량강화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
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문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
과 비교해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상향식 개발사업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지역역
량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요소이다.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소득사업을 포함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적합하다.
시간적 범위는 사업권역으로 선정된 2004년부터 사업이 종료 된 2009년까지
이나, 사업의 특성상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서는 지역역량을 강화시켜 사업종료 후에도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의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종료 후에도 이전의 성과에 따라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2004년 사업권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준비과정과, 사업종료
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을 유연하게 관찰한다.
공간적으로는 전남 함평의 모평권역으로 한정한다. 모평권역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우수권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행복마을사업과 연계해 조성한 한옥
마을의 성과가 가시적인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승(相承)효과에 주목
했는데, 그 과정을 실천공동체 측면에서 해석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
간 및 비용 측면의 이유가 있었다. 연구자는 2011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당시 모평권역을 사례지역으로 조사한 바 있
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실천공동체(CoP)의 개념
Wenger 등(2002)에 따르면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는 동일한
관심사와 일련의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다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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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공동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우리생활에 익숙한 것이다. 모든 조직에
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실천(practice)에 기반 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모두
는 의식･무의식적으로 여러 개의 실천공동체에 정도･방법의 차이를 갖고 속해
있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실천공동체는 도메인(domain), 커뮤니티(community), 프
랙티스(practice)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도메인은 문제를 정의하는 지식의 영역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문제･
관심사･주제를 다루어 나갈 지식의 범위나 핵심 이슈를 의미한다. 추상적 관심
분야가 아닌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주요 사안이나 문제로서, 과
업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닌 탐색･개발되어야 하는 지식의 범위이다. 커뮤니
티는 이 영역(domain)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조직체를 의미하는데, 함께 배우
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소속감･상호헌신의 다짐을 만들
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프랙티스란 해당분야의 능력개발을 위한 실제적 행
동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행동･의사소통･문제해결･성과 등을 의미한다.
실천공동체는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출생과 성장, 죽음이라는
자연의 주기를 거치는데, 대개 5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잠재단계에는 잠재적 구성원들이 모임･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실천공
동체의 출범을 준비･기획하게 된다. 실천공동체가 조직되어 구성원들이 함께 지
식의 영역(domain)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해 활동을 개발･계획･실천하는 것은
융합단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성숙단계에는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 정립,
지식공유 및 새로운 지식창출이 이루어지지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성원들
의 관심이 저조 되고 활동이 정체되는 관리단계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전환단계에는 활동이 종료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실천공동체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조한다. 동료들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만들어내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합할 수도 있고, 단위간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Etienne Wenger et al, 2002; 황숙경, 2004).

2. 실천공동체(CoP)의 형성과정과 공유가치창출(CSV)
나주몽 등(2013)에 따르면 공동가치창출(co-value creation)은 기업과 영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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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과 지역 및 정부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공유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성
과를 나누는 균형성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치사슬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위한 협력체제로서 이해관계자간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사슬과 가치창출의 구조를 시민사회 측면에서 설명한 것
이 관계커뮤니티모델(Relational Community Model)이며, <그림 1>은 이를 도
식화한 것이다.

자료: 나주몽 외,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대안경제사회 이론 및 정책개발, 2013.
<그림 1> 관계커뮤니티모델의 이해

실천공동체의 도메인 요소는 지역공동체가 목표 및 의지를 가지고 참여자의
범주를 설정하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방식이 결정되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상호의존과 작용으로 성과가 창출된다. 특히 도메인은
구성원들의 관심영역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고 해당 실천공동체의 정체성
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구성원들을 고무시켜 학습에 참여 및 기여하도록 만들
고 구성원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있어 집단적 창조성
이 중요시 된다.
집단적 창조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지역사회 내 신뢰와 협조의 규범에
기반 한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비교적 낮은 거래비용을 통
해 지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강화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지능
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나주몽 외, 2013).
즉, 실천공동체 형성과정 속에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간에 공유가치창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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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공유가치의 발현 동력은 집단적 창조성이며, 집단적 창조
성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관계커뮤니티모델이다. 실천공동체의 공유가
치창출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자료: 나주몽 외,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대안경제사회 이론 및 정책개발, 2013.
<그림 2> 실천공동체의 공유가치창출 과정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 결과 조직 또는 지역사회의 발달과정에 실천공동체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수경(2013)의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형성과정을 CoP 측면에서 분석했으
며, 조성희(2009)는 충남교육연구소 농촌교육공동체의 전개와 시사점을 연구했
다. 유영만･이선(2004)은 CoP의 발달정도 및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기
준을 개발했다. 특히 유영만･이선의 연구는 실측이 어려운 개념적인 대상을 평
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송영선 등 3명(2012)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진화단계별 CoP 개입전략을 연
구했으며, 이소연(2012)은 CoP가 공동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주옥
채 등 3명(2012)은 사례지역의 CoP전개과정 분석을 통해 CoP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송영선과 이소연, 주옥채의 연구는 조직 또는 지역공동체의
발달과정에서 CoP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해 이의 개발전략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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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천공동체 관련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년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요내용

이수경
(2013)

