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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9.03.27,저출산인구동향조사, 2019.12.26.서형수(2020)에서재인용

 출생자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3차인구절벽의끝은사회재생산위기



자료:통계청(2016),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연도별 출생자 수 및 출생자 수 전망, 결혼 건수

극저출생 ‘집단자살’ 사회의도래?

2018년 합계출산율 0.96, 

출생자 수 32만5천명

2019년 합계출산율 0.92, 

출생자 수 30만3천명



재생산위기에처한한국사회에대한대응

출처: 김희삼(2018). Hirschman, A.,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176)을 바탕으로 작성함. 

– 대학생 30명조사결과: 탈출(5), 무시(3), 순응(19), 개혁(3)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 죽는 건 너무 무서워.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으면 좋겠어.

- 영화 ｢버닝｣(이창동, 2018) 중 해미의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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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도 – 발전주의⸱국가주의발상과그에대한저항



고도성장기에자수성가한기성세대의對청춘호소문



가까운미래도안보이니까힘든것(을피하고싶은것)

2019:11%

2016: 17%



노인(과청년)을위한나라는없다!  ‘86세대’ 권력

 20대, 40대, 70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

주: 각 연령대의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에 관한 10점 척도(1=극단적으로 낮음; 10=극단적으로 높음) 응답의
국가별 평균이며, 20대의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최저인 국가와 최고인 국가와 함께 한국(49위/51개국)과 주요 비교
대상국을 조사국 평균과 더불어 표시함.

자료: World Values Survey 2010-2014. 김희삼 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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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판단불가 반대

일본 미국중국한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다”에 대한 연령대별 의견

젊은연령대일수록노력의힘을덜믿게된한국사회

출처: 김희삼(2014). 자료는 KDI Happiness Study와 오사카대학 사회경제연구소.



V자궤적 – 크게완화됐던계층대물림이다시강화



왜이렇게세대별로계층이동성(인식)이다른가?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상승기 – 고도성장기, 발전주의
– 역사 환경: (일제하) 신분제 해체, 미군정의 능력주의 인사관행, 농지개혁(지주제 해체, 
농지 소유 3정보 상한으로 농가의 생산조건 차이 격감, 소유 불평등 개선), 전란파괴

– 경제 환경: 산업화, 고도성장, 2차 산업 중심의 일자리 대량 창출, 이중곡가제

– 사회 환경: 비교적 양호한 분배, 정부의 교육 우선투자로 공교육 기회 확대, 계층을 초
월한 교육열(우골탑),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중⸱고교 평준화, 사교육 금지조치)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저하기 – 위기와 정체기, 신자유주의, 뉴노멀
– 역사 환경: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개방경제체제로의 전면적 이행(글로벌화), 금융화

(제조업 쇠퇴), 노동절감적 기술발전, 1990년대말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대량해고

– 경제 환경: 기업규모별 격차 심화, 개방 이득이 대기업과 자산소유층에 집중,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화 및 비정규화, 제조업 근로자 퇴출(중국 효과), 영세 자영업의 구조적 몰
락, 성장 둔화, 성장의 고용창출능력 감소, 플랫폼 기업의 잉여 흡수로 산업 재투자 축소

– 사회 환경: 200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대학교육공급 증대, 대학교육투자수익 저
하(2000년대 들어 전문대 출신 50%, 4년제대 출신 20%는 고졸 미만 임금), 대졸자
임금의 양극화(명문대 프리미엄/고액 연봉 증가 등 대졸자간 격차 확대), 사교육경쟁 및
교육격차 심화(2000년 사교육 금지 위헌판결), 평준화 약화(특목고, 자사고), 대입전
형의 복잡화(가정배경, 부모 정보력과 연줄 효과)



귀국에서지금청년들이성공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
이무엇입니까? (1~3순위까지선택)

자료: 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2017년 8월 (응답자 수: 각국별 1,000명, 총 4,000명)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계층 L M H L M H L M H L M H

재능 15.5 24.7 20.9 37.9 46.9 58.3 30.0 35.9 43.3 24.7 22.8 17.6 

외모 5.8 3.6 3.0 4.9 8.4 16.7 10.1 8.9 4.1 10.1 9.7 10.8 

성격 1.2 2.4 4.5 10.7 9.9 11.1 12.6 10.9 11.3 14.6 14.9 18.9 

노력 7.8 10.2 9.0 10.3 13.9 8.3 19.8 24.3 22.7 23.9 22.4 31.1 

부모의 재력 59.3 47.0 52.2 19.6 10.8 2.8 12.6 5.3 4.1 13.4 11.9 9.5 

인맥 8.5 10.5 9.0 14.3 9.3 2.8 9.2 8.8 9.3 12.6 16.8 10.8 

우연한 행운 1.9 1.6 1.5 2.2 0.8 0.0 5.8 5.9 5.2 0.8 1.5 1.4 

계층별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성공의제1요인에대한대학생의계층별인식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재능 22.8 21.4 47.2 43.4 31.8 39.0 15.2 30.6 

외모 4.0 4.2 6.6 9.2 8.8 8.6 8.4 11.4 

성격 1.2 3.2 8.4 11.8 11.8 10.8 14.8 15.4 

노력 7.8 11.2 13.8 12.0 24.8 21.6 26.6 20.2 

부모의 재력 51.0 50.0 13.2 11.8 6.2 7.2 13.0 11.2 

인맥 11.0 8.8 10.0 10.4 10.2 7.6 20.8 9.8 

우연한 행운 2.2 1.2 0.8 1.4 6.4 5.2 1.2 1.4 

성별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성공의제1요인에대한대학생의성별인식



“… ‘헬조선’이라고 비난할 근거는 약하지만, 
‘수저계층론’에는 수긍할 측면이 있다. ……

청년들 눈높이와 기대는 올라간 반면에 불확
실성이 늘어나면서 남다른 한국인의 비교∙쏠
림성향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외국인에 비해 실제보다 분배
나 사회적 이동성을 더 비관적으로 보거나
자신감이 낮은 경향도 ‘수저계층론’의 동력으
로 작동할 수 있다.” (박재완)

“… 헬조선과 흙수저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된 통계치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되
었거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된 편향성
을 갖고 작성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탈진실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진행되고 있
으며 특히 헬조선과 흙수저는 경제분야의
Fake News에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병태)

“… 한국에서 소득 및 계급적 지위의 이동성
은 국제적으로 살펴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낮
아져 왔다. …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
와 교육투자가 이동의 기제로부터 폐쇄의 기
제로 성격이 바뀐 것이 이러한 이동성 약화
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준)

“… 한국의 소득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며 정
규-비정규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도 축소되고
있다. … ‘헬조선’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있는 가구들의
소득격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
대되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학생 가구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대책
이 필요하다.” (박기성)

“… 수저계급론의 주장대로 한국의 교육형평
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주호∙지상훈)

수저계급사회 - Fact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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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lehart–Welzel Cultural Map: World Values Survey (2010-2014)

물질주의, 생존적가치관 – 발전주의의유제

Survival values (생존적 가치관): 경제적⸱물질적 안정을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고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 및 포용을 나타내는 경향.

Self-expression values (자기표현적 가치관): 환경 보호, 외국인 및 성소수자 포용, 성평등, 경제⸱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요구 증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 



가정교육에서자녀에게강조하는덕목 (5개복수선택)

한국 핀란드 덴마크

자립 (independence) 57.8% 51.8% 79.0%

근면 (hard work) 64.3% 6.9% 4.8%

책임감 (feeling of responsibility) 87.8% 89.6% 80.5%

상상력 (imagination) 14.5% 23.8% 32.1%

관용과 타인 존중 (tolerance and respect for other people) 40.8% 86.3% 86.6%

절약과 저축 (thrift saving money and things) 65.1% 23.5% 9.7%

투지와 인내 (determination, perseverance) 54.5% 47.2% 26.8%

종교적 신념 (religious faith) 25.0% 9.3% 7.6%

사심 없음 (unselfishness) 10.5% 26.7% 64.3%

자료: 세계가치관조사(2012) 및 유럽가치관 조사(2008)



물질주의가치관상향비교성향발전또는불행감

* 본고는 Hisam Kim and Fumio Ohtake,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Policy Study 
2014-01, KDI, 2014에서 주 저자인 필자가 작성한 내용의 핵심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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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수업 ‘행복의 조건’ 학생 에세이 중에서

기성세대의충고에대한밀레니얼세대의생각

“우리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로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다

른 세대일지 모른다. 다른 세대는 삶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름길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고, 더한 이득

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 우리 사회는 미숙하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성세대가 전해주는 노력과 인내의 덕목이 상당히 급작스럽고 믿음이 덜

가는 덕목이라고 여긴다. 기성세대의 노력과 인내가 진정 밀레니얼 세대의 시대에

도 통하는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 없이 살아왔던 자신을 버리고, 

‘노오력’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성세대 또한, 자신의 바이블이 모두의 바이블일 것임을 과신하고 있고 그것을 따

라가지 않는 신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성세대는 쉽게 ‘요즘 것들’을 게으르

고 불만 많은 이상한 세대로 여기고 과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는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 외에 아무 것도 서로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수업 ‘행복의 조건’ 학생 에세이 중에서

불확실성의시대 – ‘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 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는 나의 믿음은 어느 세대보다도

밀레니얼 세대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삶

과 두뇌구조를 가진 인류세대’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익숙한 직관적

이고 즉석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은 어느 세대보다 소소한 창의적인 행복을 창조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 

인터넷은 그들에게 인간관계의 사막화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개

인에게 집중할 수도 있고 촉촉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해줄 것이다. 과거에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강제로 묶여진 인간관계를 벗어나, 허물없이 자신을 필요

로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의 부족은 한계를 보여주는 덕목이지만, 저항의 필요성을 깨닫

게 해줄 수 있다. 부당한 단선적 위계사회에서 공동체주의 하에서 원치 않는 수련

을 겪는 것보다, 자신의 철학을 형성해가면서 자신의 길을 뻗어나가 다차원적인 행

복의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 일본 미국 덴마크 짐바브웨

삶에 대한 만족도 (0~10) 5.3 6.5 7.2 8.0 3.8

어제 즐거움을 느낀 비율 (%) 64 71 86 92 68

어제 우울감을 느낀 비율 (%) 29 12 15 3 23

어제 분노감을 느낀 비율 (%) 32 13 22 13 23

1인당 GDP (2005 PPP USD) 28,000 32,600 46,400 36,000 200

식료품비가 불충분한 비율 (%) 15 8 17 9 74

TV 보유율 (%) 99 - - - 29

국가에 대한 만족도 (0~10) 5.2 5.4 6.0 7.2 3.1

환경의 질 (0~1) .44 .47 .61 .66 .51

대기의 질 인식 (0~1) .71 .72 .84 .95 .80

일자리 만족도 (0~1) .76 .78 .87 .95 .51

비상 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존재 (%) 78 93 96 97 82

혼자 보행 시 안전한 느낌 (%) 67 62 77 82 44

존중 받는다는 느낌 (%) 56 66 88 94 72

사회 청렴도(낮은 부패, World Bank) .2 1.2 1.8 2.4 -1.0

자료: Diener et al.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삶의낮은만족도 – 정서, 환경, 관계적측면의문제



한국이덜행복한이유 – 삶의자기주도성과사회자본의결핍

 주요국의 행복지수와 그 구성요인(World Happiness Report 2018 : 2015-2017년 조사자료 종합)

한국 순위: 1인당 GDP 29위, 사회적 지지 96위, 건강수명 5위, 생애선택자유* 140위, 기부실천 78위, 부패인식 117위

(2017 순위) (55위) (108위)           (4위)                  (127위)           (92위)           (108위)      

(* “당신은 자기 삶에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당신의 자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국가

(2017 순위)

순위

(2018)

행복지수

(2018)

구성요인

1인당 GDP 사회적지지 건강수명 생애선택자유 기부실천 부패인식

핀란드(5) 1 7.632 1.305 1.592 0.874 0.681 0.192 0.393

노르웨이(1) 2 7.594 1.456 1.582 0.861 0.686 0.286 0.340

덴마크(2) 3 7.555 1.351 1.590 0.868 0.683 0.284 0.408

아이슬란드(3) 4 7.495 1.343 1.644 0.914 0.677 0.353 0.138

스위스(4) 5 7.487 1.420 1.549 0.927 0.660 0.256 0.357

네덜란드(6) 6 7.441 1.361 1.488 0.878 0.638 0.333 0.295

캐나다(7) 7 7.328 1.330 1.532 0.896 0.653 0.321 0.291

뉴질랜드(8) 8 7.324 1.268 1.601 0.876 0.669 0.365 0.389

스웨덴(9) 9 7.314 1.355 1.501 0.913 0.659 0.285 0.383

호주(10) 10 7.272 1.340 1.573 0.91 0.647 0.361 0.302

미국(14) 18 6.886 1.398 1.471 0.819 0.547 0.291 0.133

일본(51) 54 5.915 1.294 1.462 0.988 0.553 0.079 0.150

한국(55) 57 5.875 1.266 1.204 0.955 0.244 0.175 0.051

중국(79) 86 5.246 0.989 1.142 0.799 0.597 0.029 0.103

부탄(97) 97 5.082 0.796 1.335 0.527 0.541 0.364 0.17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55) 155 3.083 0.024 0.000 0.010 0.305 0.2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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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공동체 영역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형태(독거노인 비율 등),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단체 참여율

한국인의삶의질에서오히려후퇴한분야는?