∙은아향의 공동체형성 배경은 아파트 운영
CoP 모델을 통한 마을공동 ∙문헌조사
상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문제임
체 형성과정과 삶의 만족 ∙사례지 관찰
∙은아향 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 주민
∙인터뷰
에 대한 사례연구
신뢰 및 삶의 만족 제고

송영선
등
(2012)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문헌조사
비즈니스 배양 전략: 실천
∙설문조사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과의
∙인터뷰
연계를 중심으로

이소연
(2012)

실천공동체(CoP)에 입각한
∙문헌조사
지역사회교육운동 사례의
∙설문조사
성과요인 분석
지역사회의 전략적 실천공

장지혜
(2012)

동체 성과영향요인이 지식
∙인터뷰
창출 및 활동수준에 미치
는 효과

주옥채
등
(2012)

지역사회의 주민 자생적 ∙참여관찰
CoP의 형성과정 연구: 장 ∙인터뷰
흥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조성희
(2009)

충남교육연구소의 농촌교
∙참여관찰
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CB의 형성단계에서는 업무전체의 윤곽을
명확히 전달
∙성숙단계에서는 구성원 스스로 CB를 주

도하도록 조작
∙유지단계에서는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을 때 내적보상 및 외적보상 필요
∙정체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지식창
출 및 공유의 세 가지 변인은 실천공동체

의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지님
∙공동체의식, 지원체계, 목표명확성의 요인

은 양적･질적 지식창출 모두에 긍정적 영
향
∙CoP의 참여･성장기에는 구성원과 주민들
의 참여가 다양해짐
∙CoP의 지속･성숙기에는 학당 운영상 문
제가 가시화됨
∙농촌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한 지역교사 및
교수들의 공감대 형성-문제개선 위한 민
간단체 창립-각종 사업의 실천 통한 문제

해결의 구체화

이주형
(2007)

∙문헌조사
실천공동체(CoP)에 영향을
∙참여관찰
미치는 학습 리더의 리더
∙인터뷰
십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CoP형성단계에서 학습리더는 구성원의

관심사, 목적 수렴 및 조율
∙성숙단계에서는 CoP활동을 지원･촉진
∙재도약단계에서는 CoP 활동이 침체되지
않도록 활성화 역할
∙지식창출 및 공유: 창출되는 지식의 양과

유영만
･이선

실천공동체( C o P :
Community of Practices) ∙문헌조사

(2004)