이웃과의교류보다는사생활보호선호
자료: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서로 다른 환경의 주택지구 A, B가 있습니다. 주택지구 A는 사생활이 엄격히
보장되지만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는 힘든 폐쇄적인 환경입니다. 주택지구 B는
이웃과의 소통과 교류가 쉬운 개방적인 환경이지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
다. 귀하는 어느 주택지구에서 살고 싶습니까? 

① 주택지구 A ② 주택지구 B”

① 주택지구 A를 선택한 비율: 

한국 73.4% > 일본 65.6% > 중국 56.5% > 미국 53.1%



승강기에서이웃에게먼저인사하겠습니까?
자료: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귀하께서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같은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귀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평균: 한국 2.73 < 일본 3.16 < 중국 3.28 < 미국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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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실험 – 공공기관신뢰및대응방식
자료: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지역
환경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수도 당국은 자체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① 지역 수도 당국의 발표를 믿고 수돗물을 먹는다.

② 생수를 사먹거나 가정용 정수장치를 구입한다.

③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도 당국에 투명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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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형사회 vs 연계형사회 – 자국사회에대한평가
자료: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평균:  한국 3.61 < 일본 4.26 < 미국 5.10 < 중국 5.72



사회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의동조성강화



교육단계별준법, 협력, 봉사정신
자료: 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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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이미지에대한대학생의인식
자료: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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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장

공동체주의는사회에순응할것을강하게
요구하는경향

 과도한공동체의식획일화와억압

 과도한개인주의공동체붕괴

공동체의식을넘어시민의식이필요!



경쟁의공정성불신 – 부모재력과인맥도실력이야?
자료: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귀국의 고등학생에게 학생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든 방학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평가 결과는 좋은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제출된 과제물 중 부모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생 자신의 기여도가 절반 미만
인 과제물의 비율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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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의공정성불신 – 객관식시험의집착
자료: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귀국의 최고 명문대학교가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이 불합격하고 그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경우에 점수 외의 요인까지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신입생 선
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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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선발지지도

“명문대학은불리한환경에있는학생의선발을지금보다확대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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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직진본능? – 대학의교양교육과연계전공비중 (배상훈, 2016)



2000년대이후교육격차심화

평균점수 기초수준미달 비율 가정 배경 영향력

2000 2015 2000 2015 2000 2015 

영국 528 500 12.0 19.1 41.6 34.9 

핀란드 540 523 7.4 12.0 24.5 34.6 

미국 499 487 20.1 22.9 37.2 26.0 

일본 543 529 8.1 11.1 36.6* 38.7 

홍콩 542 533 8.2 9.2 17.7 13.7 

한국 541 519 6.0 14.5 22.0 42.8 

OECD 501 492 20.8 21.6 27.6 29.7 

주: 각 연도, 각 나라의 읽기, 수학, 과학 세 영역의 해당 값 평균임. 기초수준미달 비율은 2수준 미만 학생의 비율임. 

가정 배경 영향력은 PISA 조사에 포함된 개별 학생의 경제⸱사회⸱문화 지위지수(ESCS)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모형)의 추정계수값임. *일본은 2000년에 ESCS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2003년 값으로 대신함.

자료: OECD PISA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한 이주호⸱지상훈(2008)으로부터 재구성함. 



최근 학생 수 감소에도늘어나는사교육비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학생 수는

약 2.5% 감소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7.8% 증가

•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



교육비부담에따른저출산과노후불안

저출산의 주된 원인 사교육비로 인해 줄어든 지출 항목

자료: 보건복지부,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11. 1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사교육,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현대경제주평』,
통권 246호,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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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교육시스템에대한대응방식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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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vs 비정규직격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년 8월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연령
30세 미만 18.4 17.9 19.3
30-59세 69.5 76.3 55.8
60세 이상 12.1 5.8 24.9

성별
남성 55.7 61.3 44.4
여성 44.3 38.7 55.6

학력
중졸 이하 12.0 6.5 23.0
고졸 36.9 33.4 44.0
대졸 51.1 60.0 32.9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5.1 29.5 46.4

전문가 및 관리자 24.4 28.3 16.3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18.1 14.3 25.9
기타 22.4 27.9 11.4

업종

제조업 19.7 25.7 7.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0 17.3 19.5
건설업 7.9 5.7 12.3
기타 54.4 51.3 60.7

규모
5인 미만 17.6 13.3 26.2
5-299인 69.8 70.6 68.1
300인 이상 12.6 16.1 5.6

근속 평균 근속기간 6년 1개월 7년 9개월 2년 7개월

사회보험
국민연금 가입률 69.8 86.2 36.6
건강보험 가입률 75.5 90.1 45.9
고용보험 가입률 71.6 87.0 43.6



대기업 vs 중소기업의임금격차 (2018)

대기업정규직 = 100,   대기업비정규직 = 80

중소기업정규직 = 69,  중소기업비정규직 = 5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2018년. OECD(2020)에서 재인용.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2013년 6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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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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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는더심했던대기업 vs 중소기업임금격차



경제활동인구가가질수있는소위 ‘좋은일자리’ 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강남훈,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에서 재인용)



첫직장의특성은출산결정에중요한역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청년층 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산업동향&이슈 제26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에서 재인용.

첫직장의특성 첫아이출산확률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 1.9%p ⇧

기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 2.9%P ⇧

월 급여수준이 100만원 상승하는 경우 → 2.7%p ⇧

정규직으로 입직한 경우 → 1.8%p ⇧



여성고용률 M커브 – 만혼과함께, 시기만조금뒤로…

자료: 고용노동부(2017),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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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가사노동시간 – 함께하는집안일은아직…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에서 재인용.



OECD 평균보다아직 260시간많은연간노동시간

자료: OECD (2020), Hours worked (indicator). doi: 10.1787/47be1c78-en (Accessed on 21 April 2020)



시간당노동생산성이낮고, 노동시간이긴현실

자료: OECD (2020), GDP per hour worked (indicator). doi: 10.1787/1439e590-en (Accessed on 21 April 2020)



임금체계가실제성과를반영하지않을수록근로시간증가,

시간당정규임금이낮을수록초과근로시간증가 (박우람⸱박윤수 2019)

주: *2010년 구매력평가(purchasing-power parity) 기준
자료: The Economist(2014.12.9)의 보도 내용을 OECD 통계 DB를 이용하여 일부 수정
출처: 박윤수⸱박우람(2017),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OECD 회원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1990~2016년)



발전주의시대의생애주기적삶의모습

 학습노동여가의 단선적 생애주기

 아동청소년기(까지)의 집중학습

 경제발전전략에 맞춘 단계적 공교육 확대, 공장형 학교, 과도한 사교육

 공부 중노동은 대입 경쟁까지, 그 후에는 탈진 또는 목표 상실

• 주당 총 공부시간: 초 44, 중 52, 고 64, 대 26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성인기의 장시간노동

 수당 중심 급여체계의 장시간노동 유도, 연공급을 통한 규율 및 근속 유도

 (전업)훈련 기회 및 역량 개발 시간의 부족, 성인기 역량 수준의 조로화

 지식과 기능의 긴 교체주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전까지는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 갱신 필요

 노년기의 질 낮은 여가

 은퇴 후 가족 돌봄에 의존 또는 방치, 저부가가치 생계형 근로, 높은 빈곤율

 여가로 보기 힘든 무료한 시간, 사회적 고립



뉴노멀시대의생애주기적삶의모습

 학습|노동|여가의 병행적 생애주기

 아동청소년기의 일과 여가 병행

 자아 탐구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일 체험(예: 전환학년제)

 놀이를 통한 학습과 휴식권 보장

 성인기의 학습과 여가 병행

 노동시간 단축 및 기계 활용으로 학습권 확보(기능 갱신과 전업 준비)

 여가(휴식, 여행)와 돌봄(가족 돌봄, 공동체 봉사)이 가능한 노동

 노년기의 학습과 노동 병행

 사회 적응과 좋은 마무리를 위한 학습: 기계화에 대한 적응, 웰다잉 공부

 개별 노인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으로서의 노동이 조화된 여가



Source: M. W. Riley and J. W. Riley,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000, pp. 266–270. 

교육일여가의생애에서교육|일|여가의인생으로

“의무교육은 학령기
학생이 아니라 고령자
에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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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급락, 복지수요급증 – 복지부담능력도전

복지분야 GDP대비의무지출비율: (‘19) 6%  (‘50) 10% 상회

이중연금및건강보험재정지원지출이 80% 이상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KDI(2020)에서 재인용. 



보수화⸱쌍봉화된재분배선호
자료: 황수경(2019)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1)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10)



진영결집과중도감소 – 사회적합의의어려움

자료: Pew Research Center, The Shift in the American Public’s Political Values: Political Polarization, 1994-2017, 2017. 10. 20.



복지감수성 – 포퓰리즘, 시혜 vs  권리, 존중

“‘복지에 대한 의존’은 ‘굴욕’의 동의어이다. ... 사람들은
자기의 궁핍을 쳐다보기만 하는 방관자이자 당국이 제공하
는 보살핌의 소비자에 불과한 존재였다. 바로 이곳에서 사
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존재로서 그와 같은 독특한 존중의 결여를 경험했다.

설사 그들이 자신의 삶을 빈민들에게 헌신했다손 하더라
도, 자선 그 자체는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연민은
경멸을 낳을 수 있으며, 동정심은 불평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흑민 빈민가의 청소년들은 누군가 자신을 깔보는 데, 즉 경
멸하는 데 민감하다.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빈약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명예가 박약
하기 십상이다.

사적 삶에 있어서 의존은 사람들을 한데 묶어준다. ... 그
러나 공적인 영역에서 의존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복지 개혁자들에게는 특히 그렇게 보인다.”

“어떻게강자들이약자로남을수밖에없는이들에대해존중을실천할수있는가?”



 2008년 2월부터 건강보험에서
파스를 비급여항목으로 전환

• 비급여 전환 이전 파스의 병원
처방 금액은 연간 642억원

• 개인이 연간 300장 이상 파스
를 처방 받은 사례는 5만명
(전체 사용량의 37%)

복지시민성 – 오남용을자제하는현명함, 연대의식

 건강보험오남용  장기요양보험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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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가부러운민달팽이지.옥.고. 청년들

– 안정적인삶의공간에서미래를설계하게할수없을까?



주택매매⸱전세가격추이 – 이유있는연기, 이유있는포기

 전세 가격지수 상승  미혼인구 혼인율 감소(이철희 2016, 2018)

 2000년 이후 혼인가구 중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가 높을수록 첫출산 및 추가출산가능성 하락(배호중, 2019)

자료: KB 월간 주택가격동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에서 재인용.



집값이미쳤다! – 이번생의승자는서울에집산사람?



집값폭등의원인과대책

서울/수도권 부동산/집값 폭등의 원인

–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서울/수도권의 일자리, 인구 집중, 생활(교육, 의료, 교
통, 문화 등) 인프라 집중, 택지 공급의 제한  서울 주택수요의 대부분이 실
수요  갭 투자를 뒷받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 구조조정의 미단행: 가계부채 급증세 방치

– 주택대출 규제 완화, 집값 부양: 발전주의, 현세대 중심주의의 유제(遺制)

– 뉴노멀 경제의 초저금리 + 낮은 부동산 보유비용 + 갈 곳 없는 시중 유동자금
(1130조원, 2020년 6월) + 불안심리 가세(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대책?
– 충분한 보유세 인상,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 근교 주거지역과 도심 간
급행 교통망 구축 등이 正道 (조세저항과 비용부담 문제 돌파 필요)

• 주택대출 규제는 추가적 규제 강화 여력 및 장기적 유지 가능성 등에서 한계

– 싱가포르형 세제(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세, 임대사업자에게 재
산세 중과세, 매각 시 보유기간별 세금 차등화로 투기목적 주택수요 차단) 참고

–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 자산,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의 주택구입 진입장벽, 투
기세력의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 조장, 박탈감과 조바심과 실망과 분노의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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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mitigation) – 골든타임: 향후 10년

인구절벽 위기의 완화는 현시점에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

– 주출산연령인구(25~39세): (’20년) 1,084만명  (’30년) 967만명 

(’40년) 714만명

그런데.. 때가 악하니라..

– 펜데믹: 취준생 직격탄  ‘IMF세대’와 같은 노동시장 낙인(scar) 효과 우려

– 2030년 전까지는 일자리 부족, 그 후부터는 인력 부족 예상  정년 연장도

시기를 잘 봐야 하는데/했는데…

– 집값, 전셋값은 근간에 급등  언제까지 얼마나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

– 교육 격차,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근간에 증가; 교육 형평성은 근간에 하락

 10년 내에 교육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을까?

– 성갈등(‘이대남’ 현상)  어떻게 성숙하게 성평등이 자리잡을 수 있을까?

– 저출산대책의 성과에 대한 냉소  어떻게 골든 타임의 공감대를 만들 것인가?

– 경제(재정)부처와 사회부처의 이견  어떻게 해소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 ‘완화’를 포기한 ‘적응’ 태세 전환  이것은 더 고통스러운 ‘적응’을 예고!



단기적위기도장기적상처를남긴다(scar effect)

https://www.youtube.com/watch?v=tNQRyRT9yus&list=PLTQ65DzkdsSk3MmLMkr8JeKraaxa8hBs7

https://www.youtube.com/watch?v=tNQRyRT9yus&list=PLTQ65DzkdsSk3MmLMkr8JeKraaxa8hBs7


적응(adaptation) – 고난의변화: 향후 30년

 2050년에는 인구의 36%(선진국의 평균적 고용률 70% 가정)가 전체 인구를 위한 생산을 담당해야 함

자료: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9.03.27.서형수(2020)에서재인용



기회(opportunity) – 발전주의의재구성 (1/2)



기회(opportunity) – 발전주의의재구성 (2/2)



기회(opportunity) – 새로운발전목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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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시대, 저밀도 농촌 지역사회의 경험과 선취에 관하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뱃머리와 뱃고물, 그리고 적소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구대체 수준

의 출생률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인데, 현재의 출생률로 보아서는 무망無望한 일이다. 늘어나는 이민 

유입에 기대를 거는 논자도 있을 법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이민 유입 대상 국가가 없다는 

점과 그게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사회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민 유입으로 출생률 저하 효과를 상

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삼식, 2020: 7). 저출생·고령화는 필경 특정 장소의 인구 과

소화過少化를 초래할 터인데, 그곳에 주민이 겪게 될 일상생활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것에 ‘적응’할 방

도를 찾는 게 현명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완화 전략’과 ‘적응 전략’으로 

구분되는 것을 패러디하자면,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대해서도 ‘적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는 말이다. 

  한편에서는 지방소멸지수를 논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먼저 경험한 지역의 위

기 상황을 강조한다.1) 그러나 “인구 감소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누가 뭐래도 천재

지변은 아니”(우치다 다쓰루, 2019: 28)라는 언급에서처럼, 저출생·고령화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

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이다. 심지어 ‘인구 감소가 뭐가 나쁜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법하다. 지

금까지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거대시장을 전제로 하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대량폐기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우치다 다쓰로, 2019; 40)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경제, 사회, 환경 등 일상생활

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좋은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

다. 

“오히려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먹거리의 생산현장을 지켜낼 방법, 행복하고 풍

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부정적 유산을 가능한 다음 세대에 남기지 않으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

이 유익하지 않을까?”(다카하시 히로유키, 2019: 246).  

  적응의 방도를 찾자면, 선례가 중요해진다.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모

1) 가령, 고용정보원은 몇년 째 계속해서 ‘전국 시·군·구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서 20~39세 여성 인구수를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을 ‘소멸위험지수’라고 이름 붙이고, 그 수치가 0.5미만
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기술한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 228곳 중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간 곳이 42.5%에 달한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원인으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지역이 늘고 있다는 ‘위기 경보’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소멸 공포, 수도권까지 덮쳤다”(중앙일보 2019년 11월 14일자)라는 식의 선정적 표현과 더불어 차분한 논
의를 오히려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소멸’이라는 표현은 이 지수의 출전인 일본의 《지방소멸》, 일
명 ‘마스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말 그대로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
가 인구이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인구 증감 요인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지수여서 지역의 인구 감소를 제대
로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라는 비판도 있다(이상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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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 고스케라는 일본인이 말한 ‘뱃머리와 뱃고물의 비유’2)는 한국에도 딱 들어맞는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가라앉기 시작한 뱃고물에 해당하는 곳, 즉 ‘농촌’의 경험에서 음미할 만한 이

야기들이 있다고 본다. 이 글은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농촌에서 먼저 경험한 

인구 위기, 그 위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농촌 지역사회의 갑남을녀甲男乙女가 어떻게 적응(혹은 

대응)했으며, 지금도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들이다. 말하자면, 먼저 가라앉기 시작

한 뱃고물에 앉은 이가 뱃머리에 앉은 이에게 전하는 경험담이다. 

  이하에 이어질 이야기는 농촌에서 도시에 보내는 메시지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인구 

레짐regime’을 바꿀 전략에서 마땅히 검토해야 할 밑바닥 토양의 적소適所, niche에 관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사회변동(혹은 전환)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이 글에서 

취하는 관점은 ‘전략적 적소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논의다.3) 이 

논의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동을, 즉 전환을 다층위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한

다. 전환이란 사회체계의 구조, 문화, 실천 등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정의되는데

(Rotmnas and Loorbach, 2008), 여러 층위에 존재하는 과정, 활동, 사건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간주한다. 그런 상호작용이 이러나는 층위를 적소, 레짐, 지형landscape의 세 종류로 구

분한다(Geels  and Schot, 2007). 

  적소들은 미시적 층위를 형성하는데, 이곳에서 급진적인 참신성novelties이 등장하며, 적소에서는 

그렇게 등장한 참신성이 주류mainstream 시장의 선택 메커니즘으로부터 보호된다(Schot, 1998). 

헌신적인 행위자들이, 이들은 특정 영역의 주변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소 층위에서의 혁

신을 수행한다(Geels and Schot, 2007). 레짐이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규칙, 자원, 일이 이루어지는 

정해진 루틴routines을 말한다. 구조(제도적 환경), 문화(지배적인 관점), 실천(규칙, 루틴, 습관) 등

이 뭉쳐진 혼합체이다. 레짐이 지니는 인지적, 규범적, 규제적 제도가 작동하여 사회 체계의 안정성

과 결속을 확립하지만, 혁신이 국지화되거나 점진적인 개선으로만 귀결되도록 제약하기도 한다

(Geels, 2005).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지형은 적소 및 레짐 층위의 행위자들이 발휘하는 직

접적인 영향력을 넘어서는 외생적 환경을 형성한다(거시경제, 심층적 문화 패턴, 거시 수준의 정치 

발전). 지형 층위의 변동은 대개 천천히 일어난다. 혁신 또는 참신성은 상당 기간 적소에 머물다가 

특정한 계기에서 상층위의 레짐 변화와 맞물려 확산된다. 물론, 확산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혁신이나 참신성의 씨앗이 뿌려진 그 상태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그런 보호 및 관리의 정책을 두고 ‘전략적 적소 관리’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Roep and Wiskerke, 

2004).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인구 과소화의 효과를 다른 곳보다 먼저 경험한 한국 농촌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들어보려 한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대응해나간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대한 적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 입

안 행위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2) “나는 기울어지면서 가라앉고 있는 배의 뱃머리와 뱃고물에 자주 비유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쿄는 괜찮
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뱃고물이 먼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뱃머리에 모인 사람들이 
”와, 저쪽이 먼저 가라앉았어“라며 기뻐하는 광경이 떠오른다. 사실은 도쿄도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것을 모
르고 있을 뿐이다.”(모타니 고스케, 2019: 119-120). 

3) 유럽의 사회혁신 연구자 그룹 사이에 진행된 전환이론trantion theory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제시된 설
명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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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세계”

“지역”

실�
천
의

제
도
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진화하는
지형

조각보
같은 
레짐

적소

제도 분석 다양한 행위자
다층위
다측면

적소 형성 및 
참신성 창출

1: 참신성이라는
   돌파구 없음

2: 체계 혁신 
   및 레짐 변화

3: 전환

출처: Roep, D. and Wiskerke, J.S.C.(2004). “Reflecting on Novelty Production and Nich Management 
in Agriculture”, in J.S.C. Wiskerke & J.D. van der Ploeg(eds.), Seeds of Transition,  Assen: Royal 
Van Gorcum, 2004, p.352.

그림 1. 기술적 진화 및 제도 변화에 관한 다행위자, 다층위, 다측면 관점

Ⅱ. 저밀도 농촌 지역사회에서 생긴 일4)

에피소드 1) 대중교통 -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5)

  경상북도 어느 농촌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였다. 회의 안건은 ‘버스타는 당번 정하기’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마을을 들르던 버스가 끊기자 군청을 찾아가 탄원하고 시위했다. 몇 달 동안 

끈질기게 싸워서 버스 노선을 되살렸지만, 걱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버스가 빈 

차로 들어왔다가 빈 차로 나가는 날이 있었다. 버스가 또 끊기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래서 궁리해 

4) 이하에 소개되는 에피소드들은 필자가 농업계 전문지(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글이나 논문, 그리고 다
른 필자가 쓴 신문기사 등을 옯겨온 것임을 밝혀둔다. 

5) “버스 당번, 히치하이크, 라면 사고 줄 서기”, 한국농어민신문, 201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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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게 ‘버스타기 당번제’다. 운행 중단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날마다 누군가 한 명은 버스 타고 

마을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매일 한 명씩은 일이 없어도 아침 일찍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다가 저녁 버스를 타고 돌아오기로 했다. 