성과 평가기준 개발

질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 보유 역량
향상, 새로운 역량 개발
∙관계 지향적 열린 조직문화 형성: 관계지
향, 혁신지향, 정체성 증진, 재미도 증가
∙조직의 경영성과 제고: 업무 프로세스 변
화, 재무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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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혜(2012)는 지역사회 CoP의 활성화･저해요인과 그 요인이 지식창출 및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주형(2007)은 CoP에 영향을 미치는 학
습리더의 리더십 촉진요인을 연구했다. 장지혜와 이주형의 연구는 CoP에 영향
을 미치는 성과요인을 규명한 것으로서, CoP 측면의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 연구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이수
경, 주옥채, 조성희의 연구가 있으며, 이 중 주옥채의 연구는 연구배경 및 방법
에 있어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
주옥채는 개인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주체의 자생적
인 실천공동체 활동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성과가 미숙한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CoP의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상통한다.
그러나 주옥채의 연구와 본 연구에는 논의의 전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공동체의 발달과정에서 사업주체 간 형성되는 공유가치에
주목했는데, 이는 내생적 발전이라는 것이 외부세력에 대한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생적 발전이란 가용한 지역 내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발
의지가 지역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주민 단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간 형성되는 공유가치와 이에 따른 상호
발전전략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반해 주옥채의 연구에서는 장흥학당이 지역주민의 자립성을 위해 외부
지원, 즉 장흥군의 재정지원을 거절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후원금에 의
존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자립
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주옥채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땅
한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회비와 후원금에만 의존한 사업추진은 오히려 사
업 및 조직의 지속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외부자원의 지역 내 유입여부는 내생적 발전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자원의 유
입방식, 즉 이 과정에서 주민이 객체로 전락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지, 외부자
원의 유입이 자생력의 희생과 동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천공동체의 형성 및 성장, 소멸 과정 속에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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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정부, 지역사회와 기업, 기업과 정부와 같이 각 사업주체 간에 형성되는 공
동의 성과에 주목한다. 내생적 발전을 위한 주민역량의 개발 뿐 아니라 농촌지
역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인 농촌 활성화의 동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발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Ⅲ. 사례분석: 전남 함평 모평권역의 실천공동체 형성과정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2010)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04년도에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의한
농촌정책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농어촌 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쾌적하고 활력
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000개1) 사업권역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주민과 사업관련 전문가 등이 사업의 주체가 되
는 상향식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권역주민은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농촌경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확충시설사업
등의 물리적 사업과 역량강화 및 도농교류활성화사업과 같은 비물리적 사업을
병행한다.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을 갖는 발전잠재력 있는 마을들을 1～3개 이상 연계해
추진하는 권역사업이다. 또한 1･2단계로 구분해 5년간 시행되는 장기사업이다.
사업비는 권역 당 40～70억 원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권역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전액 국고보조, 소득기반시설은 국고 80%와 자
부담 20%로 부분 지원한다(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2010).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가 도입되면서 포괄보조금제
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개별단위사업들이 유사사업별로
통폐합되었다.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백서(2010)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보조금
1) 농업･농촌과 관련한 사회적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의 목표연도는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되었다. 추진목표는 1,000
개 권역에서 496개 권역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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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군(群)이라 하여, 기존의 지역개발 관련 약 210여개 단위사업을 유사･
중복사업으로 통합･재분류해 최종 24개 사업군으로 재편성하였다.
이 중 농림부의 포괄보조금 대상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농어촌자
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의 3개 부문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이 중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일반농산
어촌지역개발사업 유형 중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속한다(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백서,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특정 용어의 선택이 연구수행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도 함께 통합되었는데,
사업의 기본골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세부 사업내용에도 큰 변화는 없었
다.3)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통
해 지역역량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즉 지역개발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
다.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통합 전･후 모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중요
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용어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의 분석방법
사업권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예비계획서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함께, 사업 추진여건 등을 조사해
작성하게 된다. 이때 마을개발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
2)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정책 사업을 주관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그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었
다.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에 대한 종합예산편성이 어려워 지역별 특성화에 따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각 사업별 예산이 아닌 통합예산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제 지자체에서는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관리하며,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평
가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3) 연구자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전남 5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차
이를 자세히 비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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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권역에서는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대한 시･도의 승인이
있은 후 사업의 세부설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토대는 기본
계획이 된다.
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되,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
지원을 받는다. 계획수립 시에는 주민공청회 및 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
렴하고, 관련기관과 부서협의를 거쳐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다.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사업집행으로 이어지는데, 마을개발협의회 등 지역주민
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준공검사가 끝나고
정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인 사업과정이 마무리 된다.
이 중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과정은 실천공동체의 잠재단계에 해당한다.
생활환경의 낙후, 농가소득 및 인구 감소 등 농촌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통
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된다. 이에 따라 ‘사업권역 선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 행동이 뒤따
른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
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발굴을 위한 공청회, 주민회의 등의 주
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예비계획서가 작성되고, 사업신청을 하게 된다.
예비계획서 수립을 위한 일련의 행동들은 지역주민 간 조직적이거나 비조직
적인,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주민참여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즉 지역 커
뮤니티가 전제된다.
사업권역으로 선정되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은 실천공동체의 융합단계에 해당한다.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도메인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농촌문제의 해
결 의지와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계획에 최대한 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
업계획(안)이 확정되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도 현실화된다. 즉,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도메인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시행’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갖게 된다.
이러한 공감대와 공동의 목표 하에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 주
민의식과 개발수요를 계획에 반영한다. 이때 지역현황 조사와 행정협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병행된다. 또한 주민중심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사업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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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이 실시된다.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이 추진되는데, 5년간 시행되는 장기사업인 만큼 1･2단계로 구분해 중간평가의
기회를 갖는다. 소득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로 권역운영기금이 조성되
는 것도 이 시기다. 또한 지역주민 간의 결속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권역운
영규정이 마련되며, 사업전담을 위한 실무자로서 권역사무장이 채용･운영한다.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된다. 주민참여는
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대개는 비조직
적인 형태로 공식･비공식적인 공청회와 주민회의 등을 통해 의견이 표출된다.
특히 여러 개의 마을이 권역을 이뤄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주민 커뮤니티는 개별
마을 단위 뿐 아니라 권역 전체로 확대된 형태를 띤다. 그런데 공간적인 제약
등으로 일상적인 교류가 다소 제한되므로, 권역에 따라서는 다소 작위적인 커뮤
니티의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또한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영농법인이 구성되는
시기도 이때이다.
사업지원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부터는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실천공동체의 성숙･관리･전환단계에 해
당한다.
5년간의 사업추진 기간을 거치면서 각 참여주체의 역할이 정립되고 변화를
모색하면서 지식을 공유해 왔다. 사업이 안정화되어 성숙･관리단계에 접어든 권
역은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자신
감을 바탕으로 제 2의 도약을 시도하는 반면, 많은 경우 성숙단계를 기점으로
구성원들의 관심이 저조해지고 활동이 정체되는 시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기간
이 지속되면서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기를 맞기도 하는데, 실제 많은 사업
권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공유한다. 지역주민을 비롯
한 사업 실무자 등 지역리더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된다. 그리고 탄탄한
소득사업을 통해 조성된 권역운영기금은 이러한 발전노력들을 지원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개발사업으로의 연계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도
는 이전의 사업성과, 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자신감과 개
발의지, 노하우 등이 어우러져 체적(體積)된 결과다. 첫 번째 사업시도와 그 성
과가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다.
지역 커뮤니티 측면에서도 그동안 구성되었던 사업추진위원회나 영농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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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 구성원이 교체･보완되거나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기도 한다. 비조직적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참여율이 저조해지기도 하는
시기다.
이를 <표 2>로 정리하였다. 실천공동체 형성단계별로 이와 연관되는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매칭(matching)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확인 가
능한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 즉 도메인과 커뮤니티, 프랙티스를 제시했다. 각각
의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시했는데, 이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 또는 개념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 2> 사례지역 분석틀
CoP 단계