  뙤약볕에 아스팔트가 녹을 듯 무더운 8월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왕복 2차선 

지방도로 곁에 등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찻길로 튀어나올 듯 위태롭게 서서 손을 크게 흔드신다. 

천천히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다. “○○읍내로 가는 길이면 나 좀 태워줄 수 있슈?” 운전하는 내

내 그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젊어서는 하루에 수십 근 고추를 딸 수 있었는데 

요즘은 힘들다는 옛 자랑 섞인 이야기, 장도 볼 겸 품삯 받고 고추 따는 일거리가 있는지 ‘인력소개

소’에 알아보러 읍내에 나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 등등. 이윽고 읍내 어귀에 내려 드렸다. 운전해서 

족히 15분 정도는 걸렸다. 어르신 걸음으로는 두세 시간쯤 걸릴 테다. 그 더위에 걸어올 수 있는 거

리가 아니다. 

  충청남도 △△면소재지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는 점장은 이웃의 다른 면 출신이다. 그 면소

재지 상권이 무너져 변변한 가게 하나 없게 된 지 오래다. 자기 동네 어르신들이 장이라도 보려면 

버스를 타고 인접한 면소재지를 두 군데나 들러 △△면소재지에 와야 했다.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오면 15분도 안 걸리는데 한 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점장이 꾀를 내었다. 

하나로마트에 와서 5,000원 이상 상품을 사면 매일 오후 네 시에 상품 배달을 도는 승합차로 마을

까지 모시는 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한 달만에 중단되었다. △△면소재지에 버스 타고 

와서 볼 일 보고, 남의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로마트에 와서 라면 5,000원어치 구

매하고는 봉고차 앞에 줄을 서시는 할머니가 열 명이 넘자 감당할 수 없게 된 탓이다.

  교통약자 문제는 몇몇 산골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

년에 전국 농촌의 행정리 3만 6,972개 중에서 시(군)내 버스가 하루에 한 대도 오지 않는 곳의 비

율이 6.4%였다. 여기에다가 운행 횟수가 하루 3회 이하인 행정리까지 포함한 ‘대중교통 불리 지역’ 

행정리 비율은 18.3%에 이른다. 면 지역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20.0%다. 버스가 하루에 세 번 이

하로 들어오는 동네의 주민이 버스 타고 읍내에 가서 생선 한 토막 사서 돌아오려면 하루 온종일 걸

린다. 대도시에 사람들이 서로 끼이고 부딪히는 ‘교통 밀집 지옥’이 있다면, 농촌에는 ‘교통 없는 지

옥’이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농촌 주민의 갖가지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어느 중학생은 학교가 있는 읍에서 

옆의 면소재지로, 그리고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타느라 방과 후에 두 시간을 길에서 기다려야 한다. 

읍내에 나가야 하는 할아버지 두 분은 다방에 전화해서 5,000원 짜리 커피 두 잔을 배달시킨다. 커

피 마신 후에 읍내로 돌아가는 다방 커피 배달 경차를 얻어타는 게 택시비 2만 원 내는 것보다 싸

기 때문이란다. 어느 면의 여성농업인센터 대표는 읍내 가서 전기요금 내고 오는 데 네 시간 걸리는 

이웃 할머니의 일상을 보고 느낀 바 있어, 마을에서 읍내까지 기관 소유 승합차를 무료로 운행했다. 

그런데 요샌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군내 버스회사의 민원 때문에 그런 봉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졌

다.

  농촌 인구는 계속 고령화하고 생활서비스 중심지는 더욱 쇠퇴할 전망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

중교통 운행 빈도가 심각하게 적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전된다는 건 교통 약자가 더 많아짐을 뜻한

다. 게다가 노인들만 교통 약자가 아니다. 운전면허나 승용차가 없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농촌 대

중교통 여건이 미흡해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농촌 생

활권 중심지가 보유했던 기능이 소실되고 각종 서비스 기능(시설)이 상위 중심지로 집중되고 있다. 

농촌 시‧군마다 한두 개의 면소재지를 빼고 나머지 면소재지들은 대부분 예전처럼 생활중심지로 기

능하지 못한다. 생활서비스 접근 기회가 줄고, 교통 비용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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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수년 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라는 정책을 펼쳐왔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이 한계에 봉착한 교통여건 취

약 지역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 줄 대안적 교통 서비스를 공급해 보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운수사업

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에서 대안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게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

건비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에게 택시 쿠폰을 제공하는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등의 사업을 

펼치는 농촌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태우고 다니는 ‘다목적 스쿨버스’, 면장에게 20인승 승합차를 지원해 운송 수요가 많은 장날만이라

도 운행하자는 ‘5일장 마을버스’, 승용차가 있는 마을 청장년이 어르신들을 태워다 드릴 수 있게 기

름값을 보조하자는 ‘마을형 우버’ 등등. 아쉬운 건 정책 투입이 불충분하고, 주민-지자체-운수사업자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법제 정비가 느리다는 점이다. 인구밀도가 낮아 ‘없는 게 많은’ 농촌에서, 열

악한 대중 교통 상황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는 것에 접근하기도 어려워지는 ‘이중적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가 심화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농촌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견

지해야 할 관점은 농촌 지역의 교통 수요demand가 아니라 농촌 주민의 교통 필요needs를 기준으

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피소드 2) 어린이 돌봄 - 어떻게든 되겠죠6)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외

쳤던 방정환 선생의 활약 이후로 한반도에서 ‘어린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인격이 되었다. 

한참 전에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어린이는 곧 미래니까, 국가

가 나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을 잘 돌보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한국 농촌의 미래는 아주 어둡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수가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나마 농촌에 사는 몇 안 되는 ‘미래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를 보아도 전망이 어둡기는 매한가지

다.

  주민 3,500명인 충청남도의 어느 농촌 지역 A면面, 인구 규모로 보아도 면적으로 보아도 평균 수

준의 평범한 농촌이다.7) 이곳에는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다. 분교가 둘 있었지만 얼마 전에 문을 닫

았다.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불과 47명, 행정리(마을) 32개를 통틀어 어린이 수가 50

명도 되지 않는다 하니 한 마을에 한두 명의 어린이가 있을 뿐이다. 마을에서는 친구들과 놀 수가 

없다. 친구가 없으니까. 서울 아이들은 학원에서 친구를 사귄다지만, 이곳에는 학원도 없다. 마을에

서 또래집단에 속해 갖은 놀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린이가 사회화된다는 말은, 요즘 농촌 현실에

는 도무지 들어맞지 않는 옛말이다. 비슷한 또래 마을 친구들과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연날리기며 

자치기며 어울려 노는 일 따위는 현실에서 말소된 지 오래다. 이젠 농촌 출신 중년의 추억 속에 희

미한 잔상으로만 남았을 뿐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면, 농촌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무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농촌 주민들도, 아니 부모도 잘 모를 수 있다. 

아이들이 무얼 하는지... 누군가를 방치한다는 건, 그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는 뜻이다. 방치된 어린

이가 중학생이 되어도 매한가지다. 학원이 하나도 없고 부모 대부분이 함께 농사일을 하는 어느 면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놀이터이자 학원이자 쉼터로 이용하는 공부방에서 2년 넘게 아이들을 관

6) “소외된 미래, 농촌 어린이와 청소년”, 한국농어민신문, 2017년 6월 2일자. 
7) 그러나 이 면의 면적은 서울시 은평구의 면적과 비슷하게 약 30㎢에 근접한다. 은평구의 거주 인구는 약 

48만 명으로 100배를 훨씬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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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어떤 연구자의 논문은, 농촌 아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주제를 세 문장으로 요약한다. “우린 공

부는 아니에요(공부 아닌 삶).”, “농사일엔 관심 없어요(농촌적이지 않은 삶).”, “어떻게든 되겠죠(내

버려 두는 삶).” 그리고 덧붙인다. 도시 지역 아이들의 일상 구조가 ‘집-학교-학원’이라는 3원 구조

라면, 농촌 지역 아이들의 일상 구조는 ‘집-학교’라는 2원 구조라고. 이 같은 일상 구조에서 농촌의 

아이들은 컴퓨터 중독, 공부와의 괴리, 오락성 추구에만 노출되는 문화 등의 위험성이 도시 아이들

에 비해 더 크다고 한다. 학업 성취나 또래와 어울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의 기회 같은 

게 농촌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지만, 당장은 더 큰 걱정

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밥을 굶는 건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전국에 4,000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그 가운데 1,000~2,000개 정도는 농촌에 있는 지

역아동센터일 테다. (통계자료에서는 도시와 농촌에 각각 몇 개소가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데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지역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와서 밥도 먹고 방과 후 학습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90% 

이상은 ‘우선보호아동’이어야 한다. 10% 이내에서만, 일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우선보호아동이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말한다. 즉,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순서대로 전국의 가구

를 줄 세운 다음에 중간에서 절반을 끊어 소득이 낮은 쪽 가구의 아동이 우선보호아동이다. 한마디

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중간에 못 미친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출입할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교육급여대상 가정 아동임을 증명

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정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조손가정 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따위가 필요하다. 참으로 비교육적인 지침이다.

  A면에 딱 하나 있는 지역아동센터 책임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자격을 

저렇게 저소득층 가정 아동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는데 농촌인 

A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도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못 사는 집’ 아이들이라고 찍

히지만, A면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27명으로 A면 전체 초등학생 47명의 56%를 차지한

다는 게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다섯 중 셋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셈이다. ‘빈

곤한 다수자’에 속한 이 아이들은 눈치 볼 일이 없다는 말이다.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건 A

면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일이라는 설명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한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려

면 부모뿐 아니라 이웃들도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리라.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이 유명

한 속담이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농촌 지역사회와 정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동시에 해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서, 어린이

와 청소년을 돌보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우리가 진정 믿고 있기나 한 

것일까? 

에피소드 3) 상업 - 구매난민8)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다. 수입 개방의 파고와 해마다 널뛰기하는 농축산물 가격 등은 농민들을 절

망케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동체' 운동이 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실패로 돌

아갔다. 지역민과 호흡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폐쇄성이 큰 원인이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

락與民同樂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의 자주, 자립, 자치의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삼은 이유다.여

민동락공동체는 작고 가난한 비영리단체다. 소박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촌 어르신들의 행

8) “마을공화국 ‘여민동락공동체’”, 프레시안, 2017년 2월 25일자. 일부분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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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노후를 위해 동행하고 있다.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를 살리려 애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일터 공동체다. 특히 지역 주

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꾼다.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작은 시골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농촌의 삶터를 새롭게 살리는 지역 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한다. …(중략)…

 2009년 ‘여민동락 할매손 모싯잎송편 공장’을 설립했다. 마을 어르신 13분이 참여해 떡을 만들었

고, 40여 분은 작목반을 꾸려 모싯잎을 생산했다. 지역이 쌀 중심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모싯잎송편을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모싯잎 재배를 고민했다. 지천으로 모싯잎

이 널려 있었고, 재배도 비교적 쉬웠다. 농협에서 대출받아 모싯잎송편 공장을 세웠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판로가 확대됐다. 처음에는 여민동락 후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지만, 쇼핑몰을 만들고 

지역 축제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불특정 고객을 확보했다. 현재 3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

리고 있다. 무엇보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의 노동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가 복원됐고, 삶이 풍

성해졌다.

  마을가게도 만들었다. 사람과 사랑을 잇는 마을가게 ‘동락점빵’이다. 묘량면은 낙후되어 있어 구멍

가게도 없었다. 구멍가게는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구매 난민’을 위해 

탑차를 이용해 이동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단을 만든 셈이다. 다양한 생필품

을 공급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다. 2014년 동락점빵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전남 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든 복지든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여민동락의 

철학이 담겨 있다. 동락점빵 이동장터는 여민동락공동체 ‘마을살이의 꽃’이다. 1톤(t) 트럭에 생필품

을 싣고 차량 방송을 하며 마을과 들녘을 돌아다닌다. 매주 장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300여 명 정도

다. 그만큼 사연도 많고 눈물도 깊다.

  한 어르신은 소화가 안 된다며 1.5리터짜리 사이다 한 병을 달라신다. 집까지 가져다 드리며 “자

꾸 소화가 안 되시면, 사이다 대신 ‘약’을 드셔야 헌디”라고 당부까지 하고 나온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어르신, 다짜고짜 집으로 끌고 가신다. “아니 당최 안 된당께. 한번 봐 주소잉.” 그때까지도 텔

레비전 리모컨이 안 된다든가, 가전 도구가 안 되나보다 했다. 그런데 아뿔싸! 어르신께서 내민 것은 

지난주에 사셨던 그 사이다였다. 사이다 뚜껑을 못 열어서 아직까지 못 드셨다는 말씀. 며칠 전에는 

망고주스를 사셨다. 이번에는 바로 뚜껑을 딴 다음 다시 잠가 드렸다. “어르신! 망고주스 제가 따놨

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따라 드셔요.” 이렇게 산다. 동락점빵은 단순한 이동장터가 아니다. 협동조

합 경제사업처럼 보이지만, 집집이 주민들의 살림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농촌 복지의 과정이기

도 하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과 동행하며 우애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이

제 가장 작고 힘없고 가난한 생의 끝에 와 있는 분들이다.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순 없다 해도, 생의 

끝자락에 외롭지 않게 기댈 어깨 정도는 옆에 있어야 마땅하다.

에피소드 4) 상업 - 제대로 된 밥 먹자9)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전국 읍‧면의 30%쯤 되는 표본을 추출해 집계했다. 

2008년의 일이다. 전국 1,400여 읍‧면에서 음식점이 하나도 없는 곳의 비율이 3.3%였다. 음식점은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없는 곳이 26.7%, 금융기관이 없는 곳 

10.0%, 우체국이 없는 곳 23.3%, 이‧미용실 없는 곳 30.0%, 약국 없는 곳 46.7%, 유아교육기관이 

9) “생미식당 단상”,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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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곳 33.3%, 초등학교 없는 곳 30.0%, 고등학교 없는 곳 80.0%, 문화여가시설 없는 곳이 

93.3%였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 J군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접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가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였다. 지난 20년 동안 인구 2000명도 

되지 않는 A면의 생활경제권이 인구 감소와 더불어 해체 직전에 도달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자료였

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인구가 줄면서 수요가 줄어든 읍내 시장이 제일 먼저 기능을 상실

했다. 뒤이어 지역농협도 이웃한 군청 소재지 J읍의 농협과 통폐합되었다. 그리고 면사무소 소재지의 

한의원과 약국이 폐업했고, 군내 버스회사는 A면과 그 배후 마을을 다니는 배차 시간을 조정했다. 

계속해서 수요가 줄자 식당들도 폐업했다. 이런 식으로 중심지 기능이 소실되면서 주민들이 의료, 

문화, 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면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군청이 있는 J읍

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요즘에는 A면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들이 5학년이 되면 J읍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다. 지역의 젊은 층 인구는 계속 유출된다. J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30년

쯤에는 A면의 생활경제권이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림 2. 농촌 면 지역의 서비스 공급 저하와 인구 추이

자료: J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공, 김정섭 외(2016: 55)에서 인용.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농촌에는 없는 게 있다. 더러는 정부 정책 때문에 유지되기도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주 많다. 어느 학자는 이를 두고 “인구와 시설(자본)을 ‘집적공간’과 ‘해체공

간’으로 분화된 공간 구조에 편중 배치하는 시장 기구의 선별적 통합과정이 진행된 결과”(오현석, 

1997: 431)라고 설명한다. 남은 사람에겐 꼭 필요한데 사라진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할까? 손

쉽고 포괄적인 해결책은 없다.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등 지역사회

의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이 대안일 수 있다. 물론, 그런 실천만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시작할 출발점이 되기엔 충분하다. 

  읍내에 식당 하나 없는 곳,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도 전라북도 J군 A면과 다를 바 없는 농촌이

다. 몇 해 전 장곡면에 식당이 생겨났다. 협동조합 식당이다. 이름은 생미식당. 3년 전 그곳에 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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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외지인이어서 밥상 앞에 앉아 차려주는 밥을 먹었다. 가격은 7,000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5,000원을 내고 줄을 선다. 스테인레스 식판에 밥과 찬을 담아 와 여러 명이 둘러앉아 먹는다. 셀프 

서비스다. 또는 시골밥상 뷔페다. 춘삼월 농번기에 식당은 성황이다. 

  생미식당에 갔던 날, 식당 차린 연유를 캐물었다. 장곡면에 ‘젊은 협업농장’이라는 곳이 생겼단다. 

귀농한 청년들이 농사를 배우면서 순조롭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자고 설립한 협동조합 농장이다. 

채소를 생산한다. 농장의 젊은이들, 몇 달 동안 라면과 한가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단다. ‘반찬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종류도 바뀌는 밥 좀 먹자’는 심사로, 이웃의 규모가 큰 영농조합법인 구내 식

당에 신세 지기 시작했다. 두 법인의 식구들이 더불어 밥 먹다가 어느 날엔가 ‘지금 열 몇 명이 밥

을 먹고 있네. 식당을 차려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다. 그 자리가 생미식당 협동조합 창립 준비 모

임이었던 셈이다. 

  농사일 바쁜 철에 새참을 이고 와서 농막에 둘러앉아 밥 먹던 풍경, 사라진 지 오래다. 농번기 들

판에선 읍내에 전화 걸어 짜장면 시켜 먹는 광경이 흔하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그 글을 읽은 때

가 1990년대 중반이다. 음식을 배달시킬 중국집도 없는 농촌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작금의 엄연

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르신 두 분이서, 또는 혼자서 일하다가 점심을 챙기는 것도 곤란하

다. 

  장곡면에서 협동조합으로 식당을 차린 그 발상은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

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일하다가 찾아온다. 소박하지만 풍성한 식사를 즐긴다.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

지 않았던가. 함께 온 어떤 이가 아는 척 질문했다. “오늘 보니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군요. 이 식당은 

협동조합이라는데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줍니까,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

나 여행 같은 형태로 혜택을 줍니까?” 돌아온 대답이 의미심장했다. “협동조합 생미식당은 밥 먹자

고 만든 겁니다. ‘필요’를 해결하려고 협동조합 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 배당 안 할 겁니다. 돈이 

남으면 밥값을 내려야지요. 밥 먹자고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실천의 어떤 정수精髓를 벼락 같이 깨

우치는 말이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농사가 그럭저럭 할 만한 일이 되는 날,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

이 농촌에 늘어나는 그 날이 오면 좋겠다. 지금은 사람 없어 들밥을 마련키도 어렵다. 하지만, 언젠

가 수고한 농민들이 들판에 둘러앉아 집에서 내온 새참과 막걸리를 왁자지껄 나누는 모습이 흔한 풍

경이 되면, 그날까지 생미식당이 건재하다면, 글씨 잘 쓰는 한 분을 모셔올 테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

歌 한 대목 힘찬 붓으로 써달라 청하고 편액하여 생미식당에 드리고 싶다. “점심밥 풍비豐備하여, 때 

맞추어 배 불리소. 일꾼의 처자권속妻子眷屬, 따라와 같이 먹세, 농촌의 후한 풍속, 두곡斗穀을 아낄소

냐. 물꼬를 깊이 치고, 도랑 밟아 물을 막고, 한편에 모판하고, 그나마 삶이 하니, 날마다 두세 번 

씩, 부지런히 살펴보소.” 

에피소드 5) 농업 생산단위의 재코드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 농장인가, 교육기관인가10)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에 있는 젊은협업농장은 주로 유기농 쌈채소를 생산한다. 비닐하우스 8

동에서 10여 종류의 쌈채소를 재배한다. 협동조합 법인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되

었는데,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 농업을 지향했다. 그 지향점이 젊은협업농장의 웹페이지에 언명되어 

있다. <글상자 1>의 세 번째 언급에서 열쇳말은 ‘교육’, ‘교류’, ‘함께 살아가는 농촌’이다. 얼핏 보기

에 평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에서 유기농 쌈채소를 재배하는 

다른 농장의 웹페이지에 나오는 소개 글과 비교하면, 사회적 농업의 지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10) 김정섭(2018: 125-12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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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협업농장은?

  농촌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합니다. 귀농을 꿈꿨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2011년 

홍성군 장곡면에 모여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3인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0인 내외의 다양한 사람들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유기농 쌈채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와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교류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에게는� 유기농�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업인과는� 적극적인�

교류를�통해�함께�살아가는�농촌을�만들고자�합니다. 

(자료: 젊은협업농장 웹페이지(http://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2018년 5월 

15일,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글상자 1. 젊은협업농장 소개 글

  자연과 흙이 좋아 귀농을 선택한 젊은 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 농장지기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자연과 흙이 좋아 귀농을 선택한 젊은 농부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안겨준 ***평의 축복 받

은 땅에서 우리 밥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쌈채소 재배를 전문

으로 하는 귀농 *년차로 상추, 적겨자, 샐러리 등을 연중 출하하고 있고, 체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정착지역, 경제사정, 작물 등 많은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2년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

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여 동안 생산기술은 물론이고 마케팅, E-비즈니스 등 다양한 교육을 받

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귀농하여 처음에는 고구마 모종을 키워 인터넷으로만 판매했는데 안정

적인 매출이 기록되자 확신을 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철저한 준비, 공부, 농진청의 E-

비즈니스 러닝과 같은 인터넷 마케팅 교육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다면 농촌에도 웃는 농업인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안정적인 쌈채소 공급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자료: ○○농장 웹페이지, 2018년 5월 15일,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

터넷 웹페이지 주소는 밝히지 않는다.)

글상자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찾은 ○○농장 소개 글

  ‘매출’, ‘공급’, ‘마케팅’ 등의 단어와는 달리 ‘교육’, ‘교류’, ‘농촌’, ‘함께 살아가는’ 등의 지향을 

선언한 것만으로 젊은협업농장이 사회적 농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같은 목적 지향에 걸맞게 농

장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고 농장을 조직하는 원리를 바꾸는 재코드화가 이루어져야 사회적 농장으로

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으로서 젊은협업농장은 조직 형식, 구성원의 농

장 내부 활동, 구성원의 농장 외부 활동, 농장의 재무 구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젊은협업농장이 협동조합법인이라는 조직 형식을 취한 데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지역

사회의 공적 의제agenda로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젊은협업농장이 제안한 목표는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기르자’는 사회적인 목표였다. 농업 생산단위의 조직 형식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자동

으로 그 단위가 사회적 농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농업 생산자 10명이 출자해 농산물을 공동

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더라도 그 목적이 온전히 조합원 10명의 경제

적 이익에만 있는 것이라면, 그 협동조합을 사회적 농장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젊은협업농장은 

45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협동조합이지만, 조합원 대부분은 농장의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농장의 생산 활동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이 출자 조합원의 대부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11

이들은 조합원이지만 이용고 배당을 받지 않는다. 아니, 처음부터 이용고 배당은 없는 것으로 결의

하였다. 이 조합원들은 경제적 이익 동기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젊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한 셈이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진은 이웃한 홍동면에 있는 풀무고등농업

기술학교 이사장,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협업농장이 소재한 도산2리 이장과 젊은협업농장에

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조합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많아지거나 능률이 올라가더라도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분화해나가는 방

식으로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지역활동이나 개인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간다. 농

업생산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 농업 교육 분야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새로운 단체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중략) … 협

동조합은 직원을 두지 않고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운영하며, 이용고, 출자금에 의한 배당은 없고 생산

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동등하게 배분한다. … (중략) … 조합에 대한 이해

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중이해당사자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한다. 총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

인 정보의 전달 방법을 취하고, 생산활동참여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운영의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 이사

회는 협업농장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기본적인 철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민철(2014). 