사업단계

CoP 요소별 관련내용
도메인

변수(개념) 및 분석자료

∙농촌문제에 대한 위기의
∙사업추진배경
식과 공감대 형성
∙사업권역 선정 목표

잠재단계
(협력 준비
･기획)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사업추진조직
예비계획서
커뮤니티
∙협의회外 주민참여
∙주민참여도
작성 및
사업 신청
∙사업설명회
∙공청회 및 주민회의
∙계획수립과정
프랙티스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
신청

도메인
기본･시행
계획 수립

커뮤니티

∙사업 통한 농촌문제의 개
선 의지
∙주민수요를 최대 반영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外 주민참여
∙공청회 및 주민회의

프랙티스 ∙기본･시행계획서 작성
∙주민교육(역량강화사업)

융합단계
(활동 개발
･계획･실천)

도메인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세부사업내용

∙사업추진조직
∙주민참여도
∙계회수립과정
∙주민교육내용

∙계획실행 통한 지역발전
∙계획집행실태
여건 만들기 목표

∙사업추진위원회
커뮤니티 ∙위원회外 주민참여
∙영농법인 구성
∙주민회의 및 성과보고
∙주민교육(역량강화사업)

프랙티스 ∙권역운영규정 마련
∙권역운영기금 조성
∙권역사무장 운영

인터뷰
선행연구

∙사업추진조직
∙주민참여도

∙역량강화사업의

내용
∙주민교육내용

인터뷰
선행연구
기본계획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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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CoP 단계

사업단계

성숙단계
(역할 정립
･지식 공유
및 창출)
관리단계
(활동 정체)
전환단계
(활동 종료
･변화 모색)