  둘째, 젊은협업농장 구성원의 농장 활동은 법인의 농업 조수입이나 순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맞추어지지 않는다. 경제활동 단위로서 농장의 생산은 일정 수준 이루어지지만, ‘교육’과 ‘교류’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어렵게 될 만큼 노동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실천은 농장에서 일하는 젊은

이들의 하루 일과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봄철 기준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농작업에 참여하고 오

후 4시 전후에 농작업이 끝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실내

에서 진행되는 강좌에 참여한다. 이 강좌를 ‘평민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매 요일마다 각각의 강사가 

진행한다. 이 강좌는 젊은협업농장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모든 강좌를 젊은협업

농장이 소재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장곡면 그리고 이웃한 홍동면의 주민들이 수강하는 강

좌도 있다. 2018년 5월 7일 기준으로 강좌는 ‘동서양문명사’, ‘유기농업’, ‘글쓰기’, ‘기초화학’, ‘협

동조합론’ 등 7개의 강좌가 매주 1회 진행된다. 농사일은 오히려 제한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평

민마을학교’ 강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포스터의 문구에서 젊은협업농장이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사

회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원래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조육’助育이면서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는 이웃공동체의 

관계와 테두리를 깊고 건강하게 넓혀가는 ‘공육’共育입니다. 시대의 소리에 응답하는, ‘이촌위교’以村
爲校(마을이 학교가 된다)의 평민지역학교는 교육의 장소를 온 마을에 열고, 모든 주민이 일과 생활

의 필요에 따라 평생 종교, 사상, 생태, 농업, 복지, 지역, 문화 등 넓은 범위를 서로 공부하면서, 평

생 배우고 일하고 협력하는 지역, 돈과 경쟁이 아닌 흙과 공동체의 가치를 한걸음씩 구체화시키는 지

역을 평민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글상자 3. ‘평민마을학교’ 강좌 안내 포스터의 문구

  물론, 젊은협업농장의 학습이 ‘평민마을학교’의 강좌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농

작업 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의 시간일 터이다. 다만 농사일을 배우는 것은 공식화되

지 않은, 그리고 교수자가 없거나 그 역할이 크지 않은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11) 형식으로 이

루어진다. 청년들이 주어진 과업(농작업 및 그 연장선상의 일)을 수행하다가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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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여 답이나 해결의 단서를 얻는 대화의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 같은 교육 및 학습이 젊

은협업농장의 핵심 기능이다. 농업에 관심을 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돕는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협업농장을 

농업경영이나 영농에 관한 기술을 전달하는 일종의 농업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순히 기술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한국 농촌에서 농업에 진입하려

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4대 난점’이라고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첫째, 농사일이 버릇

처럼 몸에 배도록 익혀야 하고, 둘째, 농촌의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되어야 하며, 셋째, 농촌에 진입

하는 초기 생활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소득이 있어야 하며, 넷째, 농지 등의 영농기

반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젊은협업농장은 앞에 열거한 네 종류의 과제 가운데 마지

막 것을 제외한 세 가지 모두에 도전하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젊

은협업농장 및 그 구성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경제적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규취농자에게 자원 동원의 경로로 기능할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지향하는 사회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지역 농업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

는 농촌 만들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만큼 젊은협업농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쓰레

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농가들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분류해서 배출하는 일상적인 일에서부

터 시작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활동 조직을 만들어내는 지역사회 조직가community 

organizer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활동을 수행한다. 한 조직만의 힘으로 치러내기 어려운 

큰 규모의 도농교류 행사 따위를 여러 조직과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참여한다. 

  넷째, 재무구조와 운영 방침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다. 젊은협업농장은 시장(상품교환체제)에

서 화폐를 획득하는 것을 압도적 우위를 지닌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농장의 가장 중요한 운영 목적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므로, 농장의 농업 생산성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된다. 농업 생산성은 극대화

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균형점을 찾아 유지해야 할 지표가 된다. 2017년 젊은협업농장의 법인 총수

입은 1억 4,122만 원이었다. 지출은 1억 4,381만 원으로 경미한 수준의 적자를 보았다. 사업 확장 

전략이 없는 한 불필요한 잉여를 남길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회계 원리로서는 수익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농업 생산단위라 하더라도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농업 조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바, 어느 수준에서 균형을 유

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 가운데 농산물을 판매해 얻은 농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7.6%였고,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대가와 민간 공익재단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의 합계가 28.3%였다. 그리고 차입금이 2.8%를 차지한다. 농업 조수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쌈채소를 비닐하우스 8동에서 생산하는데, 비닐하우스 1동에서 평균 1,193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영농 스타일farming style에 따라 동일 면적 동일 사양의 비닐하우스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해도, 영농 주체에 따라 생산량에는 차이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협업농

장이 속한 지역에서 시설 쌈채소는 비닐하우스 1동당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보다 생산성이 적지 않게 떨어지는 셈이다.12) 젊은협업농

11)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행함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습”이라고 정의
된다. 경험학습은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숙련 학습의 경우처럼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학
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경험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로는 Beard(2010)을 참고. 

12) 국가승인통계로 보고되는 농촌진흥청의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따르면, 시설상추의 10a당(약 300
평) 총수입은 전국 평균 약 933만 원이다. 통상적인 비닐하우스 1동이 200~250평 크기라는 점을 고려하
고, 젊은협업농장에서 생산하는 쌈채소가 상추 외에 다른 품목들이 다채롭게 편성되어 있고 유기농산물이
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의 통계치보다는 월등이 생산성이 높은 것
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에서 시설상추 등의 총수입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생산성 비교의 준거를 통계치에 두지 않고, 이웃한 농가들의 통설에 맞추는 



13

장에서 일하는 생산자의 절반 이상이 경력 1년이 되지 않은, 일종의 ‘교육생’이라는 점과 오후 4시 

이후에는 농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같은 생산성의 상대적 저위를 이해할 수 있

다. 요점은, ‘생산성 저위’ 상황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이

다. 생산성 극대화는 ‘경쟁력 코드’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농업노동시간과 

학습시간의 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재코드화한 셈이다. 

에피소드 6) 농업 생산단위의 재코드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 농장인가, 돌봄기관인가13)

  젊은협업농장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행복농장은 주로 유기농 허브, 꽃모종 따위

의 원예작물을 수십 종 생산한다. 비닐하우스 4동의 소규모 농장이다. 젊은협업농장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법인 형식으로 조직한 농장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지

역사회에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삼아 통합inclusion시킨다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한다. 근년에는 주로 만

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녹색돌봄green care 프로그램과 재활-고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 

돌봄을 다양하게 실험했던 2016년에는 만성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은 아

니다. 노숙인, 알콜중독자, 미혼모,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닌 전문 직종 종사자 등 여러 집단을 대상

으로 농작업이 포함된 돌봄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행복농장 또한 기본 목적을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에 두는 만큼 먹거리 제국에 종속된 일반적인 원예 농장으로부터 탈주하여 재코드화된 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특징이 조직 형식, 농장 내부 활동, 재무 구조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조직 형식을 살펴본다. 행복농장에는 2018년 현재 14명의 조합원이 있다. 이사회는 5명으

로 구성되는데 행복농장에서 일하는 생산자 이사는 1명이다. 조합원 중에는 법인 조합원이 1명 있는

데, 젊은협업농장이다. 이사장은 설립 당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의사 안○○ 씨다. 행복농장 설립 

시기에 충남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을 맡았고, 지금은 개인 정신병원을 운영한다. 조합원 구성을 

젊은협업농장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열어 놓은 까닭은 행복농장 또한 ‘돌봄’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행복농장이 2013년에 설립될 때 농장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 씨가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과 지역을 배운 청년이라는 점에서, 녹색돌봄을 구상했던 당시 충

남광역정신건강센터 측이 농장 설립을 처음 제안하고 의논했던 상대방이 젊은협업농장이었다는 점에

서, 조직 형식이 젊은협업농장과 유사하게 된 사정을 일부분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

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

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자료: 행복농장 웹페이지(http://happyhada.com/, 2018년 5월 15일)

글상자 4. 행복농장 소개 글

  둘째, 행복농장의 내부 활동은 원예작물을 생산한다는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돌봄과 재활이라

는 목적에 맞추어 조직된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녹색돌봄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했는데, 첫해에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하나는 ‘행복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

게 적절하다. 젊은협업농장의 실무책임자인 상임이사 정민철은 총수입만을 놓고 보았을 때, 생산성을 극대
화하면 비닐하우스 1동에서 1,500만 원의 농업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 

13) 김정섭(2018: 128-12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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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미혼모, 탈북가정의 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 유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목공 및 요리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자연구시 프로그램’인데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등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재활 및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2016년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체험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2017년부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만 운영해오고 있다. 행복농장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있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몇 개의 단계별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4박5일 간 진행되는 ‘일반 자

연구시’ 프로그램이 행복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농업 활동의 기초다. 한 해 동안 1~3회 진행하는

데, 매회 7~12명이 참여한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4)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기간 중 오전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농장

의 농업활동에 참여한다. 저녁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사람들 가운데 희망자 4명을 선정해 2주~3주에 걸친 ‘자연구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농업활동이 심화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신건강 측면의 전문적 프로그램 비중은 줄어든

다. 행복농장은 2016년에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들 가운데 3명을 고용하였다. 둘 중에 한 명은 인턴 

자격으로 일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턴 급여를 지원한다. 말하자면, 3명의 사회적 약자가 직

업재활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18년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의 인턴 급여 지원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행복농장은 3명의 참여자 가운데 1명을 고용한 상태다. 다른 1명은 행복농장이 급

여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이 강당 등 물리적 인프라 이용 측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오누이권역친환경마을협동조합’이 고용한 상태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운

영되는 때에 농작업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상품생산 활동’에서 ‘상품생산 활동인 동시에 사회재활 

탐색 활동’으로 재코드화된다. 

  셋째, 행복농장도 젊은협업농장과 비슷하게  농업 생산과 돌봄/재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이 

또한 ‘생산성 극대화’라는 경쟁력 코드에 맞춰진 농업 현장을 탈영토화하고 ‘사회 통합’으로 재코드

화하는 시도이다. 비닐하우스 4동이 전부인 행복농장의 규모에서,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최적

의 노동력 투입 규모는 2명 정도이다.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부부 가족 노동력 2인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프

로그램 참가자 2명에 농장 일꾼 1명이 곁붙어 보살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시설에서 나와 주택

을 얻어 거주하며 행복농장으로 출퇴근하는 이의 노동생산성도 숙련된 농업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복농장의 기본 목적인 ‘사회 통합’을 계속 지향하는 한 농업 조수입의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농업생산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균형의 문제

가 남아 있다. 

14)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가 최근에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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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연구시 프로그램: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구분 교육대상 숙박 기간 교육내용 참여방법 인원 목표

자연구시

1.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복지관 또는 
기관 소속의
그룹별 진행

10-15
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1회/
매주

  10-15
명

외부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3. 일반 자연구시
만성 정신

질환자
4박 
5일

3회/
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기관에 소속된
10명 선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4.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만성 정신
질환자

3주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심화 과정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중 

선발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이수자 중 평가

5. 자연구시 인턴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3-6
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 활동과

지역 활동 참여

회원의 의지,
농장 평가,
전문가의 

조언 후 가능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자료: 행복농장 웹페이지(http://happyhada.com), 2018년 5월 15일.

표 1. 행복농장의 2016년 자연구시 프로그램 개요 

에피소드 7) 다층적 사회적 경제 연결망 형성과 지역사회의 변화15)

  앞에서 언급한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 두 개의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일 수 있는 이유는 원자

화된 개별 주체로 운신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농장들은 언제나 사회 연결

망social network 안에서 거동하며 스스로 배태된 사회 연결망을 다층적으로 두텁게 재구성한다. 젊은

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의 몇 년에 걸친 활동은 장곡면 도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협력의 연결망을 풍부

하게 다층적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3). 

  살펴볼 첫 번째 층위는 협동하는 조직들의 상호 출자 연결망이다. 장곡면에 젊은협업농장이 자리

를 잡기 여러 해 전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하, ‘홍유’로 약칭)이 조직되어 있었다. 젊은협업농

장은 창립 초기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장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받았

다. 그리고 젊은협업농장은 ‘홍유’에 출자하여 법인 조합원이 되었다. 이후 행복농장이 설립될 때에

는 젊은협업농장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의 대표자(이하, ‘오누이’로 약칭)가 출자하였고, 설립된 

행복농장은 ‘홍유’와 ‘오누이’에 출자하였다. 그 무렵에 장곡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협동조합 생

미식당(이하, ‘생미’로 약칭)을 설립하였는데,16) 여기에 ‘홍유’, 젊은협업농장, ‘오누이’가 출자자로 참

여했다. 물론, 각각의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에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은 다수의 개인 조합원들

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생겨나는 협동조합 등 조직들의 상호 출자 연결망을 형

성한 결과, 개별 조직들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고립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정보

가 공유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령, 2018년 4월에는 젊은협업농장, 행복농장, 오누이친환경마을

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참석자들에게 2017년 결산자료

15) 김정섭(2018: 130-132)에서 인용.
16) 만 5년 동안 운영된 협동조합 생미식당은  2018년 2월말에 해산하였다.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해왔는

데, 5년 동안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조건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계약 초기(2013년)에 비해 40%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였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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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18년 예산자료를 공개하고, 전년도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개별 조

직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참여자 개인 및 조직들 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견고히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촉진한다. 

출자 관계 산출물 관계 재정‧인력 지원 관계

2012년

협업

홍유

협업

홍유

두레

협업

홍유

사원

2015년 
말

협업

홍유

생미

행복

오누이

급식

협업

홍유

생미

행복

오누이

두레
사원

협업

홍유

생미

행복

오누이

정신

홍성군

농식품
삼선

2017년

협업

홍유

생미

행복

오누이

청년

협업

홍유

급식

생미

행복

오누이

두레

유일

원

롯데 장곡

초

청년

귀농

협업

홍유 생미

행복

오누이

정신

홍기

롯데
삼선

청년

주: 급식(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 귀농(서울 소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농식품(농림축산식품부), 두레(두레생
협), 롯데(롯데슈퍼), 사원(사회적기업 진흥원), 삼선(삼선재단), 생미(생미식당), 오누이(오누이권역협동조합), 
유일(홍성군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 유일원), 장곡(장곡초등학교), 정신(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청년(청년
농부영농조합법인), 홍유(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협업(젊은협업농장), 홍기(홍성군농업기술센터), 홍성군(홍
성군청), 행복(행복농장).

자료: 김정섭 외(2019: 50)의 내용을 수정.

그림 3. 장곡면 일대의 지역사회 조직 협력 연결망 구조 

  두 번째 층위는 산출물 관계 연결망이다. 산출물은 주로 농산물이다. 예외적으로 행복농장이 돌봄 

서비스와 시설이용 서비스(주방)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은 시설(숙박시설, 강당, 사무실 등) 이

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조직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상당 부분 ‘홍유’로 집결된다. ‘홍유’는 주로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와 두레생협연합회에 농산물을 판매한다. 이 농산물은 모두 유기농산물이다. 

품질면에서 차별화되어 있고, 최종 매입자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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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의해 거래가 일정 부분 보장되는 상대방이다. 두레생협연합회 또한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출하처다.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모두 생산한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홍유’를 통해 출하한다. 공

공 부문의 지원이 없거나 적고, 시민사회의 재정적 후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젊은협업농장과 행복

농장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은 ‘판로의 안정성’이다. 바로 이 

부분을 ‘홍유’가 중심이 된 산출물 관계 연결망이 보장하는 셈이다. 이는 두 협동조합이 ‘홍유’의 출

하 조합원이기 때문에 권리이자 의무다. 이 같은 구조는 ‘둥지형 시장nested market’의 꼴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어리둥절할 정도로 다양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들 

시장을 두고 짧은 먹거리 사슬, 농민 시장, 근린 시장, 대안 먹거리 경로 등이라고 불러왔다. 이들 

시장의 공통점은 어떤 식으로든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격을 잇고, 대형 먹거리 시장을 

지배하는 필수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이들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은 

새들의 ‘둥지’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둥지형 시장은 일반적인 먹거리 시장 내

부에 자리를 잡지만, 일반 먹거리 시장과는 차별화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와 소

비자가 공유하는 규범 틀 안에 둥지를 틀고, 그 규범 틀의 지지를 받는다. 둘째, 먹거리 제국의 통제 

밖에 있는 경로를 따라 먹거리가 흘러갈 수 있게 해 주는 차별화된 인프라 구조 안에 둥지를 틀고, 

그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셋째, 무엇보다, 둥지형 시장은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품질, 기

원, 생산방법 그리고/또는 사용가능성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Ploeg, 2018: 207).

  셋째는 재정 및 인력 지원 관계의 연결망이다. 재정 지원은 공공 부문으로부터 이들 협동 조직의 

연결망에 유입되는데, 지원 받은 하나의 조직이 그 지원 자금을 독자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에 기초한 다양한 정부사업 기획을 통해 역할 분담과 더불어 분배하는 연결망 구조를 지닌다. 

특히 근년에는 젊은협업농장이 지원 자금의 배분 및 협동사업 기획 측면에서 연결망의 중심에 있다. 

하나의 조직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협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력을 다른 조직에 파견해 돕는 인적 

협력의 연결망도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 같은 협력 연결망의 구조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내용은 ‘조직’을 기본 단위로  한

다. 사실, 조직 수준이 아니라 장곡면 도산리 일대에의 조직 구성원 개인들의 협력 연결망은 아주 

다채롭고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살

펴본다. 

  첫째, 생미식당이 문을 닫은 이후 ‘홍유’,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오누이’ 등에 상근하는 이들의 

점심식사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장곡면은 인구 3,000명 남짓한 곳으로, 상권이 크게 쇠퇴한 

곳이다.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에는 음식점이 2곳 있지만,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

할 정도로 비좁다. 그중 한 곳은 날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생미식당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생미식당을 해산하고 나자 사람들의 점심식사가 중

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행복농장이 보유한 부엌의 공간을 개선해 좌석 수를 늘리고, 도산리 이장 부

인의 주도하에 ‘식당 아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이곳에 와서 끼니를 해결하는 인

원은 매일 최소 20명을 넘는다. 특별히 외부 방문객이 오는 경우 50명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단지 

점심식사를 해결하려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급

감한 농촌 면 지역들에서는 음식점이 사라진 것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협력

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둘째, 이곳 도산리 일대는 유기농업이 활발히 실천되는 곳이며, 근년의 사회적 농업까지 더하여 

도시 지역에서 견학, 체험, 연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이 아주 많다. 가령, 2017년 

한 해 동안 교육, 체험, 견학의 목적으로 찾아온 젊은협업농장을 찾아 온 방문객만 해도 2,895명이

나 된다. 그 중에 수십 명 이상의 인원이 찾아오는 경우 젊은협업농장 단독으로는 그들을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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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응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가령, 농업체험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수십 명이 찾아올 경우, 젊은협업농

장과 협력하는 개인 농장이나 법인 농장에 분산 배치하게 된다. 행복농장의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진

행되는 때에도 규모가 작은 행복농장 단독으로는 응대하기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분산 배치하게 된

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협력하는 협력자 개인 농장들 중 상당수가 젊은협업농장을 거쳐 지역에 

정착한 농민들이다. 

  셋째, 두텁게 형성되기 시작한 협력 연결망은 장곡면 지역사회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에

서도 기능을 발휘한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장곡면에 하나밖에 없는 소규모 초등학교인 장곡초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장곡초등학교의 전교생 수는 

47명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실천들이 시작되었는데, 교실 

밖 수업을 여러 가지로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원예, 목공, 사진, 악기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과목이 

편성되었고, 주민들 여럿이 참여해 각기 과목을 담당해 진행하는 ‘장곡마을학교 고사’로 참여한다. 

이 같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젊은협업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개인들의 연결망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에 조직 수준이든 개인 수준이든 다양

한 주체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협동의 경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 같

은 협동 문화의 내력이나 기원이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개인 수준의 협력 활동 가운데 상당수는 농업생산 활동과 유의미한 지역사회 활동을 결합

하려는 다기능 농업 실천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실천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는 집

단적 수준의 자원 동원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이다. 

Ⅲ.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당면 문제와 농촌에서 선취先取한 가능성

  두서 없이 앞에 인용한 이야기들에서 엿볼 수 있는 실마리들을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저출생·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농촌에서 평범한 주민들이 겪는 일상생활 문제의 특징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몇몇 농촌 지역사회가 선취한 가능성에서 공통되게 드

러나는 특징에 관한 것이다. 앞의 에피소드들에서 상당히 충분하게 암시되었으리라 기대하지만, 사례

로 언급한 농촌 지역사회들이 선취한 가능성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협동’ 또

는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조직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

고 개념화된 실천이라고 해도 좋다. 다른 하나는 점점 분화되기만 하는 사회체계 내 하위 체계들 간

의 경계, 즉 ‘칸막이’를 해체하는 사회 혁신이다. 

1. 저밀도-임계량 문제

  지역사회라는 미시 수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밀도’이다. 시골에 드나들 때마다 의문이 든다. 농촌 노인들은 목욕이며 이불 빨래를 어떻게 할

까? 한 마을에 친구도 거의 없고 읍내에 나가봐야 학원도 없는 농촌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일상은 

어떤 시간일까? 읍·면마다 하나쯤은 있는 농협에 볼 일 있어 나왔다가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를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앉은 할머니들은 지겹지 않을까? 이렇게도 사람이 없는데 면사무소 앞 구멍가게

나 식당은 무슨 수로 장사를 하나? 학생 수가 5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는 언제쯤 폐교될까? 갑자기 

배탈 나면 약국을 찾아 얼마나 멀리 나가야 하나? 농촌 주민이 겪는 생활상의 문제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인구밀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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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밀도’는 ‘임계량critical mass 문제’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우라늄-235 1kg으로는 핵폭탄을 

만들 수 없다. 소량의 핵분열 물질로는 연쇄반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폭발을 일으키려면 

최소한 몇 kg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따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최소량을 임계량이라고 부른다. 현

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market이 작동할 

수 있는 인구밀도 임계량이 분명히 존재한다. 최소 두께의 소비자층이 있어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

다. 그런데 저출생·고령화가 한참 진전된 상당수의 농촌에서, 특히 면 지역에서 인구밀도는 임계량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과 개입을 기

대한다. 하지만 공공 부문마저 재정 효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몸을 사린

다. 뱃머리에 앉은 이가 기울고 있는 뱃고물의 짐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꼴이다. 학생 수가 

60명 미만으로 줄면, 그 학교에 면에 하나밖에 없든 말든, 농촌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사회적 관계의 

구심점 기능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폐교를 고려하라’는 통보가 빚 독촉장이라도 되는 양 날아든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농촌 의료의 일선에서 부족하나마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군대 가

는 대신에 의료에 복무하는 공중보건의다.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에 여학생 비중이 점점 