CoP 요소별 관련내용
도메인

운영관리

∙지역발전 가능성 확인
∙사업성과의 지속발전 목표

∙사업추진위원회
커뮤니티 ∙위원회外 주민참여
∙소득사업 법인 구성

변수(개념) 및 분석자료
∙사업만족도 및

참여자세
∙공유가치
∙사업추진조직의
변화
∙신규 법인 구성

∙주민회의 및 성과보고
∙역량강화사업(주민 및 권 ∙ 역량강화사업

프랙티스

역사무장)
∙권역운영기금 조성
∙연계사업 추진

인터뷰
선행연구
현장조사
발간물
관련기사

현황
∙ 연계사업내용

3. 모평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 분석결과
사례지역인 전남 함평 모평권역4)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산내리
일원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마을 4개(상모･하모･운곡･원산마을)로 구성되
었다. 사업권역으로 선정된 2004년을 기준으로, 면적 8.88㎢(농경지 2.15㎢, 임
야 5.55㎢, 기타 1.18㎢)에 165가구(농가 107호, 비농가 58호), 인구 372명이
거주하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표 2>의 사례지역 분석틀에 기준해 모평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선행연구5), 사업기본계획서,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과 관련 발간물 및 기사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사례지역을 방문해 사업
실무자 인터뷰6)와 현장조사(관찰)를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실천공동체 형성단
계별로 구분해 각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도메인, 커뮤니티, 프랙티스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4) 모평권역이란 사업명칭은 2단계부터 호칭된 것이다. 사업 1단계까지는 상곡권역으로 칭했었는데, 이 지명이 일제시대의 것
이라 하여 2단계 사업부터는 ‘모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 설문조사결과는 유선경(201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종료권역인 전남 함평군
의 모평과 가덕권역의 주민 140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모평권역의 설문조사대상은 주
민 70명이다.
6) 사업실무자 심층면접 대상은 당시(2011년 6월) 권역사무장 이00(40대, 女)이다. 설문내용은 사업시행 과정상의 애로점과
추진되지 않은 사업과 이유, 사업현황에 관한 것이다. 사업추진위원회의 권역대표에 대한 접촉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성공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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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단계
당시 모평권역 주민의 주 소득원은 농업으로써 전체 종사업종 중 95.5%를 차
지하며, 이중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은
농가 기준 1가구당 연평균 천오백～이천만원 수준이었다. 통계연보 및 면사무소
조사 자료에 따르면 모평권역 내 거주하는 주민 소유지는 46%로, 전체 토지면
적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세한 지역이었다.
함평군 전체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2.75%로써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
촌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군(郡) 평균 인구밀도는 107.2인/㎢였다. 그리고 모
평권역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41.9인/㎢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모평권역은 열악한 소득구조와 인구감소 등과 같은 농촌문제를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증대부문에 대한
개발수요가 가장 높은 것은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권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각 마을의 주민대표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
성된 마을개발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주민대표는 당시 활동 중이던 청년회 등의
농촌조직을 중심으로 애향심이 높고 진취적이며 마을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선출하였다.
그리고 마을개발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주민들도 주민회의나 공청회 등에
비조직적으로 참여해 왔다. 주민들의 사업 참여 기간과 태도를 조사한 설문결과
에 따르면 예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비율은 전체 설문대상자의
55.7%였으며, 참여 자세는 ‘매우 적극･적극’의 긍정적인 반응이 57.2%, ‘보통’
이 34.3%였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참여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업을 주관하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기존 농촌지역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은 사업시행 원년으로서 기존사업과의 차별화된 특성을 이해하
고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권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
민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취지에의 부합여부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 유치를
위한 ‘사업규모’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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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최초 제안한 “전원체험마을”사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
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업비 유치를 위한’ 수단이었다. 결국 지자체의 사업비 부
담(지방비 30%)과 권역의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내용으로 인해 최
종 사업지원에서 제외 되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주민회의 등은 편의에 따라 소득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나 마을 지도자,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민참여 관련 설문조사결과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최대한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융합단계
모평권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쉼터정비, 뽕나무공원조성,
월양산등산로정비” 등이 확정되었다. 소득기반사업으로는 “고추건조장, 장류단
지, 누에가공공장, 한과작업장” 조성계획이 확정됐으며, 농촌관광기반 조성을 위
해서는 “역사문화자원정비, 고인돌 주변정비, 물레방아복원, 마을활성화센터건
립” 사업 등이 확정되었다. 또한 경관정비를 위해서는 “석류거리조성, 담장정비”
사업이 확정되었다.
이상의 세부사업들은 소득증대부문에 대한 개발수요가 가장 높았던 주민설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
부문의 확충을 기대한 개발수요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소득증대부분 중에서도 특산물 판매시설과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수
요는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주민요구 외에도 사업의 수혜도, 지역발전 파급효
과, 지역발전 형평성, 개발방향과의 부합성, 환경영향, 정책변수의 요인들을 함
께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업도 다수 있었다.
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관광이나 영농관련 소
득기반을 조성해 지역발전 여건을 만들고자 했던 사업시행 과정의 도메인을 확
인하였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제 집행실적은 높은 편이나 사업의도,
즉 개별사업에서 목적한 것과 상이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
하였다.
“누에가공공장” 사업은 공장설립이 완료되었으나 시설설비 확충을 위한 사업
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설가동이 지연되고 있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원
범위는 시설물 건립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추건조장” 사업은 시행조차
되지 못했는데, 고추 재배양이 많지 않은데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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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고인돌 주변정비” 사업은 시행 도중 대상지 주변에서 유물이 출토되
어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접근이 통제되었고, 사업 실행은 있었
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업권역으로 확정되면서 기존의 마을개발협의회는 사업추진위원회로서의 역
할을 하게 되며,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시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당시 사업추진위원회는 함평군수와 전남대 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 및 공무원, 주민대표의 총 18명으로 구성되었
다. 주민 대표 5명에는 상모･하모･운곡･원산마을 대표 각 1명씩과 권역 대표 1
명이 포함됐다.
사업이 시행되면서 소득사업과 관련한 법인이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
점이 노정되었다. 소득사업의 경우 5인 이상의 출자자가 모여 법인을 구성하고
사업비의 20%를 부담해야 나머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마을 주민
들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까닭에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만큼 적
극적이지 않았다. 편법으로 특정주민이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고, 마을주민
5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인이 구성되었다.
예비계획 수립과정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주민회의 등을 통한 주민참여가 이
어졌다. 소규모 마을축제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친목을 도모했고, 역
량강화사업으로서 주민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사업발굴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민들의 사업 참여기간과 참여자를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대상
자의 57%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기간까지 참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1단계에의 참여비율이 16%, 2단계에의 참여비율이 9%, 전체 기간에 참여
한 비율이 32%였다. 사업 참여자 비율에서는 일반주민(30%)과 사업실무자(추
진위원장･추진위원･사무장, 29%)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주민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실무자와 일반주민이 고르게 참여하는 형태이며,
따라서 사업내용이나 성과 측면에서 실무자의 의견이 지배적이거나 특정주민에
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4년 5월 축제현황 파악을 위해 함평 나비축제를 참관한 것을 시작으로 주
민설명회, 주민 대표회의 등 15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또한 해보면사무소, 함평
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20회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몇 번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사업실무자나
일부주민 위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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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에 실시된 공청회의 일부내용을 참고하면,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모평권역은 50억 원 가량 책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계획심의 당시 더 많은 사업을 제안했으면 더 많
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기인한 반응이다.
반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의 숙지 정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결과(복수응답
허용)에 따르면 ‘권역의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5.7%, ‘사업의 추진방식’과 ‘각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각각 38.6%와 54.3%였다. 수차례의 주민회의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
들의 사업이해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반면, 그 성과가 실제 계획수립 과정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업권역은 권역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운영규정은 권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금 조성, 권역환
경 및 시설물 관리 등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권역운영규정의 효력은 미미한데, 농촌마을의 특성상 규정과 같
은 규칙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보다 마을지도자의 중재나 주민협
의에 따르는 방법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권역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 사실상 권역운영
규정은 형식적으로 존재했다.
권역운영기금은 소득사업의 수익금 일부(10%)로 조성된다. 그러나 소득사업
을 통해 권역운영기금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소득사업이 안정화되
어 순수익을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모평권역 내 소득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사업권역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한과, 양잠, 전통장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로가 확보된 상태였다.
또한 모평권역은 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3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우수권역으로 평가되면서 후발 사업권역 등
지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마다 브리핑 사례비나 숙박 등의 시설
대관료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업시행 당시 권역사무장의 급여는 월 120만원이었다. 직무 및 역할을 고려
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비에 계상되어 사업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권역운영기금으로 사무장 급여
를 지급해야 한다. 소득기반사업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소득사업의 비중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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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사업권역의 사무장들은 부득이하게 직책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모평권역의 경우 사무장 업무 외에 전라남도 문화해설사 및 외부 강연 등을
통한 부수입이 있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또한
권역운영기금이 비교적 조기에 조성되기 시작해 권역사무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평권역의 경우처럼 사업기간 중에 직무 외의 활동을 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권역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3) 성숙단계
모평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났다. 사업권역 선정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평권역은 소위 ‘잘 나가는’ 농촌마을로 성장했다.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그 자신감을 바탕으
로 지금도 성장해가는 중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전환단계를 생략하고
성숙단계의 사업 운영관리 과정만을 분석한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자세와 만족도를 평가한 설문조사결과를 확인했
다. 참여에 대한 생각과 실제 참여 자세를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마을을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4.3%로 압
도적이었다. 그 외에 ‘자신과 관련된 사업은 참여’한다는 의견이 4.3%로, 대체
로 사업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 참여 자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설문결과에서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가 52.9%, ‘개인적인 일이 없으면 참여’한다가
34.3%, ‘흥미로운 사업에만 참여’한다가 2.9%였다. 참여에 대한 의무감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긍정’으로 평가한 비율이 각각
10%와 50%,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이 32.9%였다.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사업
성과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설문결과는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평권역이 성장해온 과정에서 각 참여주체들 간에 형성된 가치가 있다. 이러
한 공유가치 자체는 사업의 성과이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권역이 도약하는 기
회를 만들기도 했다. 모평권역에서 확인 가능한 공유가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해
제시하였다.
첫째, 권역을 구성하는 마을 간의 연계발전이다. 이는 모평권역 뿐 아니라 전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113

사업권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당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동일한 생활
권･영농권을 갖는 마을들을 연계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도록 의도했었다. 물론 사업권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사실상 지역 간 연계가 어려운 마을까지 편입시키는 부작용도 있었
다. 하지만 권역단위 사업을 구상한 의도만큼은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
는 시도였다.
둘째, 권역 내 문화예술 시설과의 연계발전이다. 모평권역 내에는 “잠월미술
관”이 위치해 있다. 미술관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별개로 이 지역에 귀촌한
미술교사 부부가 건립한 것으로, 부부는 이곳에서 작품 활동과 전시를 하며 지
역의 예술적 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에서는 모평권역과 연계해 다
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는데, 미술관 입장에서는 외딴 미술관으
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다. 모평권역 입장에서도 방문객들에게 더 많
은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서로에게 유익한 성장을 하고 있다.
셋째, 권역 외 민간기업과의 연계발전이다. 함평군은 지리적으로 광주와 연접
해 있는데, 광주에 위치한 삼성전자(주)의 DMC 연구소와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기업입장에서는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 제고 효과 외에도 직원들의
문화･복지 혜택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평권역 입장에서
도 농산물 직거래나 농촌체험 등의 교류활동을 통해 농가소득 제고 및 농촌관광
활성화 효과가 있다.
넷째, 권역 내 주민조직과의 연계발전이다. 모평권역 내 상모마을에는 한옥마
을이 조성되어 있다. 이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주민들 간에 행복마을협의회가 구
성되었는데, 협의회와 연계해 권역을 방문하는 체류형 관광객에게 농촌 및 한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옥마을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행복마을”사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가 있었고, 이제는 한옥마을이 유명세를 타면서 방
문객을 유인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다섯째, 권역 간의 연계발전이다. 인터넷 검색포털 Daum에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
은 없지만 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사무장 및 사업추진위원장, 그리
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사업관련 부처 및 기관의 실무자
들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정기모임 등) 활동을 통해 사업관련 정
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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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옥마을은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커뮤니티와 프랙티스 측면에서
도 의미가 있다. 사업종료 후 더 이상의 외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와
조직 활동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기에 조직된 행복마을협의회는 침체
된 사업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소득사업의 구조적
인 문제로 권역운영기금을 조성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옥마을의 성공으
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 역시 사업 분위기가 침체
되기 쉬운 운영관리 시기에 권역사무장 및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
다. 이 공간을 통해 권역사무장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지속해갈 수 있었으며,
그 성과를 통해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도 지속될 수 있었다. 모평권역의 신임 사
무장들(2단계 사업 및 사업운영관리 과정에서 사무장 교체) 역시 온라인 커뮤니
티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Ⅳ.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으로서 실천공동체
1. 구성요소 측면의 시사점 및 전략
1) 도메인(domain)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으로 선정되기 전 모평권역은 오늘날 농촌이 직면
한 문제를 모두 안고 있었다. 취약한 소득구조와 심각한 인구감소, 노령화 문제
등 주민들의 위기의식과 해결의지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졌
다. ‘사업권역 선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주민 간의 융화가 시작됐다.
사업권역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
하는데 집중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개
발수요를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 끝에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사업이 종료되고 주민자력으로 사업을 운영관리 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그동안 축적된 개발역량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에
서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었고, 외부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권역 전체에 상승된 분위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
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종료 직후로 후속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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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측면의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으로서 첫째,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해
야 한다. 목표가 명확해야 그 전략과 성과도 분명해진다. 둘째, 개발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 현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할 수 있다. 셋째, 자신감을 상승시킬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금전적인 보상이
든 명성(名聲)이든 어떤 형태로든 격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
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2) 커뮤니티(community)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마을개발협의회
가 구성되었다. 사업권역으로 선정된 후에는 사업추진위원회로 재편되었는데,
구성원이 정비되고 그 목적과 역할도 구체화되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참여도 활발해졌지만, 주민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
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도 있었다. 특히 모평권역은 ‘파평
윤씨’ 집성촌으로서, 친족 간의 갈등이 주민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소득사업과 관련해 영농 법인도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종료될 즈음에는 그동안의 사업추진으로 누적된 피로
와 외부지원의 중단으로 사업 분위기가 침체 되었다. 그 무렵 행복마을협의회가
구성됐고, 한옥마을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큰 역
할을 하였다.
이들의 성공스토리는 다른 주민에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과
자극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모평권역은 이러한 호기심과 자신감, 실천
력을 바탕으로 속칭 ‘잘 나가는’ 권역으로 도약했다.
커뮤니티 측면의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으로서 첫째, 조직 내 주요(主要) 구
성원들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다. 둘째, 새로
운 이슈(issue)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성원들이 관
심을 가질만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3) 프랙티스(practice)
실천공동체가 다른 커뮤니티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실천력’이다.
사업초기의 프랙티스는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주민회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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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전 과정에서는 주민교육이 실시됐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교육은 ‘지식
의 전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간의 교류와 친밀감 형성을 위한 일상적인
만남, 친목도모 등도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주민 중심의 지역축제를 역량강화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리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권역 내 마을주민 간에 공동체 의식과 교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사
업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권역운영기금도 조성되었다. 사업종료 후 이를 지역 자
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사업성과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 선결요건이 바로 경제력이다. 작은 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데에도 최소한
의 시설유지비가 필요하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이런 운영관리 비용을
지역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소득사업의 수익 일부를 권역운영기금으로 조성
하게 했다.
권역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업과정에 규칙을 만들고, 예기치 못한 변수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칙･규정에 얽매이는 것은 자칫 지역공동체를 와
해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농촌마을의 생활양식과 관습 등을 고려했을 때 규정
에 따른 문제해결은 정서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권역사무장의 역할은 사업 분위기와 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평권
역의 사무장 역시 인기 TV프로그램의 촬영지 선정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권역을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다른 사업권역의 사업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그치
지 않고 연계사업을 유치하는데도 기여했다. 물론 누구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고 어우러져 맺은 공동의 결실이지만, 그 중심에는 권역사
무장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랙티스 측면의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으로서 첫째, 농촌 정서에 반(反)하는
규정･규율을 폐지한다. 행동을 억압하는 규정보다 구성원의 의무를 명확히 이
해･숙지시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 둘째, 실무자들의 활동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무자 공백에 따라 사업 분위기 및 성과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 등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실무자 개인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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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oP 구성요소별 시사점 및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
CoP 요소