높아져 머지않아 공중보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 판이다. 농촌 의료인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

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는 애 눈물 말려 소금 얻듯이 찔끔 마련한 대책이 ‘공

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이다. 나중에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

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21년만에 부활시켰다는 이 사업의 실적은 초라하다. 실시 첫해인 

2019년에 전국에서 8명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교육이나 의료처럼 명백히 공공 부문의 책임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서도 사정이 이러할진대, 목욕

탕이나 세탁소나 식당이나 상점 등등의 문제로 들어가면 오죽할까? 시장 영역의 일에 공공 부문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생활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형국이다. 물론, 시골 

어르신들 목욕할 곳이 없으니 군청 직영 목욕탕을 만들고 공무원이 입욕표를 판매하면서 운영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면사무소마다 길 건너편에 군청 직영 생필품 매장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우습

다. 하지만 주민 생활의 문제를 놓고 시장 영역이라면서 공공 부문은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 있어도 되는 걸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한국의 농촌-뱃고물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증상이지

만, 결국 머지않아 도시-뱃머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2. ‘협동’이라는 대안

  먼저, 시장도 공공 부문도 실패하는 저밀도 농촌에서 대안代案 아닌 대안對案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출하고 싶다. 연대와 협동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고 키

우며, 그 조직들이 경제 및 사회 활동의 그물망을 형성케 하자는 것이다.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식

당이나 상점 협동조합을 운영하면 시장 작동의 임계량을 낮출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재화

나 서비스를 원가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본전치기’만 해도 되기 때문이다. 영리적 

성격이 덜한 교통이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여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역

할하게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

이어도) 공공 부문이 이미 하고 있거나 했어야 하는 일이기에 재정 지원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 큰돈을 벌자거나 성장지상주의를 실현할 동력으로 활용하

자는 게 아니다. 시장도 정부도 해결사 노릇을 못하지만, 저밀도 지역사회 주민의 필요를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충족할 방도를 찾자는 말이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사례 지역사회들이 선취한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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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런 내용이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사회적 협동조합 ‘동락점빵’은 인구 2,000명 아래로 쪼그

라든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한다. 전북 완주군이나 경북 상주시 등지에서 농사가 작아 

기존의 농산물 판로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

다. 전남 해남군 지역자활센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운영하기 어려운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사업

을 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쓰레기 재

활용 처리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충남 홍성군에는 주민들이 출자해 결성한 의료사회적협

동조합이 있어 농촌에 턱없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보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 

3. ‘사회 혁신’이라는 대안

  농업사農業史를 전공한 선배 학자에게 이렇게 부탁드린 기억이 난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농업․
농촌의 변화를 한 마디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짧은 답변을 들었다. “농업은 발전했고, 농촌은 

해체되었다.” 통계 지표만 보면 한국 농업은 수십 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반면에, 농촌 지역사회는 

심각한 해체 위기에 노출되었다. 농업이 발전하면 농촌도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

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수만 평 농경지를 헤쳐 다니는 110마력짜리 대형 트랙터도, 안방에 앉아

서 손가락으로 온실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스마트팜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줄지어 기다리는 

대형 트레일러와 현대화된 농산물 물류 체계도, 농촌 주민 삶의 질과는 관계없는 공허한 이미지다. 

학교와 약국과 상점이 문을 닫고, 끼니와 이불 빨래를 못 챙기는 노인이 많고, 아이들은 방과 후에 

그저 방치되고, 동네 할머니가 읍내에 나가려면 왕복 2차선 지방도로를 지나는 승용차라도 붙잡아야 

하고, 한 해에도 수천 명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 청년은 하릴없이 백수로 지내거나 어디 다

른 곳으로 보내져 격리되는 상황에서, 물색없이 떠드는 ‘농업 발전의 이야기’는 헛되고 헛된 말이다.

  이쯤에서 ‘농업’과 ‘농촌’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변하는 반론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농업은 발전하

는데, 농촌은 해체되는 역설’이 바로 그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가령, 

학교가 문을 닫고 그나마 남은 아이들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이지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학교를 유지하거나 없애는 결정은 교육 당국의 책임이지만, 시

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농민의 아들딸 아니던가? 나이 들고 병들고 빈곤한 처지여서 여러모로 운

신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복지 계통 종사자들의 임무이지만, 그 어르신들은 얼마 전

에도 그리고 지금도 농민 아니던가? 

  우리는 저마다의 직능이 뚜렷하게 나뉘고 갈라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

사에게, 농사는 농업인에게! 우리는 분업과 전문화가 미덕이고 질서라고 믿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처럼 사회 체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은 산업자본주의 체제가 성립한 이후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 되었다. 그러나 분화는 불통의 씨앗을 간직하기 마련이며, 전문화는 폐쇄성의 암초를 만나기 십

상이다. 따라서 사회 체계의 기능적 분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분화 과정을 잘 제어하고 관

리하는 레짐이 중요하다. 그런 레짐은 새로운 주체들의 새로운 실천이 반복되는 가운데 형성될 터이

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직능에 충실한 주민들이 많지만, 그 사이에 소통과 개방성을 장려하고 

드높이는 실천이 더불어 펼쳐져야 한다. 현재의 기능을 성찰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기존의 경계經界를 

뒤흔들고, 그어진 금을 밟았다고 비난받거나 처벌당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라고 상찬賞讚되며, 한 

동네 살아도 하는 일이 다르다며 안 만나던 사람들 함께 모여 궁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사회 혁신17)social innovation의 실천이 필요하다. 

17) 논자마다 다르겠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 혁신을 두고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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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혁신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별 것 아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어느 면 지역 파출소

장은 홀로 사는 빈곤층 노인 집집마다 순경을 정기적으로 보내 안부를 살피는 ‘문안 순찰’ 제도를 

운영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용의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농촌 노인들 안부를 챙기고 다녔으

니,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고 비난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경찰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하면서 노인들 안부 인사 챙긴 것은 질서를 위반한 게 아니다. 칭

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런 사례를 두고 사회 혁신이라 부른다. 

  마찬가지 논리로, 농사짓는 농민이 지역사회의 아동들(알고 보면 한두 집 건너 아는 집 자식이다)

을 농장에서 돌보고 가르칠 수 있다. 농장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배울 만한 것들이 아주 많지 

않은가? 그런 일을 하는 농민더러 교직이라는 울타리를 침범했다고 비난할 텐가? 외국 이야기지만, 

어느 양돈 농장은 어미 돼지를 수백 마리 키우면서도 그 자체가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

집이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내 소원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안 죽고 살다가, 자식 죽

으면 그 다음 날 죽는 것이다.”라며 탄식한다. 장성했지만, 어디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고 돌봄이 필

요한 아들딸을 홀로 놓아둘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졸업한 발달장애 청년을

(역시, 알고 보면 한두 집 건너 아는 집 자식이다) 일주일에 3~4일 농장에 와서 소 먹이 주고, 풀 

뽑고, 농사일 거들고, 밥도 같이 먹고, 소액이라도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고 권할 수 있다. 그렇게 농사일도 조금 하고 농장 식구들의 돌봄을 받는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 영

역을 농민이 넘보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농민이 농사지으며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어디 이

들뿐이겠는가? 

  농사짓는 사람이 농민이지만, 농민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볼 수도 있다. 그런 혁

신적 실천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한다. 그런 일에 나서는 농민을 두고 ‘새로운 농민’이라 부른

다. 농민만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다. 농민만의 힘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농민과 

더불어 농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

리는 그런 협동이 반복되고 쌓여서 농사가 교육이 되고, 농사가 돌봄이 되고, 농사가 문화가 되는 

지역사회를 두고 비로소 ‘공동체’라고 부른다. 그런 공동체라야 농업 발전이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

성을 매개한다. 

Ⅳ. ‘반칙’을 권하며

  지금까지 저출생·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한국의 농촌에서 일어나는 주민 일상생활 수준의 여러 문

제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응하여 시도되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적응’ 측면에서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완화’ 전략 차원에서도 

논의할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이 글의 범위를 초과한다. 아무튼 농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은 ‘협동

과 연대’ 그리고 ‘사회 혁신’이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들로 저밀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그처럼 ‘새로운 실천’은 때때로, 아니 상당히 잦은 경우에, 현재의 법규나 질서

를 거스르는 반칙이기 일쑤다. 앞에 언급한 사례들 중에도 법령을 소소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활동에서 시작한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적극적으로 ‘반칙하는 지역사회’가 

호작용을 발전시키고(과정 측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결과 측면)을 사회 혁신이라고 한다. 종래
의 시장이나 기성 제도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회 안의 취약한 집단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한다.”(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 2011: 43)고 한 정의를 따른다.  



22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기존 질서에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조형造形하는 ‘절대반지’ 같은 힘이 깃

들어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현실이 된다. 한때 금서禁書였던 책에서 인용하자면, “왕이 왕일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왕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다. 반칙의 실제 뜻은 ‘형식 파괴’

라고 한다. 새로운 질서는 낡은 형식을 어기는 자, 즉 반칙을 감행하는 자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반칙은 으레 변방에서 또는 제도의 공백에서 일어난다. 1970년대에 정부가 녹색혁명을 독려하던 때

에 수확량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쓰겠다는 유기농업 실천은, 당시로서는 확

실히 반칙이었다. 산지출하 규모를 키우고 현대화된 물류체계를 갖추어 시장 지배력을 지닌 대형 소

매유통업체의 코드에 맞추어야 한다고들 소리높여 주장할 때,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고령 영세

농이 단돈 1만 원어치 푸성귀라도 들고 나와 팔 수 있는 ‘로컬푸드 장터’를 만들자는 발상은 당연히 

반칙이었다. 

  저출생·고령화가 경천동지驚天動地의 급작스러운 사건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체를 감싸

며 막대한 영향을 줄 전례 없는 스케일의 변화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응하려는 참신한 실천

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법적 의미의 ‘반칙’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어린이 보육시설

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원아 수 11명 이상’일 때에만 지급하는 현재의 육아정책 사업 지침이 있다. 

지난 1월에 인구가 줄어 어느 산촌山村 마을에서 운영되던 어린이집 원아 수가 8명이 되어 아예 문

을 닫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처할 방도를 자문하는 이에게 나는 딱히 답을 

주지 못했지만,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편법이나 탈법으로라도 11명 숫자를 맞추어 일단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대책을 추후 모색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다. 또 다른 사례로, 앞서 언급한 협동조합 생미식

당이 ‘갓물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문을 닫은 후 이른바 ‘공유부엌’처럼 된 곳에서 마을 이장님 부

인이 준비한 점심식사를 먹는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 정도 규모에서 공동 식사를 지속

하려면 할 수 없이 밥 먹는 이들이 돈을 모아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유부엌’ 건물은 

음식점업 허가가 나지 않는 용도지역에 있다. 음식점업 허가 없이 마치 협동조합 운영하듯 주민 여

럿이 비용을 대고 점심식사를 먹는 이 상태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

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인구가 줄어 식당 장사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어찌되었든 밥 문제를 공동으

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행정규칙 준수 여부가 중요하겠는가? 이런 어쩔 수 없는 반칙의 사례가 

자꾸 나오면, 법규가 고쳐지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버텨야 하지 않는가? 

  어찌되었든 농촌에는 농민을 포함한 주민들이 끊임없이 ‘참신한 반칙’을 수단 삼아 저출생·고령화

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 반칙들이 모이고 쌓여 제도를 혁신하거나,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사회적‧문화적 통념을 바꾸거나, 자연적‧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킨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런 반칙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권면하는 것을 일군의 학자들은 ‘전략적 적소 관리’라고 부른다. 저

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단편적인 수준이 아니라 ‘인구 레짐’을 바꾸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참신한 반칙’을 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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