도메인

시사점

역량강화전략

∙‘사업권역 선정’이라는 공동의 목
표 하에 주민 간의 융화

∙명확한 단계별 목표 설정
∙개발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가시적인 성과를 통한 분위기 쇄신
과 자신감 극대화

보완
∙자신감을 상승시킬 동기부여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구성원

커뮤니티

∙행복마을협의회의 구성을 통한 분
위기 쇄신

들의 주기적 교체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새로운
이슈(issue) 제시

∙TV프로그램의 촬영지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권역 홍보
프랙티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을 통해 타 사업권역과의 관계 지속
∙연계사업의 추진을 통한 사업성과
의 지속 발전

∙행동을 억압하는 규정보다 구성원
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숙지
∙실무자들의 활동여건 보장 및 금전
적인 보상 등 업무성과에 대한 동
기부여

2.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시사점 및 전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수 개의 마을이 함께 권역을 구성해 개발역량을
공유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개발역량이 공유되면서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의 선
택범위도 확대되고, 그 성과도 배(倍)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마을 간의 연계협력이 반드시 의미 있는 가치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
는다. 한정된 사업비를 어느 마을에 좀 더 배정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갈등과 반
목이 야기됐다. 권역 내부적으로 자원이 분산됐고, 그 성과도 미약했다. 진정한
의미의 연계협력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업지원 유치를 위한 외형상의 동맹(同盟)
이었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시사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공간범위 설정에 주목한
다. 공간범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범위의 확대가 사업비의 확대로 직결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에 집중한 평가 및 사업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평권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에 가시적인 변화를 맞
이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역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추
진되면서 이 일대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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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입이 이어졌다. 예술인들의 유입은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변
화에 관대한’ 예술적 성향을 지닌, 또는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
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도와 변
화, 도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시사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창조성에 주목한다. 사업
지원에 상관없이 지역 스스로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세력의 유
입이 필요하다. 그 역할에 예술인들이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
서 이들을 지역 내 적극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의 생애주기에는 성장과 함께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도 있으며, 시간
의 경과에 따라 퇴화하는 순간도 맞는다. 다만 그래프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릴지, 하향곡선을 그릴지는 그 성장과정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느냐에 영향
을 받는다.
모평권역에서의 자극은 행복마을사업이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끝나
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 성장분위기를 이어나갔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시사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성에 주목한다. 그동
안 추진해온 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고 확대발전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선택･집중해야 한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지
역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없던 지역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 각 집단 내에서 지원여부 및 정도를 조정하
는 보완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도･농 교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농촌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농촌의 인구증가
및 농촌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시사점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인식개선에 주목한다.
농산물 직거래나 방문객 증가 등의 단기적 성과로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농촌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도･농 교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발
적인 인구유입이 후속되어야 농촌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 된 지 10년이 되었다. 2004년 36개 사업권역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96개 권역을 목표로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이 종료된 권역도 공식적인 사업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성장과정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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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사업 권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사업의 취지나 투입･산
출이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지양해야 할 점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
롯한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농촌 전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일부 마을과 권역의 사업성과가 자연적으로 주변에 파생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사업성과, 즉 재화를 나누라는 것이 아
니다. 사업과정을 통해 체득한 지식, 노하우를 나누자는 것이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시사점으로서, 지역개발사업 성과의 ‘공공재’에 주목한
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에 체적 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노하우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공공재의 성질을 띤다. 줄지도, 비용지불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과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 간, 인근 마을 간, 나이가 전국
의 농촌 마을 간의 교류를 위한 장(場)이 필요하다.
<표 4>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시사점 및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
시사점

역량강화전략
∙일괄적인 공간범위 설정보다 필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차별적 공간범위 설정

∙창조성에 기반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범위를 확대･축소
∙사업의 공간범위가 아닌 내용에 집중한
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역 스스로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을 주
도할 예술인들의 적극 유입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적

∙사업성과의 지속 발전

된 사업 추진 역량을 확대, 발전

∙농촌지역에 대한 인식개선

∙장기적으로 농촌인구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도･농 교류 방안 모색

∙‘공공재’로서의 지역개발사업 성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에 체
적된 노하우 공유

Ⅴ. 요약 및 결론
정부가 주도해 온 물량위주의 사업개발방식에 따라 지역의 개발역량은 약화
되었다. 내발적 발전 측면에서 지역역량의 중요성과 역량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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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을 실천공동체에서 찾고자 했다. 실천공동체의 개념은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한 것이며, 나름의 체계와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익숙하게 접근가능하며, 지역개발역량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실천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창출되는 공유가치를 함께
확인하고자 했다.
이상의 연구배경에 따라 사례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확인되
는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전
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관찰 및 심층면담의 실증분석을 실시
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남 함평의 모평권역으로 설정하고, 내용적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역량강화사업 측면으로 한정했다. 시간적 범위는 사
업권역으로 선정된 2004년부터 사업이 종료 된 2009년까지로 설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사례지역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별 시사점과 전략
을 도출했다.
도메인 측면의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으로서 ①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한다.
② 개발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③ 자신감을 상승시킬 동기부여를 한다.

커뮤니티 측면의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으로서 ① 조직 내 주요(主要) 구성원
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② 새로운 이슈(issue)를 제시한다. 프랙티스 측면의
지역개발역량 강화전략으로서 ① 농촌 정서에 반(反)하는 규정･규율을 폐지한
다. ② 실무자들의 활동여건을 보장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의 전략으로서 ① 지역개발사업의 공간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대･축소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② 지역개발사업의 창조성 측면에서 예
술인들을 지역 내 적극 유인한다. ③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성･성과 측면에서 자
원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④ 농촌인구 증가 측면에서 농촌에 대한 인
식개선을 위한 도･농 교류 전략이 필요하다. ⑤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개발
역량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場)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방법 측면에서 정량적인 분석과 결과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사례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는 점이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의 ‘과정’에 주목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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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공유가치에 의미를 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은
사업과정상의 특징이며, 그것을 통해 방안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
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지역의 정량적인 사업성과, 예를 들어 지역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는지의 수치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사례지역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
보에 중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것 역시 논외로 하였다. 사례지역 수를 늘
리게 되면 특정 분류기준에 따라 사례지역의 특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 권역
의 사업과정상 고유한 특징이 간과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일 사
례지역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 시사점을 도출해 지역개발역량 강
화전략을 제시하는데 참고하는 정도로만 연구의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 역시 논외로 하고자 하였다.
내발적 발전측면에서 지역개발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이론에 근
거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를 지역주민과 동일시하거나, 지역역량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한정해 접근함에 따라 연구 성과 역시 한계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지역 안팎의 참여주체로 확대했고, 지역역량의 개
념 역시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에 기준해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개발가능한 모
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시도
였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방법상의 한계와 미흡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기대･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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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consensus on community capacity and competence improvement
already developed in voluntary development aspect but we didn't accomplish
much in terms of practical and concrete methodology. This study attempted to
devise a method in Community of Practice(CoP). Because the concept of CoP
is very familiar to us now and has a theory and system.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apabilitie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from components of CoP and Creating Shared Value(CSV).
I analyzed the process and system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CRVDPs) in case of Mopyeong area in Hampyeong-gun, Jeollanam-do.
I observed the case region and interviewed the person in charge before the
analysis, and then I analyzed the results on the basis of framework. The
questionnaire results on residents participation behavior were used as a secondary
source. Th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apabilitie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as follows. ① motivation to inspire confidence ② new issue to freshen up
the atmosphere ③ guarantee of conditions to active of practicing professionals
④ select and concentrations of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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